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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로는 지난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와 술  문화와 련된 공간으

로 구축되었다.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가 공간화 되지 않은 사회  실재란 존

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듯이, 학로와 그 주변공간은 각 시 의 이념이나 가치의 

재 장소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학로를 사례로 오랜 시간 공간의 구

축과정을 거치면서 시 의 지식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공간이 생산되고 표 되는 방

식을 인문지리학의 이론을 토 로 분석하 다. 

학로 주변 지역은 14세기 이후 처음에는 학문공간으로, 1985년 이후부터는 문화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재의 학로 주변에 고등교육기 이 처음 설립된 것은 조선

시 이다. 지 의 국립 학격인 최고학부로서 성균 이 1398년에 자리를 잡았다. 조

선 태조 7년에 성균 의 교사(校 )를 지 의 명륜동‧혜화동 일 에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 일 를 유교 이념의 수호지로서 이에 충실한 인의 양성과 왕권을 뒷받침

하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축하 다. 그러나 갑오개  시기에는 유교이념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교육 실시를 근  교육개 의 궁극  목표로 삼았던 계로, 

성균 을 제향기능만 남긴 채 새로운 제개  속에서 제외시켰다. 1900년을 후로 

한 한제국기에 이르면 근  주요 교육시설들을 지 의 학로 주변에 배치하면

서 근 화 이데올로기에 따라 지역을 재구축하 다. 1908년에 국내 최 의 근  공

업기술교육기 인 립공업 습소(官立工業傳習所)가 동숭동에 건립되었고, 같은 해

에 연건동에는 한의원 본 이 지어졌다. 강제  한일합병(1910) 이후 1910-20년

에는 재 학로 지역에 립고등교육기 들이 집  배치되면서 식민지 이데올로

기에 따라 공간이 재편되었다. 이 시기 학로 일 에는 주요 근 교육시설들이 들

어섬으로써 근 인 교육제도가 한국사회에 형성되고 정착되는 상징  공간이었으

나,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 당국의 교육 이 식민지에 반 되어 략 으로 공간의 

구축이 개된 이 성을 갖는다.

립고등교육기 의 집은 1924년에 경성제국 학이 지 의 학로 지역에 설립

되면서 정에 달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시기 식민지 통치책의 일환으로 경성제국

학을 건립하면서 식민당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통치장치  하나를 

갖추게 되었고, 지 의 학로 일 는 이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식민지 고등교

육기  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갖춘 근 학에 가까운 것은 경성제국 학 

단 한 곳뿐이었다. 기 학로는 고등교육을 통해 국가의 최고 인재양성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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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 인 장소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식민지인에게 체화하는 상징 인 장소 다. 

해방 이후 경성제국 학은 1946년 8월에 국립종합 학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국

립서울 학교로 정식 설치되었다. 경성 학(구 경성제국 학)을 비롯한 여러 ‧공

립 문학교들은 국립서울 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하나의 종합 학이 되었

지만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교사를 그 로 활용하는 형태로 운 되었다. 문리과 학

은 경성제국 학의 법문학부가 있던 동숭동의 교사를, 의과 학은 경성제국 학 의

학부가 있던 혜화동의 교사를 이어받았다. 서로 다른 통과 성격‧목 을 지닌 여러 

학교들을 통합한 서울 학교는 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 의해 고유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로부터 소  학 공간과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1960-70년  사회참

여 인 학생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다. 이들의 문화정체성과 이미지는 학문화

로서 표상되었고 이후 학로의 문화공간화 작업에도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게 된다. 

동숭동 주변 학가는 서울 학교가 악산에 종합캠퍼스를 만들어 1975년에 이

하면서 변화했다. 지 의 이 지역이 학로가 되고 학로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시 은 서울 학교가 이 하고 난 이후부터이다. 동숭동의 서울 학교가 이주

하자 서울시는 경제개발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문화공간

을 조성하자는 건축가 김수근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뜻을 받아들여 문화 콤

스 조성을 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로니에공원을 심으로 새로 꾸며진 자

리는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문화 술 원회)’과 ‘미술회 (  아르코미술 )’, 

‘문 회 (  아르코 술극장)’으로 상징되는 공공문화기 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

럼 학로는 자연발생 으로 형성되었던 신 의 학가 문화와는 달리 서울 학교

의 이 으로 남겨진 유휴공간을 문화 콤 스로 조성하기 해 개념화된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1980년 를 지나면서 동숭동 주변 학가는 미술회 을 심으로 화랑

들이 생겨나면서 미술공간이 형성되었고, 문 회 을 심으로 소극장들이 이 지역

에 오거나 새로 설립되면서 공연 술공간이 확장되었다.  

이 게 되자 정부는 1985년에 학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공간을 개념화하

다. 이 시기에 학로에 시행된 정부의 문화정책은 크게 둘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째로 1985년에는 학로 도시설계지구지정과 함께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시행되었

고, 둘째로 1990년 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학로 축제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학교가 이 하면서 그 성격이 학과 무 해진 공간에 학로라는 이름을 

붙이며 이 공간을 역사화하는 작업과 함께 다른 한편으론 기존의 이미지를 충

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기 시작하 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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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술 공간의 이미지를 정부는 문화정책에 극 으로 활용했다. 

학로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1985년에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어 혜화역이 만

들어지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학로는 상업화가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

해 문화· 술 련 자원들은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이면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폐혜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2004년 5월에 학로 일

의 략 인 보호와 육성을 해 「문화 술진흥법」  「서울시 문화지구조

례」를 근거로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지구 지정 후에도 상업자

본에 의한 잠식은 가속화되었다. 2000년 를 넘어서면서 학로는 이에 응하는 공

공의 문화정책이 집 되었고, 이로 인한 포스트모던 인 공간으로의 변화가 보다 가

시화되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인 인 라 확충과 문화환경의 조성, 술계에 한 각

종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로는 그동안 상징 으로 구축해왔던 순수한 문화·

술의 공간에서  더 멀어져갔다. 학로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 술 자원을 체계

으로 지원하지 못한 채 물리  환경정비나 외형 인 측면에 집 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를 흔들어놓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사회  비 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학로의 사례는 앙리 르페 르(Henri Lefebvre)가 제안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추상

 공간(abstract space)’이 어떤 것인지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르

페 르가 통찰한 것처럼, 자본의 공간 략은 공간을 평면화하고 교환 가능한 조각들

로 만드는 것이다. 공간, 특히 도시공간이 가지는 상징과 의미를 거세하고 단순한 생

산물로 만드는 략이다. 이러한 추상공간은 폭력 이다. 자본주의 공간(의) 재

(representations of space)에 기 한 폭력은 하나의 장소로서 학로가 가지는 심

성과 상징성을 와해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공간  실천(spacial practice)이 생산하는 

생산조직과 틀, 제도  사회체제를 공간은 이러한 특성을 담아내기에 편리한 시각화 

논리를 띠는 상으로 체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시각화를 르페 르는 공간의 

탈육체화(decorprealization of space)라고 명명하며 공간의 특징을 단 으로 표

하 다. 공간의 탈육체화는 자본주의가 출 하기 이  시 의 지배공간이 신체가 

설정되는 장소 고착 인 구체공간으로서의 양상을 띠었다면, 자본주의 출  이후의 

공간은 나의 신체작용 범 를 벗어난 장소 , 시간  계로 구성된 추상공간으

로의 특징을 지님을 의미한다. 추상공간으로서의 공간은 자본 축 활동을 구성하는 

단  즉, 생산, 소비, 유통, 분배 등의 활동단 로 공간이 구획되면서 공간의 본래  

형태라 할 수 있는 구체공간이 자본주의의 이러한 추상공간에 의해 식민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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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 재 학로의 공공공간은 소비공간의 략을 복제하며, 소비공

간은 공공공간의 가능성을 복제한다. 두 공간들의 상호복제는 공공 역의 추상공간

화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이처럼  도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상당수의 상업공간과 공공공간을 표방하는 

공간들은 역공간(liminal space)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역(liminal)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구의 

역도 아닌 것을 의미하며, 역공간은 공 인 것과 사 인 것, 문화와 경제, 시장과 장

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을 말한다. 표 으로 소비공간은 소비와 유통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  공간이자 공  공간이며 노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에서 

역공간의 성격을 띤다. 이 게 역공간은 공공 역과 상업 역을 동일화시키면서 공

 공간과 사  공간을 혼란시킨다. 이러한 소비문화 공간에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립 인 공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의 모순을 시각  상징으

로 은폐하는 개념이 감추어져 있다. 최근의 형소비공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  

이미지를 덧 우는 형식들이 공간의 역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공간은 

복합화, 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상업 인 행 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문화 이고 도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역은 역치성의 개념처럼 서로 다른 역의 가치체계와 지향 이 역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 의 학로 공간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하는 공간의 압축과 평면

화, 심의 상실이 극 화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학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통  공간들은 의 도시공간과 긴 히 연

결되지 못하면서 시간의 축 에 의해 겹쳐져 있으며, 학로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

는 혹은 획일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 속에서 립· 첩되어 있다. 헤테로토피

아  공간의 특징은 서로 다른 이질  개체들이 섞이며 애매하고 모호한 경계로 병

치되고 시간의 축 에 의해 겹쳐져 있는 혼종  공간성의 양상을 보여 다. 학로

에서는 성균  이래 600년이 넘는 시간이 공간화 된 공간성만이 아니라, 공간의 혼

성성에서도 찾아진다. 이런 양상은 특히 2000년  이후 학로의 상징  공간을 표

상하는 마로니에공원과 가로에 배치된 각종의 공공조형물, 역사  기념비, 실개천 등

의 시뮬라크라에서 두드러진다.

재 학로는 자본주의  공간  실천 그 자체가 불러오는 공간의 편화와 그

로 인해 생겨나는 모순과 갈등으로 인한 항을 불러오고 있다. 르페 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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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이와 같은 공간의 모순을 공간의 시련이라고 명명하 다. 하지만 르페 르는 

공간생산이론에서 ‘생산’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인간의 창조 이고 주체 인 실천행

에 의한 공간 형성임을 말하고 있으며, 소외된 공간 실천으로부터 항 이고 복

이며 차이를 생산하는 능동  주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삶의 변화나 

사회의 변 은 그에 상응하는 합한 공간의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

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  계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이

와 련해서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문화· 술 공간으로서의 학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 략으로서 공공부문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제언을 덧붙 다. 

주요어 : 학로, 인문지리학 이론, 공간의 생산, 이데올로기, 문화‧ 술 공간, 

추상  공간, 공간(의) 재 , 공간  실천, 역공간, 헤테로토피아             

학  번 : 201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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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학로는 종로구 이화동 사거리에서 혜화동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  

그 일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시 종로구 

내의 동숭동, 혜화동, 이화동 명륜 2-4가, 연건동이 법정동으로 포함된

다. 1985년부터 이 지역을 공식 으로 학로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  서울 학교 문리과 학 캠퍼스가 이곳에 형성되면서  학로

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리 길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즉, 이 장소

가 학로로 불리게 된 것은 이 에 국립서울 학교가 치해 있었던 것

이 가장 직 인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명륜동·연건동·동숭동이 고등교

육의 장소가 된 것은 더 오래 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범 와 근거는 더 

넓고 역사도 더 깊다. 

재의 학로 주변에 고등교육기 이 처음 설립된 것은 조선시 이

다. 1398년에 지 의 국립 학격인 성균 이 최고학부로서 이곳에 자리 

잡았다. 조선 태조 7년에 성균 의 교사(校 )를 지 의 명륜동‧혜화동 

일 에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 일 를 유교 이념의 수호지로서 이에 충실

한 인의 양성과 왕권을 뒷받침하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축하

다. 그러나 갑오개  시기에는 유교이념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교육 

실시를 근  교육개 의 궁극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성균 을 제향기

능만 남기고 새로운 제개 의 범 에서 제외시켰다. 1900년을 후로 

한 한제국기에 이르면 근 인 주요 교육시설들을 지 의 학로 주

변에 배치하면서 근 화 이데올로기에 따라 지역을 재구축하 다. 1908

년에 국내 최 의 근  공업기술교육기 인 립공업 습소(官立工業傳

習所)가 동숭동에 건립되었고, 같은 해에 연건동에는 한의원 본 이 

지어졌다. 이 두 기 은 한제국이 서양식으로 건물을 세우고 근 화의 

노력을 기울 던 기 이었다. 

(강제 ) 한일합병 이후 재 학로 일 는 고등교육시설의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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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 히 증가해서 1910-20년 에는 립고등교육기 이 집하게 되었다. 

립학교의 집은 1924년에 경성제국 학교가 설립되면서 정에 달하

게 되었다. 일본은 1924년에 「경성제국 학 제」를 공포하고 동숭동과 

연건동 일 의 9만여 평에 경성제국 학교를 설립하 다. 당시 일본이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학로 지역이 1920년 까지도 개발지역이라 

손쉽게 규모의 토지 수용이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공업 습

소(  한국방송통신 학교)  한의원(  서울 학병원), 부속의학교

(  서울 학교 의과 학) 등의 기존 교육시설이 그 일 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 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변한 공간과 경 의 양상들은 

오늘날 학로의 문화와 경 을 구축하는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설립된 경성제국 학은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갖춘 

근 학으로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학이었다. 해방 이후 경성제국

학은 1946년 8월에 국립종합 학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국립서울 학

교로 정식 설치되었다. 경성 학(  경성제국 학)을 비롯한 여러 다른 

성격의 ·공립 문학교들을 결합해 국립서울 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

한 것이다. 서울 학교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교사(校 )를 그 로 활

용하는 형태로 운 되었다. 문리과 학은 경성제국 학의 법문학부가 있

던 동숭동의 교사를, 의과 학은 경성제국 학 의학부가 있던 혜화동의 

교사를 이어받았다. 서로 다른 통과 성격‧목 을 지닌 여러 학교들을 

통합한 서울 학교는 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 의해 고유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로부터 소  학 공간과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동숭동 주

변 학가는 1960-70년 의 사회참여 인 학생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

었다. 이들의 문화 정체성과 이미지는 학문화로서의 표상이 되었고 이

후 학로의 문화공간화 작업에도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게 되었다.

동숭동 주변 학가는 서울 학교가 1975년에 악산에 종합캠퍼스를 

만들어 이 하면서 변화했다. 지 의 이 지역이 학로가 되고 학로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시 은 서울 학교가 이 한 이후이다. 동숭동 

서울 학교가 이 하자 서울시는 경제개발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 그동

안 확보하지 못했던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건축가 김수근을 비롯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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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사들의 뜻을 받아들여 문화 콤 스 조성을 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로니에공원을 심으로 새로 꾸며진 자리에는 ‘한국문화 술진

흥원(  한국문화 술 원회)’과 ‘미술회 (  아르코미술 )’, ‘문 회

(  아르코 술극장)’으로 상징되는 공공문화기 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처럼 학로는 자연발생 으로 형성되었던 신 의 학가 문화와는 달

리, 서울 학교의 이 으로 남겨진 유휴공간을 문화 콤 스로 조성하

는 과정에서 개념화된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이후 1980년 를 지나면서 

동숭동 주변 학가에 미술회 을 심으로 화랑들이 생겨나면서 미술공

간이 형성되었고, 문 회 을 심으로 소극장들이 이 지역으로 이 해 

오거나 새로 설립되면서 공연 술공간이 확장되었다.  

이 게 되자 정부는 1985년에 학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공간을 

개념화하 다. 이 시기에 학로에 시행된 정부의 문화정책은 크게 둘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로 1985년에는 학로 도시설계지구지정과 함께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시행되었고, 둘째로 1990년 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학로 축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학로 

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학로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

숭동 한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학교가 이 하면서 그 성격이 

학과 무 해진 공간에 학로라는 이름을 붙이며 이 공간을 역사화하

는 작업과 함께 기존의 이미지를 충 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면서 새로

운 공간을 생산하기 시작하 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 술 공간의 

이미지를 정부는 문화정책에 극 으로 활용하 다. 

1985년에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이 개통되고 지하철 2호선과도 연결되면

서 이 지역은 교통 편의성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유동인구가 증하면서 

학로는 차 상업화의 폐해를 드러내게 되었다. 당연한 수순으로 순수

연극의 메카라고 불리던 이곳에 상업 인 연극의 호객행 를 비롯한 각

종 상행 가 만연해지고, 문화‧ 술 련 자원들이 지역 내에서 경쟁력

을 잃고 이면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04년 5월에 학로 일 의 략 인 보호와 육성을 

하여 「문화 술진흥법」  「서울시 문화지구조례」를 근거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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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지구 지정 후에도 상업자본에 의한 

잠식은 가속화되었다. 2000년 에 들어서는 학로에 이에 응하는 공

공의 문화정책이 집 되었고, 이로 인해 포스트모던 인 공간으로의 변

화가 보다 가시화되었다. 

에서 서술했듯이, 학로 주변 지역은 14세기 이후 처음에는 학문공

간으로, 1985년 이후부터는 문화공간으로 구축되었다. 학로가 보여주듯

이 어떤 장소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재 하는 공간으로 생산된다는 이론

은 앙리 르페 르(Henri Lefebvre)를 비롯한 인문지리학자들의 연구를 통

해서 발 하 다. 이 이론은 공간정치학으로 불리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정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된 과학  상이 아니라 언제나 정치 이

고 략 이라는 을 부각하고자 했다. 표 으로 르페 르는 공간은 

투쟁이 발생하는 궁극 인 심지이자 매개이며, 따라서 한 정치 인 

쟁 이라고 보았다. 공간은 등질 이고 가치 립 이며 객 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 으로는 정치 이며 이데올로기 이라는 을 드러내고자 

하 다고 볼 수 있다. 

르페 르는 ‘생산(production)’ 개념을 공간에 도입하여 자연과 사회의 

공간  계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 다. 마르크스가 경제  생산

계에 집 했던 것과 달리 르페 르는 사회, 지식  제도의 생산까지

도 고려의 상에 넣었다. 그는 1974년에 서 『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공간은 사회 상을 규정하는 매우 요한 실

체로서 사회공간은 사회 상으로 채워지는 빈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 상을 규제하고 한 사회 상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  구성물임을 

보여주고자 하 다. 이 에서 본다면 공간은 사회과정의 단순한 결과

일 뿐 아니라 원인이며 매개체도 될 수 있다. 그런 에서 의 생산

에 한 분석은 공간 그 자체의 생산도 검토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 것

이다. 

르페 르가 공간을 사회  공간(social space)이라고 명명하면서 설명

한 것처럼, 공간은 고정되지 않고 역동 으로 움직이면서 그 자체로 생

산하고 동시에 생산되기도 하는 사회 계망들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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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회  공간은 자에 의해 창조된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역사

으로 생산되고 구축된 공간이며, 생산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다

인 사회 계들이 상호교차하는 네트워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 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생산과 변화를 탐구하는 것은 도시공간의 물리  

변화뿐 아니라 이를 래하는 권력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에 한 공

간의 정치학을 읽어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학로를 사례로 오랜 시간에 걸쳐 

공간이 구축되고 변화해 온 방식을 비 인문지리학 이론을 토 로 살펴

볼 것이다. 르페 르가 주장한 공간정치학에 따르면 공간은 그것을 이용

하는 주체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시

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공간정치학  은 학

로의 사례에도 용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개되고 있는 학로

의 변화는 르페 르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강조했던 자본주

의 생산양식에 의해 공간의 재 방식도 달라진다는 유물론  공간론을 

배경으로 하는 토  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드워드 

(Edward Relph) 한 르페 르와 하비의 공간이론의 토  에서 장소

가 그 이면의 자본의 축 논리  체제공간의 이데올로기 같은 부정  

측면을 숨기고 있음을 지 했다. 이에 기 해서 본 논문은 오랜 시간 공

간의 구축 혹은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학로 공간이 시 의 지식과 이

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되고 표 되어 온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학로는 서울 학교 이  이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련사업이 추진

되면서 공간이 새롭게 구축될 때 특정 가치가 당시 정부 목 에 따라 선

택 으로 부각되고 활용되었다는 역사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시 마다 이데올로기가 변화하면서 도시공간의 지배  구

축과정이 달라지는 생산방식뿐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권력  함의, 그리

고 그 생산과정에 작용한 요소들과 생산된 공간의 사회  효과 등의 문

제들을 인문지리학의 에서 포 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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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1960년  이래 공간이론은 인간의 장소경험과 장소 정체성 형성을 

상학  에서 고찰한 인문주의지리학, 공간을 사회·문화·정치·역사 등

의 복합 인 생산물로 분석하는 사회공간론, 자본주의  상품·노동 계

의 공간  형성과정을 구조주의  에서 규명한 공간정치경제학, 복

합성‧맥락성‧우연성‧비 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공간론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공간이, 그 자체는 애 에 주어진 것

일지라도 공간조직, 용도, 의미는 사회 으로 생산‧해석되며, 변화되는 

경험의 산물이라는 을 제로 하고 있다.1)

공간정치학을 표하는 앙리 르페 르(Henri Lefebvre),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에드워드 소자(Edawrd Soja) 등의 학자들은 특정한 공

간의 생산은 각자의 이해 계를 가진 세력들이 사회  조건 속에서 자신

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르페 르는 「공간의 정치

성에 한 성찰 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Space」에서 “공간은 언제

나 정치 이고 략 이었다 (…) 공간은 역사 , 자연  요소로부터 형

성‧주조되어 왔지만 이것은 정치  과정이었다. 공간은 정치 이고 이데

올로기 이다. 그것은 자 그 로 이데올로기로 가득한 산물이다"라고 

말했다.2) 이들의 공간 개념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이 그

러하듯 정치 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20세기를 ‘공간의 시 ’로 규정

하며, 권력을 억압  에서 보았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생산  

에서 근했다. 그는 공간 역시 권력을 생산하며, 그 안에 포함된 사람

들을 무의식 으로 훈육시킨다는 을 제시했다.3) 이러한 을 공유

하며 르페 르는 공간을 생산, 소비, 교환 공간이라는 습  구분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에게 공간은 정치  도구, 계 투쟁이 

1) Anssi Passi,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s: A Theoretical Framework of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Regions and the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Remmia 164:1(May 1986).

2) Henri Lefebvre, “Reflections on the Politics of Space”, trans. M. Enders. Antipode 8:2(May 

1976), p: 31.

3) Michel Foucault,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1(Marc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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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되는 사회 계의 역이 형성되는 곳이며, 사회경제  문화  체제

를 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르페 르는 그의 서 『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공간 생산의 양상을 공간(의) 재 (representations of space)’, ‘재  공간

(representational space)’, ‘공간  실천(spacial practice)’의 세 개념으로 

설명했다.4) 

 먼 , 공간(의) 재 은 원어 ‘Les représentations de l' espace’를 직

역하면 ‘시공간의 재 (표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 생산의 세 가지 

계기 가운데 공간(의) 재 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에 구체화시킨 이

념과 개념이 표상된 공간으로서 정치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 재 은 도시공간을 만들고 계획하며 공간 개념을 만들어

내는 학자들이나 계획 수립자들, 도시 계획가들, 공간을 구획하고 배열하

는 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화된 공간이다.5) 르페 르는 공간(의) 

재 들에 해서 ‘인지된 공간’(conceived space), ‘질서 지워진 공

간’(ordered space)이라고 정의하며, 이데올로기와 인식을 (사회 ‧공간

) 실천 속에 반 했다고 표 했다. 이 게 형성된 공간 개념이 한 사

회의 지배 인 공간 개념으로서 여겨진다고 보았다. 

둘째, 재  공간은 원어 ‘Les espaces de représentation’을 직역하면 

‘재 (표상)의 공간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체험되고 말해지는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6) 르페 르는 재  공간을 “체험된 공간(lived 

space)”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의 공간은 어떠한 과학  분석이나 논리

 근, 개체에 한 실증 이고 원론 인 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감

각이나 느낌, 신체의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체화되는 공간

이며, 일상의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일상의 경험  공간을 일컫는다. 이

4) Lefebvre는 『La Révolution Urbaine』, 『Espace et politique』, 『The survival of Capitalism: 

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등의 일련의 술들을 통해 자본주의의 역사가 

공간을 통한 기 극복의 역사 음을 주장했으며, 그러한 자본주의 공간역사연구의 요체는 

『La Producation de l' espace』에서 집 성되었다. 

5)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Donald Nichoson-Smith (Malden, Mass: 

Blackwell, 1991), p. 80.

6) 의 책,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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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히나 공간을 사용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과 술가들, 그

리고 공간에 해 기술(記述)하고자 하는 자들 즉,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환경의 유(appropriation)를 통해 끊임

없이 공간을 창조하게 된다.7) 

마지막으로, 공간  실천(La pratique spatiale)은 해당 공간의 주체들

이 활동을 통해서 공간을 유하며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

다. 공간의 주체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  공간을 지각하면서 개별 으

로는 역사  배경 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같은 문화 향을 통해, 집단

으로는 사회‧정치‧경제 계의 향을 통해 규범화된 행 를 한다. 사

람들은 사회  규범과 질서라고 믿고 있는 계획가들에 의해 구축된 도시

환경이나 건축환경 즉, 공간(의) 재 들 속에서 공간  실천행 를 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지배 인 공간 개념과 그 속에 존재하는 균형 잡힌 질

서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화된 행 는 

사회  삶을 구조화하며 공간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공간을 소비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찾기 해서 노력하

며 새로운 공간 이용 행 를 통해 기존의 공간이 가진 개념과 질서를 

복시킨다. 따라서 공간  실천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지배 략에 동의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반기하는 복의 노력들을 가시화하는 복

합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 르는 이 같은 세 차원들이 펼쳐나가는 삼각변증법을 통해 공간

의 역사를 설명하며, 자본주의 추상공간의 등장 역사를 논의했다. 추상공

간은 자본주의의 확장으로 인해 더욱 공세 으로 사회  공간을 침범하

는데, 이는 공간의 상업화와 료화를 통해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다.8) 

그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근  이후, 자본주의 추상공간이라고 볼 수 있

7) 르페 르에게 있어서 유는 ’자신의 육체, 욕망, 시간 등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 으로 리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것은 소외되지 않은 인간, 자기 존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 한편, 공간의 유에 하여 그는 “한 집단의 필요와 가능성을 해 변화된 

자연  공간에 해 이 집단이 이를 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앙리 르페 르(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 (1974), 양 란 옮김(에코리 르, 2011), 

p. 258.  

8) Derek Gregory, Geographical Imaginations (Blackwell, Oxfor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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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간생산의 모순과 

갈등이 어느 지 에서 발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자본주의  발 양

식은 끊임없이 추상 인 공간을 생산해내는데 르페 르는 공간의 편

화, 계화, 동질화를 만들어내는 추상공간  략들을 소비, 국가권력, 

자본의 논리와 연결시켰다. 르페 르는 추상공간을 정치 , 제도  공간

으로서 발견된 공간이 아니라 략이 지정해  공간이라고 서술했다. 공

간은 술과 략의 구실이 된다고 할 수 있다.9)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

되는 추상공간은 그 공간 안에서 태어나서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면 모조리 억 른다. 그것은 해당 공간이 지니고 있던 역사  조

건이나 자신만이 지니는 고유한 차이(내부 , 잠재  차이)를 없애버리고 

신 추상  동질성으로 균질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배공간(추상공간)은 실 속에서나 잠재성 속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10) 추상  공간과 사회  공간 간의 

조 인 생성과정과 둘 간의 긴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갈등과 모순의 근본

 토 로 작용하며, 추상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사회  공간의 침해

는 이를 지하기 한 개인과 집단의 투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르페 르의 작들은 1980년  에 미권으로 넘어와 데이비드 하비

와 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등 

공간정치경제학으로 그 범 를 확장시키는 데 향을 주었다. 공간정치

경제학에서는 공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메커니즘을 자본주의의 작동과

정과 연결시켜 설명하며, 도시는 노동력‧교환‧소비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핵심 인 지 으로 간주한다. 르페 르가 『자본주의

의 생존 The Survival of Capitalism』에서 지 했듯이, 사회 으로 생

산된 공간은 지배 인 생산 계가 재생산되는 곳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편화되고 등질화 되고 계층 으로 구조화된다.11) 르페 르와 

하비는 자본주의 도시공간을 자본 축 을 한 순환의 각 단계에서 필요

한 물  토 로 보았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항상 특정한 

9) Lefebvre, 1991(주 5), p. 423.

10) 의 책, p. 526.

11) Henri Lefebvre, The Survival of Capitalism (London and Busby, 1976),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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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창출하면서 발 한다는 것이 이들 공간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연

구되었다. 표 으로 같은 해(1989)에 발간된 하비의 『포스트모더니티

의 조건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과 소자의 『공간과 비 사회

이론 Postmodern Geographies』은 정치경제학  에서 르페 르를 

흡수하고 확장시킨 작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 르의 뒤를 이은 하비

는 르페 르의 공간 생산 이론을 계승하고 있지만 『도시의 정치경제학 

The urban experience』,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이라는 두 서에서 공간생산 변증 계에 해 좀 더 정

교하게 체계를 세웠다. 하비는 자본주의  생산 계 속에서 생산된 공간

은 자본  사회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며, 한 그 자체로서 사회

활동을 진 는 규제하는 조건이 됨을 밝히고자 했다. 하비는 공간이 

갖는 사회 인 성격에 해 논하면서, 공간이 있는 그 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과 논쟁의 결과로 생성되었다는 에 주목했다. 사회

학 인 에서 보면 공간은 특정한 맥락 인 조건과 계 속에서 존재

하기 때문에 사회  행 , 사회  권력, 사회  과정의 결과들로 구성된

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사회 인 것을 담아내는 틀이자 

반 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간과 사회 사이의 상호 역동 인 계에 해

서 에드워드 소자는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이라는 개념으로 발 시켰다. 

그는 공간은 죽은 것, 비변증법 인 것,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취 되는 

반면, 시간은 풍부하고 비옥하며 살아있는 변증법 인 것으로 취 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 한 푸코의 논의를 확장시키면서, 시간의 지속성을 강

조한 기존의 사회과학 풍토에 비 인문지리학을 결부시켰다. 그가 주장

한 사회-공간 변증법의 기본 인 문제설정은 사회 계가 공간을 만들기

도(space-forming) 하면서 동시에 공간 의존 이기도(space-contingent)

하다는 것이다.12) 이러한 이유에서 공간은 항상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

성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소자는『제3의 

공간 (Third space)』에서 단순히 역사에 부가되는 실행방법  결과론

으로서의 공간을 거부한다. 그는 역사와 사회 인 것이 우세한 제1공간

12)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공간과 비 사회이론 Postmodern Geographies』 (1989), 이무

용 외 옮김(시각과 언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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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공간), 상상된 표 을 통하여 이해되는 실체를 요시하는 제2공

간(정신  공간)과 비되는 제3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다. 이는 공

간  개념을 제3의 실존  차원과 동일하게 가장 우 에 둔 것이다.13) 

지 까지의 논의를 르페 르의 용어를 빌어 정리하면, 공간은 사회

으로 생산되며 언제나 헤게모니 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은 특정계 의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략이자, 이 지배를 복시키는 략이 될 수 

있다. 르페 르에게 항헤게모니는 공간의 주체를 통해 새로운 공간이 

생산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추상 인 공간은 균질화 하

려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차이와 특이성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 안 ) 공간은 차이를 통해서가 아니면 탄생할 수 없다는 을 부각했

다.14) 르페 르는 추상공간의 모순을 지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이

공간이라는 안공간을 그리고자 했다. 르페 르가 제시한 차이공간 개

념의 핵심은 공간을 규질화 하는 지배체계의 도구  공간에 항하여 최

한의 차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의 생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데

이비드 하비와 네일 스미스(Neil Smith)도 자본축  기의 공간  돌

와 그로 인한 새로운 공간의 생산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본 기의 공간

 해결이 계속 인 공간 차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논리에서 비롯

된다.15) 

지 까지의 논의를 토 로 본 논문에서는 르페 르가 주장한 공간정치

학 이론을 심으로 학로 주변 도시공간이 각 시 가 생산한 이데올로

기에 따라 구축되고 변화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도시공간은 사회  

실천의 산물이고, 따라서 도시공간에서 주체의 모든 실천은 공간  실천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은 사회 인 목 성을 가지고 만들

어지는 산물이며, 그것의 생산방식은 시 에 따라, 문화에 따라, 목 에 

따라 달라진다. 공간은 사회  과정이 작동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그 작

동에 향을 미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13) Edward Soja, Third Space: Journeys to Los Angeles and Other Real-and-imagined Places 

(Oxford: Blackwell, 1996). 

14) Lefebvre, 1991(주 5), p. 52.

15) David Harvey,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1982), Neil Smith,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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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방법

그동안 학로 공간을 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권윤구, 김 엽‧최창규, 임하나‧강도원, 이석환, 최막 ‧김미

옥 정도가 표 이다. 연구의 다수도 (이석환을 제외하고) 학로의 

특정시기의 장소와 장소성을 형성하는 특정요인(장소성 형성요인 인지, 

경제  가치 등) 간의 상 성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

한 실증분석에 을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로를 사

례로 각 시 마다 이데올로기가 달라지면서 공간이 구축되고 변화되는 

방식을 인문지리학 이론을 활용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Ⅱ장에서는 학로와 그 주변이 교육장소로 구축되어 

있던 시기를 연구할 것이다. 조선시  성균 이 재의 학로 주변에 

설립된 1398년 이후부터 서울 학교가 악 캠퍼스로 이 한 1975년까

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다음 Ⅲ장에서는 1975년 서울 학교 이주 후 학이 존재하지 않음에

도 학로로 칭해지면서 (고 )문화‧ 술 공간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과

정을 분석할 것이다. 서울시는 한국문화 술진흥원이 1976년에 학로로 

이 한 이후 미술회 (1979), 문 회 (1981) 등을 차례로 건립하면서 마

로니에공원을 심으로 한 문화 콤 스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문화

‧ 술 련 자원들이 집하며 다양한 공간  실천을 유발하고 기존의 

개념화된 공간과의 연속성을 갖게 되면서 학로에 복합 인 문화· 술 

클러스터가 구축되었음을 규명할 것이다.  

이후 Ⅳ장에서는 1990년  이후 정부가 문화정책을 학로에 본격 으

로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학로의 변화와 그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서

울시가 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종합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

획을 시행하면서 일련의 정책  지원들이 학로를 어떻게 구축하고 변

화시키고 있는지와 함께 공간 체에 드러난 포스트모던 인 구조의 방

식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학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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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의 정 ·부정 인 측면을 조명하고, 다른 장소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 략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을 해 문화체육 부, 한국문화 술 원회, 서울연구

원, 한국문화 연구원 등의 기 에서 발간된 각종 정책자료와 앞서 연

구된 논문자료, 단행본  연구물, 언론 보도자료  잡지, 그리고 본 연

구와 련된 기 ,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련 문서  홈페이지 등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 다. 아울러 정책 사례나 설문조사 결과 등이 

이미 다른 연구에서 다룬 이 있어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병행했

으며, 그동안 문화지구 지정 이후 민‧ 에 의해 실시해왔던 수차례 평가

와 토론의 결과에 한 분석도 실시하 다. 일부 계자와의 인터뷰  

장조사도 추가했다. 



- 14 -

Ⅱ. 고등교육기 의 발생지, 명륜동·연건동·동숭동 지역

재의 학로를 심으로 북서쪽에 치한 명륜동에는 성균 학교

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  최고의 교육기 이었던 성균 (成

均館)이 있었던 곳이다. 이에 근거해서 로부터 이 지역을 숭교방(崇敎

坊)이라 불 으며, 일제 강 기에는 숭교방 동쪽이라는 의미로 동숭(東

崇)동으로 행정구역이 개명되었다. 그 왼쪽에는 창경궁, 창덕궁, 종묘가 

넓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재의 혜화역이라는 이름을 있게 한 혜화문

(惠化門)은 서울의 성곽문 에서 동소문(東 門)에 해당하는 문이었다. 

기 학로의 장소가 계획 으로 형성된 계기는 조선의 한양천도 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한양천도 과정을 통해 그리고 조선왕조 시기 동안 

학로의 내부 구조와 성격은 강화되거나 변화하 다. 학로 일 는 응

(應峰)과 낙산(駱山)의 산세를 따라 수도의 성벽이 축성되었으며, 동

문인 흥인지문( 仁之門)과 동소문인 혜화문도 이때 건립되었다. 한 

성균 이 들어섬으로 인해 이곳은 학문과 교육의 심지로서 상징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원형이 되어 이후 이 일 는 교육과 정치가 심

이 되는 공간 개에 한 향을 받게 되었다.16) 

이 장에서는 재의 학로가 과거 조선시  이후 명륜동·연건동·동숭

동 지역을 심으로 각 시 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고등교육 장소로 구축

되어온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성균 이 설립된 이래 서울 학교가 이

할 때까지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세 종류

의 교육기 이 존립했다. 조선시 의 국가 최고학부에 해당하는 성균

이 1398년에 지 의 명륜동(明倫洞)에 설립됨으로써 이 지역은 고등교육

의 장소로 구축되었다. 한제국기부터 일제강 기까지는 지 의 학로 

주변에 립고등교육기 들이 집하 고, 우리나라 최 의 근 학인 

경성제국 학이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국립서울 학교가 설치되어 

문리과 학을 비롯한 의과 학, 법과 학 등이 지 의 동숭동과 연건동

16) 이석환, 『도시 가로의 장소성 연구: 학로의 사례를 심으로』(박사학 논문, 서울 학교, 

1998),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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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함으로써 학공간과 학문화가 형성되었다. 

1.  성균  설립과 학문‧교육 공간 형성

1398년에 재 학로 지역에 조선시  성균 이 설립되었다. 성균

은 고려말과 조선시 의 국가 최고 교육기 인 학이었다. 고려의 국립

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

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 년(1308)에 성균 이라 하 다. 공민왕 

5년(1356)에는 반원(反元)정책이 추진되면서 일시 으로 다시 국자감으

로 환원되었다가 공민왕 11년(1362)에 성균 으로 개칭되었다.17) 성균

은 고려시  때는 개성(開城)에 치해 있었으나, 조선 태조 7년(1398)에 

지 의 명륜동과 혜화동 일 에 해당하는 숭교방(崇敎坊)에 터를 잡았

다. 숭교방은 ‘가르침(敎)을 높이 여겨 숭상한다’는 어의를 지니고 있다. 

성균 은 조선시  교육제도에 있어 유일한 학시설이었고, 별칭으로는 

반궁(泮宮)으로 불렸다. 반궁이라는 호칭은 국 주(周)나라 때 천자국

(天子國)에 설립한 학교를 벽옹(辟雍)이라 말하고, 제후국의 나라에 세운 

교육기 을 반궁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다. 이들 교육기 의 주 로는 물

이 둘러싸고 흘 는데, 벽옹은 완 히 물에 둘러싸여 거의 섬처럼 된 형

태 고, 반궁은 반만 둘러싸여 조성되었다. 이는 속된 세상과 구별하고 

습도를 조 하기 한 것이었다. 이때 반궁을 두른 물을 반수(泮水)라고 

불 다. 조선시 에 성균 을 설립할 때 이러한 풍수의 지리환경의 요건

을 고려하여 배치하 다. 한 물길을 따라 성균 에 각종 물품을 공

하는 곳으로 반 (泮村)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반 에 사는 사람은 

반민 는 반인이라 불 다.18)

재 학로를 경계로 동숭동과 연건동으로 나뉘는 지역은 조선 기 

한양(漢陽)을 5부로 나 었을 때 동부(東部)에 속해 있었던 지역으로,19) 

17) 장재천, 『조선 성균  교육문화』 (교육과학사, 2012), pp. 11-12.

18) 장재천, 「조선시  성균 의 반 과 주변 환경 연구」, 『인문사회논총』 제17호(2010), 용인

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 106-107.

19) 지 의 서울에 해당하는 지역을 동‧서‧남‧북‧ 부의 5부(5部)로 나 고, 그 각 부를 다시 10개 

안 의 방(坊)으로 나 어 총 52방으로 하 는데, 학로는 5부  동부(東部)에 해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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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성 도(1834) 

오늘날 동(洞)에 해당하는 당시의 방(坊)으로는 숭교방(崇敎坊), 건덕방

(建德坊), 연화방(蓮花坊) 등이 포함되어 있던 곳이다.20) 동숭동(東崇洞)

이라는 명칭에는 숭교방을 나타내는 표 과 지리  치를 나타내는 표

이 혼합되어 있으며, 연건동(蓮建洞)이라는 동명 역시도 조선시  연화

방과 건덕방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21) 당시 성균 이 치했던 지역 

주변은 궁궐  왕조의 주요 시설들이 있던 지역으로서 강력한 앙집권

 권력이 결집되어 작동하고 있는 수도 다. 공간정치학 이론에 따르면 

공간은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축되고 활

용된다. 성균 은 학문을 닦는 곳으로 통 권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사상 인 기 를 마련하고, 국가

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

재를 배출하는 상징  거 으로 

구축되었다. 조선시 에는 성균

이 치한 공간을, 유교  고등교

육기 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구축

하기 해 성균 이 자리한 곳으

로부터 종로에 이르는 길 주 의 

땅이름도 충(忠), 효(孝), 인(仁), 

의(義), (禮), 지(智), 신(信)을 

역으로 연희방(燕喜坊), 숭교방(崇敎坊), 천원방(泉遠坊), 창선방(昌善坊), 건덕방(建德坊), 덕성

방(德成坊), 서운방(瑞雲坊), 연화방(蓮花坊), 숭신방(崇信坊), 인창방(仁昌坊), 덕방(觀德坊), 

흥성방( 盛坊)으로 총 12방으로 나뉘었다. 배우리, 「조선시  한양 안의 땅이름들: 갑오경장 

이 의 행정구역을 심으로」, 『어원연구』 제1권(1998), 한국어원학회, pp. 57-59. 

20) [조선시  행정구역] 숭교방은 조선시  기부터 있던 한성부 동부 7방 의 하나로서, 재

의 행정구역으로는 명륜동 1․2․3가․혜화동 각 일부에 해당한다. 건덕방은 조선시  기부

터 있던 한성부 동부 7방 의 하나로서, 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원남동․인의동․연건동․연

지동․효제동․종로 5․6가 각 일부와 충신동 일원에 해당한다. 연화방은 조선시  기부터 

있던 한성부 동부 7방 의 하나로서, 이곳에 도성의 동․서남지  동지에 해당하는 큰 연못

인 ‘연지’가 있던 데서 방 이름이 유래하 다. 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원남동․훈정동․인의

동․종로 5가․ 지동․명륜동 1가․종로 4가․묘동․권농동 각 일부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사편찬 원회, 『서울지명사 』(2009), p. 510, p. 32, p. 619.    

21)  이화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www.jongno.go.kr/Dong.do?menuId=318289&menuNo=318289&dong=11&incPage=0502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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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서 인의(仁義)동, 지(禮智)동, 충신(忠信)동, 효제(孝悌)동과 같이 붙

다. 연화방에는 사도세자를 기리는 함춘원과 경모궁을 설치해 이곳을 

교육과 유교[효(孝)]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성균 은 조선시 에 설치된 명륜동에 계속 남아있는데 성균 의 이념

을 해 그 지명을 명륜동으로 지었다. ‘명륜(明倫)’은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유교의 기본윤리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강의하는 곳이 바로 

성균 의 명륜당이었다. 성균 에는 명륜당 외에도 공자를 비롯한 국

과 한국의 역  선 들을 함께 제사하는 문묘 성 (文廟大成殿)이 있

다. 이들 공간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선 들의 학덕을 기림과 동시에 학

문을 연구하 다. 조선의 사상체계가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한 유교

(儒敎)사상으로 단일화 되어 있었다는 에서 성균 의 교육목 은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의 보 이고, 통치체제에 필요한 고 리의 양성이었

다. 성균 은 고 문 료를 양성하는 교육기 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선 에 한 제향(祭享)을 통해 유교이념을 실 으로 체 시키는 공간

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 다. 당시 국가는 성균 의 교사(校 )를 학

로 지역에 건립함으로써(1398) 이 지역 일 를 유교 이념의 수호지로서 

상징화하 고,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라 충실한 인을 양성하고, 왕권

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조선사회에서 성균 은 교육기 이

자 교화의 심지 으며 유교이념의 상징이었다. 

1876년 강화조약(講和條約)에 의한 개항을 계기로 주변 상황이 격변하

면서 정부가 서양의 신문물을 수용하기 한 각종 개화정책을 추진하자 

성균 이 재 한 유교이념의 요성은 약화되었다. 개화정책은 필히 서

양제국과 교섭하는 데 필요한 서양의 근  법제 도입과 학술에 한 지

식 습득, 인재의 양성을 필요로 하 다. 1888년 박 효는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근  교육제도의 핵심인 의무 보통 교육제도에 기 한 학 

제도의 창설을 제안했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이 서구의 신

학문과 신학제, 특히 학제도에 보인 심은 부국강병을 한 실용  

지식과 인재의 양성에 을 둔 것이었다. 박 효가 제안하고 고종이 

승인했던 왕립 학 설립안은 최종 으로는 무산되었지만 갑오개 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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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1895년부터 1906년 사이 근 인 신학제가 수립되어 한국교육의 

근 화가 추진되었다.22) 정부는 구교육에 바탕을 둔 학문을 개편하고 신

교육에 의한 실용학문으로 나아갈 교육강령을 밝히면서 새로운 학제개

에 착수했으며, 그 방향도 경서 심의 유교교육에서 새로운 지식에 의

한 근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공식화했다. 이에 학무아문(學務衙門)은 

1894년 7월 「학무아문고시」를 발표하고, 신교육에 한 의지를 천명하

다.23) 학무아문 고시에서는 갑오개  교육부문의 기본  개 방향으로

서 소학교와 사범학교 설립, 교육 기회균등원칙, 학교와 문학교 설립

취지 등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세우

되 나아가서는 문학교( 門學校)와 학교도 설립하여 이를 보다 강화

하려는 개 방침을 세우게 된다. 새로운 국내외 정세 변화에 한 인식 

아래 국민교육의 확 를 강조한 것이었다. 고종황제는 1895년 2월에 조

칙으로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방침을 천명하 는데, 이 정신에 따라 

1895년 4월에 「한성사범학교 제」의 공포와 개교를 비롯하여 소학교령

에 의한 개교와 보 , 외국어학교, 무 학교의 개교 등 교육 근 화의 정

책의지가 불충분하게나마 실천단계로 어들게 되었다.24) 외 인 근

화의 압력에 직면해서야 본격 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내 인 개 방안

의 혼돈상은 근  개 의 방향과 주체가 정립되지 못해 이루어지는 과

도기 인 혼돈상을 그 로 반 하 다. 

유교  이념을 거부한 문명개화론자들의 신교육개  구상은 성균 의 

근 교육기 으로의 개편 방향에도 직 인 향을 미쳤다. 유교  소

양을 갖춘 료를 재생산하며 조선 최고의 학기 으로 존재해 온 성균

22) 노인화, 『 한제국 시기 립학교 교육의 성격 연구(大韓帝國 時期 官立學校 敎育의 性格 硏

究)』(박사학 논문, 이화여자 학교, 1989), p. 2. 

23) 구한국정부는 갑오개 으로 종래의 통  구제도를 개 하는 조처의 일환으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교육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앙교육행정기구로 학무아문(學務衙門)을 두었다가 학

부(學部)로 개편하고, 1895년부터 새로운 학교법규를 제정하여 신학제의 수립을 한 작업을 

추진하 다. 김 우‧피정만,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교육과학사, 1995), pp. 221-26.

24) 이러한 교육강령을 실 하기 해 신교육의 도입을 터 으로 국가의 교육목 을 구체 으로 

설정하고, 이를 선포한 것이, 고종 32년(1895) 2월 2일 국왕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입국조서

(敎育立國詔書)이다. 교육입국조서의 요지는 래 인 교육을 벗어나 재래의 경 심의 교육

을 지양하고, 세계정세에 을 뜨게 하는 새로운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원호, 『개화

기 교육정책사』(문음사, 1983), pp.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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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 이라는 시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과거제도가 폐지되

고, 새로운 리등용법이 제정되면서 성균 은 인재를 양성하여 리로 

배출하는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갑오개 은 성균 을 

제향기능만 남긴 채 교육기 으로서의 기능은 완 히 박탈했고 학무아문

이 학부로 개편되는 새로운 제개  속에서 제외시켰다. 유교이념의 가

치를 부정하고 국민교육 실시를 교육개 의 궁극  목표로 삼은 갑오개

에서 성균 은 개선해서 활용해 나갈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거

의 제도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균 이 가지고 있던 료 양성기능도 

외국어학교·법 양성소·훈련 사 양성소 등 근 인 문교육기 과 

유학생 견을 통해서 체되었다.25) 개 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근  

료의 양성은 새로운 립 문학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최고학부인 성균 의 교육기능이 박탈된 상황에

서 국가 으로 새로운 교육기  특히 학체계를 담보할 근 인 최고

학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이에 한 구체 인 

구상을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이에 자연히 료층으로부터 기존의 

성균 을 복설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고종은 1895년 7월 2일

자 칙령 제136호로 「성균 제」를 제정·공포하고 동년 8월 9일자 학

부령 제2호로 「성균 경학과 규칙」을 제정하여 성균 을 복설하 다. 

고종의 칙령에 의하여 성균 에 경학과가 신설됨과 아울러 각종 제도  

개 이 단행됨으로써 성균 은 근 학으로의 변화를 꾀하 다. 개화의 

분 기 속에서 침체된 성균  교육의 강화를 해 와 같은 조처가 취

해졌지만, 성균 은 종래의 교과과정과 체제를 크게 달리하지 못함으로

써 새로운 양식의 교육을 요구하는 당시의 개화풍조에 부응하지 못하

다는 이 그 한계로 지 된다.26) 「성균 제」의 반포를 계기로 성균

의 본래  기능인 교육과 제향의 기능은 회복되었으나 그 상은 이  

시기에 비해 히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고 고등교육기

25) 상숙·노상균, 「병합 이  한국 정부의 근  교육체제 개 과 학」,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1호(2013),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p. 99. 

26) 성균 학교 교사편찬 원회, 『성균 학교 6백년사[成均館大學校 六百年史: 1398-1998]』 

제1권(성균 학교 편집부, 1998), pp. 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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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성균 은 최우선 인 개 의 상으로서 해소의 상이 되었으면

서도 동시에 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긴요한 시세에 직면하여 개

해서 재활용하기에 합한 존재이기도 했다. 갑오개 기 「성균 경학

과규칙」 제정을 통해 시도한 성균 의 개 은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렵 조선 정부의 학 구상은 체계 인 틀을 갖

추지 못했다. 등교육에서 학교육에 이르는 학제에 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서구의 신지식과 기술을 도입하여 강병

(强兵)과 식산(殖産)을 한 자원으로 활용하려 하 기 때문에 기존 교

육체계의 면  개편 없이 제한된 분야에서 학교육의 형식만을 실험

으로 도입하는 데 그쳤다. 그에 따라 정부는 통 인 리 임용제도

와 신교육 기  사이의 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조선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안으로서 성균 을 근 학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구상함으로써 학 설립을 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유교  이데올로기에 따라 학문공간으로 구축되었던 지 의 학로 일

는 19세기에 이르러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의한 교육개 의 가치

를 재 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외  기라는 시 배경 하에서 한말에 

형성된 동도서기사상은 개화사상과 함께 국내외의 기를 부국강병과 근

화의 실 을 통한 국가독립의 확보를 통해 극복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동도서기  개화사상은 동도 에 서양의 과

학·군사 기술을 수용하려는 것이었지만 근본 으로 지향하는 것은 부국

강병을 통한 자주독립의 확보에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구상한 학의 

속성은 실용  지식에 더 치 하는 학 (觀)으로 이어졌다. 이 게 되

면서 정부이념이 보다 반 된 고등교육기 들이 새롭게 건립되게 된다. 

성균 의 설립으로 오랜 기간 학문공간으로 구축되었던 동숭동 주변은 

개화기를 거치며 성균 을 근 학으로 개편하기 한 체제구축의 시도

가 이루어지면서 그 일 가 고등교육기 이 들어설 수 있는 교육  기반

을 완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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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립고등교육기  설립과 근 학 형성

1) 립 문학교

고종은 1897년 10월에 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제황권을 강화하는 

한편 “구본신참( 本新參)”의 원칙 하에 자력 근 화를 한 제반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 다. 교육부문에서는 갑오개  과정에서 마련된 학제

를 승계하는 한편 상공학교, 의학교(이상 1899년), 무학교, 무학교, 

우무학교(이상 1900년) 등 각종 문학교 제를 잇따라 반포하여 극

으로 신기술과 신학문을 도입하고자 하 다. 한제국 시기를 거치면

서 동숭동 주변은 근  고등교육시설들이 설치되었다. 흔히 무개

(光武改革) 시기로 불리기도 하는 한제국기는 주요 근  교육시설들을 

동숭동 주변에 배치하면서 근 화 이데올로기에 따라 지역을 재구축하

다. 지 의 서울 학교 의과 학 자리에는 립의학교가 1899년에 설립

되었고, 지 의 동숭동 자리에는 립공업 습소가 1908년에 건립되었으

며, 같은 해에 연건동 서울 학교 병원 자리에는 한의원이 설립되었다.

1899년에 설립된 립의학교는 같은 해 한성 남부 동 (銅峴：지 의 

을지로)에 설립된 제 원의학교와 함께 우리나라 최 의 서구의학 교육

기 이다. 제 원의학교가 서양의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데 반해 

립의학교는 한제국 정부가 교육개 의 일환으로 설립한 의학교육기

이라는 에서 차이가 난다. 한제국은 부국강병이라는 국가  과제의 

실 을 해 서양의학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에 공감하고 있었고, 이는 

1899년 3월에 「의학교 제」를 반포하고 립으로 의학교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었다.27) 립의학교는 한제국기 최고 수 의 고등교육기 이

었다. 학부 신에게 임된 「의학교규칙」은 제 반포 후 5개월가량이 

지난 1899년 7월 5일에 공포되는데, 이 규칙은 제가 확정되지 않았던 

의학교의 학제상 치에 한 새로운 구상도 담았다. 규칙 제1  제3조 

 제4  제2조를 통해 립의학교는 당장은 속성을 주로 하는 문학교

27) 박윤재, 「한국 근 의학의 탄생과 국가: 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개」, 『동

방학지』 제139권,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2007,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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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 로 설립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학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의도를 명시했다. 의학교가 개교한 지 2년 뒤인 1901년에는 의학교 부속 

병원이 개원하 다 이로써 의학교는 2년간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임상교

육을 실시하는 의학 문기 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학에 하는 교

육기 으로서의 상을 차지하게 되었다.28) 동숭동‧연건동 주변 공간에 

추진된 한제국의 교육개 은 한제국의 자력 근 화의 시도가 강력하

게 재 된 것이었다. 

이러한 개  추진의 바탕에서 한제국은 국가  차원에서 실업진흥책

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  상공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요한 과제로 

삼았고, 이와 연결해서 기술실업교육기 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장 먼  립공업 습소가 1908년에 지 의 동숭동 지역에 건립되었다. 

립공업 습소는 거슬러 올라가면 립상공학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립상공학교는 1899년 6월에 「상공학교 제」가 공포됨에 따라 서울 

명동에서 개교하 는데 1904년 9월에 립농상공학교(官立農商工學校)로 

개편되어 실질 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립농상공학교로 바  다음에야 

사실상의 운 이 이루어지지만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의 내정간섭이 본

격화되면서 립공업 습소(官立工業傳習所)로 다시 개편되었다.29) 립

공업 습소는 당시 단 하나의 공업학교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 의 근

인 기술교육기 이었다.30) 이는 1904년에 설립된 농상공학교가 1906

년에 수원농림학교, 공업 습소, 사립의 선린상업학교로 분리되면서 설치

된 학교로서, 1906년에 「 립공업 습소 제」가 공포되고 1907년에 

「 립공업 습소규칙」이 제정되면서 한성부 동서 이화동에 설립되었

다.31) 

28)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 『서울 학교 60년사 』(서울 학교, 2006), pp. 9-10.

29) 김근배, 「 한제국기-일제  官立工業傳習所의 설립과 운 」, 『韓國文化』 제18권(1996), 

서울 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 426.

30) 공업 습소(사  279호)는 1909년에 완공한 회색빛 2층 목조건물이다. 르네상스양식을 모방한 

건물벽은 독일식 비닐 인데 당시 목조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념비 인 건물이다. 해

방 후에는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로 개칭되었고 재에는 한국방송통신 학교의 별 으로 사

용하고 있다. 강동진, 「근 역사환경으로서의 인사동과 학로의 가치」, 『환경연보』 제13

권 제1호(2003), 경성 학교환경문제연구소, p. 43.

31) 서울 학교 공과 학 60년사 편찬 원회 편, 『서울 학교 60년사』(서울 학교 공과 학, 

2007),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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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업 습소는 다른 등 이상의 립학교들과는 달리 기존의 

심지가 아닌 경성의 동북지역에 설립되었다. 당시 등 이상의 립학교

는 모두 4개 다. 1900년에 설립된 립 학교가 개편된(1906) 립한성

고등학교, 1908년에 설립된 립한성고등여학교, 1895년에 설립된 법 양

성소가 개편된(1990) 법학교  립공업 습소가 그것이다. 이들 학교

들은 한제국 당시 학교의 치가 선정된 것으로, 립공업 습소를 제

외한 나머지 3개교는 모두 구도심인 화문통 권역에 치하고 있었다. 

입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재정 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들 학교는 기존 도시조직 속에 최소한의 건물을 지어 운 되었기 때문

에 형태가 기형 이고 소한 부지 안에서 운 되었다. 하지만 이와 달

리 공업 습소만은 기존의 심지가 아닌 경성의 동북지역에 설립되었

다. 마련된 부지의 크기는 5천 여 평으로 1906년의 립한성고등학교 교

지와 비교하면 매우 넓었다. 공업 습소의 설치는 한제국 시기인 1907

년에 이루어진 일이나 공업 습소의 설립과 운 에 통감부를 심으로 

한 일본의 향이 컸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장소 선택에도 향을 미

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상훈은 일제가 식민지 공업화 정책의 일

환으로 근본 인 기술교육보다는 단순한 하  기술인력의 양성에 을 

두었기 때문에, 염직, 도기, 공, 목공, 응용화학, 토목의 6과에 한 넓

은 실습동이 필요하 고, 시내 공장에서의 견학과 실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경성 내에서 가장 개발 지역이었던 이화동이 그 부지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32) 이 시기에는 학로 지역을  포함한 동부 지역

이 청계천 북쪽 에서도 가장 개발이 늦은 지역이었다.33) 한제국기에

서 일제 까지 립상공학교- 립공업 습소는 이 시기의 가장 표

인 기술교육기 으로서 1908년에 한제국 탁지부 건축소가 서양식으로 

공업 습소와 한의원 건물을 세우고 근 화의 노력을 기울 던 기 이

32) 주상훈, 「일제강 기 경성의 립 학교 입지와 학로 지역의 개발 과정」, 『서울학연구』 

제45호(2012), 서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소, pp. 146-47. 

33) 1906년 무호 (光武戶籍)을 심으로 한 지역별 호주(戶主)의 직업에 한 분석에서도 종로 

이북 지역에서 연화방의 양반 비율이 가장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09년 한성부 5부가 

6서(署) 체제로 개편된 이후의 지역별 직업 통계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동부서(東部署)에 농업

인구가 압도 으로 많으며, 반 로 양반인구는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 , pp. 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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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4) 1907년에 착공하여 1908년에 완공된 공업 습소 본 은 재 동

숭동 한국방송통신 학교의 일부로 남아있다. 

같은 시기 한제국은 1907년에 칙령 9호에 따라 ｢ 한의원 제(大韓

醫院官制)｣를 발표하고, 1908년에  서울 학교 의과 학 자리에 한

의원을 건립하 다. 한의원은 한제국 시기에 설립되었지만 그 주체

는 한제국이 아닌 통감부 다. 한의원은 통감부의 주도로 이 에 설

립된 립 의료시설인 제원과 십자병원, 립의학교 그리고 일본인 

소유의 한성병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식민지  성격의 립 의료시설 겸 

의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35) 일부에서 한제국의 개 과 일제의 식민

지 정책을 국가권력이라는 차원에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은 주권국가와 식민권력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지배권력의 시각에서 

역사  사실을 은폐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36). 한의원은 1926년 이

후에는 경성제국 학 의학병원으로 환되었다. 

이처럼 한제국기는 지 의 동숭동 주변에 근 인 고등교육기 을 

설립하고 통 인 고등교육기 이었던 성균 을 학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 으나 이 구상은 1905년의 을사늑약 체결로 통감부 간섭

이 본격화되면서 좌 되었다. 한제국의 자주  근 화 시도가 일제의 

침략으로 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제국기에는 근  고등

교육기 을 학로 주변 공간에 설립하고 학 설립 방안을 모색하여 근

학이 설립될 수 있는 교육  토 를 구축하 다.

을사늑약 이후에 서울에 설치된 통감부는 한제국정부가 추진해 온 

자력 근 화 사업의 성과들을 와해시키고 이를 식민지 으로 재편하는 

데 주력하 다. 일제는 교육부문에서는 국‧공립학교 체제의 근간을 뒤흔

들어 고등 문교육기 을 폐쇄‧축소하고 등교육  기 인 실업교육

기  주로 재편하고자 하 다. 이 시기의 교육개편은 보통교육과 실업

교육을 우선 으로 육성한다는 식민지교육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루어졌

3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학로 문화지구 리계획』(종로구, 2005), p. 3.

35) 이규철, 「 한의원 본 의 건축 과정과 건축 계획  특성」, 『醫史學』 제25권 제1호(2016), 

한의사학회 , p. 2.

36) 신규환, 「 한의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연세의사학』 제10권 제1호(2007), 연세 학교 의

과 학 의사학과,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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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던 식량  원료의 공 지, 상품시장으로

서의 역할을 철시키기 해 교육 역시도 토지조사사업, 농 개발정책 

등에 필요한 실업교육에 집 하 다. 이러한 교육방침은 일제가 한국에

서의 식민주의 교육을 자행하면서 고등교육을 최 한 억압하는 데 이용

되었다. 일제의 고등교육 억압정책은 한국 국민의 일본인화를 획책하기 

한 가장 한 수단이기도 했다. 일제는 한국인들에 한 고등교육을 

제한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 다. 한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확

립하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종사할 하  기능 인력을 막 하게 필

요로 하고 있었다.37) 일제의 고등교육 억압정책은 제1차 조선교육령

(1906. 8 1909. 8) 시행기에 기존의 한국 고등교육기 의 폐지와 설치의 

탄압, 한일공학(韓日共學)의 립 실업계 문학교의 설치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식민당국이 립 문학교를 개설한 것도 체제 밖에서 이루어진 

고등교육기  설립의 시도를 문학교라는 체제의 틀 속에 흡수하려 한 

의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도시사회를 군국주의 으로 통합

하려는 식민권력의 기획은 교육체제 개편과 련 기  설립에도 치 하

게 반 되었다. 

한일합방(1910년 8월 29일) 이후 일본은 기존의 교육기 을 총독부 산

하의 양성소, 습소 등의 직업훈련소나 기능공 양성소 체제로 개편하

다. 한 일본은 1911년 9월에 「경학원 규정」을 제정하여 조선왕조의 

통 인 고등교육기 이었던 성균 을 폐쇄하고 경학원을 설치함으로써 

래의 교육기능마  잃게 하고 경학원을 단지 사회교화의 기능만을 담

당하는 기 으로 변질시켰다.38) 이처럼 일본은 한국을 강 한 직후 각 

청은 물론 교육기 에 이르기까지 면 인 지 격하를 단행하 다. 

고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가 되었고 법학교는 경성 수학교로 개칭되었으

며 한의원 부속 의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격하되었

다. 이러한 조치는 식민지 내 모든 시설의 격을 일본보다 한 등  낮추

려는 사고에 따른 것이기는 하 으나 이로써 식민지 학제 내에 학이 

37) 의 , p. 35.

38) 정재철, 『일제의 한민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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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는 원천 으로 쇄되었다.39)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공간과 한국

인들의 공간이라는 엄격히 서로 다른 규칙이 용되는 공간이 생산되었

으며, 교육기 의 개편은 그 지배  의미망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공간

 실천이 되었다.   

지 의 동숭동 일 의 지역개발은 1912년 동부지에 앙시험소가 추가

로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40) 한일합방 후 일제는 농업학교와 권업기

을 연계해서 운 한 것과 같이 공업 습소에 공업시험기 인 앙시험소

를 부설하여 조선의 원료와 자원을 개발하고 공업기술을 지도하도록 하

다. 총독부는 식민지 기 행정기구 개편의 일환으로 1912년 3월 27일

에 「조선총독부 앙시험소 제」를 공포하여 종 의 립공업 습소

를 앙시험소 부속 공업 습소로 개편하 으며, 경성부 동숭동에 앙

시험소를 설립했다. 앙시험소는 1912년 4월 1일부터 공업 습소 안에 

문을 열었으나 그해 8월 공업 습소에 인 한 부지에 신청사를 짓기 시

작하여 12월에 본 , 분석실, 요업시험실과 부속건물을 공해서 이 하

다. 앙시험소는 각종 공업에 한 시험  조사연구를 목 으로 하

으며, 구 탁지부 소 의 양조시험 업무와 구 농상공부 소 의 공업에 

한 시험, 분석  감정 업무를 계승했다.41) 1912년 당시 동숭동 주변에 건

립된 앙시험소는 식민지 시기 유일했던 공업기술연구기 이었다. 

이 시기에는 일제강 기의 표 인 도로개수사업이었던 시구개수사업

이 진행되면서 경성의 도시조직이 큰 변화를 맞았다. 이 당시 형성된 가

로망은 재도 서울 도시조직 가로망의 기본골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제국기에 이미 도로개수와 련하여 치도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지

만 이 사업은 생, 질서를 목 으로 한 기존의 도로정비에 국한되어 있

었기 때문에 시구개수사업과는 사업방식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

다. 시구개수는 1912년 10월 7일에 총독부 훈령(제9호)으로 각 지방에 

시달되었으며, 훈령 이후 한 달여 만인 1912년 11월 6일에 총독부는 수

39)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13.

40) 주상훈(주 32), pp. 139-44.

41) 정인경,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 」,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6권 제1호(1994), 

한국과학사학회,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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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首府)인 경성에 한 시구개수 정계획노선을 고시하 다.42) 시구개

수사업으로 경성부의 동부지역에 해당되는 혜화동 일 에도 도로가 신설

되고 변형되었다. 해당 노선은 10호선(종로5정목- 앙시험소 앞)과 11호

선(식물원 앞- 화정), 12호선(동소문- 앙시험소 부근)과 29호선(창경궁

-동소문)이었다. 시구개수사업은 사업이 시행된 1913-29년 사이 2차례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11호선은 도성 내 남북을 잇는 주 도로로 활용되

었으며, 10, 12호선의 형성으로 11호선과 더불어 도심부에서 동부지역으

로의 근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특히 29호선은  창경궁로 35길과 더

불어 가로망 형성뿐 아니라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규모 주

택지가 조성되는 돈암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혜화동의 시가화를 진

한 주요 도로 다.43) 식민권력이 시구개정을 통한 식민지 수도공간의 재

편에 있어서 주안 을 둔 것은 통에 한 고려가 아니라 효과 인 지

배를 한 물질 ‧공간  효율성 증 다. 그러나 도시공간의 물리  

변화를 래하는 식민권력의 작동방식은 근 화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었다. 

시구개수사업이 시행되는 시기에 지 의 학로 일 에 립고등교육

기 들도 추가로 설립되었다. 립고등교육기 은 「조선총독부 문학교

제」가 1916년 4월에 공포되면서 본격 으로 설치되었는데 기존의 시

설이 승격·개편된 교육시설로서 경성공업 문학교가 공업 습소와 앙

시험소 부지 내에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경성공업 문학교와 부속공업

습소(이 의 공업 습소), 앙시험소는 공존하게 되었다.  그 서쪽

의 길 건 편인 이화동에는 1916년에 「경성의학 문학교 제」가 발표

됨에 따라 신설된 경성의학 문학교가 있었다.44) 1910년  후반부터 

1920년 에 걸쳐 립 ·고등교육시설의 설립은 꾸 히 증가해서 재

의 혜화동 로터리 북쪽에는 1920년에 경성고등상업학교가 설립되었다.45) 

42) 김기호, 「일제시  기의 도시계획에 한 연구」, 『서울학연구』 제6호(1995), 서울시립

학교 서울학연구소, p. 49.

43) 강창우, 『일제강 기 민간필지개발에 의한 도시조직 변화과정 연구』 (석사학 논문, 서울시

립 학교, 2015), pp. 23-25 참조.

44) 경성공업 문학교는 1922년 3월 「조선총독부 제」에 의하여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되었

고, 동시에 부속 공업 습소는 경성공업학교로 개편되면서 독립기 으로 분리되었다. 서울

학교 공과 학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31), pp. 8-9. 

45) 주상훈‧ 희, 「일제강 기 경성부 립 ·고등교육시설의 정비·신축과정과 배치 계획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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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1910-20년  학로 지역에는 차 립고등교육기 이 

집하게 되었다. 앙시험소 부지 내에 설립된 경성공업 문학교의 경우, 

해방 후 국립 학 설치안에 따라 서울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30여년에 

걸쳐 존재했던 고등교육기 이었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일 이 통감부 

시기에 설치되었던 립공업 습소가 개편·승격된 공업 문학교로서 

립공업 습소, 조선총독부 앙시험소,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주축으로 일제

는 한국에서의 공업 련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하 다. 1930년 말에 

이르러 경성고등공업학교와 앙시험소가 분리되고 경성고등공업학교 이

외에 문교육기 들이 설립되기 까지 이 세 기 은 한국의 공업기술

교육과 시험  조사사업을 총 하는 기 이었다. 특히 경성고등공업학

교는 해방 후 경성제국 학 이공학부와 경성 산 문학교와 더불어 서울

학교 공과 학으로 승격되는 한국 근  과학기술교육의 한 역사를 보

여주는 학교이기도 하다.46)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개편은 철 하게 식

민권력의 강화된 동화주의(황민화) 정책과 통치효율성을 제로 한 것이

었다는 에서 식민권력의 지배의도를 핵심변수로 한 권력의 공간  실

이었다.  

당시 고등교육기 으로서 설치된 립 문학교는 총독부 당국  한국

인 학생, 일본인 학생 각자가 지닌 서로 다른 의도가 부딪치는 공간이었

다. 립 문학교 학제가 정비되면서 차 한국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

제되었으며, 식민지 교육기 으로서의 성격을 강력하게 드러내었다. 이 

시기 학로는 립고등교육기 들이 집  설치됨으로써 근 인 교육

제도가 한국사회에 형성되고 정착되는 상징  공간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 당국의 교육 이 식민지에 반 되어 략 으로 공간의 구축

이 개된 이 성을 갖는다. 그것은 식민지 통치의 논리에 따른 정치  

필요에 의해 고안되고 채택되고 연출된 것이었다. 그런 에서 동숭동 

일 로 표되는 식민지 공간은 식민권력의 공간  재 인 것이다. 

   

성」, 『 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5호(2009), 한건축학회, p. 206. 

46) 정인경(주 4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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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성제국 학

1924년에 「경성제국 제」가 공포되면서 동숭동과 연건동에는 경성제

국 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국 학이 개교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3·1운동의 요한 요인이었던 한국인 차별교육에 한 

불만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과 일본 내에서 고등교육기 의 

반  증가 상이 뚜렷했다는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으로 한국인들 

사이에 민립 학 설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47) 당시 한

국사회의 정세와 3·1독립운동 그리고 민립 학 설립운동을 비롯한 기독

교계의 종합 학 설립운동 등으로 인해 일제는 한국에 학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48) 이런 상황은 일제가 학설립을 

통해 민립 학 설립운동의 장을 최소화하려 했던 의도와 련되어 있

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한제국기를 거치며 학 설립을 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 다.  

이에 따라 근 학인 경성제국 학이 동숭동 주변에 들어서게 되었

다. 일본은 1924년 5월 1일에 「경성제국 학 제」를 공포하여 청량리

에 과(豫科)(문과와 이과를 두고 2년 과정 운 )를 설치한 뒤 경성제

국 학의 신캠퍼스 부지를 모색하게 되는데, 청량리, 등포, 노량진 등

의 부지 에서 동숭동과 연건동을 최종 선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립

학교의 동북지역 집은 1924년에 경성제국 학 설립과 함께 정에 달

하게 되었다. 경성제국 학의 본과인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경성공업 문

학교 북쪽과 총독부 병원의 서쪽에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은 당시 학로 지역이 1920년 까지도 개발지역으로서 손쉽게 규모

의 토지 수용이 가능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9) 한의원과 부속의학

교, 경성공업 문학교로 승격·개편된 구( ) 공업 습소 등이 이 지역에 

47)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민족, 외세, 그리고 교육』 (집문당, 2008), p. 65. 

48) 민립 학설립운동은 1923-24년 한국 국민 스스로 학을 설립하고자 일어난 일제 하의 문화운

동이다. 사회 각계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독립을 한 지도자 양성과 민족  역량을 함양하기 

해 개한 운동이었다. 정재철, 「일제하의 고등교육」, 『한국교육문제연구』, 제5호(1989), 

앙 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p. 51. 한국국민의 민립 학설립은 한국의 독립과 필연 인 

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이에 한 회유와 기만술책의 하나로 식민지 학인 경

성제국 학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9) 주상훈(주 32),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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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도 경성제국 학 본과가 설립된 이유로 일컬어진다.50) 

이 시기에 동숭동 주변에는 경성제국 학의 개교와 함께 교사(校 ) 

등의 각종 시설물들이 세워졌다. 1926년 2월에는 낙산 기슭에 법문학부 

교사가, 5월에는 청량리에 과 교사가, 1927년 1월에는 총독부의원 동쪽

에 의학부 별 이, 이듬해 8월에는 의학부 본 이 각각 공되었다. 한 

1928년 6월에는 법문학부 본 이 공되었고, 1908년 공되었던 한의

원은 1910년 한일합병에 따라 조선총독부의원으로 명칭이 변경 다가 

1928년 경성제국 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경성

제국 학(문리 의 문학부와 이학부, 법 의 법학부), 의학 문학교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한 한의원이 있던 곳에는 경성제국 학의 부속병

원이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변하는 공간과 경 인 양상들

은 오늘날 학로의 문화와 경 을 만드는  다른 바탕이 되었다.51) 경

성제국 학은 식민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뒷받침하는 지배의 학

술  권력으로서 구축되었다. 이 에서 경성제국 학은 지배집단의 문

화  우월성과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지원하기 해 고안된 의도 인 정

치  기획의 산물이었다.   

경성제국 학은 1926년 4월에 학부과정으로 3년제의 법문학부와 4년제

의 의학부를 개설하여 과 수료자를 수용, 1926년 5월 1일을 기해 학부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법문학부에는 법률학과, 정치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등의 학과를 두었다.52) 일제는 경성제국 학을 

설치하면서 한국 국민의 자주독립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이

50) 정인하, 「한국 도시 건축의 탐방(2) - 서울: 도시 속의 문화거리 학로」, 『월간 건축문화』 

(1998. 2), 월간 건축문화사, pp. 224-31.

51) 이와 더불어 일제 강 기에 학로의 기반요소와 충 요소들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 상지 일 의 공간구조를 가장 크게 바꾼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새로운 도로 개설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12년에 도성의 동쪽 외곽지역은 재의 창경궁길과 학천으로 요

된 하나의 큰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20년 에는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종묘로 이어

지는 지세를 통하여 재의 학로까지 이어지는 도로( 재 율곡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1930년 에 이르러서는 1920년  계획되어 있던 종묘를 통하는 도로가 오늘날의 학로까

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종로5가에서 혜화로터리에 이르는 직선로도 이 시기에 확폭되

었다. 손세 ‧하재명‧양우 ‧한기정. 「가로체계  필지조직을 심으로 한 서울의 도시조직 

변화과정에 한 연구」, 『국토계획』 제31권 제2호(1996), 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 27-28.

52) 김 우‧피정만(주 23),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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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과 등의 학부설치를 회피하고, 식민지 통치에 방해가 덜 되는 분야

인 법문학부와 의학부만을 설치하 다. 학 편제 즉, 학마다 학문 단

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보면 지식 혹은 학문이 학에서 제도

화, 권력화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제는 경성제국 학을 엄 히 

통제하는 방책으로 정경계와 이공계의 학부시설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

다.53)  다른 에서 보자면, 일제가 경성제국 학에 의학부와 법문

학부를 먼  설치한 것은 일차 으로 식민지 개발  식민통치의 안정화

를 해 이들 분야에서 고 인력을 시 히 양성할 필요를 느 기 때문이

기도 하 다. 그런 에서 법문학부는 최 의 식민지 학인 경성제국

학에 개설되어 이 학의 표학부로서의 상을 갖게 되었다. 

이후 경성제국 학이 체제  운 상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은 

1937년 일 쟁 발발로 식민지 시 총동원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서부터이다. 먼  조선총독부는 1938년 4월 15일에 「경성제국 학 학부

에 한 건」(1924, 칙령 제104호)을 개정하여(칙령 제251호) 경성제국

학의 학부에 이공학부를 두되 194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 다. 이 

같은 근거에 따라 1941년 3월에 이공학부 규정을 제정하여 1941년 4월

에는 이공학부가 신설되었다. 이공학부에는 물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

과, 기계공학과, 기공학과, 응용화학과, 산야 학과로 설치되었다.54) 

1930년을 후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륙 침략을 한 군수산업 기

지로 재편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이를 해서는 이공학 분야에서 고

등교육을 이수한 문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선무 다.55) 일제가 이

공학부를 신설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1926년에 개교한 경성제국 학은 일제가 식민지에 설립한 첫 번째 종

합 학(university)이었으며, 식민지 시기 내내 유일의 학이었다. 1886

년에 제정된 「제국 학법」에 따라 설립된 제국 학은 제국 일본의 최

고학부 다. 경성제국 학은 1918년에 개정된 학령을 근거로 제국의 

특수한 지방에 세워진, 도쿄제국 학(1887) 이후 여섯 번째로 세워진 제

53) 정재철, 1989(주 48), p. 108.  

54) 서울 학교 공과 학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31), pp. 14-15.

55)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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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학이었으며, 일본은 식민지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세웠

다.56)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경성제국 학은 그들이 자찬한 것처럼 식민

지 지배를 한 학교제도로서 완성된 형태를 보여 다. 당시 일본은 후

발제국주의 국가로서 서구열강의 학문지식  과학기술을 체계 으로 수

용하기 해 제국 학이라는 특권  엘리트기 을 국가교육체제의 정 에 

두고 집  육성하는 정책을 취했다.57) 그러나 일본은 패망하 고, 더불어 

경성제국 학은 해방된 한국민을 한 교육  자산이 될 기회를 얻었다. 

경성제국 학은 1924년에 설립된 이래 소멸할 때까지 법문학부 18회, 의

학부 17회, 이공학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하 으며, 이들  한국인은 모

두 810명이었다.58) 

 근 학 공간의 물리  생산과 그 권력  효과라는 에서 바라볼 

때 요한 것은 식민지 지배권력의 우월성, 식민권력의 통치효율성을 

내외 으로 과시하기 해 그에 걸맞은 이데올로기  상징성을 띤 무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책의 일환으로 경성제

국 학을 설립하 고, 이는 식민당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통치장치  하나가 되었으며, 지 의 동숭동 일 는 이를 상징하는 공

간이 되었다. 유일한 학이었던 경성제국 학은 비록 식민지 소재의 

학이었지만 본국의 제국 학에 하는 학문연구기 으로서 독보  치

를 하고 있었으며,  학은 학문연구의 기 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59) 

해방과 함께 경성제국 학은 일시 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일본

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다투어 귀국길에 올랐고, 얼마 되지 않는 조수(助

手)와 학생, 직원들이 경성 학자치 원회를 결성하여 학교의 기능을 근

근이 유지해 나갔다.60) 복과 함께 식민지 하의 경성제국 학이라는 교

56) 박 , 「탈식민의 욕망과 상상력의 결여: 해방기 ‘경성 학’을 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0권(2011), 동국 학교 한국문학연구소, p. 254.

57) 정 , 「경성제국 학의 유산 -일본의 식민교육체제와 한국의 고등교육」, 『일본연구논총』, 

제34권(2011), 일본학회, p. 168.

58)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19.

59) 정근식‧정진성‧박명규‧정 ‧조정우‧김미정,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총

서 15. 식민권력과 근 지식: 경성제국 학 연구』(서울 학교출 문화원, 2011), p. 8.

60)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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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없어지고, 학 내의 한국인 직원들로 구성된 경성 학자치 원회

가 결성되었다. 1945년 9월 10일에는 경성제국 학 당시 법문학부·이공

학부의 3학년과 의학부 4학년 졸업자에 한 졸업식이 거행되었으며, 동

년 9월 19일에는 학의 행정사무가 미군정으로 이양되었다.61)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8도선 이남지역의 과도기  통치를 한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남한에 들어선 미군정은 1948년 8월 15일에 

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만 3년간 계속되었다. 군정이 개시되면서 군

정청에 교육담당 부서로 학무국(學務局)이 새로이 조직되었다. 미군정이 

기의 고등교육기  폐쇄방침을 내린 후 재개교를 허락한 것은 1945년 

9월 29일의 일이었다. 이날 미군정청은 등학교 이상의 학교 개교에 

한 담화를 발표하여 10월 1일에 개교하도록 지시하 고, 이 지시에 따라 

각 문학교  학은 그동안 닫혔던 교문을 열고 교육을 재개할 수 있

었다. 1945년 9월 19일에 미군정은 학의 행정사무를 수하는 한편 재

개교를 천명했고, 이어 1945년 10월 16일자로 경성제국 학을 경성 학

으로 명칭 변경한다는 법령 15호를 발포하 다.62) 

3.  국립서울 학교 설립과 학문화 형성

미군정청 문교부는 1946년 8월 22일자 미군정 법령 제102호로 「국립

서울 학교 설립에 한 법령」을 제정·공포하고, 이에 의거하여 1946년 

9월에 서울 학교를 설치하 다. 당시로서는 유일한 국립종합 학교가 

탄생한 것이다. 한제국 수립 부터 국민 주도의 국립 학 설립을 꾸

히 추진했지만 일제의 간섭과 일제 강 기로 인해 무산되었다. 고등교

육기 의 유형이 학으로 단일화된 것은 미군정기 이후이다. 일제 강

기 고등교육기 은 식민지 엘리트 양성을 한 경성제국 학과 기술인력 

양성을 한 문학교 체제로 이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학과 문학교의 서열구조를 극복하고자 학제도를 단일화

61)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민 사, 1992), p. 366. 

62) 이길상(주 47),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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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치를 취하 다. 미군정은 기존의 사립 문학교를 학으로 승격

시키고 국·공립 학을 통합해 하나의 종합 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안을 

채택하 다. 미군정청 문교부는 1946년 7월 13일에 경성 학  9개의 

립 문학교, 사립경성치과의학 문학교를 일  통합하여 종합 학교를 

설립한다는 소  ‘국립서울 학교설립안’(이하 국 안)을 발표하 다.63) 

국 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성 학과 서울 내의 각종 립

문학교( 외로 사립인 경성치과의학 문학교도 포함)를 부 폐지하고 

새 이념과 새 구상 아래 우리 국가의  학계를 표할 만한 거 한 종

합 학교를 신설할 것이며, 이 새로운 고등교육기 은 국립서울 학교라

는 명칭으로 부를 것이다. 둘째, 국립서울 학교는 1946년 9월 신학기부

터 문을 열고, 셋째, 그 운 은 이사회 아래에 총장, 부총장, 사무국을 두

어 행한다는 내용이었다.64) 

국 안 발표가 있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국 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 운동이 거세졌다. 소  ‘국 안 동’이라 불리는 국 안 반 운동이 

1년여 동안 개되었지만 국립서울 학교는 정 로 신설(1946. 8. 22)

되었고, 미군 고문이  총장이 되었다. 경성 학을 비롯한 여러 ‧공

립 문학교들은 국립서울 학교로 통합되었다. 국립서울 학교는 효율

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 교사와 설비를 활용했다. 공과 학은 경성제

국 학 이공학부가 소재했던 공덕리 교사에, 농과 학은 수원의 수원고

등농업학교 교사에, 법과 학은 청량리의 경성법학 문학교 교사에, 사범

학은 을지로 5가의 경성사범학교 교사에, 상과 학은 종암동 경성고등

상업학교 교사에, 의과 학은 경성제국 학 의학부가 있던 혜화동 교사

에, 치과 학은 소공동 경성치과 문학교 교사에 각각 자리 잡았다. 신설

된 술 학의 경우 음악부는 옛 경성음악학교 교사에서 미술부는 동숭

63) 경성제국 학 자리에 그 로 세워진 서울 학교는 기존의 경성 학(구 경성제국 학) 외에 경

성공업 문학교, 경성경제 문학교, 경성치과 문학교, 경성법과 문학교, 경성 산 문학교, 

경성사범학교, 수원농림학교가 통합되어 종합 학이 되었다. 경성 학과 10개의 ·공립 문

학교를 통합하여 1개의 학원과 9개의 단과 학(문리과 학, 사범 학, 법과 학, 상과 학, 

공과 학, 의과 학, 치과 학, 농과 학, 술 학)으로 출발한 것이다. 서울 학교 60년사 편

찬 원회 편(주 28), p. 19.

64) 의 책,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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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문학부 교사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일반 교양교육을 표방하면서 

‘ 학 의 학’을 자부했던 문리과 학의 지향 한 일제시기와는 달라

진 학교육의 양상을 반 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일제시기로부터 이어

지는 제국 학의 특권의식과 연 되는 것이기도 했다. 문리과 학은 경

성제  법문학부가 있던 동숭동의 교사와 청량리의 경성제 과 교사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 기 경성제국 학이 있던 동숭동 주변 학

가에는 동숭동 캠퍼스와 연건동 의과 학 캠퍼스가 조성되었고, 경성

학 법문학부가 치했던 동숭동 캠퍼스는 이후 서울 학교의 메인 캠퍼

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울 학교 창립 당시 동숭동 캠퍼스에는 학 본부를 비롯해서 문리

과 학, 법과 학, 술 학 미술부 등이 자리하 다. 경성 학의 법문학

부 문과계통과 이공학부 이과계통의 통합 개편으로 이루어진 문리과 학

은 문학부와 이학부로 편제되었는데, 문학부는 동숭동 31번지 동숭동 캠

퍼스 문리과 학 구내에 있었고, 이학부는 청량리 163번지 옛 경성제국

학 과건물에 있었다.65) 의과 학은 경성 학 의학부와 경성의학 문

학교가 통합 개편되어 만들어졌다. 의과 학은 발족 당시부터 연건동에 

교사(校 )를 두었는데 재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본  건물과 

부속병원 건물 역시도 과거의 모습 그 로 남아있다.66) 하지만 무엇보다 

국립서울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국 안 반 운동은 해방기 교육의 

가장 큰 동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으며, 거의 1년에 걸쳐 이 동

은 지속되었다. 

1) 사회참여 인 학생운동

(1) 국립서울 학교설립안 반 운동

국 안이 발표되자 이에 한 태도를 가장 먼  표명한 것은 언론이었

다. 언론  일부에서는 처음에 국 안을 획기 인 일로 정  평가를 

65) 의 책, p. 56.

66) 정 , 「해방직후 학사회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 『한국 근 사 연구』 제67권(2013), 

한국근 사학회, 2013,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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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 으나 무엇보다 이사회 구성의 료  성격으로 인해 차 비

인 태도로 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 안과 그에 따른 조치들은 

미군정과 학생들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부족한 상

황에서 나온 이 정책이 객  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 하

다. 한 이들은 종합 학으로 통합하여 선 이사회로서 학교를 통제하

려는 것은 학원의 자주권을 탈취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유린하는 것이라

며 반발하 다.67) 학생들의 반 운동은 국 안 발표 후 며칠이 경과된 7

월 21일에 경성공업 문학교 학생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어 7월 22일에

는 경성 학 의학부, 7월 23일에는 경성 학 체 학생회, 7월 24일에는 

이공학부 학생회, 7월 25일에는 경성 학 법문학부 학생회, 7월 26일에는 

경성 산 문학교 학생회 등에서 국 안 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

다. 그리고 7월 27일에는 국립서울 학교 반  학생공동투쟁 원회가 결

성되었다. 경성 학 이공학부 교수단이 7월 27일 국 안 반 성명을 발

표한 데 이어 경성 학 교수, 조교수, 강사 80여 명이 7월 29일에 국 안 

반 성명을 발표하 다.68) 국 안을 반 하는 측에서는 (1) 이사회의 

료독재화, (2) 미국인 총장 임명, (3) 학원자치의 훼손, (4) 학생 수 비 

교수 수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 (5) 각 통합 주체의 통성 부

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역시 건 잔재  하나인 일

본의 료주의  교육의 청산 다시 말하면, 이사회의 료독재화에 한 

반 으며, 이를 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그에 해 이사회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기 한 것이며 

이미 임시이사회가 모든 문 학의 요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을 들

어 정당성을 항변하 다.69) 

이처럼 국 안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체로 좌익계 학생들이 주도한 

반 운동은 동맹휴학으로 번졌다. 학생들은 미군정의 사립학교에 한 

통‧폐합이 진행되자 학원에 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

67) 정인우, 「학생운동의 감성  동인에 한 일고찰: 미군정기 ‘국 안 반 운동’을 심으로」, 

『감성연구』 제9권, 남 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p. 148.

68)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p. 326-27.

69) 박 (주 56), pp. 2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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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은 학원민주화  학생자치를 미군정에 요구하며 맹휴에 들

어갔다. 자신들만이 생활하는 학교 테두리 안에서의 투쟁은 시 와 함께 

맹휴를 효과 인 투쟁방법으로 활용하 다. 이러한 반발에 문교당국은 

경성 학을 휴교하고 동맹휴학에 가담한 학생들을 정학 처분하 다. 국

안에 반 한 교수들이 학교를 떠나고 동맹휴학은 국의 400여 개 학

교로 퍼져갔다. 동맹휴학은 차 진정되어 갔으나 국 안 사태는 군정교

육 시기의 가장 큰 진통으로 남게 되었다.70) 

국립서울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국 안은 해방기 교육의 가장 큰 

동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국 안 동의 본질은 미군정청이 

령지인 한국에 국립 학을 그들의 주도로 설립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좌

익계 학생과 교수뿐 아니라 민족주의 인 교수들도 참여했다. 1947년 2월 

순 이후 서울  교수와 일부 지식인들은 군정청에 국 안 동해결을 

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9개 단과 학 학장들은 군정장 과 동 

해결책을 논의하 다. 1947년 3월 5일에 동맹 휴학 인 학생들은 국

안의 폐지가 아닌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맹 휴학을 지하고 등교하기로 

결의하 다. 이에 군정청도 일보 후퇴하여 선 이사회를 폐지하고 9개 

단과 학을 표하는 한국인 이사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한국인 

총장을 임명하기로 하 다.71) 이와 같이 개정한 수정안에 따라 5월 26일

에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었다. 새로운 이사회는 6월 13일에 등록 거부

와 동맹 휴학으로 제 된 학생들에 한 조건부 복교를 결정하 는데, 

당시 제 당한 학생들은 9개 단과 학 8,040여명 학생 가운데 4,956명이

었고, 그  약 3,200여 명이 8월에 복교하 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지속

되었던 국 안 동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제 당한 모든 학생이 복교

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복교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1,500명 이상이 학교를 떠났다. 300명 넘는 교수들도 면되거나 사임하

여 학교를 떠났다. 남은 교수는 140여 명에 불과했다.72)

국 안 반 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은 이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결집했다. 

70) 의 , p. 280.

71)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836.

72) 의 책, p. 19, p.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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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발 으로 학교를 거하거나 맹휴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몸담

고 있는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체  의지를 북돋웠다. 경

성제국 학이 치했던 상징  공간으로서 동숭동 주변 학가는 국 안 

반 운동의 략  거 이 되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의 주체의식과 국

안 운동을 이념 으로 해석하는 정부  학당국의 입장이 부딪치고 확

산되는 심지 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이 염원했던 것은 학원의 진정한 해방이었다. 

이를 해 식민지 교육의 청산이 우선 으로 요구되었다. 이 에서 식민

지 시기 교육의 최고기 으로서 설립된 경성제국 학은 국민 모두에게 

상징 인 의미를 지녔다. 이 의미가 학생들을 더욱 자극했다. 학생들이 

성명서를 통해 학원 민주화, 학원 탐구의 자유  학생자치를 요구조건으

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 그런 와 에 국 안 사건은 학생들에

게 내재해있던 이러한 욕구가 외압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의미했고, 이

에 학생들은 미군정의 정책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시 를 진행해나

갔다. 그러나 학당국은 이 운동을 이념 으로 해석했고, 좌익계열 학생

과 교수가 신생 서울 학교에서 축출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이 공간에 극

단 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학생들이 국 안 

반 운동을 통해 결집한 집단  경험은 이후 사회 실에 한 학습과 인

식의 심화, 활동가의 양성, 운동과 지도 등을 이끄는 소모임과 이념서클

을 태동시키는 계기로 이어졌다.  

(2) 학생서클의 조직과 집단  행동

1950년  한국사회는 극우반공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이에 기반을 둔 사회 각 방면에 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분 기는 1950년  학 캠퍼스라고 외가 아니었다. 1949년에 

국가에 의해 조직된 학도호국단이 학교를 통제하면서 학생자치기구마  

정상 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비록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1950년  

반 학도호국단의 자치기구  성격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기본 으로 

학도호국단은 학에서 극우반공체제를 지탱하는 어용기구 다.73)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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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기 속에서 학생들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차 노골화하는 이승만 정권의 횡포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에 한 심이 커져갔다. 하지만 1950년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

당함이 있었지만 직 으로 항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50년  후반 이후 각 단과 학이나 학과에서 그동안 기시

하던 이념문제를 연구하는 학생서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

념서클의 등장은 국 안 동 이후 이념 으로 경직되었던 학내 분 기

가 조 씩 바 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50년  후반 이념서

클 가운데 표 인 조직은 정치학과의 신진회(新進 )와 법과 학의 신

조회(新潮 ) 다.74) 이 서클들은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진

보  이야기를 함께 나 고  구하기 힘든 진보  서 들을 할 수 있

는 특별한 공간이었다.75) 이 에서도 가장 표 인 서클이 바로 신진

회 다. 신진회는 1956년 말 서울  문리  정치학과 학생들이 민병태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조직한 것이었다.76) 이들은 체로 서구의 민주

사회주의에 심이 많았다. 당시 신진회를 비롯한 이념서클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빌리자면, 학생 독서회는 쟁의 참화를 딛고 학사회

가 정상 으로 운 되기 시작할 무렵인 1955년경에 태동되었다고 한다. 김

낙 은 이들 이념서클의 성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77)

쟁이 끝난 후 50년  반 은 지식인들은, 우리 민족은 왜 싸워야 

하는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뭐길래 이 게 시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런 물음에 답하기 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심이 일어

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면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도 책을 구할 수 없

었고 도서 에 소장된 사회주의 계 서 은 모조리 ‘ 출 불허’라고 명

시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지  갈증은 정규 인 학교육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 기하에서 사회과학을 같이 연구하자는 움

직임이 자연발생 으로 일어나기 시작하 다. 서클은 구하기 힘든 책들

을 돌려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기 때문이다. 

73) 오제연, 「1960년  학생 ‘이념서클’의 조직과 활동」, 이호룡, 정근식 엮음, 『학생운동의 시

』(선인, 2013), p. 65.

74)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838.

75) 오제연, 2013(주 73), p. 65.

76) 남재희, 『아주 사 인 정치 비망록』(민음사, 2006), p. 33.

77) 박태순‧김동춘, 『1960년 의 사회운동』(도서출  까치), 1991,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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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서는 ‘신조회’라는 독서회가 결성되었고 상 에서는 이들 독서회

와는 다소 성격이 상이한 ‘경우회’가 조직되어 타 학 경제학과 학생들

과 정기 인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도 하 다. 이후 서울  사회학과 학생

들을 심으로 ‘후진사회연구회’라는 그룹도 생겨났다. 이러한 단체들은 

모두 한 편의 과 귀만 허용하는 기형 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보수세력 

일색의 정치  분 기에 염증을 느낀 학생들의 지식욕과 실 돌 의 욕

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은 선배들의 지도 하에 해방 후 

쏟아져 나왔다가 벽장 속이나 헌책방 구석에 숨어버린 좌익서 이나 이

른바 ‘말똥종이의 책’들, 월북작가들의 문학작품을 돌려 읽으면서 지 인 

갈증을 해소하 다. 이 당시 학생들은 해방 후 석담이 번역한 『자본

론』 1, 2권이나 일본의 개조사에서 나온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닌의 『유물론과 경험비 론』, 스탈린의 『민족문제』 등을 

구해볼 수 있었다. 심지어는 소련 과학아카데미에서 당시에 간행한 정치

경제학 교과서들도 우연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리고 

국이나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서도 일본어 을 통해 할 

수 있었다.78) 

1950년  후반 이념서클의 등장은 극단  반공이데올로기에 려 이념

으로 경직되었던 학의 분 기가 조 씩 바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학생 이념서클의 지 인 심은 민주사회주의, 사회비  자유주

의, 민족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근 화론이나 후진국 발 론 등이 

논의의 주류 고, 제3세계 지도자의 삶과 제3세계 민족 해방투쟁에 해 

심이 높았다. 민족주의 역사를 정리한 최문환의 『민족주의의 개과

정』은 그때부터 1970년  까지 필독서 다. 최소한의 다양성도 허용

하지 않던 시  분 기 속에서 활동은 음성 일 수밖에 없었다.79) 신

진회, 신조회 같은 1950년  이념서클들은 비록 활발하고 지속 인 활동

을 벌이지 못했지만 극우 반공주의가 압도하는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80)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1960년 4

78) 의 책, pp. 56-57.

79)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837.

80) 오제연, 2013(주 73),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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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명으로 실화되었다. 

(3) 정치‧사회 비 의식의 공유와 학술 탐구

학은 차 제도화된 학술연구 활동의 심으로 자리 잡아 가기 시작

하 다. 그러나 학술연구의 질  향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은 열악하 고, 국가의 간섭  통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학이라는 공간은 학생들에게 일정한 사회체제의 한계

를 벗어나서 다른 시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특권  장이기도 했다. 

특히 이승만의 독재권력이나 보수세력에 의해 반공주의와 권 주의를 정

당화하는 담론이자 이데올로기가 지배 인 상황에서도 학공간은 새로

운 사유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정치‧사회  비 의식이 성장하는 데는 학강의도 큰 역할

을 했다. 창기부터 1950년 의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임하 지만, 학사제도를 정비하면서부터 학생들의 수업 열의도 차 높

아졌다. 당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강의는 박종홍 교수의 <철학개

론>, 이용희 교수의 <국제 정치학>, 최문환 교수의 <사회사상가> 등이

었고, 그 밖에 이병기, 이상백, 이양하, 피천득, 유기천, 황산덕, 한태연 

등의 강의에도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 박종홍 교수는 당시 학문화의 

심이던 실존주의를 강의했고, 최문환 교수는 새롭게 학생들의 심을 

끌었던 민족주의를 강의했다. 특히 최문환 교수는 민족주의 강의에서 

로부터의 개 이나 으로부터의 개 이 아니라 청년학생이라는 비계

 사회신분집단이 개  주체가 되는 인텔리 명을 강조했다. 민족주의

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던 1950년  민족주의와 인텔리 명을 강조한 

강의는 격 이었고 학생들에게 큰 향을 끼쳤다.81) 학교수들은 ‘데

카당’으로 표 되는 학생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지 하고 분

발을 구하거나, 그 원인을 ‘데카당 정치’에 돌림으로써 실정치를 비

하기도 했다. 1959년에 서울  문리과 학 정치학과에 입학해서 6.3운

동을 비롯한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념하 던 김정강은 당시 서울  

81)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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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 의 지  분 기를 다음과 같이 했다. 

당시 서울  문리 의 분 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들 에서 가장 

개방되고 리버럴한 분 기가 충만했던 시 이었거든요. 고려 학이나 연

세 학 같은 학교에 비교하더라도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문리

라는게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비록 귓속말로 소근거림이라든가 는 

공공연히 말하더라도 세계 인 사조가 다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런걸 

보고 흥미를 느껴서 독서를 심하게 한거죠

그때 문리  철학 강좌는 실존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실존주의 에서도 

사르트르가 제일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 은 

사람들이 비교  빨리 쏠릴 수 있었던 사람이 싸르트르 거든요 (…) 그

러니까 철학쪽으로는 실존주의에 탐닉하는 상태가 되고, 정치학에서는 

우리 학과 주임교수가 민병태 교수인데, 이 민병태 교수가 헤럴드 라스

키(Harold J. Laski)를 정 으로 소개했어요. 그 양반이 쓴 『정치학 

개론』같은 걸로 1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문 강독 

『Introduction to Politics』라는 것도 라스키의 책입니다. 그런데 라스키

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본질 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같습니다.82)

1950년 에 이들을 지배했던 한 가지의 사상  조류는 ‘실존주의’ 다. 

실존주의는 쟁의 상처를 경험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속히 확산되었

다. 실존주의에 한 이해는 당시 한국 쟁의 상흔  그 극복의 노력과 

긴 히 결부되었다. 1960년  이후 지성계의 흐름을 주도하 던 『사상

계』, 『세 (世代)』, 『청맥(靑脈)』 등의 잡지도 학생들에게 큰 향

을 미쳤다.83) 서구학문의 이론과 방법들을 재빠르게 수입·번역·해석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유포·공유하는 작업은 공론장으로서의 잡지매체가 

임자 다. 잡지의 춘추 국시 라 할 수 있는 1950년 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담당할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상계』는 선두에서 그 역할

을 수행하 다.84)『사상계』는 2만여 명의 정기 구독자를 포함, 당시로

서는 엄청난 매부수인 7만여 부를 발행하던 잡지 다.85) 특히 1950년

 제 로 된 학 교재나 학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상계』는 학

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선인, 2001), p.32.

83)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33, 740

84) 서은주, 「제도로서의 "독자"; 1950년  학과 "교양" 독자」, 『 문학의 연구』 제.40권

(2010), 한국문학연구학회, p. 28.

85) 박태순‧김동춘(주 77),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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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필독서와 같았다. 특히 『사상계』는 서구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이에 입각해서 한국정치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의식을 신장시키

는 데 크게 기여했다.86) 당시 유럽의 실존주의와 래그머티즘으로 표

되는 미국의 학문이 1950년  한국 지식장의 주류 다고 할 때, 『사상

계』는 이 분야에 한 지속 인 번역과 해석, 논쟁을 주도함으로써 일종

의 ‘  아카데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다.87)

이러한 향력의 배경으로는 사실 필진들이 서울 소재 학의 인문사

회과학 공 학교수들이었다는 이 크다. 이들은 언론과 강단을 통해 

과 학사회에 인 향을 미쳤다. 한 각 학신문들도 학 

내 여론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필진들 역시 일부 교수와 언론

인이었다. 당시 『사상계』, 『새벽』, 『기독교사상』, 『최고회의보』, 

『신사조』, 『세 』, 『청맥』, 『정경연구』 등 유력한 잡지의 편집

원과 필진들 역시 그들이었다.88) 『사상계』는 계속되는 국가권력의 탄

압으로 편집 원 등 지식인 집단이 해체되고 발행인 장 하가 정치인으

로 변신하자 커다란 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어서 나타난 새로운 항

잡지(비  지식인 잡지)로 『창작과 비평』이 등장하게 되고 이뿐 아니

라 『신동아』, 『동아일보』 등도 압도 인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89)  

이와 같은 외부  자원과 자극 이외에도 내부 으로는 학 내 학생들

에게 향을 미친 주요 학내 간행물들이 있었다. 표 으로 1952년 2월 

4일 연합 학신문으로 창간한 『 학신문』이 있다. 『 학신문』은 곧 

서울 학교 신문으로 자리매김한 후 재까지도 계속 발간되고 있는데, 

학신문과는 별도로 각 단과 학도 신문과 학보를 발간하 다. 각 단과

학신문으로는 문리과 학의 『우리의 구상』, 『새세 』(1959년 창

간), 공과 학의 『무수탑(無 塔)』, 사범 학의 『교우(敎友)』(1957년), 

상과 학의 『상  월보』(1958년), 약학 학의 『약  월보』(1958년), 

86) 오제연, 「1950년  학생 집단의 정치  성장」, 『역사문제연구』 제19호(2008), 역사문제연

구소, p. 196.

87) 서은주(주 84), p. 26.

88) 의 , p, 304.

89) 이용성, 「사상계의 지식인과 잡지이념에 한 연구」, 『出版 雜誌硏究』 제5권 제1호(1997), 

출 문화학회,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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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학의 『함춘(含春) 월보』(1956년)와 『News on Medicine』(1952

년) 등이 있었다. 학보나 잡지로 공과 학의 『불암산(佛岩山)』(1952년 

13호로 속간), 농과 학의 『상록』(1954년), 수의과 학의 『수의 학

보』(1956년), 문리과 학의 『문리 학보』(1952년), 법과 학의 『법  

학보』(1954년)를 발간되었으며, 그 외에 사범 학여학생회의 『청등(淸

燈)』(1957년), 상과 학의 『상  평론』(1951년), 약학 학의 『약원(藥

苑)』(1954년), 의과 학의 『의 』(1950년), 치과 학의 『 경지』

(1957년 6호로 속간)와 『 벽지』(1959년 창간)도 나왔다.90) 

단과 학 신문  학보와 함께 학과별 활동이 활발했던 문리과 학은 

학과 부분이 연구지를 발간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

다. 그 밖의 학술활동들은 각 단과 학이 조직한 학회를 심으로 이

루어졌다. 문리과 학은 국어국문학회, 한국우주학회, 물리학연구회, 화학

연구회, 문학회, 통계학회, 어외교연구회, 사학회, 사회과학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 다. 법과 학은 형사법학회를 비롯하여 행정학회, 정

법회, 민사법학회, 국제법학회, 공법학회, 사회법학회, 범죄문제 연구회 

등이 있었다.91)

서울 학교는 설립 때부터 단과 학들의 연립 학  성격이 강했기 때

문에 서울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는 때는 입학식

과 졸업식, 그리고 월요일 『 학신문』을 받아볼 때 정도라는 평이 나

오기도 하 다. 학 학보  학내 간행물에는 실을 비 하고 우회

으로 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수‧학생들의 기고가 이어졌고, 학

이라는 공간은 어느 시 나 많은 학회나 학술서클들을 통해서 사회비

인 의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캠퍼스 공간과 더불어 학생들

이 이념 인 스펙트럼을 넓히고 자신이 다니는 학에 한 소속감과 일

체감을 키워나가는 토 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토 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공동체 자체에 한 진한 공동의식을 느

끼고 집단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기반으로 작용했다.92) 공동의 힘의 결집

90)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36.

91) 의 책, p. 737.

92) 오제연, 2008(주 86), pp. 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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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이라는 집단  정체성의 강화를 제로 하는 것이었다. 강화된 

학별 집단 정체성은 학생의 물리  잠재력이 집단의 힘으로 실화

하는 기반이 되었다. 당시 학생의 지 를 릴 수 있었던 계층이 소수

다는 에서 특히 국립서울 학교라고 하는 명문 학이라는 공간 안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 지  자원 그 자체는 이들의 집단  

정체성과 학문화를 형성하는 근본 바탕이 되었으며, 학 내 으로 소

속감과 일체감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했다.

(4) 민주‧정의 실천을 한 학생운동

국 안 반  운동 후 시 마다 정의를 한 데모가 있었다. 표 으

로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요한 치를 하고 있는 

4.19 명은 한국 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매우 요한 사건이다. 4월 

명은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에 항한 사건이

었다. 이 사건은 1960년 3‧15선거(제4  정부통령 선거)를 직 인 계

기로 하여 분출하게 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선

거는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고, 이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국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4월 부터 서울 학교, 고려 학교, 연세 학교 학생 간부들은 

횡 으로 연결을 이루어 결집해 갔고, 서울 학교 문리과 학 학생들이 

심이 되어 궐기에 한 계획을 구체화해 갔다. 1960년 4월 19일에 

국 각지의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일제히 규모 항쟁을 개시하

다. 동숭동과 연건동 주변의 서울  문리과 학, 법과 학, 의과 학, 

미술 학 등의 학생들은 시 의 선두에 섰다. 평화  시 로 출발했던 

항쟁은 경찰의 유  탄압과 맞부딪치면서 속히 명으로 환되었

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군 를 동원하 다. 군 의 투입과 함께 량 검거가 시작되었다. 경찰의 

시 에 한 발포로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사망하 는데 서울 학교 

학생 6명도 희생되었다. 역사 인 4월 19일의 기는 20일 자정부터 차

츰 가라앉기 시작했다.93) 1960년 4월 25일에 각 학 교수들은 서울  

동숭동 캠퍼스에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 고, 거리로 나가 시 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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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 다. 자유당 독재정권은 결국 4월 26일에 이승만 통령의 하야 선

언으로 종말을 고하 다. 12년 이승만 독재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국의 4.19 명은 학생들로부터 추동력을 얻었다. 그리고 4.19 명 당

시 서울  동숭동 캠퍼스는 명의 주요 거 이었다. 학생들은 많은 희

생을 치르면서 독재정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무 뜨렸다. 이로 인해 학생

들이 4월 19일에 개한 항쟁은 4.19 명이 되었다. 4.19 명은 1964년 

6.3항쟁, 1980년 5·18 주항쟁, 1987년 6·10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발 이 되었다. 한 4.19 명은 서울  학생들이 학생운

동을 본격 으로 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4.19 명 이후 학생들의 사회

참여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 

4월 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끝나고 이념 으로 보다 자유로운 세상이 

열리자, 학생들은 본격 인 학생운동을 개하 다. 그러나 이들은 1960

년 7·29총선에서 참패한 신세력과 4.19 명을 완수할 수 없는 민주당 

정권을 지켜보면서 분단 실을 자각하기 시작하 다. 통일문제에 한 

학생들의 심은 학생회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 결성으로 이어졌다. 

1960년 11월에 서울 에서 사회과학 이념서클을 기반으로 한 ‘민족통일

연맹(이하 민통련)’이 통일운동단체로는 처음 발족했다.94) 서울  민통련

은 과거 신진회, 신조회 등 학생 이념서클 출신 학생들을 주축으로 4월 

명 이후 학생회와 국민계몽운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결집한 조직

이었다. 서울 의 민통련 결성 이후 각 학에서 민통련의 이름을 건 통

일운동 조직들 한 속속 결성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새

로운 격변이 찾아왔다.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통련은 물론 각 학 민통련은 모두 붕괴되었고, 학의 자치와 

자율의 신장도 크게 꺾이게 되었다. 1961년 5.16쿠데타로 민통련 심의 

통일운동은 완 히 단되었지만, 4.19 명 이후 고조된 민족주의는 여

히 학생들에게 큰 향을 미쳤다. 1963년 반 무렵 학생운동조직은 서

서히 재건되었다. 이들 학생들은 군사정권의 비민주성과 실정을 비 하

93) 의 책, pp. 128-32

94) 조 엽, 「4월 명의 순환구조와 6.3항쟁: 역사주기론의 시각」,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2호(2010), 경남 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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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이념서클들을 각 학에 건설하기 시

작하 다.95) 이  가장 표 인 이념서클이 바로 1963년 10월 서울  

문리 에서 결성된 ‘민족주의비교연구회’(民族主義比 硏究 , 이하 민비

연) 다. ‘민비연’은 한일 정반 운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민통련과 같은 공개 운동조직 신 ‘연구회’를 표방하여 합법 으로 학생

운동의 기반을 확 하면서 새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 

1963년 말 새로 출범한 제3공화국은 한일회담을 정권의 당면과제로 삼

고 회담의 타결이야말로 민족주의의 발로이며 경제개발의 기회인 것처럼 

선 했다. 그러나 민비연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정 체결을 굴욕외교라고 비난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 해 사과 한마

디 받지 못한 채 무상 원조 3억 달러 정도로 해양 주권선인 평화선을 팔

아넘기는 박정희 정권에 학생들은 분노했다.96) 1963년 말부터 민비연은 

고려 , 연세  학생들과 함께 한일회담 반 시 를 비했다. 특히 1964

년 5월은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 시 와 이를 지하는 박정희 정권과의 

립이 면화 되어가는 시기 으며, 박정희 정권의 폭력 이며 비상  

책인 6.3계엄령의 선포로 가는 길목이었다.97) 

1964년 5월 20일,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  성토 회’가 서울문리  

교정에서 약 3천 명의 학생과 1천여 명의 시민 참여로 거행되었다. 이 

장례식을 체제 복 기도로 간주한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했

고 학생들을 거 연행했다.98)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을 기 으로 학생

과 정부의 충돌은 격해졌다.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도한 학생들이 

경찰수배로 잠 하거나 체포되면서 이제 각 학 학생회가 면에 나서

서 이른바 ‘난국타개학생 책 원회’를 결성하고 난국타개궐기 회를 

학별로 개최함으로써 공식기구인 학생회가 한일회담 반 투쟁의 심을 

이끌게 되었다.99) 1964년 3월부터 한일 굴욕회담반  데모가 시작되어 

95) 오제연, 2013(주 73), p. 79.

96) 오제연, 「1960년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  민주주의”를 심으로」, 

『기억과 망』 제16권(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 310.

97) 6.3동지회, 『6.3학생운동사』(역사비평사, 2001), pp. 260-61.

98) 김려실, 「『사상계』지식인의 한일 정 인식과 반 운동의 논리」, 『한국민족문화』 제54권

(2015), 부산 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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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과 학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이면서 시 는 본격화되었다. 박정

희 정권의 부도덕성과 비민주성이 드러나고 정부가 6월에 한일회담을 재

개하는 입장을 밝히자 마침내 6월 3일에 서울을 비롯한 국에서 4월 

명에 비견되는 최 의 항쟁이 개되었다. 6.3항쟁에서 굴욕 인 한일회

담 반 의 수 에서 시작된 항이 박정희 정권 자체에 한 부정으로 

확산되었다. 6.3시 에서 한일회담의 반 를 넘어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오자 6월 3일 밤 정부는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학교에 무기휴교령을 내렸다. 결국 6.3항쟁은 계엄령 선포 

이후 군 를 동원한 물리  탄압으로 인해 일단 좌 되었다. 1966년 6월 

22일에 한일 정이 조인되었으며 8월 14일에 비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65년으로 이어진 한일 정조인‧비  반 투쟁은 학생시 를 발본하겠

다는 박정희 통령의 국민 담화에 이어 내려진 8월 26일의 수령으

로 학과 학생들에 한 인 검거와 탄압이 시도됨으로써 크게 

축되었다. 그 게 1964-65년에 걸친 6.3항쟁의 주기는 마감되었다.100)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 한 인식과 투쟁의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 지만 정권과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면 인 항쟁에 동참하 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공공연히 민족의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

고, 이는 학생들이 주장하던 민족주의와 외형 인 친화성이 있었다. 그

러나 박정희 정권에게 민족주의는 근 화를 한 수단에 불과했다. 미국

의 지역통합 략에 호응하여 일본과 계정상화에 극 나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는 자주나 민족주체성이 배제된 자립 즉, 경제성장 제일

주의로 왜소화되었다. 반면 학생들은 1964년 한일회담반 투쟁을 통해 

1960년 4월 명 이후 이어진 반 건, 반외세, 반매 의 민족민주정신을 

재확인‧재구성하 다.101)

동숭동 주변 학가는 학생들 주도로 만들어진 데모문화의 심지가 

되었다. 학생들의 결속과 동원, 연 를 형성하는 학생 항의 집결지이자 

학생운동의 략  상징성을 갖는 요한 장소가 된 것이다. 학이라는 

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돌베개, 2008), pp. 422-24.

100) 조 엽(주 94), p. 24.

101) 오제연, 2007(주 96), pp. 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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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사건, 사물, 행 가 펼쳐지는 공간  맥락)은 군사독재의 억압  체

제 하에서 상 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이 공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항운동의 문화  실험실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공간

에서의 세미나와 정치토론, 서 읽기 등은 학생들 간의 연 와 사회비

인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 고, 이 공간이야말로 지된 지식이 

은 하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장이었으며, 활동가들의 만남을 비 리에 

성사시킨 은신처 역할을 하 다. 이들 공간은 학생들의 활발한 유동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 를 제공했고, 항

헤게모니를 생산하고 담론의 유포를 가장 효과 으로 매개했다. 동숭동 

주변 학공간은 공간에 한 공동의 경험과 연 를 창출해 냄으로써 학

생운동집단이 공통의 가치와 이념을 형성하고 집단 정체성의 공유와 공

동의 임을 생산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동숭동 주변 학

가는 이후에도 여러 집단들에 의해 사회비  참여운동의 집결지라는 

상징  의미를 지속 으로 재생산하게 된다.  

2) 문화‧ 술의 생산과 소비

(1) 학 축제를 통한 학문화 생산과 소비

서울 학교 문리  주변에는 사회비 인 학생운동 외에 다른 종류의 

학생활동을 통해서 독특한 분 기가 만들어졌다. 1950년  반 이후부

터 학교가 차 안정되면서 각 단과 학 캠퍼스 주변에는 본격 으로 

학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문리과 학 교정이 자리한 서울 학교 동숭

동 캠퍼스 주변에는 유명한 명소가 몇몇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지만 학본부  문리과 학 앞의 학천(大學川)은 ‘센 강(세느 강)’

이라 불렸고, 문리과 학이나 법과 학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는 ‘미라

보 다리’라 불렸다. 한낱 콘크리트 다리에 지나지 않는 다리를 미라보 다

리라고 부른 것은 학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낭만 기질이었다. 서울 생

들은 기욤 아폴리네르(Gillaume Apollinaire, 1880-1918)의 시 구 을 인

용하며 리를 동경하는 디  데카당트(decadent)를 추구했지만, 시

가 한창일 때 센 강은 최루탄과 돌이 오가던 곳이기도 했다.102) 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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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을 흐르는 학천으로 불린 개천 에 놓인 다리 다. 재는 복

개되어 학천과 미라보 다리를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학로를 구성

하던 요한 경 이었다. 

동숭동에서 학생들의 사랑을 받은 곳으로는 ‘ 과부집’, ‘부로크집’ ‘진

아춘’ 등을  다른 명소로서 꼽을 수 있다. 과부집은 문리 학 앞 

의과 학 뒷담에 기 어 잣집으로 지은 가게로 막거리를 는 곳이었

다. 부로크집은 문리과 학과 법과 학 사이에 있었다. 교수와 학생들이 

돈 신 신분증을 맡겨 놓고 막걸리와 포를 마시곤 했고, 국 한 그릇

을 사서 도시락과 같이 먹기도 했다. 진아춘은 학생들이 자주 찾던 국

집이었다. 1960년  반 학생운동이 고조되었을 때 “학생운동의 역사는 

과부집에서 시작하여 ‘새세 사’(문리과 학 학생신문사)에서 끝난다.”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 다.103) 이들 공간들은 단순한 학생들의 사  공

간 이상으로 학 캠퍼스가 연장된 공간이자 학문화가 순환되고 사회

비  학생운동이 모의되는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학림다방(學林茶房)은 학가의  다른 명물이었다. 재도 

남아있는 학림다방은 1956년에 서울 학교 문리  건 편에 문을 열었

고, 문리 의 축제이름인 ‘학림제’에서 착안해서 ‘학림(學林)’이라는 연장

선상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학림다방은 특히 가까이 있는 문리과 학이

나 의과 학 캠퍼스 분 기와 호흡을 같이하 는데 그래서 때때로 학

의 분 기가 그 로 이 다방 속으로 투 되곤 하 다. 이 다방에서 나  

철학과 정의와 사랑이 강의실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었다 해서 스럽

게 “제2강의실” 는 “문리  제25강의실”이라 불릴 만큼 학림다방은 학

생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토론의 장소 다.104) 이들 공간들은 학생들의 

창조와 모색, 비 과 논쟁의 장으로서 ‘제2캠퍼스’ 구실을 하 다. 한 

이곳은 소  문청(문학청년)들의 아지트 다. 소설가 김승옥부터 이인성

까지 서울  문리  출신의 작가들이 학림다방을 거쳤고 이청 , 김지하, 

박태순 등 한국문학의 거장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105) 이러한 다방문

102)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34.

103) 의 책, pp. 50-51, 

104) 국립 앙도서  디지털 컬 션. http://region.dibrary.net/posts/list/2401/45/202887/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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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차 더욱 퍼져 학림다방뿐 아니라 동숭동의 ‘ 학다방’, ‘낙산다방’ 

등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법과 학과 미술 학 앞 낙산다

방도 “미  제5강의실”이라고 불리면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쉬러 오는 

법 생들의 안식처 역할을 했다.106) 동숭동 주변 학가의 다방과 음악

감상실은 주로 서양 고 음악을 틀었고, 이 공간에 모인 학생들은 음악

을 들으면서 문학과 인생을 나 는 데카당트한 분 기를 형성했다. 이러

한 분 기는 1975년 이후 서울 학교가 이 공간을 떠난 이후에도 학로

가 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서 구축되는 과정에서 그 로 반 되었다. 

지 은 악 캠퍼스로 이 되어 마로니에공원에는 없지만, 도서 을 

등진 쪽 문리과 학 캠퍼스 터 에는 4.19탑이 있었다. 문리과 학 학생

들은 거의 외 없이 이 탑 주 에서 사회에 해 발언하 다. 4.19탑은 

이후 4.19 명의 정신  상징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학생운동의 심

지이자 집결지 다.107) 그래서 학생들의 시 가 일어나는 날에는 학생들

과 기 원들 사이에 4.19탑을 선 하기 한 치열한 치싸움이나 몸싸

움이 벌어지기도 하 다.  

학문화는 에서 언 한 물리  공간 외에도 그 공간을 채운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규모 축제를 통해 학만의 독특

한 풍속과 학문화가 만들어졌다. 1950년  반 학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수업 이외의 학생활동도 차 활기를 띠었다. 먼  각종 교

내 기념식과 행사가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통과 성격‧목

을 지닌 여러 학교들을 통합한 서울 학교는 1950년  들어서도 캠퍼

스의 분산으로 인해 학교 차원의 정체성을 쉽게 구축하지 못했다. 이에 

학 차원에서 1952년부터 매년 가을 학도호국단 체육부 주 으로 교

생이 참가하는 종합체육 회를 열어 학생 간, 단과 학 간 단결과 유

를 만들어 갔다.108) 체육 회와 함께 교생이 모이는 정기 인 행사로

는 개교기념식이 있었다. 서울 학교는 1953년 이래 교생이 참여하는 

105) 이윤주, 「옛날 다방·술집은 문학공간이자 사교장 [Special·작가들의 아지트] 화문 '아리스 다

방' 명동 '은성' 표 … 80~90년  인사동·안국동으로 둥지 옮겨」, 『주간한국』, 2009. 2.5.

106)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31-45.

107) 의 책, p. 52.

108) 오제연, 2008(주 86),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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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개교기념식을 매년 거행했다. 그러다 1956년 개교 10주년을 맞이

하여 서울 는 성 한 기념식뿐 아니라 각종 웅변 회, 시회, 학술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1957년 6월에 첫 번째 축제라

고 할 수 있는 제1회 ‘서울 학교 문화제’가 학도호국단 주최로 열렸다. 

여기서는 학술강연회, 음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연, 연극제 등의 행사

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연극제》가 학생들의 심을 끌었다. 같은 해 

가을 서울 는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장기놀이 회’를 열었는

데, 교생과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독주, 독창, 만담, 코미디, 고 무

용, 즉석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즐겼다. 서울 학교 문화제와 장기놀이

회는 이후 매년 과 가을에 각각 진행되었고 흩어진 서울 생들을 모으

는 역할을 했다.109)

1960-70년  학생들이 과외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분야도 이들이 주

도하는 축제 다. 1960년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과 학별로 독자

인 축제가 활성화 다는 이다. 축제는 보통 학술강연회, 토론회, 발표

회, 음악회, 연극공연, 시화 , 서 , 체육 회, 카니발 등 다양한 행사

가 마련되었다. 1950년 에도 간헐 으로 축제가 열리기는 했지만 매년 

정기 으로 열리는 축제는 1960년 4.19 명 이후 각 단과 학별로 학생

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 4월에는 서울  문리 에서 ‘4.19 1

주년 축  카니발’이 열렸다. 이는 당시 학축제가 학생들이 본격 으

로 실참여에 나서는 계기가 된 4월 명과 직  연결되어 있었다는 

을 보여 다. 한국 학에서 축제의 확산이 4월 명과 긴 한 계에 

있었다는 에서 축제는 권력에 한 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110) 이

로 인해 학축제 행사들은 정치풍자  성격을 보 다. 이러한 정치풍자

 성격의 축제행사들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그 상황에 맞

춰 연기하는 연행(performance)의 형식을 띠었다. 동숭동 캠퍼스는 정치

풍자  성격의 축제행사와 련 연행을 매개로 해서 학문화와 학생운

동이 결합하는 상징  공간이었다. 이처럼 4월 명을 후로 축제가 확

109)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36.

110) 오제연, 「1960년  한국 학축제의 정치풍자와 학생운동」, 『史林』 제55권(2016), 수선사

학회, pp. 367-69.



- 53 -

산되고 이 축제에서 정치풍자  성격이 강한 행사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 행사에서 수행된 연행은 화형식, 장례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1960

년  학생운동에서도 극 활용되었다.111)

동숭동, 연건동 캠퍼스에서 단과 학별로 실시된 축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미술 학의 경우 1968년부터 ‘학 제(學藝祭)’를 개최하여 

1973년까지 4회 열었다. 법과 학은 1961년에 ‘학술제(學術祭)’를 시작하

는데, 1965년에 학원 사태로 학술제를 열지 못한 뒤 1966년에 ‘낙산제

(駱山祭)’로 개칭하면서 내용이 다양해졌고, 1974년까지 11회 개최하 다. 

의과 학은 ‘함춘 축 (含春祝典)’을 1964년부터 1974년까지 6회 개최했

다. 치과 학은 ‘ 경제’와 ‘6‧9제(祭)’를 개최하 다. 경제는 1963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10월이나 11월에 열었고, 6‧9제는 6월 9일 구강 

보건일을 기념하여 1969년부터 1학기 축제로 개최하 다. 교양과정부는 

1968년 설립되던 해에 ‘학 술제(學藝術祭)’를 개최했는데, 1969년에 ‘횃

불제’로 이름을 바꿔 이후 1974년까지 5회 열었다. 이처럼 단과 학별 축

제는 1970년  종합화 이 까지 지속되었고, 일부 단과 학 축제는 종합

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112)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축제 분 기는 1970년  반기부터 소리나 탈

춤공연이 큰 인기를 얻고, 강연회나 토론회의 주제는 주로 민족문화와 

민족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  학에서 ‘민속’

에 한 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970년 후부터 

각 학축제들이 의도 으로 민속 련 행사의 비 을 높 고, 동시에 

학마다 ‘탈춤반’이 속속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문화운동사에

서 1970년  학가의 탈춤운동의 씨앗은 서울  문리  학생들에 의해 

뿌려진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물론 그 이 의 1960년 도 주목해야 할 

민속행사가 있었다. 그 표 인 민속행사가 1963-65년까지 서울  문리

에서 매년 이루어진 ‘향토의식 혼굿’이다. 이 행사는 농 운동을 민족

운동으로 발 시키고 한일회담을 강행하는 박정희 정권에 반 하는 학생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해 기획되었다.113) 향토의식 혼굿은 이듬해 

111) 의 , pp. 377-85.

112)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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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을 반 하는 학생들의 시 가 본격화되자 1964년 5월 20일에 박

정희 정권에 한 부정을 민속행사 형식으로 선언한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으로 이어졌다.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은 박정희 정권을 정면으

로 부정하는 정치풍자 연행이었다. 하지만 민속이 본격 으로 학문화

의 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70년  ‘탈춤반’이 등장한 이후부

터 다. 탈춤과 더불어 농악, 민요, 소리 등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민속 붐’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가에서 민속이 유행하 다. 학생들이 

탈춤을 춘 이유에 해서는 탈춤운동이 낭만 인 민족의식을 넘어서 반

유신  항운동으로서의 맥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114) 이로 인해 

민속 공연의 경우 지배층에 한 비 과 민 성의 강조, 그리고 공연 도

 기습시 로 변화되는 문제 등으로 학교 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유신체제의 강력한 탄압을 비 하기 해 민속문화를 

정치의 우회로로 이용하면서 항논리를 창출했다.

(2) 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강화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통의 

문화이다. 식민 지배와 분단, 그리고 한국 쟁을 거치면서 고유한 문화  

통이 괴되고 끊긴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을 끈 것은 서구문화 다. 

당시 흔히 낭만으로 표 되는 서구문화가 리 퍼져있었다. 서구문화는 

각 부문에서 수용되었다. 특히 쟁의 상처를 경험한 학생들 사이에서 

사르트르, 카뮈 등의 실존주의 철학사조가 속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사조와 함께 사회학, 정치학 등 새로운 서구 근 학문도 정

착했다. 서구문화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술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리  학보』는 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낭독회에서는 주로 국, 미국, 랑스, 독일 등 외국시를 낭송했고, 기리

코와 뭉크풍의 회화가 학교에서 유행하 다.115) 당시 학생이라는 지

113) 조동일, 『세계·지방화시 의 한국학. 10 : 학문하는 보람』(계명 학교출 부, 2009), p. 53.

114) 주강 , 「反維新과 1970년  文化藝術運動」, 『역사민속학』 제21호(1995), 한국역사민속학

회, pp. 27-28.

115)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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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나 인맥 같은 사회자본을 가질 수 있는 특권  

계층이었고, 특히 명문 생이라는 신분은 인 청년문화와 구분되는 

문화  자본을 소유한 상징  계층이었다. 이 에서 이들의 취향을 표

상하는 학문화는 청년문화와 구별되었다. 이들이 서구문화를 소비한다

는 것은 이에 내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장치를 일방 으로 

수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서울  학생들의 문화 소비는 능동

인 문화 생산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학이라는 상징성은 인 ‧물  자원의 집 은 물론이고 지식자원의 

집 을 제로 하는데 학제도는 지  담론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유통

하는 심을 구성했고, 이러한 지식집단의 권 를 보증하는 인 

거가 되었다. 지식의 공 과 수요,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학시스템은 이러한 학의 권 를 방패삼아 지식 향수층을 견인해내고 

문지식의 고립성, 폐쇄성으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돌 하면서 인문주

의 가치를 담지한 지(知)를 상징 으로 요구하고 부각시켰다. 그리고 그 

지식의 내용과 배치를 구성하는 주체는 학을 매개로 집단 정체성을 만

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학력엘리트들 즉, 지식인 집단이었다. 문화는 반공

주의가 일방 으로 강요되는 폐쇄성 속에서도 지된 역 밖에서는 무

차별  수입과 향유가 가능한 개방성을 지녔던 까닭에, 학생들이 향유

하는 문화 취향으로서 소  인문학  지(知)를 구성하는 교양은 학력엘

리트들이 스스로를 들과 구별 짓는 거로 활용되었다.116) 이 지

은 이들의 문화가 소  이 시  문화로 변되는 청년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취향을 매개했던 인문사

회분야의 정 들을 목록으로 하는 교양독서는 결코 평이한 수 의 

 독서는 아니었다. 1970년  으로 성공을 거둔 최인호의 소설에

서 보듯이, 연극은 학생이라면 길게 을 서서라도 야 할 고 문화의 

상징이었다. 학생은 학을 다님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이 많이 볼 것 같은 책이나 연극구경 등과 같은 문화행 를 통해 증명되

는 것이었다. 그런 에서 학은 교양지(知)의 실질  생산자이자 소비자

116) 서은주(주 84),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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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학력엘리트들을 육성하는 공간이었다.117)

당시 문학작품에서 연극을 보는 학생들은 흔히 상류 계층으로 묘사

되었다. 학생들의 취미생활이라 할 수 있는 음악 감상, 연극구경 같은 

문화  소비는 인 청년문화와 구분되었다. 실제 당시의 학생들

은 60년  서울의 음악다방, 음악 감상실, 살롱 등에서 클래식, 재즈팝을 

즐겼는데, 이곳은 바로 외부의 실 논리가 차단된 그들만의 탈 실 공

간이었다. 음악감상실의 경우 학생증을 제시하고 입장하게 하여 고교생

들의 입장을 막음으로써 20 들의 배타 인 공간으로 기능하 고, 그곳

에서 하루 종일 클래식 마니아로서의 문화  취향을 과시하는 부류도 생

겨났다. 이러한 공간은 일정한 나이와 문화자본을 소유한 사람들 즉, 

학생들을 심으로 한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학생 집단의 아지트에 한 집착은 그들이 공통의 문화를 집단 으

로 향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는 물론 기성세  혹은 지배 권력의 주의

와 감시가 지배하고 있는 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었

다.118) 

학문화로 수용된 서구문화는 자연스럽게 ‘교양’으로 받아들여져 학습

을 통해서라도 따라 배워야 하는 사회  학습/내면화의 상이 되었다. 

1950년  후반부터 집 으로 담론화 되기 시작한 교양은 미국문화를 

학습/내면화한 학문화의 문화  상징과 무 하지 않다.119) 표 으로 

혜린뿐 아니라 이어령, 김형석 같은 60년 식 에세이류와 헤르만헤세·

루이제 린  등이 많은 인기가 있었고, 이러한 당시의 경향성에 해 한 

신문에서는 한국 문학소녀(가끔 문학청년도)의 우상이자 아이콘이었다고 

117) 1970년  청년문화를 표하는 소설인 최인호의 『바보들의 행진』은 학력을 증명하는 문화

 요인이 상상  의미를 갖게된 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낸다. 병태가 테니스를 칠

 모르면서 테니스 라켓을 메고 다니는 일이나 읽지도 않을 거면서 어린왕자를 주머니에 꽂

고 다니는 행 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문화  상징이 사회 으로 학력의 실체로서 소통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여 생으로 등장하는 자는 “연극은 진짜 학생이라

면, 특히 여자 학생이라면, 길게 을 서서라도 야 할 고 스런 무엇같다”(최인호, 『바

보들의 행진』, 문 , 1974. 31쪽)로 토로한다. 송은 , 「 문화 상으로서의 최인호 소

설」, 『상허학보』 제15호(2005), 상허학회, pp. 435-37.

118) 노지승, 「 학생과 건달, 김승옥 소설과 청춘 화에 나타난 1960년  청년 표상」, 『한국

문학연구』 제22권(2007), 한국 문학회, p. 405.

119) 이선미, 「1950년  미국유학 담론과 ‘ 학문화'」, 『상허학보』 제25호(2009), 상허학회,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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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했다.120) 

1952년에 서울  국문과에 입학해 1956년에 졸업한 이어령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학수업은 거의 휴강이었고 국문과 문학 과목은 기성

문인 에 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 외부강사를 불러 특강 형식으

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존주의와 련해서는 서울  

불문학과의 이휘 , 손우성의 강의를 통해 사르트르를 직  읽었고, 철학

과 박종홍의 강의를 통해서는 사상의 이론  체계를 학습하 다고 증언

하고 있다. 학제도 내부에서 한국 문학이라는 분과는 해방 이후 새

롭게 만들어진 학문 역이기 때문에 교수진의 구성이 쉽지 않았음에 비

해, 상 으로 외국문학이나 철학, 역사 등은 일본 학이나 경성제국

학의 학문  통과 인  구성원들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성이 

비교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121) 이들의 소  취미를 구성했던 것은 

연극, 화, 오페라와 미술, 음악, 여행과 같은 다양한 문화‧ 술 역이

었다. 

이어령이 소묘한 학력엘리트들의 문화풍경은 문화의 일반  욕망

과 척 에 치한다. 그러나 학력엘리트가 이 시기에 실제로 향수할 

수 있었던 문화, 술이란 한계가 있었다. 의 ‘교양’과 자신들의 ‘교

양’을 확연히 구별 짓기에는 그들도 역시 가난했고 따라서 문화로서의 

‘교양’도 실제의 감각  체험으로 향수되었다기보다 알아야 할 지(知)로

서 습득되었다. 그들은 문화로서의 ‘교양’을 신체화시키지 못하고 문자화

시켜 읽었던 것이다.122) 1950년  후반부터 ‘교양’은 문화의 핵심 키워드

로 떠올랐다. 수없이 많은 (문학) 집‧총서‧신서 등의 기획물이 교양을 

표제로 하여 발간되었다. 교양을 앞장세운 총서‧ 집‧문고들은 1960년

가 집의 시 이자 (인)문학의 시 으며, 그 범 와 깊이가 1920-30

년 의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니었음을 보여 다.123) 1960년  들어 문  

120) 천정환, 「지독한 검열은 ‘먼 곳에의 그리움’을 부추기고…: 복 70년, 책읽기 70년 ② 한국

쟁기의 책과 지식풍경」, 『한겨 』, 2015. 10.22.

121) 서은주(주 84), p. 28.

122) 의 , p. 26.

123) 천정환, 「처세,교양,실존 -1960년 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2009), 민족문학사학회,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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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작가들의 아성에 도 한 이들은 서울  문리  출신, 그 가운데서

도 외국문학 공자들이었다. 바로 이 작가들이 이러한 고 문화 생산을 

주도했다. 

학인구가 늘어나면서 형성된 지식인 집단의 문화  취향은 학력엘리

트 혹은 문화엘리트의 욕망 혹은 그러한 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고 문화를 표하는 상징이었다. 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은 고 음악을 감상하며 서양연극, 미국연극을 공연하고 감상하

는 주체로 교육 받았던 탓에,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회  집단으로 인

식되었다. 이러한 문화 정체성과 이미지는 학문화로서 표상되었고 이

후 학로의 문화공간화 작업에도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게 된다. 

3) 항문화로서의 ‘민속문화’ 부활

학생들이 향유했던 고 문화와 함께 1970년  학문화의 형성에 큰 

향을 주었던 것이 ‘민속’이었다. 1960년  후반부터 민속에 한 심

이 고조되었는데, 1971년 문리과 학에 민속가면연구회가 생겨나자 탈춤

이나 소리와 같은 통문화에 한 심이 더욱 높아졌다.124) 여러 민

속강좌가 개설되었고 강좌마다 학생들로 가득 찼다. 민속에 한 심은 

1960년 부터 고조된 학생들의 민족주의가 1970년 에 한층 심해진 정

치  억압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민속

에 한 심은 서구문화의 량 유입에 맞서 민족문화를 복원하자는 취

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서울 생들은 집단 인 공동체 문화공연의 장을 

통해 지배계 을 통렬히 풍자하고 유신정권에 상징 으로 항했다. 이

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바탕에는 사회 으로 고조된 민속에 한 심과 

민 에 한 내면 인 각성이 있었다. 『창작과 비평』등 계간지들도 민

속과 민 에 한 논문들을 발표하여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부추기고 학

생들의 독서문화를 이끌었다.125) 무엇보다 이 시기에 새로운 주체로서의 

‘민 ’을 발견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지 이다. 1965년 말경부터 등장

하기 시작한 민  개념은 1966년 반 문화식민지론, 민족문화론 등이 

124) 서울 학교 60년사 편찬 원회 편(주 28), p. 742.

125) 의 책, p.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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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면서 민족문화의 상징으로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민족  주

체, 항의 주체로서 민 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126) 

이러한 개념들이 토 가 된 항문화로서 민 문화운동의 토양은 4.19

명을 통해 단 가 마련되었고, 1965년의 한일회담 반 투쟁과 1969년

의 3선개헌 반 투쟁 등을 거치면서 1970년 에 본격 으로 개되었다. 

우선 1960년  항문화의 개는 흔히 문화운동의 표  사건으로 지

되는 ‘향토의식 혼굿’과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만 보더라도 그 제

목에서부터 당  항문화의 민족,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조동일, 김지하, 허술 등은 1985년 서울  문리

에 ‘민족극연구회 말뚝이’를 조직하는데, 이들의 민속문화에 한 지속

인 심과 연구는 1970년  연행 술운동에 요한 거름으로서 작용

하게 되었다. 당시 1960-70년 에 이르는 폭압 인 시 는 학생들에게 

많은 행동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직 인 정치  행동뿐 아니

라 문화 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들에게 연극이라는 매체는 그것이 갖고 있는 직

이고 장 인 특성으로 인해 연극을 통한 문화운동이라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127) 서울 학교는 1975년에 악 캠퍼스로 이 하기 까지 총

연극회보다는 단과 학 연극반 심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 (1947), 의 (1963), 문리 (1963), 치 (1963) 농 (1965) 약 (1965) 

법 (1996) 미 (1966) 상 (1967) 공 (1967) 교양과정부(1968) 음

(1977) 등 각 단과 학마다 연극회가 발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128) 

서울  『 학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리 극회는 서울  연극의 

종주(宗主) 다. 이들은 곧 창작극만을 고수해왔고, 문리 의 공연 하

나하나는 서울 뿐 아니라 서울의  학가의 이목이 집 되었다. 정일

성‧김 일(김지하)‧허술‧정한룡 ‧이수찬 외에도 무수한 서울  연극의 

별들은 부분 문리 가 배출해냈다.129) 이와 같은 『 학신문』의 평가

126) 이동헌, 「1960년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 략」, 『역사와 문

화』 제24권(2012), 문화사학회, p. 21.

127) 김윤정, 「1970년  학연극과 진보  연극운동의 태동: “서울  문리  연극반”을 심으

로」, 『민족문학사연구』 제32호(2006), 민족문학사학회, pp. 314-45.

128) 의 ,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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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단과 학 연극회 에서 자기색깔을 가장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것은 문리  연극반이었다. 학연극은 기본 으로 아마추어 인 연극활

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마추어인 만큼 더더욱 도 정신이 요구되었다. 

도 정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실험들을 기 하는 것이었다.130) 

서울  문리  연극반은 도 정신과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연극을 개척

해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도 은 그들의 창작극 심주의에서 비롯된다. 

서울  문리  연극반은 당  기성연극계에서 공연되었던 번역극을 아무

런 실험정신 없이 그 로 공연하 던 부분의 학 연극반들과는 달리 

창작극 공연을 심으로 하 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사회의 실에 한 

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1960년  반부터 서울 학교 내의 실 비

 문화행사에 여했던 문리  연극반 선배들의 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여기’라는 실에 한 고민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

은 당 의 다른 학 연극반들과는 비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창작탈춤

의 시도와 거의 동시에 학 연극회를 심으로 마당극이 두했다. 

1970년 4월 18일에는 4.19 야제를 겸하여 서울  문리 생들이 동숭동 

교정에서 혼제를 했는데, 당시 시국상황을 풍자하는 마당극을 공연하

다. 1970년의 서울 극회의 ‘허생 ’ 등 서울  연극반을 비롯한 연극

부에서 창작으로의 환을 주도했다. 탈춤이나 연극공연 후에 소요가 빈

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여 정부당국이나 학교당국이 공연을 불허하거나, 

취소, 지하는 등의 사태도 일어났지만, 탈춤과 함께 마당극 공연은 당

시 학문화운동의 변자 다.131) 탈춤과 마당극 등 민속에 한 학생

들의 심은 민속의 주체인 민 에 한 심과 발맞춰 1970년  내내 

증폭되었다. 민속은 그 속에 해학과 풍자의 요소들은 물론 계몽 이고 

엘리트주의 인 정치풍자 연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  요소들

을 많이 담고 있었다.132) 이러한 서울 의 민족문화운동은 1980년  운

129) 『 학신문』, 서울  학신문사, 1978. 5.29.

130) 김윤정(주 127), p. 320.

131) 주강 (주 114), pp. 36-37.

132) 오제연 2016(주 119), p.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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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 문화의 효시 다. 이러한 문화는 궁극 으로 1970년 의 연극사  

사건인 ‘마당극’의 탄생과 이후 학로에서 뚜렷한 개성을 지닌 진보  

극단으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연우무 ’의 창단과 깊은 련을 맺고 있다

는 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133) 이들의 실에 한 심이 단지 한 

학 내의 문화활동을 넘어서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내는 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이들은 이미 한국사회 실에 한 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1967년 이후의 창작극 심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1970년  들어서는 유신정권의 노골성이 두드러지고 탄압의 강도도 강

해졌다. 유신체제의 억압 때문에 집회와 시 의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

의 항을 변해  것이 바로 노래와 마당극이었다. 이 노래와 마당극

은 모든 집회에서 하게 활용되면서 들의 정서를 통일하고 항

의 분 기를 고조시켰으며, 그런 공간을 상징 으로 연출하는데 기여하

다.134)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이해 계에 맞는 민족문화를 선별하여 

들에게 보여주는 데 심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배재

된 민 에 한 심을 바탕으로 민속을 직  연행하며 실참여로 나아

갔다. 

133) 극단 ‘연우무 ’의 출발 역시 이곳에서 비롯되었는데, 연우무 는 1977년에 서울  문리  연

극반 출신의 정한룡, 오종우 등의 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극단 연우무 는 스터디 그룹이었

던 ‘목요모임’의 일원이었던 김 린, 김민기, 김 동, 이상우, 정한룡 등에 의해 창단되었다. 

이들은 번역극 심이었던 당시의 기성 연극계의 풍토를 반성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창

작극만을 공연할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김윤정(주 127), p. 328. 하나의 뚜렷한 개성을 지닌 

극단으로 연우무 를 내세우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다. 연우무 는 그만큼 뚜렷한 개성과 자

기 목소리와 몸짓을 지니고 있고 꾸 히 일 성 있는 연극을 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집단이 한때는 떠돌이 생활을 면치 못했지만 1987년부터 종로구 혜화동 53의 9번지에 소극장

을 마련하면서부터 가장 창조 인 작업으로 펴나오고 있다. 차범석, 『한국소극장 연극사』(연

극과 인간, 2004), p. 186. 

134) 오제연, 「1970년  학문화의 형성과 학생운동」, 『역사문제연구』 제19호, 역사문제연구

소, 2012, pp. 107-108.



- 62 -

Ⅲ. 고  문화‧ 술 공간으로서의 학로 구축

오랫동안 학공간의 상징이 되어왔던 동숭동 주변 학가가 본격 으

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 은 서울 학교가 이 하면서부터이다. 1970년  

당시 학가 시 에 골머리를 앓던 박정희 정권은 서울 학교를 서울의 

외곽지역인 악산으로 이 시키기로 결정하고, 학로에 재 남아있는 

의과 학을 제외하고 1975년 3월부터 이 을 추진하 다. 1972년 10월 

유신선포와 함께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마로니에의 학생들은 

1975년에 악 캠퍼스로 옮겨가게 된다. 서울 학교가 이 하면서 생겨

난 가장 큰 물리  변화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센 강이라 불

리던 개천이 복개되어 도로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가 이 하

면서 남겨진 부지의 활용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공간의 잠재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서울 학교 이주 이후 동숭동 주변 학가는 유휴공간에 한 논의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사를 통해 고 아 트를 시공하여 

주택지구로 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주민  각계 

인사들의 반  속에 무산되게 된다. 특히 김수근을 비롯한 몇몇 술인

들이 이 지역을 문화 콤 스로 조성할 것을 한국문화 술진흥원(이하 

문 진흥원)에 제안하 고, 이를 받아들여 한국문화 술진흥원 본원과 

미술회 (1979), 문 회 (1981) 등을 건립하면서 학로 일 는 그 외

도 변모하 으며 동시에 공간이 갖는 사회  맥락 한 변화했다. 서울

가 이 한 후 정책 으로 학의 ‘학문 혹은 연구’보다는 학생들을 

통해 형성된 ‘고 문화’를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동숭동 주변 학가에 

입지했던 단과 학 가운데 문리과 학은 이를 상징하는 표 인 문화로

서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부가 이곳에 학이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간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서울 학교 이

주 후 1980년 를 거치면서 학로가 (고 )문화‧ 술의 공간으로 재탄

생하게 되고, 미술공간, 공연 술공간이 형성되면서 문화 클러스터로 조

성되어간 방식을 탐구할 것이다. 이를 해 첫째, 서울 학교 캠퍼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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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캠퍼스로 옮겨간 후 정부가 학로라는 이름을 붙이며 문화공간으

로 기획하고 추진한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학로에 한국문화 술

진흥원이 이주한 이후 정부가 미술회   문 회  등을 건립하면서 문

화‧ 술 콤 스로 구축하게 된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1980년  

· 반 이후부터 화랑들의 군집이 형성되고 소극장을 심으로 한 연극 

공간이 형성되면서 문화‧ 술 클러스터가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  학로 문화 콤 스의 조성

 1) 학로 문화공간의 계획과 구축 배경

서울 학교가 이 한 후 당시 동숭동 학가 주변은 새로운 지역문제

가 부각되었다. 서울 학교가 떠나고 남아있는 빈 건물을 심으로 격

히 우범지 로 변하기 시작하 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서울 학교의 각 

캠퍼스를 악 캠퍼스로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옛 캠퍼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공사는 문리

과 학과 사범 학을 매입, 1974년 말까지 아 트 3천 가구를 분양하는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하 다. 이후로 주택공사는 1973년 9월 3일에 문리

과 학과 사범 학 부지에 세울 아 트 청사진을 발표했다. 남겨진 캠퍼

스의 건물  부지 활용방안과 련해서 그간의 논의는 캠퍼스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아 트를 건설하자는 아 트 건설론, 캠퍼스를 그 로 보존해

야 한다는 상보존론, 의과 학 등에 의한 인수활용론으로 나뉘었다. 정

부가 아 트 건설론을 구체화해 가는 상황에서 여론은 이에 찬성하기보

다는 반 여론이 으로 강했다. 범 한 반 여론의 핵심은 무엇

보다도 주택공사의 아 트 건립계획이 주택공사의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화감을 조성하는 등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상유지론은 체로 학교육

의 발상지로서 동숭동 캠퍼스의 역사  가치를 인정하여 구( ) 캠퍼스

를 있는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 다. 서울 학교의 교수  학생

들은 구 캠퍼스의 매각 발표 직후부터 어도 문리과 학의 건물만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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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지하고 그 로 보존‧활용하여  것을 요구하 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서울 학교 의과 학 교수단은 문리과 학 캠퍼스에 장차 연구

실, 강의실, 부속병원, 기숙사 등을 갖춘 종합의학 캠퍼스를 건설하는 것

이 바로 교육투자이며, 동숭동 캠퍼스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 트 건설계획이 계속 추진되자 아 트 건설에 반

하는 여론은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다.135) 

1975년 8월 22일에 당시 김주남 건설부 차 은 문리과 학과 사범 학 

부지에 아 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면 취소한다고 발표하 다. 캠퍼스 

보존운동의 직 인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 트 건설에 반 하

는 여론이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정부는 문리과 학의 매각이 어렵다고 단하여 일단 공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침을 정하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결국 문리과 학과 사범

학 부지는 단독 주택지들로 분할되어 분양되었고, 본 을 포함한 심

지역만 공공문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의 마로니에공원이 되었다. 이처

럼 서울 학교가 이 하고 난 자리는 1970년  반 주택공사가 인수해 

택지로 분양하는 계획을 세울 때만해도 서울시 계획은 학로 일 를 고

주택지구로 만들 계획이었다. 당시 매우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

었던 서울시로서도 도심에 이만한 빈터를 찾기 어려웠기도 하 다. 그러

나 이런 의도는 각계 인사들의 강한 반 로 무산되었다. 건축가 김수근

을 비롯한 일부 문화계 련 사람들이 나서서 학로 일 를 문화공간으

로 조성하자는 뜻을 나타내자 문화계 내에서 공감 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는 경제발 에 한 자부심을 도시 공간상에 가시화할 필요성과 여

유를 서울시가 의식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복합 인 배경 

속에서 서울시는 이곳에 형성된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 술 공간

을 조성하자는 건축가 김수근을 비롯한 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 다.136) 

문화 콤 스의 개념을 구상하며 기 계획 으로 구축한 동숭동 주

변 학가는 일종의 ‘개념화된 공간’에 응한다. 서울  이주 이후 학

135) 김정수, 『 학로 역사문화환경의 보 을 통한 장소성 구 에 한 연구: 학로 마로니에 공

원을 심으로』(석사학 논문, 성균 학교, 2011), p. 49.

136) 의 , pp. 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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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기 공간 생산은 르페 르가 주장했던 공간 생산 개념 가운데 공

간(의) 재 에 해당된다. 르페 르는 공간(의) 재 은 인지된 공간으로서

(conceived space) 학자들이나 계획 수립가들, 도시계획자들, 공간을 구

획 짓고, 배열하는 기술 료들, 과학성을 추구하는 술가들의 공간을 의

미한다고 설명했다.137) 공간(의) 재 은 지식을 매개로 구축되기에 추상

인 동시에 체계 으로 재 되며 이 게 구축된 체계는 다시 언어  기

호에 의해 인지된다. 이와 같은 구축방식은 사회 , 정치 인 실천을 통

한 공간화이기에 해당 사회의 지배 인 공간이 된다. 공간(의) 재 은 단

순히 추상  담론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이를 내

포하고 있는 기념물, 도시계획, 제도 등으로 실제화되기도 한다.138) 따라

서 공간(의) 재 이란 한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간주된 지식을 제공하는 

바로 그 지식인들에게 인지된 공간이자 이들에 의해 고안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근이 당시 문 진흥원의 공연장과 시장의 설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가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 시장에 들어

서 있는 지의 세 필지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

기에 김수근이 설립한 공간연구소 직원을 한 기숙사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지를 포함한 마로니에공원 

체를 문화 콤 스로 만들 것을 문 진흥원에 제안한 것이었다. 이 당

시 동숭동 주변 학가의 주요 부분은 서울 학교가 악 캠퍼스로 이

하면서 거의 비어 있었다. 재의 학로 아래에 흐르던 개천이 복개되

어 있었을 뿐 별다른 문화시설이나 가로의 특징은 없었다. 단지 이곳이 

학 캠퍼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로니에공원과 수령이 오래된 고목

들, 그리고 그 뒤에 솟아있는 낙산이 있었을 뿐이다.139) 이런 맥락에서 

문 진흥원은 그동안 건축가인 김수근의 공간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동숭

동 소재의 서울 학교 문리과 학의 터를 기본부지로 삼아 처음 시장 

137) 앙리 르페 르(주 7), p. 87.

138) 이때의 건축은 기념물 인 건축물처럼 고립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뿐 아니라, 공간 인 맥

락과 직조 속에 동화된 ‘기획’ 체를 의미한다. 이 게 되기 해서는 ‘재 ’이 단순히 상징

이거나 상상 인 차원에만 머물러있어서는 안 된다. 의 책, p. 92 참조. 

139)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한국건축의 새로운 이념형(2쇄)』(시공문화사, 2000), pp. 1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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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진행하 다. 시장 설계가 완성된 후 공연장 설계가 곧바로 시

작되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한 서에 의하면 김수근은 문화공간에 

해서 건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더욱 요하게 생각

하 다. 학로에서 시작하여 마로니에공원을 거쳐 이 건물에 이르기까

지, 시장 건물이 동선 흐름이 끝나는 마지막 문의 의미를 가지는 것

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문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

다.140) 그런데 이 과정이 처음부터 체계 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서

울시는 김수근의 기 설계를 심의과정에서 반 하 다. 당시 공무원들

은 문화시설에 해서 무언가 기념비 이고 권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배 으로 갖고 있었다. 그 다보니 이들은 문화활동이 특별한 문가

에 의해서 이례 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악했고, 시장은 

군가에 의해서 항상 통제되고 이곳을 사용하기 해서는 항상 공무원

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곳이었다. 이런 반 에 부딪치자 김수근은 

기 설계안을 다소 변형하여 충안을 제시했다. 동숭동 주변 학가는 

1931년에 최 의 근  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경성제국 학 본 (이

후 서울  본부)에 문 진흥원이 입주하고, 김수근이 미술회 , 문 회  

등을 설계해서 비슷한 양식으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비슷한 경 의 문화‧

술 공간이 생산되었다. 

2) 동숭동 주변 학가 역사의 선택  활용

동숭동 주변 학가는 1970년  말 이후 도시 반이 새롭게 구축되었

다. 문화 콤 스로 조성된 이곳은 인문지리학자 에드워드 소자

(Edawrd Soja)의 용어로 설명하면 창조된 공간이다. 그는 “공간 자체는 

원시시 부터 주어졌으나 공간의 조직화와 사용, 그리고 의미는 사회  

번역이나 변형, 경험의 산물이다. 사회 으로 생산된 공간은 (…) 창조된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141) 동숭동 주변 학가의 문화공간화 략은 

140) 의 책, p. 186. 

141) Edward Soja, "The Socio-Spatial Dialecti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June., 1980), 김정희, 「“복원된 청계천”과 그 후: 계몽주의  로젝트의 

포스트모던  실 」, 『 미술학 논문집』 제28권(2008), 미술학회, pp. 191-92에서 재

인용.



- 67 -

그동안 공간의 역사에서 정치  색깔을 제거하고 정치  실과 거리를 

두기 해서 새롭게 구축한 도시계획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군의 고 문

화공간을 조성하고 서울 학교의 잔존하는 문화 가운데 학생들이 형성

한 문화‧ 술 이미지만을 선택 으로 부각함으로써 이 장소에서 학생들

의 정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성격과는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었다. 도시는 계획되기 시작했고, 설계도와 조감도를 바탕으로 만들

어졌다. 이 게 되면서 도시에 해 새롭게 말하기 해 필요한 언어들

이 선택되고 조직되었다.142) 

한편 푸코는 장소를 사람들과 사물의 계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권력

이 편재되는 하나의 장(site)으로 묘사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간(의) 재

은 특정한 사회  생산 계, 그 계가 부여하는 질서를 정당화하는 

각종 지식이나 기호, 코드 등과 히 련된다. 르페 르에 따르면 코

드는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  기호와 음악, 소리, 외침, 건축물 같은 

비언어  기호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한 사회의 특권 인 지식과 권

력 (…) 제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143) 특권  사회계층을 상징하는 

집단은 특정한 가치를 부각하는 공간을 생산한다. 한 사회가 지닌 고유

한 생산양식  생산수단은 나름의 공간  실천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특

정한 성격을 지닌 공간들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한다. 르페 르는 이를 하

나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실천이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44) 이때 공간의 생산은 기존 공간 질서의 변화를 가능  하는 

힘이다. 

공간(의) 재 은 이 게 계획 인 설계와 인 인 장소자산을 도입하

는 략을 통해 구축된 공간이지만 이것의 정 인 측면은 공간  실천

을 이끌어낼 때이다. 공간의 의미는 기호학 으로 단순하게 읽어낼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극 인 참여와 유(appropriation)에 의해 생산

된다는 실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공간  맥락이 없는 사회  행동

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에서 르페 르는 ‘ 유’의 권리를 가

142) 앙리 르페 르(주 7), pp. 266-67.

143) 의 책, pp. 99-100.

144) 의 책,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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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소유와는 조되는 개념이다. 푸코의 입장

이나 르페 르의 입장에서도 공간(의) 재 은 공간의 내  특성에서 비

롯되는 에 있지 않다. 그것은 건축물이나 외부공간의 조직을 통한 공

간의 변화를 통해 재해석이 바탕이 된 재  공간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간  실천을 이끌어야 하고, 그것이 공간(의) 재 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연결되지 않는다면 향을 미칠 수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에서 동숭동 주변 학가에 새롭게 구축된 공간(의) 재

이 실제 의미를 획득하기 해서는 그것이 공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이다. 개념화된 공간으로 구축된 동숭동 주변 학가는 미술회  

 문 회 을 심으로 술인들이 유입되고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서 공간(의) 재 이 재  공간을 창출하고, 이들에 의한 공간  실천으로 

연결되면서 공간(의) 재 에 정합한 공간을 생산하게 된다.  

 3)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이주

동숭동 주변 학가가 재와 같은 문화· 술 공간으로 본격 으로 구

축되기 시작한 시 은 한국문화 술진흥원이 이 공간으로 이주한 1976년 

이후부터이다. 지 도 남아있는 문 진흥원 청사(경성제국 학 본 -서

울  본부)가 재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결정  계기는 서울  이주 후 

본 이 헐리던 것을 문 진흥원이 간에 지시키고 이 을 해왔기 때

문이다. 문 진흥원의 이주로 인해 마로니에공원 주변으로 구축된 문화·

술 공간은 다양한 문화활동이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

한 공간 재 은 학로를 놓고 보면 정부 차원의 공공재원을 조성함으로

써 술인들이 공공무 라는 공간에서 작품을 공연하고, 시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를 조성하 다. 한 지 의 마로니에공원에 문 진흥 지원

의 주요한 공  주체가 자리하게 됨으로써 동숭동 주변 학가는 국가 

차원의 문화 술 지원의 주요 거 이라는 상징성 한 획득하 다. 새롭

게 구축된 문화 건축물은 개체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문화 콤

스의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을 장소의 집합체로 만드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제 새롭게 구축된 마로니에 공간은 특정 학의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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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개방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확장되며, 

도시맥락 안에서 의미를 획득함과 동시에 주변의 도시공간에도 향을 미

치게 된다. 

(1)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이주 배경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문화 술 원회)은 우리나라 문화 술 지

원의 역사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심 인 역할을 수행해왔

다. 문 진흥원은 「문화 술진흥법」이 제정(1972. 8.14)되면서 본격

인 문화 술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추기 으로 설립되었다. 이 

법은 문화 술진흥을 한 근거법으로서 문화 술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

원하는 실질 인 정책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 다. 이 법에서는 한국문

화 술진흥원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6조 제2항을 보면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재단법인에 

한 규정을 용한다”고 그 성격을 명확히 했고, 제6조 제3항에서는 “진

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자 과 진흥원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한 

자 을 조성하기 하여 진흥원에 문화 술진흥기 을 설치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145) 문 진흥원은 1973년 6월 22일에 문화공보부장 으로부

터 문 진흥기  조성을 한 모 을 승인받아 7월 11일부터 당시 국 

극장 627개에서 기  모 을 시작하 다. 이후 1973년 10월 11에 공식개

원 식을 거행하 으며, 10월 18일에 「문 흥선언문」을 채택하고 

1차 문 흥5개년계획 사업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974년부터 활동을 시

작했다.146) 문 진흥원은 설립 당시 국에서 거의 유일한 문화 술 지

145) 제4공화국(1972.10-1981.3) 기간 동안에는 문화공보부 내에서 문화부 산비율이 3공화국의 2

배에 이르는 수 으로 증가하 다. 3공화국 말기인 1972년 8월에는 문 진흥의 모법인 문화

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이 제정, 4공화국에 이르러 각종 제도가 격 실시되었다. 4공화국

의 문화정책은 ‘문 흥5개년계획’(1974-78)으로 표되는데, 이 시기 각종 사업은 문 진흥

기반 조성사업과 문화유산 승‧계발사업, 술창작 지원사업, 문화 술국제교류사업의 네 가

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146) 한국문화 술 원회, 『문 진흥원 32년사』(2008), pp. 3-4. 박정희 정부는 1972년 8월 14일

에 문화 술진흥법을 제정하고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제1차 문 흥5개년계획을 수립하

으며, 1974-1978년간의 제1차 문 흥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게 된다. 특히 1972년 

문화 술진흥법의 제정과 문화 술진흥원 설립은 실질 인 문화정책의 출발이 되었다. 박

무,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에 한 연구: 정책기조와 핵심정책을 심으로』(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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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으로 출범했으며, 한국문화 연구원, 한국공연 술센터, 국립

술자료원 등이 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에서 문 진흥원은 우리

나라 문화 술조직의 뿌리기 이자 문화 술 공  지원의 역사를 변하

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147)

문 진흥원은 처음에는 신문로 교육회 에서 임시사무소를 사용하다가 

1973년 9월 22일에 앙 장충동 2가 국악고등학교 안에 청사를 마련하

고, 이어 종로구 한국일보 사옥, 출 문화회 을 거쳐 1976년 10월에 종

로구 동숭동 소재의 서울  부지와 본 건물을 확보하고 근거지를 옮겨

왔다. 그러나 이 게 근거지를 옮긴 것이 단순히 서울 의 이 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상계』 출신 원로 문화 술경

인 이종인의 회고에 따르면 1976년 당시 문 진흥원 사무총장이었던 

최창 의 역할이 요했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앞으로 문 진

흥원을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청사부터 설립하기로 했다. 이 시

기는 마침 동숭동 서울  본 이 막 헐리고 있을 때인데 간에 이를 

지시키고 그 건물로 문 진흥원을 이 했다. 이미 건물의 한쪽 벽은 헐

려버린 상태에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재 ‘ 술가의 집’으로 운 되고 

있는 이 건물의 한쪽 벽은 건물의 다른 몸체와 다르다.148) 

이처럼 동숭동 주변 학가를 문화· 술의 공간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동숭동 일 를 술 , 문화마을로 만들고자 했던 문 진흥원의 선구  

움직임이 있었다. 문 진흥원은 문화‧ 술의 화를 해 주요 문화시

설을 직  설립하고 운 하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1979

년에 미술회 (  아르코미술 ) 개 , 1981년에 문 회 (  아르코 술

극장) 개  등의 시시설  공연시설을 건립하면서 본격 인 학로 

도약기를 열게 되었다.149) 

제5공화국 시기인 1980년  이후 국 인 문화시설 건립 붐이 일기 

까지 우리나라는 공연장‧ 시장 등의 문화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

성균 학교, 2009), p. 111. 

147) 한국문화 술 원회, 『문 진흥40년지원정책연구(40년사)』(2013), p. 15. 

148) 양효석, 「한국 술경 의흐름⑥ 이종인, 술경 , 술행정을 넘나들며 새로운 문화지

식체계를 개척하다」, 『 술경 @ 클리웹진』 제112호(2011. 1.20).

149)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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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다. 사실 1970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장기문화정책

(제1차 문 흥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1973년에 문 진흥사업을 재정

으로 뒷받침할 재단법인 문 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제도 인 기반을 구

축하 지만, 아직 본격 으로 문화정책이 탄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83년에 제5차 사회발  5개년 수정계획에 이르고서야 경제계획에 문화

부문 계획이 처음으로 반 되었다. 특히 5공화국에 와서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이 새로운 요 정책목표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문 진흥원에 부속된 문화시설은 렴한 료를 통해 술계에 

한 간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고, 련사업을 직  추진함으로써 미술

분야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공연 술분야를 진흥시키는 표 인 공

공기 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150)

(2) 한국문화 술진흥원의 주요사업

문 진흥원은 문 진흥기 을 운용하면서 본격 으로 공공문화 술 정

책  사업을 개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숭동 주변 학가는 공공문화

정책의 심 거 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당시 문 진흥원은 국 단 뿐 

아니라 시‧도나 지역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내 문화 술행사

까지 지원 상 범 에 포함하고 있었다. 1970년  시작된 공  지원에 

의한 문화 술진흥사업은 1980년  들어 기  조성액이 증가하고 지원분

야가 체계화되면서 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 다. 특히 1980년  후

반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개최 등 국내 체육행사의 개최와 민주화의 

열기가 어우러지면서 문화분야의 반 인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

기 문 진흥원은 장르별 술창작지원제도 구축, 주요 국가 술행사의 

민간자율화, 화산업 육성을 한 집 지원, 문화의 근성 확 를 한 

국 인 문화시설 확충, 지역문화 활성화, 국제문화교류의 발  마련 등 

나름의 요한 성과를 이어갔다.151) 

학로 문화공간이 조성되는 기에 지 의 마로니에공원에 들어선 문

진흥원은 상업성을 배제한 ‘순수 술’을 지원하는 공간이자 공공문화

150) 의 책, p. 18.

151) 의 책,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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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책의 심기 으로서 그 지 와 상징성을 확립해나갔다. 기본 인 

틀에서 문 진흥기 이 집행되었던 사업구조를 보면 1970년 부터 술

창작활동지원, 국제문화교류활동지원, 문화향수지원, 조사연구  교육, 

문화 술진흥기  조성  운 , 문화 술공간 운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표 인 주요 역 사업으로 < 술창작활동지원>은 문

진흥원의 설립목 이기도 하며, 창기부터 일 되게 강조되어 온 분

야이다. 이 사업은 문화, 미술, 사진, 건축, 공연 술, 통 술, 음반, 

화, 출  등 문화‧ 술 각 분야에 걸쳐 개인이나 단체에 한 창작 지원 

 각종 시상제도 시행, 각종 발간사업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문화향수지원사업>은 문화 매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문화복지 지원을 

비롯해 넓게는 지역문화 지원까지도 포함하는 국민문화권 신장을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문화향수지원사업은 ‘마로니에 국여성

백일장개최’, ‘공연 술순회활동 순회 시지원’, ‘문화 술사회교육활동지

원’, ‘청소년문화지원’ 등 4개 부문이 진행되었다.152) 이외에도 표 인 

사업으로서 1979년에 처음 시작된 <문화 술강좌>는 사회교육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80년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 각 학교에 비슷한 

강좌가 개설되고 다른 교육기 이 련 커리큘럼을 개설해도 이에 한 

수요는 계속 으로 증가해 문화 술인력의 재교육  문화에 기여했

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 으로 활성화된 사업으로는 문화 술 사회교

육활동 지원, 공연 술순회활동  미술 시 지원, 문화의 달 행사 지원, 

이 달의 문화인물행사 지원,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요기능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 시  상황

에 따라 련사업은 부분 으로 강조분야가 변화되었다.153) 

이처럼 문 진흥원은 국가 문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

서 술진흥,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술기반조성, 상문화산업 등 다

양한 형태로 문 진흥기 사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1970년  말과 1980

년   당시 공연장· 시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문 진흥원은 산하

에 3개의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상당기간 술인과 술단체에 한 간

152) 한국문화 술 원회, 『문 진흥원 32년사』(2008), p. 6.

153) 의 책,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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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역할을 수행하 다.154) 결과 으로 동숭동 주변 학가에 구축된 

문화공간은 문 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심으로 다양한 공간  실

천을 수용하며, 술가  에 의해 진되는 참여행 를 매개하면서 

문화· 술 클러스터를 확장해가는 토 가 되었다. 

2.  미술공간의 조성

1979년에 시공간이 부족하던 시  렴한 료로 작가들에게 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문 진흥원은 ‘미술회 ’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

다. 그간 미술회 은 다양한 방법의 실험  시와 커뮤니티 로젝트 

등 여러 로그램과 더불어 은 작가와 기획자의 발굴  양성, 미술계 

허리세 인 진작가의 창작의욕을 재고취하는 시를 지속 으로 기획

하 고, 한국 미술사에서 제 로 된 평가가 부족했던 주요 작가에 

한 새로운 해석의 장을 마련하는 시도를 하면서 동숭동 주변 학가의 

독특한 미술공간을 형성해가게 된다.

1) 미술회 의 개원

미술회 은 문 진흥원 소속의 시공간으로, 1974년에 훈동 구 덕

수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처음 운 을 시작하 고, 1979년 5월에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내 지 1,372㎡(415평), 연건평 2,926㎡(885평)의 건물을 

공해 재의 미술회 을 재개 (1979. 5. 21)하 다. 미술회 은 당시 

형 시공간이 부족하던 시기에 시규모에 따라 2-5개로 공간을 조

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형 형 시장(140평)을 갖추고, 크고 작

은 소그룹 단체들과 실험성을 갖춘 은작가에게 렴한 료로 작품

발표의 문호를 열어주는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자체 특별기

획 을 개최하고 미술인들의 학술기회도 마련하 다.155) 한편, 문 진흥

원은 야외 조각 시 등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154) 의 책, pp. 45-46.

155)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1974-2014 아르코미술 : 40년 시의 기록』(아르코미

술 , 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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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 다.

1979년 이 부터 문 진흥원 차원에서 극 으로 개된 미술사업을 

살펴보면 1974년부터 시작된 미술 시활동 지원(‘74-’01)을 비롯해서 

『문 연감』, 『문 총감』, 『문 연표』 등 미술 문지  자료발간 

지원사업, 한민국미술  등 4  미술행사 지원(‘82-’01)이 추진되어 

1990년  후반까지 약 20년 이상 지속되었다.156) 특히 1977년도에는 약

칭 ‘국 ’이라 불린 ‘ 한민국미술 람회’(1949년 문교부 창설운 )가 

1980년  들어 운 상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한민국미술 람회의 

운 주 도 1982년 제29회부터 문화공보부에서 문 진흥원으로 이 되

면서 ‘국 ’이 해체되고 이른바 ‘ 한민국미술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

로 변경되었다. 이 같은 운 주체와 지원방식의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한민국미술 은 1986년부터 운 주체가 한국미술 회로 재차 이 됨

으로써 재까지도 문 진흥원(  한국문화 술 원회)의 지원 아래 추

진되고 있다. 1986년의 경우 ‘86 서울 아시아 미술 ’이 서울 아시안

게임 기념으로 개최되었으며, ‘ 한민국미술 ’이 한국미 이 주 하는 

민 형식으로 바 면서 첫 시회가 열리게 되었다.157) 1980년  미술회

의 일수를 보면 총 2,721일로 연평균 272.1일이었고,  건수는 

단체 467건, 개인 240건으로 총 707건(연평균 70.7건)이었다. 10년간 미

술회 의 시 람객수는 163만 7,842명으로서 이 수치는 연평균 16만 

3,784명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특히 1980년  에는 시 람객이 10만 

명 내외에서 1980년  20만 명 로 2배 이상 증가하 다. 1990년 의 10

년간 미술회 의 일수는 총 2,572일로 연평균 257.2일 동안 시회가 

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158) 요컨 , 미술회 이 추진했던 사업은 자체기

획 을 비롯해서 , 미술분야에 한 조사‧연구, 미술작품 소장· 리, 

156) 미술 문지  자료발간은 이 밖에도 70-80년 에 『각국의 문화정책』(14책), 『문화 술총

서』(14권), 『공연 술총서』(8권), 『한국의 문화공간』(4권) 등 발간사업이 이어졌다. 술

원회가 직  발행했던 연속발간물로는 월간 『문화 술』이 있다. 1974년 월보 『문 진

흥』이라는 제호로 창간한 『문화 술』은 문화 술분야 최장수 종합 문지 다.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83.

157) 안 주, 「 학로 100번지 - 미술 에 한 단상」, 『미술  이야기 - 학로 100번지』 (한

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2009), p. 40.

158) 의 책, pp. 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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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 조각공원 조성, 한국미술 소개자료 해외 배포 등이었다. 이와 

함께 미술인들의 창작역량의 증진과 연구활동의 활성화, 미술인들 간의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 다. 아울러 그동안 미

술 애호인구의 변 확 에도 지속 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159)

미술회 은  심으로 운 하되 특히 1990년  이후에는 기획 도 

활발히 개최했다. 1970-80년 의 미술회 은 제도를 통해 창작자와 

객을 한 공  역할에 좀 더 집 해온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술회 은 상업화랑 시 료의 4분의 1 가격의 렴한 비용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시를 지원하 다. 그러나 미술회 의 

시공간은 1970-80년 에 주로 일정한 이념  색채와 목표로 연 했던 

은 미술인의 활동을 지원해오던 것에서 1990년  말부터는 기획 시 

주의 공간으로 변모하 다.160) 그  표 인 시는 1992년부터 매

년 테마를 정해 《 미술신세 흐름 》을 기획해서 실험  탐구에 몰

두하는 30  작가들을 조명하고 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1997년에

는 견작가 1인을 집  조명하는 《한국미술기획 》을 기획했고, 

1998년에는 《지역작가 》 한 신설했다. 미술회 은 1999년 이후 

《기획공모 》과 《국제교류 》도 활발히 개최하면서 차 으로 미술

의 이미지를 다져나갔다.161) 

미술회 은 미술인의 창작의욕을 고무시키고 그 향수층을 넓히자는 취

지 하에 매년 《자체기획 》을 개최하 는데, 1999년부터는 기존 미술

회 의 기획 을 강화해서 기획자와 미술회 의 공동추진사업으로 환

했다. 이때 미술회 은 기존의 《한국 미술 신세  흐름 》과 함께 

1998년부터 시작된 지역작가 이 개칭된 《 미술 심의 이동 》 등

으로 상설 기획 시를 강화했고, 《한일 미술 》 등 국제교류 을 

마련하 으며, 우수기획자 발굴을 한 《기획공모 》을 신설하 다. 그

159)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80.

160) 이 주, 「미완(未完)의 로젝트, <미술을 한 캐비닛>: 아르코미술  40년 역사의 아카이

」, 『1974-2014 아르코미술 : 40년 시의 기록』,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2015(주 155), pp. 99-101.

161) 의 책,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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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재 《 표작가 》으로 명명되는 당시의 《한국미술기획 》

을 통해 나름의 독창  조형언어를 가진 1인을 집  조명하는 시를 기

획하 다. 1998년부터는 《지역작가 》이 추진되어 지역미술의 정

체성 모색에 주력하는 지역의 우수작가를 , 지역미술의 특성화를 보

여주는 장 한 마련하 다. 이를 토 로 1999년부터는 《지역작가

》의 명칭을 《 미술 심의 이동 》으로 개칭해 청작가 수를 

확 하는 등 상설 기획 시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미술 》을 비

롯한 3건의 국제교류 을 마련하 다.162) 이와 보조를 맞춰 유능한 기획

자를 발굴함으로써 우수기획 을 활성화시키기 한 《기획공모 》을 

신설, 《반․반 》, 《 술가들이 만든 책 》 등 4건의 기획공모 을 

개최하 다. 이를 매개로 미술회 은 우수 기획자의 참신한 기획의도를 

수용하고 공동주최함으로써 기획 의 다양성을 선보이려는 시도를 하

다.163) 

그간의 미술회 의 역할을 집약 으로 정리한다면 당시 기본사업 외에

도 소장미술작품 리  한국미술소개자료 해외배포 등을 통해 창작역

량의 증진과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보다 을 두고 있었고, 미술인 상

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하 다. 

2) 미술회 의 운

1990년 에 미술회 을 표하는 시  하나 던 《한국 미술 신

세 흐름 》(이하 신세 )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해 문 진흥원 

미술회 에서 개최되었다. 표 시인 이 연례 기획 시회의 뿌리는 

1992년 《인간, 그 얼굴과 역사: 미술의 동향, 30  작가 》이었는

데 이 시회에서는 큐 이터가 아닌 ‘커미셔 ’라는 직함의 미술평론가

162)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규모 《일본 미술 (1981. 11.6 - 11.23)》으로 1970년  일본

미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의 미술을 상호교류

하기 한 시로 미술교류는 다른 문화분야에 비해 비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83

년 도쿄, 오사카, 훗카이도 등 일본 국공립미술  5곳에서 한국 미술 이 개최되어 한국이 

당시 진행해온 해외   가장 호평을 받았던 시로 평가되었다.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

코미술 , 2015(주 155), p. 27.

163)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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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  작가들의 활약

<한국 미술 신세 흐름 >은 신진작가 발굴과 지원을 목 으로 기획된 기획 시 시리즈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신체’, ‘기술’, ‘엔트로피’, ‘믹서앤쥬서’ 등 매년 다른 주제로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를 다양

한 미술의 각도에서 짚어보고자 했다. 본격 으로 커미셔 가 시기획에 참여하여 동시  미술  큐 이

에 한 다양한 논평이 개되기도 했다. 이불(1995), 공성훈(1996), 임민욱, 함경아(1999), 양혜규(2002) 

등이 <한국 미술 신세 흐름 >에서 요한 성장기를 거쳤다. 

1
1992. 

5.21-6.3
1992 한국 미술 
신세  흐름

《인간, 그 얼굴과 역사》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Man, His Face and History

2
1993. 

5.21-6.8
1993 한국 미술 
신세  흐름

《도시, 그 삶의 공간》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City, The Space of Life

3
1994. 

5.20-6.8

1994 한국 미술 

신세  흐름

《자연과 화》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Dialogue with Nature

4
1995. 
5.1-6.7

1995 한국 미술 
신세  흐름

《신체와 인식》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Korean Contemporary Art, Body & Recognition

5
1996. 

12..9-12..20
1996 한국 미술 
신세  흐름

《기술과 반기술>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Technology vs. Anti-Technology

6
1995. 
5.1-6.7

1995 한국 미술 
신세  흐름

《신체와 인식》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Korean Contemporary Art, Body & Recognition

들이 선발한 작가 25명이 참여하 다. 시회 안 으로 특정 연령  작

가들의 감수성과 사유과정을 과도하게 스테 오타입화 하 다는 비 이 

없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알지 못할 질서를 새롭게 ‘근 화’하는 여정에 

동시  술작품을 끌어들이면서 ‘기획 시회’라는 비평  상황에 미술인

들의 심을 붙잡게 하는 데”에 기획의도를 두었다고 표명했다.164)

<표 Ⅲ-1> 한국 미술 《신세 미술 》기획165)

164) 임산, 「‘신세 ’ 미술의 발견과 그 성장기: 아르코미술 의 <한국 미술 신세 흐름

>(1993-2002)」, 『1974-2014 아르코미술 : 40년 시의 기록』, 한국문화 술 원회 아

르코미술 , 2015(주 155), p. 79.

165)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2015(주 155), pp. 37-49 참조,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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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6. 

12..9-12.20

1996 한국 미술 

신세  흐름

《기술과 반기술》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Technology vs. Anti-Technology

8
1997. 

9.25-10.15

1997 한국 미술 

신세  흐름

《 지와 생태》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Earth & Ecology

9
1998. 

6.1-6.15
1998 한국 미술 
신세  흐름  

《 임 혹은 시간 - 사진으로부터》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Frame or Time - From Photography

10
1999. 

8.13-8.24

1999 한국 미술 

신세  흐름

《믹서&쥬서》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Mixer & Juicer

11
2002. 

3..22-4.14
2002 한국 미술 
신세 흐럼

《우리안의 천국》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Paradise Among Us

당시 신세 라는 말이 부상하게 된 이유로는 1990년   새로운 감각

과 감수성, 의식을 가지고 등장한 작가군을 일컫는 상징이었다. 《신세

》은 ‘ 지’ ‘생태’, ‘기술’, '엔트로피‘ 등 당시 한국문화, 사회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을 시내용으로 반 하 는데, 임산은 1990년 를 

통하는 《신세 》이 우리나라 미술담론에 일종의 기역반응을 일으

켰던 기획이라고 평했다. 이 시들은 주로 평론가들이 커미셔 가 되어 

시기획에 참여하 는데, 1990년 는 평론가들의 시기획이 주를 이루

었던 시기 다. 이와 련해서 당시 계자에 따르면 아르코미술 (당시 

문 진흥원 미술회 )의 경우 90년  후반 정식으로 큐 이터 제도가 도

입되었기 때문에 정식 제도 도입 까지 외부의 평론가들을 빙해서 내

용상 공동기획의 형태를 취하는 과도  형태의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 

이 시기부터 종래 심의 미술  운 을 탈피하고 기획  심으로 

환하게 되는데 그 표 인 시가 바로 《한국 미술 신세 흐름

》, 《지역작가 》, 《 표작가 》이었다. 《신세 》이나 

《 표작가 》의 공통 은 제도권에서 제 로 조명되지 않거나 조명을 

간과한 부분을 재해석하는 노력이었다.166)  

166) 의 책,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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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세 》과 함께 이 시기를 표했던  하나의 시로는 

《 표작가 》이 있다. 1997년에 미술회 은 《한국미술기획 》을 

기획했다. 한국미술의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하고, 한국의 조형의식을 세

계 인 조형언어로 승화시킨 진 이상의 작가 1인을 해서 작품세계

를 집  조명하기 해서 다. 이 시회는 미술평론가들의 추천의뢰를 

거쳐 작가를 선정하고 단순한 작품 시 외에도 세미나를 통해 작가의 작

품세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마련했다. 1997년의 작가

는 이승택을 선정하여 <녹의 수난> 등 8 의 실물작품과 120 의 사진

작품을 시했고, 1998년에는 비디오아트 박 기를 하 으며, 1999년

부터는 《 표작가 》으로 명칭을 바꿔 《이건용 -논리, 삶, 일

상》과 2000년에는 《김구림, 존과 흔 》을 각기 시하 다.167) 2016

년 8월에 아르코미술 에서 기획했던 표작가 인 《확장하는 선, 서용

선 드로잉》(2016. 8. 23-10. 2)의 작가 서용선은 30여 년  당시 미술

회 에서 시했던 작품 가운데 하나를 이번에  다시 선보 다. 그는 

1980년  당시 미술회 을 둘러싸고 조직되기 시작한 동숭동 주변 학

가의 미술공간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서용선: 조그만 갤러리가 몇 개 있었지만 제 로 된 식 건물이잖아

요(미술회 .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 를 많이 받은 데죠. 그런데도 그 당

시에는 우리나라 미술계 체가 한 게 아니고 (…) 국가기 인데 이걸 

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기억에 그때 30만원인가 도 두 번째 

심사를 해갖고 을 해주는 거 죠. 뭐 은 사람들 망있는 사람들 

심사 원들이 뽑아서 그런데 웬만하면 돼죠. 그때 요기에 지  시된 

빨간 작품 하나가 그때 걸린, 30년만에 제가 다시 건거에요.

연구자: 그때 미술회 이 생기고 이 주변에 화랑들이 집했었나요?

서용선: 화랑들이 많이 생겼었죠. 미술회 이 생겨서 이쪽으로 많이 생

기게 된거죠. 여기는 국가기 이니까 여기에 미술인들이 자꾸 오게되잖

아요. 그래서 한때는 여기가 바탕골미술 , 두손미술  해갖고 갤러리들

이 여기 쫙 생겼었어요. 인사동보다 이쪽이 더 심이 된 거죠. 새로운 

공간이 된거죠. 인사동은 조그맣고 그냥 고미술같은 게 많았고, 

인,  갤러리들이 자리잡았죠 (…) 이런 게 서울에서 하나의 문화공

167)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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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고 세련된 건축들이 있으면서 미술이라는게 시각문화잖아요. 시각문

화와 목이 되면서 여기에 심처럼 자꾸 미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생겨났던거죠 (…) 여기가 미술 심같이 형성이 었어

요.168) 

이외에도 1980년  미술회 은 시 역사에서 하나의 일  ‘사건’이 되

었던 헤 닝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미술회 에서 시 개막일 시가 

무산되었던 《 실과 발언 창립 》(1980. 10.17-10.23)이었다. 1980년 10

월에 암울한 군사독재정권 시  민 미술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미술동

인 《 실과 발언》이 미술회  지하 시실에서 창립 을 개최하는 역

사  시를 시작하려던 때 다. 그러나 당시 작품의 사회비  수 에 

놀란 장은 개막 직  작스  시 취소를 지시했다. 갑작스런 시 

취소로 참여작가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장은 운 원에서 결정된 사

안이라며 단호하게 취소를 진행했다. 당시 시를 막기 해 시장의 

기가 차단되자, 캄캄한 지하에서 개막을 해 모여있던 작가와 객 20

∼30명은 히 를 사다 촛불로 작품을 비춰가며 람했던 일화가 남아

있는 사건이었다.169) 《 실과 발언》 동인들이 당시의 미술계의 상황에 

해 가졌던 문제의식과 던졌던 질문은 “참 박한 시 인데 왜 미술가

들은 사회나 역사나 실을 외면하는가?”, “그리고  특히 을 외면

하는가?”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 에서 미술회  시의 역사는 당시의 

정치‧사회, 술계, 작가, 의 복합 인 이해 계와 이념이 한데 얽

있는 한 심에 있었다. 

당시 미술회 에서의 시는 “이 공간을 거치지 않은 작가가 없을

만큼 요한 시 고, 그곳을 꼭 거쳐가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

을 했던 곳이었으며, 미술회 을 심으로 많은 실험  시도가 이루어졌

다”고 평가된다. “인사동 한번 돌고 사간동 한번 돌고 골인 지 이 미술

회 이었다. 그 미술회 에서 많은 미술인들을 만났다. 종착 이 그곳이

기 때문이었다”.170) 1980년  말에서 1990년  반 사이 미술회 을 

168) 서용선 작가 인터뷰 자료, 장소: 아르코미술 , 일시: 2016. 9.20/ 13:00. 

169)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2015(주 155), pp. 135-37.

170) 의 책, pp. 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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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화랑들이 생겨나면서 미술공간이 형성되었다. 당시 동숭동에는 

화랑들이 많았는데, 소나무갤러리, 나우갤러리, 두손갤러리, 동숭갤러리, 

토탈갤러리, 향, 사각갤러리, 갤러리 드 서울, 인공갤러리 등이 자리하

고 있었다. 두손갤러리의 경우 그 당시 랭크 스텔라, 리앙 슈나벨, 

에이알 팽크, 이태리 트랜스 아방가르드 시 등을 선도 으로 진행했던 

화랑이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동숭갤러리의 경우 미술은행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미술회 뿐 아니라 화랑들의 군집이 함께 

형성되면서 크고 작은 시들이 동숭동 주변 학가를 심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3.  공연 술공간의 조성

학로가 공연 술 특히 연극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문

회  설립이 강력한 원인이 되었다. 제5공화국 문화정책의 가장 두드

러진 특징이자 업 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문화투자의 폭 인 확

와 국 인 문화시설의 조성이다. 당시 정부재정  문 진흥기 뿐 아

니라 공익자 , 기업의 지원 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원이 폭 확충되었

고, 지역문 진흥기 이 립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이 확 된 문화재

원을 바탕으로 각 시·도에는 종합문 회 , 특정 문화시설, 요무형문화

재 수회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경쟁 으로 추진되기 시작하 다. 

재 학로의 문 회 도 이러한 취지에서 그 건립이 모색된 것이었

다.171) 문 회 은 한국연극  무용 술의 모체를 이루는 순수공연 술

의 거 으로서 창작활동에 한 간 지원을 통해 술성이 뛰어난 순수

공연작품  공연 술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에게 공연기회를 제공

해왔다. 특히 문 회  극장의 역할은 연극계 반에 막 한 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을 연극의 심공간으로 떠오르게 했다. 당시의 공연

황 자료에 따르면 문 회  극장은 유사한 성격의 공공극장이며 규모

가 컸던 세종문화회 이나 국립극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공연

171) 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구조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

총』 제7권(199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p.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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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었다. 행사장이 아닌 문 인 술공연장으

로 설계된 , 렴한 료, 주변지역이 학공간으로 발 하여 개방

이고 문화 인 유동인구가 많은 , 여 히 문화 인 향권에 잔존하고 

있다는  등이 그 이유 다.172) 이를 매개로 다양한 공연 술활동을 진

작시키는 것과 함께  일반에게 폭넓은 공연 술 람기회를 제공하

는 것에 을 두었다. 

1) 문 회 의 개원: 공연 술공간 형성의 토

문 회 이 설립목 으로 명시한 것은 공연 술의 진흥과 공연 술인

구의 변확 를 통해 문공연공간을 확보‧ 함으로써 무 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공연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이었다. 문 진흥원은 

1974년에 연극인회 을 구 충무로 5가(정음사 내)에 개설했고, 1977년

에는 구 정동(세실극장)으로 이 ‧운 해 오다가, 1981년에 동숭동 소

재의 서울 학교 문리과 학의 터를 기본부지로 삼아 문 회 을 개 했

다. 이를 기 으로 해서 문 회 은 본격 으로 연극, 무용, 음악을 심

으로 한 공연 술의 발표무 를 제공하고, 무 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공연 술 활성화 사업을 개하 다.173) 연극인회 으로 출

범한 문 회 은 1970년 에는 임 건물에서  지원을 시작했으나, 

1981년 4월 1일에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지 2,496평에 연건평 1,521

평으로, 극장 709석, 소극장 200석  연습실 82평의 식 시설을 갖

춘 문 회 을 신축하게 되었다. 식 메커니즘과 테크놀로지의 기능

을 갖춘 극장은 연 무휴의 연극  무용 상설공연장으로 운 되었다. 

문 회 은 1990년  말까지 주로  심으로 운 되었는데, 개  당

시 우리 사회가 경제  부의 획득과 함께 문화 술에 한 수요는 증

한 반면,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공연장의 수는 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174) 미술부문이나 공연 술부문의 특성에 따라 공간 지원 요

172) 백경민, 『문화 술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변화 고찰: 홍 지역과 학로를 심으로』(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 2009), p. 36.

173)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 14.

174)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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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립극장 극장 세종문화회  극장 문 회  극장

건수 일수 이용율 건수 일수 객수
이용

율
건수 일수 객수

이용

율

연극 1 7 11.2 1 5 14,813 5.9 21 129 82,275 87.1

음악 33 36 58.0 43 52 49,013 61.9 6 10 5,167 6.7

국악 1 5 8.0 3 3 18,564 3.5 1 7 5,202 4.7

무용 4 11 17.7 - - - - - - - -

행사 3 3 4.8 23 24 88,373 28.5 2 2 980 1.2

계 42 62 100 70 84 260,799 100 148 148 93,650 100

구가 무엇보다 실히 두된 상황에서 그간 지 되어 오던 공연 술공

간 지원 역할에 한 기 에 부응할 만한 규모로 종합공연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문 회  시설  소극장은 그 규모나 운 면에 있어 여러 가지 특징

을 지니고 있어서 개  이래 연극 발 과 소극장 연극사에 획기 인 

향을 미쳤다. 문 회  소극장은 극장 구조면에서 이른바 가변무 (可變

舞臺)로 다변형 이동식 무 라는 이 특별하 다. 이와 같은 무 는 

연극의 변모와도 깊은 함수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반사실주의 연극

이나 다양한 실험주의 연극을 시도하려는 은 연극인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실험장이었다.175) 한 3백 80여 의 조명기, 스튜디오식 

배열과 자식 장치를 갖춘 조명시설과 이동, 고정식 스피커  녹음편

집 기능을 갖춘 음향시설은 지 까지 볼 수 없었던 이고도 기능

인 소극장 시설이었다. 이로 인해 문 회 은 술성이 뛰어난 창작물의 

발표무 로서 합한 공간을 제공했고, 료 한 민간소유의 소극장

에 비해 매우 렴하여(세종문화회 의 1/4, 국립극장의 반 수 ) 각 

극단들이 다투어 에 참여하 던 실 으로도 그 기능을 평가할 수 있

다.176) 

<표 Ⅲ-2> 1981년 극장 공연 황(9월 기 )177)

175) 차범석(주 133), pp. 210-11. 

176) 의 책,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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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80년  동숭동 주변 학가는 문 회 을 심으로 공연 술 

특히 연극의 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져나가게 되었다. 『문화 술』

지 1983년 9월호를 통해 유민 은 문 진흥원의 많은 사업 가운데 극장

설립을 가장 하고 발  지향 인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연극이  

속에 하나의 요한 인식으로서 자리잡게 하는 데 결정  역할을 했다고 

언 하 다. 특히 문 회 이 개 될 당시만 해도 문화공간이 거의 없었

던 동숭동 주변 학가는 이후 문 회 을 심으로 공연 술 문 소극

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당시 서울시내의 가장 핵심 인 공연 술공간으

로서 발 하게 된다.178)

이처럼 문 회  공간은 술성이 뛰어난 순수 창작물 공연의 발표무

를 제공하는 것에 을 둠으로써 동숭동 주변 학가가 고 문화‧

술 공간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다.179) 학로가 문화 술의 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문 회 의 설립이 무엇보다 요한 원인이 되

었다. 문 회 에서 활발한 공연활동이 이루어지자 연극인뿐 아니라 일

반인의 발걸음도 늘어났다. 게다가 당시 립공연장은 1천석이 넘는 

형이고 민간소극장은 개 1백석 내외의 소형인 탓에 형극장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왔던 터 다. 따라서 문 회 은 그 규모부터가 공연 술에 

가장 이상 이라는 극장이어서 문화 술인들의 환 을 받았고, 한 

도심지에 치하여 지리  조건이나 교통도 편리해서 객 유치에 매우 

유리했다.

2) 문 회 의 운

문 회 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장르는 무용, 연극, 통, 행사 등 다

양했다. 극장에서는 무용공연 횟수가 타 장르의 공연 술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소극장에서는 연극을 연 횟수가 단연 압도 이었다. 문 회

에서 공연되었던 작품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견되

177) 허윤주, 『 학로내 문화시설 특화 상에 한 연구: 소공연장의 입지특성과 유형분화를 심

으로』(석사학 논문, 서울시립 학교, 1999), p. 66.

178) 한국문화 술진흥원, 「문 진흥원에서 하는 일 (3) - 문 회  개  10주년」, 『월간 문화

술』 통권 141호(1991. 4.), 한국문화 술진흥원. 

179) 정호순. 『한국의 소극장과 연극운동』(연극과 인간, 2002),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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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바로 극장을 운 하는 문 진흥원의 지원정책과 그 방향을 같이 한

다는 이다. 문 진흥원의 공연 술분야 사업은 1985년 <공연 술창작

활성화> 사업 이후부터인데,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 술의 각 장르를 

묶어 하나의 단 지원 로그램으로 편제한 사업이었다. 1970년  문

진흥기 에 의한 공연 술 지원사업은 음악, 연극, 무용 장르로 철 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1985년부터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 공연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우선 으로 역 을 두었다. 1989년에는 <우

수공연지원>, 1992년에는 < 객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 다.180) 

지원액을 기 으로 볼 때, 1980년 로 넘어오며 국 단 로 진행되는 

규모 장르별 행사인 한민국미술 , 한민국건축 , 한민국사

진 람회, 한민국음악제, 서울음악제, 서울연극제, 한민국무용제, 

국민속 술경연 회, 한민국국악제 등이 문 진흥기 의 지원을 받으

면서 제 자리를 잡아나갔다.181) 1990년  들어서 지원체제는 창작 활성

화를 한 기획공연 심의 체제로 추진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이기 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문 회 은 <공연 술창작활성화지원>, 

<우수공연지원>, < 객개발지원>, <신진 술가지원> 등 공연 술 통합

분야 사업에 53억 2,732만원(275건)을 지원하 다. 이외에도 분야별 표

인 행사들 컨 , ‘ 한민국작곡상’, ‘서울음악제’, ‘ 한민국음악제’,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 은 춤꾼들의 무용잔치’ 등에 한 지정형 

내지 고착형 지원사업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문 회 은 1990년

 음악분야에 23억 3,135억원(519건), 연극분야에 32억 8,125만원(336

건), 무용분야에 34억 8,236만원(385건)을 지원했다.182) 

1985년부터 2001년까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총 487건 가운데 문

회 에서 공연을 펼친 경우는 32건에 달한다. 평균 지원작의 15%가 넘

는 작품들이 문 회 의 극장과 소극장에서 공연을 선보 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  등 다른 공공극장과 학로의 

소극장을 비롯한 기타 사설극장의 수를 감안했을 때 상당한 수치이다. 

180)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54.

181) 의 책, p. 96.

182) 의 책,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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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 진흥기  지원 작품뿐 아니라 다른 작품들 에서도 컨 , 

무용분야가 주를 이루는 무용분야의 경우 부분의 작품이 ‘창작공

연 발표회’나 ‘워크 ’, ‘ 은안무가 창작공연’이나 ‘신인무용발표회’, ‘창작

발 안무가 ’과 같은 창작공연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았다.183)

문 회 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연극과 무용 장르를 심으로 표

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 한민국연극제’와 ‘ 한민국무용제’를 들 수 있

다. ‘ 한민국연극제’와 ‘ 한민국무용제’는 1988년과 1995년에 각각 국제

행사 성격의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로 변경되었으나, 2001년에 ‘서울

공연 술제’로 통합되었다가 2004년에 ‘서울공연 술제’, ‘서울연극제’, ‘서

울무용제’ 등 세 개의 행사로 다시 분화되었다.184) 무용장르에서는 지원

사업이 시행된 1970년 까지만 해도 이러한 무용을 람하는 객이나 

공연하는 무용단체들의 수 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용에 한 일반 의 인식 변화와 사회 인 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기 은 1979년에 창설 지원된 ‘ 한민국무용제’ 다. 한

민국무용제는 타 술분야에 비해 술 인 성취도가 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술분야에 활력소로 작용했고, 무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창작

무용의 활성화와 우수한 무용인 배출에도 기여한 바가 높았다. 1990년에 

‘서울무용제’로 개칭된 이후 일반 의 심 유발은 물론 무용에 한 

학술  연구와 진지한 탐구정신이 뒷받침되어 무용계 발 의 활성화를 

래했다는 에서 요한 지원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무용분야 지원의 

주요 사업은 크게 <무용공연  창작지원>(74-01)을 비롯해, <서울무용

제>(79-01), <무용연구지원>(74-01), < 은 춤꾼들의 무용잔치>(93-95) 

등으로 구분되었다. 무용부문은 1970년 -80년  말 아카데미를 배경으

로 한 폭발 인 성장 이래 1990년  반에 무용의 문화와 화를 

지향하는 2차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지원사업도 강화되기 시작하 다.185)

이와 함께 공연 술 진흥사업 가운데 연극분야에 한 지원은 주로 창

작극의 진흥을 진하는 제도 마련을 통해 연극단체나 연극인의 공연활

183)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p. 185-98.

184)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183.

185)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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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일반 객에게 수  높은 연극공연의 감상 기

회와 객층의 변 확 를 목 으로 지원되었다. 연극분야의 표 인 

주요사업은 크게 <서울연극제 지원>(77-01)과 <연극공연  창작 지

원>(93-02), <연극연구 지원>(87-01) 등으로 구분되었다.186) 특히 <서

울연극제 지원>(‘77-’01)은 서울지역의 연극단체 간 경연(‘99-’00에는 축

제화)을 통해 창작극의 제작과 공연을 진흥하기 해 마련된 것이었다. 

‘서울연극제’는 앞에서 언 했던 것처럼, 1977년에 ‘ 한민국연극제’로 시

작되었던 행사로서 1987년의 제11회 회까지 행사 명칭이 유지되었으나 

1988년에 ‘서울연극제’로 변경되면서 국제 인 연극제로 확 되었다. 

1980년 의 경우 서울연극제에 한 지원규모는 13억 5,600만원으로 

체 연극분야 지원액 15억 6,341만원의 86.8%에 이른다. 서울연극제는 문

회  극장과 소극장을 주 무 로 매년 가을시즌에 진행되었으며, 10

년 동안 모두 83만여 명의 객을 동원하 다.187) 서울연극제는 1996년

의 경우 문 회 뿐 아니라 국립극장, 술의 당, 학 그린 소극장( 학

로 소재) 등 공식참가작의 공연장을 다변화함으로써 공연 기간과 극단 

수입이 증가하고 람 기회의 확 를 가져온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1997년 제21회 서울연극제는 조 화, 장진 등의 새로운 연극 흐름과 김

도훈 등 기존의 연극 흐름이 부딪치고 공존하면서 은 연극인의 역량을 

증명한 해이기도 했다.188)

1990년  들어서 문 회 의 공연 술 통합분야는 창작 활성화와 기획

공연 심의 집 형 지원사업 비 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연 술 종

합분야의 표 인 지원사업은 1980년 부터 시행되어 온 <공연 술창

작 활성화 지원>(‘85-’05), <우수공연 지원>(‘89-’01)이 있다. 특히 1991

년의 ‘연극‧ 화의 해’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최 의 객지원제도인 

‘사랑티켓’ 제도가 폭발 인 호응을 불러오면서 객층 변 확 에도 결

정 인 기여를 하 다.189)

186) 의 책, p. 234.

187)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p. 109-10.

188) 의 책, p. 185.

189)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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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 에서의 공연이 활성화되자 에 한 사무 등의 편의를 

해 우선 으로 극단사무실이 이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극장과 지원기 이 자리잡게 되자 이어 샘터 랑새 극장을 시작

으로 바탕골 소극장, 마로니에 극장 등 민간극장들이 차 들어서게 되

었다. 특히 신 에 모여 있던 10여 개의 공연장들이 높은 임 료를 피해 

이 하면서부터 동숭동 지역은 문 회  주변을 심으로 한 소극장 

집공간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문 회  극장의 역할은 연극계 

반에 막 한 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을 연극의 심공간으로 부상하

게 했다.

3) 소극장의 증가와 공연 술공간의 확장

연극의 거리 학로는 다른 어떤 수식어보다 학로를 상징 으로 드

러내는 표 이다. 그만큼 수많은 연극이 학로를 통해 공연되고 있고, 

수많은 극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소극장을 통해 창의 이고 실험

인 연극이 시도되고 있는 발원지이기도 하다. 실제 우리나라 연극의 

부분이 학로에서 창작되고 있다. 수많은 소극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

형의 실험들이 이루어지며 그  성공 인 작품이 지방이나 여타 지역 

공연장에서 재공연된다. 이 게 동숭동 주변 학가를 심으로 1980년

부터 연극의 거리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소극장들이 집  형성되기 

시작하 다. 이 당시 소극장들이 거 집해있었던 신  일 의 임 료

가 상승하면서 연극인들은 상 으로 임 료가 렴한 지역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임 료가 렴하면서도 서울 학교의 향으로 학생들

의 문화가 잔존해있고 문화 술의 지원기 이 자리하고 있는 지 의 

학로 공간에 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은 학로에 연

극단체, 소극장 등이 집하는 장소를 형성하게 하 다. 1981년에 개 한 

문 회 을 심으로 샘터 랑새 소극장(1984), 바탕골 소극장(1986), 마

로니에 소극장(1986), 동숭아트센터 소극장(1989), 학  소극장(1991) 등 

주목 받는 소극장들이 들어서고, 신 에 있던 민 (1987), 술극장 한마

당(1988), 연우(1987) 등이 혜화동으로 옮겨왔으며, ‘ ’ ‘가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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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 등의 극단 사무실까지 동숭동에 자리잡으면서 학로 일 는 소극

장의 거리로 변해갔다. 

(1) 소극장의 이   개

지 은 한국 연극계의 심이 서울 학로라는 사실이 상식이 되었지

만 연극의 거리 학로의 역사  시작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서울

학교 문리 , 법 , 미 , 의  등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학로라 불렸던 종로구 동숭동 이화동 부근이 연극과 련있는 동네가 

된 것은 1980년  의 일이다. 그 이 까지 연극의 거리는 명동이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명동은 오랫동안 연극만이 아니라 문학, 미술 등 여

러 장르 술인들의 아지트 다.190) 그 한 가지 배경으로 1980년  들어

서면 술문화의 공간이 크게 변화했다. 국립 미술 은 과천으로 옮

겨가고 서울 시내의 미술인들은 인사동을 심으로 움직 다. 신사동을 

비롯하여 강남에 새로운 화 들이 속속 문을 연 것도 1980년 다. 

그리고 1981년에 동숭동의 문 회  개 , 서 동 술의 당 개 으로 

공연장의 지도도 크게 바 었다. 하지만 문 회 이 개 되었다 하더라

도 세 연극계에서 학로시 가 도래한 것은 아니었다. 명동시 에서 

학로시 의 간에 잠시 신 시 가 있었다. 연극의 주 객층인 학

생들이 집해 있는 신 에는 1970년 부터 몇 개의 소극장이 공연을 올

리고 있었는데, 명동시 가 슬슬 문을 닫으면서 신 에 소극장이 늘어나

는 상이 생겼던 것이다. 1970년 에는 이화여  앞의 민  소극장 정

도 는데, 1980년 에는 연우 소극장(후에 ‘ 술극장 한마당’으로 재개

했다), 홍익 소극장, 까망 소극장, 신선 소극장, 창무춤터 등의 소극장이 

신 로터리와 이화여  사이에 집해있었다.191)

학로 일 에는 략 1986년경부터 소극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1년에 문 회 의 개  이후 1984년 10월에 샘터 랑새 소극장이 개

했다. 여기에 하나방 소극장과 바탕골 소극장, 연우 소극장이 새로 개

하면서 연극공간이 조성되다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7개의 소극장

190) 이 미, 『 학로 시 의 극작가들』, 고려 학교출 부(  2쇄), 2010, p. 5. 

191) 의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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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서면서 본격 인 연극문화의 공간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192) 이

러한 배경은 학로에 연극단체, 소극장 등이 집하게 되는 장소를 형

성했다. 1980년  말에는 마당극 세력의 일부가 다시 실내소극장으로 들

어와 연우 소극장을 심으로 실내마당극이라는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했

다. 마당극은 이념 으로 재무장하는 신 양식  범주를 넓히면서 ‘민족

극’이라는 명칭으로 아리랑 등 실내극장으로 돌아왔다.193) ‘창작극의 발

굴과 우리 연극의 정착’이라는 문제는 연극계 체의 공동목표이자 구호

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극계는 실질 으로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부딪쳐 

뒹굴면서 그 주소와 상을 찾아내는 노력에서는 소극 이었다. 마

다 민족연극의 수립을 외쳐 면서도 막상 무엇이 민족연극이며 무엇이 

우리 연극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주 하는 연극인이 더 많은 실정이었

다.194) 그런 에서 연우무 는 주목해야 할 극단이었다. 연극계에서 하

나의 뚜렷한 개성을 지닌 극단으로 연우무 를 내세우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연우무 는 그만큼 뚜렷한 개성과 자기 목소리와 몸짓을 

지니고 있었고 꾸 히 일 성 있는 연극을 해왔다. 이 집단이 한때는 떠

돌이 생활을 면치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1987년부터 종로구 

혜화동 53의 9번지에 소극장을 마련하면서부터 가장 창조 인 작업을 펴

나왔다.195) 

극단 <연우무 >는 창단 당시부터 우리 연극의 발견과 육성이라는 

192) 정호순(주 179), p. 218.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개 한 소극장은 다음과 같다. 1986년 - 하나

방소극장, 소극장, 바탕골소극장, 연우소극장, 미리내소극장/ 1987년 - 청 소극장, 학

로극장, 홍익소극장, 꿈나무극장, 챔 소극장 3개, 마로니에극장, 는깨소극장/ 1988년 - 

토아트홀, 탑거리소극장, 황정순소극장, 한마당 술극장, 신 무 , 동방 술극장, 홍익소극장, 

사랑방소극장, 당소극장, 술극장, 계몽문화센터 아트홀/ 1989년 - 동숭아트센터 소

극장, 동숭소극장, 코미디아트홀, 에르나니소극장, 품바 술극장이다. 이 에서 학로에 개

한 소극장은 문 회  소극장(1981), 샘터 랑새 소극장(1984), 하나방소극장, 바탕골소극장, 

연우소극장, 미리내소극장, 학로극장, 마로니에극장, 황정순소극장,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동

숭소극장, 코미디아트홀, 에르나니소극장으로 13개소이다.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의 공연 

시장(한국의문화공간 1)』 (정음사, 1989) 참조. 

193) 김방옥, 「[한국연극 100년 다시 읽고 싶은 연극론‧비평選 25] 미학  측면에서의 한국 소극

장운동의 흐름」, 『공연과 리뷰(PAF : the performing arts & film review)』 제21권 제3호

(2015), 미학사, p. 59.

194) 차범석(주 133), p. 194

195) 의 책,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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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래서 창작극만을 고집하 다.196) 이 작품들은 때로는 정치  색

채가 농후한 작품이기도 했고, 때로는 제도권에 도 ‧항거하는 작품이기

도 해서 어떤 때는 문 진흥원의 지원 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197) 이

러한 배경이 된 요인으로는 극단 연우의 구성단원들의 공통분모에서 일

련의 상식 인 맥을 짚을 수 있다. 그 첫째가 서울 학교 출신이라는 

이고, 둘째는, 교내 연극동아리 활동의 경험자라는 , 셋째는, 민족극 

는 마당극의 경험자라는 에서 극단 <연우>의 창작극에 한 고집과 

의지는 무나도 당연하고 논리 이었다. 그들 말 로 번역 희곡에 의존

하며 방향감각도 잊어버리는 기성연극에 반발하고 나선 그들의 연극선언

은 어쩌면 의식화된 은이가 아닐지라도 쉽사리 느낄 수 있는 실  

감각이라고 볼 수 있다.198) 극단 연우무 는 1977년에 창작희곡 읽기모

임으로 출발했다. 정한룡, 오종우, 이상우, 김민기, 김석만, 김 림, 최형

인 등 주로 서울  문리  극회 출신이 주요 단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연극계에 창작극 활성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의 

성과는 1970년 의 유신독재와 1980년 의 군사독재에 한 정서  

항을 기 로 하여 객들과 친 히 만나는 소극장스러운 연극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연우 소극장은 그 보 자리가 되었고 이후 1990년 에는 

풍자의 기치를 높게 올린 극단 <차이무>(연출가 이상우)도 독립되어 만

들어졌다. 더불어 1980년 의 항정신은 극단 <아리랑>(연출가 김명곤)

과 <아리랑소극장>, 극단 <한강>  극단 <오늘>과 <축제소극장> 등

을 학로에 둥지를 틀게 했다.199) 이런 가운데 1980년  부터 시작되

었던 연극계의 학로시 가 화려하게 개화했던 시기는 1980년  말부터

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로 넘어가면서 소극장들이 학로로 집결하

면서 신 시 는 격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200) 

196) 1970년  <장산곶매>, <우리들의 승>, 1980년  <한씨 연 기>, <칠수와 만수>, <변방에 

우짖는 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늙은 도둑 이야기>, 1990년  <마술가게>, <날 

보러와요>, <김치국씨 환장하다>, 2000년  <락희맨 쇼>, <이(爾)> 등의 표작을 발표했다.

197) 차범석(주 133), p. 194.

198) 의 책, p. 188.

199) 김윤정(주 127), pp. 327-28.

200) 이 미, 2010(주 19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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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60년 1960-70년 1980년 1990년  이후

지역 명동 지역 세종로 지역 신 -홍  지역 학로 지역

집

사유

·국립극장과 드라마

센터 등 거 시설 치

·국립극장의 장충단 

이 과 세종문화회  

건립 

· 렴한 임 료

· 학이라는 공간  

이미지

·문 진흥원 입지

·문화공간 이미지

* 렴한 임 료

주요

특징

·번안극을 심으로 

한 극단과 공연장 입지

·다수의 극단  공

연 련 시설 입지

·다수의 공연장 입지

·실험연극  창작연

극의 출발

·1990년  반부터 

공연장 집시작

·공연 클러스터 형성

(2) 소극장의 운집과 클러스터의 형성

앞서 설명했듯이, 학로가 문화 술의 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

은 문 회 의 설립이 강력한 원인이 되었다. 한 연극 회는 월간 

『한국연극』의 발간, < 국연극제> 등의 사업들을 시행하며 연극인들

의 입지, 역할 등을 부여하 고, 그들이 자생 으로 작품을 생산하고 연

극단체들 간의 유기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주체의 설립은 1990년  소공연장의 

집화를 주도하는 요한 원인이었다. 1980년  후반부터 학로에 집

으로 개 하기 시작한 소극장은 1990년 에 들어와서도 계속 으로 

늘어났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학로에는 20개의 소극장이 

더 생겨 1989년 말에 13개 던 것이 31개로 늘어났다. 1999년 12월말에 

서울시내에 소재한 94개 공연장  40여 개가 학로 지역에 집되었

다. 1980년 에 이어 극단 용 소극장이 더 늘어났고 아울러 연극 용 

극장도 늘어나게 되었다. 한 1980년 에 개 한 샘터 랑새, 바탕골, 

동숭아트센터, 학  소극장을 제외하면 부분 연극인들이 마련한 소극

장이었다.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술의 공연장으로 출발한 다목  

소극장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 극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속극단

을 창단한 것이었다.201) 

 

<표 Ⅲ-3> 연극 클러스터 지역의 변화과정202)

201) 정호순(주 179), pp. 227-29. 

2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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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화

·명동국립극장의 폐

과 이

·지역 내 상업화에 

따른 임 료 상승

·주변지역 개발에 따

른 임 료 상승

· 차 신 -홍  지

역으로 공연장 이

·1980년  후반 이후 

격한 상업화

· 학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 상실과 임

료 상승

· 차 인 공연장 축소

·공연장  극단 입

지

·우리나라 최고의 공

연 집지역으로 성장

·최근 임 료 상승으

로 인한 경 난 심각

이처럼 학로 시 의 최 성기는 1990년 다.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학로 내 소극장의 39%가 개 하 다. 이후 개 한 소극장의 

50% 정도는 이미 개 한 소극장을 인수하여 재개 한 것이므로 실제로

는 60%에 가까운 소극장이 이 시기에 생겨난 셈이다. 이주한 소극장과 

극단들로 재의 학로가 형성되었으며, 집된 소극장과 극단 사이에

서 을 흡수하기 한 경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은 상업 인 연

극이 출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1991년에 문화부가 지정한 

‘연극· 화의 해’를 맞아 사랑티켓제도 등 몇 가지 연극 부흥정책이 펼쳐

지면서 우연히도 연극계에는 신세 의 부상과 문화  상이 몰아쳤

다. 코미디, 여성연극, 벗기연극, 뮤지컬에다 라운  스타들이 연극 무

 나들이를 하면서 연극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렸다. 이 시기 학로

에는 40여 개 소극장이 날마다 성황을 이루었고 몇 달씩의 롱런이 사

로운 상이 되었다. 인기작들은 1, 2개월 이 에 좌석 약이 끝났고, 

기획자들은 6개월 에 극장을 잡지 못하면 연극기획을 할 수 없다는 말

을 하 다. 한 평론가에 따르면 이화동 사거리 건 편의 76 소극장부터 

혜화동 로터리 건 편의 연우 소극장과 술극장 한마당에 이르기까지 

학로에는 온통 소극장으로 북 고, 다소 떨어진 창덕궁  북 장우

극장까지 학로 분 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 다고 평가한다.203)

203) 이 미, 2010(주 19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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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학로 내 소극장 클러스터의 운집과정204)

개

년도
소극장명

개

년도
소극장명

1982 서울아카데미소극장 1991

학 블루, 충돌극장Ⅱ

J아트홀, 세미 술극장

하나방소극장Ⅱ, 열음무

미리내(메르나니)

1984 샘터 랑새극장 1992
락산극장, 울타리소극장

인 아트홀Ⅱ, 워소극장Ⅰ

1986
바탕골소극장

하나방소극장

1993

이화소극장, 혜화동1번지

연단소극장(Ⅰ,Ⅱ)

강강술래, 하늘땅소극장Ⅰ

까망소극장(홍익소극장)

1994

오늘소극장, 인간소극장

은행나무소극장, 라이 Ⅰ

워소극장Ⅱ, 하늘땅Ⅱ

1987

학로극장

마로니에극장(민 )

연우무 이

1995
서울두 극장, 정보소극장

왕과시이

1988

한마당소극장

연가소극장

뚜 박소극장

황정순소극장

1996

라이 Ⅱ, 학 그린

싸알오극장, 볼재소극장

곤이랑아트홀(J아트홀)

미르아트홀(코메디아트홀)

아리랑소극장(세미 술극장)

1989

코메디아트홀

동숭아트센터소극장

메르나니소극장

성좌소극장

술마당 강

서울아카데미재개

1997

일출소극장, 한 리소극장

창조극장, 꼼빠홀

태양소극장(볼재소극장)

개토소극장( 워Ⅱ)

1990

인 아트홀

충돌극장 목화

민 소극장이

1998

유민소극장(씨알오)

무인소극장(한 리소극장)

마당세실(열음무 )

바로크하우스(서울두 )

이와 더불어 1990년  소극장은 1980년  소극장의 양  팽창을 바탕

으로 문화되는 경향을 보 다. 코미디,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한 

장르만을 문으로 공연하는 소극장이 늘어났는데, 코미디 아트홀, 마당

극(민족극)만을 문으로 하는 극장, 인형극 문극장, 뮤지컬 용  등

204) 허윤주(주 177),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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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이다. 1991년에 개 한 학  소극장의 경우 창작뮤지컬 용극

장을 표방하 다. 연우 소극장이나 하나방 소극장처럼 창작극만을 공연

하는 극장도 생겨났고, 국악 문 소극장들도 문을 열었다. 그리고 특정 

객층을 겨낭하여 공연작품을 선정하는 극장들(산울림, 학로, 

술극장)도 생겨났으며, <품바>만을 공연하는 왕과시 소극장, <바쁘다 

바빠>만을 공연하는 하나방 소극장 등도 다른 극장과의 차별화를 꾀하

다. 특히 1991년의 연극‧ 화의 해를 맞아 학로에는 30만 객이 몰

렸고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만성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표

으로 실험 소극장의 <에쿠우스>, 충돌 소극장의 <심청이는 왜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3차 연장공연) 샘터 랑새 소극장의 <리타 길들이기>, 

김지숙의 모노드라마<로젤>( 학로극장) 등의 작품은 객의 호응을 크

게 얻었다.205) 이런 이유로 학로 극장가나 객의 분 기는 다른 지역

의 그것들과 상당히 달랐다. 확실히 학로에는 골수 연극팬들이 모여들

었다. 그래서 강남의 극장들, 1980년 의 술극장, 술의 당이나 

1990년 의 LG아트센터에서 연극을 보면 학로에서 연극을 볼 때와는 

다른 분 기가 느껴지는 것이었다.206)

민간 소극장들 간의 교류와 연합도 1990년 부터 이루어졌다. 학로 

지역 극장연합회가 결성되어 학로 부흥운동을 폈다. 1990년 5월

(5.26-6.24)에는 학로 지역 9개 소극장에서 제1회 학로 축제가 열렸

다. 학로가 문화의 거리로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에 의해 개

최된 축제 고, 12개 극단이 13편의 작품으로 경연하는 규모 행사 다. 

‘ 술을 생활로 생활을 술로’라는 캐치 이즈를 내건 학로 축제는 

상업화로 도되는 학로를 문화 술의 거리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리기 

해 마련된 것이었다.207) 그러나 소극장의 메카로 자리잡은 학로는 

차 상업화의 폐해를 드러내게 된다. 

205) 정호순(주 179), pp. 231-33.

206) 이 미, 2010(주 190), p. 8.

207) 참가극단은 세미, 제작극회, 극장, 공연 술, 로뎀, 민 , 연우무 , 에르나니, 뿌리, 쑥갓, 

, 우리인형극회(아동극단 3개)이고, 공연장은 동숭아트센터, 바탕골, 학로, 동숭, 마로니에, 

연우, 에르나니, 코미디아트홀, 샘터 랑새 소극장이다. 정호순(주 179),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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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 인 연극의 등장과 공연성격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학로는 차 소극장의 부침도 심해졌고 소  뒷골

목 소극장의 외설연극 등 무질서한 소극장 연극의 문제 이 발생했다. 

1990년 까지 행해진 소극장 규제가 1999년 1월에 공연법 개정으로 개

되어 공연자 등록과 소극장 설치가 신고제로 바  후 극단과 극장의 

난립이 빚어낸 부작용이었다.208) 이에 더해 작품의 수 은 크게 향상되

지 않았다는 것이 연극계의 론이었다. 거의 모두가 번역극이었고, 과거 

히트작의 재공연에 치 하 다. 검토와 보완이 없는 재탕공연, 실패작인

데도 객들의 찬에 호응하는 양 다시 올리는 앵콜공연, 할인권을 거

리에서 뿌리는 유객 행  등 소극장 연극의 문제 이 수면 로 올라왔

다. 특히 외설연극의 유행은 소극장 연극의 문제 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극계 체의 품 를 격하시키고 객을 멀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

었다. 

1993년에 들어서 각 일간지는 다투어 벗는연극에 나서고 있다고 비

했다. 이와 같은 우려는 하 고 극단 포스트의 <미란다> 등 벗는연

극이 거 등장하게 되었다. 존 울즈의 <콜 트>를 각색한 <미란

다>(1994. 6.16-7.24)는 낙산 소극장에서 6천 5백명의 객을 끌어모았

다. 공연 내내 외설시비를 일으켰고 배우, 극단주, 공연장주에 해 최

로 사법조치가 시도된 경우 다. 술성을 사법의 잣 로 재단할 수 없

으며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연극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연출자가 

공연음란 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외설연극의 

성행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1995년에는 학로 소극장이 ‘10년만의 

객 가뭄’을 겪었으나 연단 소극장에서 공연된 <포르노도 좋아하세요>

(개정제목: <사랑도 좋아하세요>)는 10일 공연으로 3,000명을 동원하는 

흥행을 했다. 이 연극은 연극 회의 공연 지 압력에 의해 단되었지

만 소극장의 메카인 학로가 타락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러한 무질서

의 주체는 개 정체불명의 극단이었고 뒷골목 소극장에서 행해졌다. 

기야 연극 회와 서울극단 표 의회는 학로 질서유지를 한 자경단

208) 의 책,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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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직하여 호객행  단속을 하고 질연극 근 을 한 탄원서를 해당 

구청과 경찰서에 보내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 다. 한 

공연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의 제도  장치 마련을 다시 검토하

기 시작하 다. 그러나 회의 압력이 연극계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술

표 의 자유를 반납하는 퇴행  발상이라는 에서 반 의견도 팽배했

다.209)

노출이 많은 연극의 공연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그 뒤를 이어 뮤지컬 

바람이 불었다. < 센스> <  미제라블> <캐츠> <코러스 라인> 등 

재까지도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는 부분의 작품이 이 시기에 상당부

분 선보 다. 이후로도 연출가 윤호진에 의해 설립된 에이콤이라는 기획

사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제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창작뮤지컬의 길

을 여는 요한 분기 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

고>, <지하철 1호선> 등 많은 창작뮤지컬이 흥행에 성공하게 되며, 조

승우, 황정민 등 연기  배우들이 창작 뮤지컬 등을 통해 배출되기도 하

다.210) 이러한 상은 인기 배우들이 스타덤에 오르며 TV 고로 이어

질 정도 다. 그리고 설경구, 조재 , 김명민 등 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도 이 당시 학로에서 극단에 소속되어 공연했던 배우들이

었다. 이처럼 연극, 연기 혹은 배우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연극 극단에 

소속되어 연기수업과 무 에서의 훈련을 병행하 으며, 그 기 때문에 

연극 극단은 배우의 꿈을 키우는 많은 은이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결국 소극장의 집은 연기지망생이 연극을 배울 

수 있고 배우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다양한 배우와 작품의 발

굴은 학로의 람층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학로의 소극장은 차 공연과 운 의 문

성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연극인들은 각 소극장의 특성화 방안도 모색하

다. 이들은 한 작품의 장기공연으로 본격 인 퍼토리 시스템을 구축

하기도 하 고, 특정 객층을 상으로 한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객층

의 폭도 넓 갔다. 한 각 소극장은 뮤지컬, 아동극, 마당극 등을 문

209) 의 책, pp. 233-36.

210) 이 미, 『서태지와 꽃다지: 문화시  술의 길 찾기』(한울, 1996), pp. 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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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연하여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각 장르의 발 에 기여하는 부분

도 컸다. 한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번역극 공연이 심이었던 소극장 

연극은 차 창작극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되었다. 은 연극인이 모

여 실험  작품만을 올리는 소극장도 생겼다. 1990년 에는 소극장의 양

 성장이 래한 모순이 폭발하기도 했지만, 이 의 성과와 한계를 토

로 극장의 성격을 살리고 운 의 문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서 학로의 독자 인 연극공간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211) 

공간(의) 재 이 공간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개념화할 것인가에 해 

고민하여 나타나는 공간 생산 방식이라면, 재  공간은 주체들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사회  의미를 창출하고 달하며 표 하려는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학로에 모인 연극인들은 공간을 유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 술 가치의 재  장소를 만들어갔다. 공간은 한 

명의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성원이 함께 생산-재생산하는 

것이라는 에서 소극장의 집공간이 형성되면서 이들은 공간  실천을 

주도해갔다. 소극장을 심으로 형성된 학로의 연극공간은 연극인들이 

공간을 소비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찾기 해서 노력하

며 새로운 공간이용행 (르페 르가 말하는 공간의 용이나 변용을 통

해 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통해 기존의 공간이 가진 개념과 질서를 

재구축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 이 에서 “공간은 읽

지기 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들의 

삶을 하기 해 생산하는 것”이라는 르페 르의 진술은 술인들의 

공간  실천을 통한 사회  응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한 거가 된

다.212)  

211) 정호순(주 179), p. 236.

212) Lefebvre, 1991(주 5),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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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로 문화지구 특화와 공간구조의 변화

서울 학교 이주 후 학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계획 으로 구축된 

서울의 표 인 문화‧ 술 공간이 되었다. 특히 1985년은 정부가 학

로에 하여 극 이고도 의도 인 공간 구축을 시행한 시기이다. 1985

년 5월 5일에 서울시는 학로의 주가로를 학로로 지정하고 주말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시행하 고, 1990년  들어 본격 인 문화정책을 추진

하며 문화의 거리로서 이미지를 확립해나갔다. 학로에 한 각종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 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민간 공연장

이 입주하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이 시기는 상업 인 활동 한 증하

게 되어 상업화에 한 논란이 면 으로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학로는 은층을 상으로 한 소비문화 확산의 주요 거 이 되면서 

서울의  다른 표 인 소비공간으로 변모해갔다. 단독주택이 들어설 

자리는 이미 청소년 상 의 소비업종이 채운 상가건물이 유했고, 기존

의 단독주택도 10년도 채 안 돼 카페, 스토랑, 주 , 노래방 등을 비롯

한 편의 , 다국  자본의 외식산업 등이 들어서며 학로는 (청소년 탈

선의 온상이 되는) 퇴폐·향락 문화의 공간이라는 학계와 여론의 비

상이 되어갔다. 당연한 수순으로 순수연극의 메카라고 불리던 이곳에 상

업 인 연극의 호객행 를 비롯한 각종 상행 가 만연해지고, 문화· 술 

련 자원들이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이면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부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5월 8일에 서울시는 

정책 으로 학로 일 의 략 인 보호와 육성을 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하 다. 이 장에서는 1990년  이후 학로에 본격 인 문화정책이 

시행되며 문화공간이 략 으로 구축되는 과정과 함께 2004년에 문화지

구 지정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학로 공간에 나타난 변화를 검토하고

자 한다. 이를 해 첫째, 1985년에 서울시가 학로 도시설계지구 지정

과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1990년 에 문화정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본격 으로 

개되면서 이 사업이 학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구축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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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것이다. 셋째, 2004년 5월에 서울시가 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

하고 종합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면서 학로 공간에 어떤 효과를 

연쇄 으로 가져왔는지 그 특징을 드러낼 것이다. 

1.  정부의 학로 지역 문화정책

문화 술의 거리로서 학로라는 지명은 1984년에 당시 문 진흥원 정

한모 원장의 발표로 공식 추진되기 시작하여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1985년 5월 5일에 공식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학이 떠난 공간이 학

로로 불리워지게 된 이면에는 당시 정권이 추진한 일련의 문화조치와도 

긴 히 맞물려있다. 그간 정부가 학로 지역에 실시한 문화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1985년에 시행한 차 없는 거리 정책이고, 둘

째는, 1990년에 지정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며, 셋째는, 2004년에 실

행한 문화지구 정책이다. 서울시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학로 도시

설계지구와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시행하 다. 도시설계는 서울시가 도심 

외곽부의 지역특화라는 목표를 두고 학로를 문화의 표 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마로니에공원을 도시계

획시설로 지정하고 문 진흥원, 미술회 , 문 회  등을 문화지역으로 

특화시킬 것을 제안하 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

성을 한 연변녹지의 조성과 가로환경을 폭 정비하 다. 이와 함께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의견은 1984년부터 문 진흥원에서 제안하

고, 서울시는 1985년에 지하철 4호선 개통과 함께 5월 5일에 이화 사거

리에서 당시 낙산가든의 7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 다. 이후 

1990년부터 1995년은 정부가 주도 으로 지역특화정책을 취하게 된 시

기이다. 이 기간에 서울시는 자치구별 ‘1문화원, 1축제, 1문화의 거리’라

는 시정목표 아래 학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 고, 그 결과 할구

인 종로구는 학로의 사업추진을 하여 산과 기 을 조성하여 시행

하 다. 그러나 1990년 에 실시된 부분의 학로 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학로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숭동 한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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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 다. 2000년  들어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학로의 역할이  받으면서 2004년 5월에 서울시는 외환 기와 공연

술분야의 침체기, 그리고 상업화된 학로 문화생태계의 보존과 육성

을 한 시책으로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1) 학로의 문화소비공간화

1985년에 학로는 공식 으로 학로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이 길

은 흔히 ‘ 음과 낭만의 거리’라는 식으로 소개되었다. 그런데 왜 정작 

학이 떠나고 남은 공간에 학로라는 이름을 붙 을까. 이는 당시 정

권이 취한 일련의 문화  조치들을 이해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이 서울 학교의 시 열이 쉽게 시내로 들어오지 못

하게 하기 해 학교 캠퍼스를 서울의 심지인 강북에서 멀리 떨어진 

악산으로 이 시킨 것처럼, 두환 정권 한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학로라는 공간을 상징 으로 활용했다.213) 당시 두환 정권은 군사정권

의 이미지 리 차원에서 일련의 문화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표 인 

내용이 교복 자율화와 두발 자유, 야간통행 지의 해제, 여의도 국풍축

제, 해외여행의 자유화, 로야구, 학로 주말 축제거리 조성 등이었다. 

정부에서는 토요일마다 학로의 교통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

다. 비록 정권의 이미지 리 차원이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학로는 

축제의 거리, 문화의 거리, 자유공간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

했다.214)

당시 정권의 폭력정치가 한풀 꺾인 때 던 1985년에 학로라는 이름

이 공식화되고 본격 으로 문화공간화 정책이 추진된 것은 문화통치의 

한 상징이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두환 정권은 당시 거센 국민  

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 에 선 것은 다름 아닌 학생이

었다. 이에 정권은 항 인 학생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해 소  ‘국풍 81’과 같은 축제를 만들어내고, 학로라는 ‘ 음과 낭만의 

거리’를 상징 으로 조성하며 부각했다. 학로는 학을 상징하기 해 

213) 홍성태, 「죽어버린 학로에서」, 『월간 참여사회』, 참여연 (2002. 4).

214) 이연주, 「 학로 연극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명 신문』, 201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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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학생을 해 만들어진 길이 아니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당

시 정권을 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에서 이 길을 통해 당시 정권

이 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학생이란 잘못된 실을 바로잡기 

해 고민하고 싸우는 존재여서는 안 되고, 음과 낭만을 만끽하기 

해 문화· 술로 심을 향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215) 학로라

는 공간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음과 낭만에 빠져 실을 잊어버리도

록 의도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편에서 학로는 문화‧ 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선택되고 

만들어졌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다른 분 기의 사회비  집

결의 장소로서 표되었다. 1987년에 6.29선언과 함께 학로의 자유, 낭

만의 이미지는 격히 경색되는데, 학로는 정권에 항하기 한 좋은 

자리로 활용되었다. 그 한 정 이 1987년 11월, 이곳에서 치러진 백기완

의 유세 다. 마로니에공원 입구에 연단을 마련한 이 유세를 보려고 많

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문화와 술이 넘치던 음의 거리에 시  

소명을 띤 은이들의 모임이 잦아졌다. 이러한 공간의 이미지가 정치  

국면으로 환하자 정치권에서는 학로의 문화  토양이 퇴폐, 쾌락, 

음의 방종 등으로 언 되고 있다고 비 하 다. 이 게 내부 으로는 정

치 인 발언 로서의 공간의 성격이 강해지고, 외부 으로는 사치소비성 

향락 지구화되었다는 비 을 받게 되었다.216) 

2) 차 없는 거리 시행

1985년에 학로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의 개통으로 근성이 보다 용

이해지고 기존의 소공연장 집지역인 신 지역에 1983년에 개통되었던 

지하철 2호선과도 연계되어 두 지역 간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자 본격

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책 으로는 1980년 가 되면서 (88올림픽

을 비하는 시 에서) 1970년 까지 고속으로 진행되어온 양 , 평면

인 도시개발에 한 반성으로,  특정 지역들의 환경에 합한 다양한 

215) 홍성태(주213).

216) 임인자, 「마로니에공원 그리고 학로, 정치와 탈정치의 사이」, 『 랫폼』 제42호(2013. 

11·12월호),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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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책의 수단으로 정부는 도시설계제도를 도입하 다. 정부는 1983년에 

「도시설계 작성기 에 한 규정」을 제도화하고 이때부터 본격 으로 

도시설계를 단행하 다. 학로의 도시설계지침이 마련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서울시가 주 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학로의 문화 략에 

큰 향을 미쳤다. 당시의 도시설계는 학로뿐 아니라 율곡로, 우정국

로, 삼일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동소문로 등을 상으로 작성되었다. 이 

에서 학로와 련된 부분은 학로, 동소문로, 마로니에공원 등에 

한 도시설계안이었는데, 이 지역은 공공 특별사업구역으로 설계되었다. 

지하철 4호선의 공사로 인한 도로확장공사로 25m 도로는 40m 도로로 

확충되었고, 다른 지역의 보도 폭의 2배 이상인 8m 이상의 보도를 확보

하 다. 서울시는 가로에는 8m 간격으로 라타 스를 식재하고 학로 

앙에 치한 문 진흥원의 담장을 철거하 으며, 서울의 는 담장을 

3m 뒤로 후퇴시켜 가로휴게소를 조성하 다. 체 으로 자연 인 요소

를 많이 도입하고 휴게시설을 많이 두어 공원의 느낌이 강하게 조성된 

학로에는 두 곳의 공원이 계획되었는데, 하나는 학로의 상징인 기존

의 마로니에공원이며, 다른 하나는 이화동사거리 부근의 가로공원이다. 

특히 서울시는 마로니에공원에 기존의 휴게공간에 노천극장을 계획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유도해서 학로의 심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 다. 이러한 비작업을 통하여 1985년 5월 5일을 기해 

서울시는 ‘ 학로 도시설계 계획’에 따라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동 로터

리 사이의 1.1km 거리를 학로로 지정하고, 이화 사거리에서 당시 낙산

가든의 700m 구간을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 다. 같은 해에 서울

시는 학로 본래의 목 을 살리기 해 주변 일 의 건물 층수를 5층으

로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학로 도시설계

방안을 확정하 다.217)

서울시가 1985년에 시행한 주말 차 없는 거리 행사는 구체 인 장소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한 문화 략이었다. 차 없는 거리 정책의 운

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 오  12시부터 오

217) 이석환(주 16), pp. 142-47.



- 104 -

구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5.30 

기

개장횟수 77회 118회 112회 116회 48회

공연실 176건 126건 205건 336건 92건

개장일별 

공연실
2.3건 1.8건 1.8건 2.9건 1.9건

이용시민수 1,402천명 1,565천명 1,384천명 1,534천명 437천명

개장일별 

이용시민수
18.2천명 13.3천명 12.4천명 13.2천명 9.1천명

후 10시까지 차량을 통제하여 거리를 개장하고, 각종 거리공연 등을 진

행하 다. 개통행사를 후로 교통통제  거리정화, 거리공연물의 신고

수 운  반에 한 사항을 서울시 문화과에서 맡아서하다 학로 운

의 자율성을 감안하여 1985년 11월부터 종로구청으로 운 행정이 이임

되었고, 행정업무도 교통통제와 시설확충 등 행정지원만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종로구는 문 진흥원 앞 70평을 ‘풍류마당’으로 이름 붙여 각종 

시회, 가무, 민속놀이, 시 낭송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 다.218) 

학로의 차 없는 거리 행사는 학로를 문화 술의 거리로 발 시키

고자 하는 정부의 최 의 정책  실천으로서 지역 이용객이 증하면서 

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실제 신 지역에서 소극장들이 이 ·개 하

는 사례가 많아졌다. 행사 말기에 이르면 학로의 소극장 수가 신 지

역을 능가하기에 이른다. 이용객의 증가는 학로가 격히 팽창하는 계

기가 되었는데, 동숭동 일 뿐 아니라 통 한옥 주거지 던 명륜동 일

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로 개방된지 일주일만인 5

월 14일에 종로구는 서울 학교 의 학생회로부터 공개항의서를 받아야

했고, 인근 주민과 시민에게서 란의 거리, 우범지역이라는 비 의 소리

를 들어야했다.219) 

<표 Ⅳ-1> 주말 차 없는 거리 행사실시 기간 내 문화· 술 활동 황(1980년 )220)

21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주 34), p. 21.

219) 허윤주(주 177), p. 68.

220) 홍경구‧김도년, 「 학로 지역특화정책이 건축물 용도변화에 미친 향: 문화 련시설을 심

으로 」, 『국토계획』 제40권 제7호(2005), 한국토·도시계획학회,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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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게 되면서 학로에는 10  청소년들이 

집하게 되었고, 이들로 인해 음주와 소음, 향락의 공간으로 변질되면서 

폭주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 한 부각되었다. 10  청소년들의 음

주, 오토바이 주행으로 거리 소음이 심해지자 화랑, 갤러리 등 시시설

은 그 존재조건을 상실해버리고 사간동, 청담동, 인사동 등으로 이주하는 

상이 나타났다. 학로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극장 주변으로는 

카페, 스토랑, 분식 , 오락실, 패스트푸드 , 음식  등의 상권이 크게 

형성되기 시작하 다. 이때 학로의 도시 역은 동숭동 동쪽으로도 

차 확산되었다. 마로니에공원과 문 회 을 심으로 한 일군의 문화

련 시설, 그리고 뒤쪽의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던 동숭동 일 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간선도로변의 샘터화랑 등 건물 이면에 (문화시설과 음식

 등이 입주하게 될) 건물들이 신축 는 개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연시장을 발 시키기보다 오히려 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221) 

학로는 문화‧ 술 련 자원이 집하면서 지역의 활성화가 진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자원의 이미지를 이용한 상업주의에 

려 그 구심 이 약화되어가는 경향을 보 다. 

1987년을 환 으로 학로는  한 번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학로의 주말 거리통제도 이즈음 해제되어 버리는데, 이러한 조치는 당

시의 정치 인 흐름 때문이었다. 당시 학로가 정치  집회의 장소로 

이용되고, 교통의 통제는 시 를 격화시키는 데에 일조하며, 청소년의 탈

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1987년 6월항쟁과 통령 선거

를 계기로 학로는 신 의 백양로, 종로의 고다공원과 함께 몇 안 되

는 ‘거리 정치의 공간’, ‘데모의 거리’로 변했다. 모여들기 용이한 공간  

특성과 공권력으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운 이미지를 가진 학로의 상

징성, 그리고 인근 주요 학의 집 등의 환경  조건이 자연스럽게 

학로의 기능을 시 으로 변용시킨 것이었다. 1987년에 백기완의 통

령 후보 출마와 1991년에 성균  학생 김귀정의 죽음으로 발된 국

 항시 의 진원지가 되었던 곳도 학로 다. 이러한 정치 인 이유

221) 임학순,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정책방향에 한 연구: 인사동 지역을 심으로』(한국

문화정책개발원, 1999),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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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덧붙여 1989년 10월부터 율곡로 정비라는 이유로 종로구는 한시 으

로 교통통제를 철폐하게 되지만 이후로 다시 재개하지 않고 있다.222) 

3)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 시기는 주말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된 이후 그것이 낳은 부정  이미

지를 쇄신하고 문화· 술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집 으로 행해진 때이다. 1990년에 학로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

서 마로니에공원의 야외무  운 ,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시설물 설

치, 가로 정비 등 정부 차원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사실 문화의 

거리 지정사업의 시행주체인 문화 부는 거리 지정을 단지 권고사항으

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을 뿐, 실제 기 자치단체인 종로구가 학로 

축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 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학로 도시 역

의 계속 인 확 와 다양한 지역이미지로 드러난다. 

(1) 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학로가 실제 으로 ‘문화의 거리’로 구상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에 

시행된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후해서이다. 1990년 에는 1980년 부터 

서서히 집되기 시작한 공연장과 공연 술문화가 본격 으로 활성화되

며 학로가 문화‧ 술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간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1990년 부터 정책사업의 하나

로 추진되었다. 그 이 에는 일부 시·도 차원에서 소극 으로 문화공간 

확보에 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가 1990년에 당시 문화부 이어령 장

이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한 정책으로서 문화의 거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통합을 도모하려는 문화

략의 일환으로서 ‘문화의 거리’를 국 으로 확 하고 활성화하 다. 

문화의 거리는 일차 으로 문화와 련된 공연‧ 시‧방문‧행사‧발표 

222) 최선 , 「 학로를 문화 인 라로」, 『월간 문화 술』 통권 210호(1997. 1), 한국문화 술

진흥원,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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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추진사업

1994
 마로니에공원 리노베이션과 야외무 운  계획 수립

 학로 ‘문화의 거리’ 추진 원회 발족계획

1995

 학로 정화계획(종로구청, 한국연극 회)

 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추진계획수립

 학로 발 계획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 수립

[그림 2] 「 학로를 무 로 

문화축제」, 『매일경제』 12면, 

1990. 5.26. 

등과 같은 문화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를 보조하는 서비스  보조활동과 연 되

며, 이를 지원하는 상업  서비스 활동이 

련되는 것을 일컫는다.223) 문화의 거리 조

성사업은 1-3km 구간에 가로조명, 상징조형

물, 조각품, 의자 등을 설치함으로써 문화

인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래

인 거리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시민이 직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공간 제공,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거리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한 사업이

었다.224) 문화의 거리 지정사업은 정부의 문

화정책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으로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 으로 도입, 실시한 

지역문화 략이기도 하 다. 

<표 Ⅳ-2> 1990년부터 1995년 학로 지역특화정책225)

결국, 이러한 문화‧ 술의 거리는 일정 지역의 인 문화요소를 선

으로 연결하여 표 한 문화공간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시공간을 

223) 유병림. 『문화 술의 거리: 계획과 실제 』 (문화체육부, 1996), pp. 40-48.

224) 황동열‧이우배‧장희천‧정기성‧최 문, 『문화벨트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한국문화정

책개발원, 2000), p. 7.

225) 종로구, 「 학로 리개선 종합 책」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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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街路)차원에서뿐 아니라 가로를 포함한 인근지역 체를 맥락 차원

에서 근한 문화지구보다는 공간 으로 소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

다. 학로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공연이 활성화

되었고, 야외무 와 공연게시   티켓박스가 설치되면서 공연 활성화

에 기 를 품은 각종 공연장이 학로에 입주하기 시작하 다.

(2) 문화의 거리 정책사업

문화의 거리 지정사업이 국 으로 추진되면서 학로도 문화· 술의 

거리로 명명되어 거리 조성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었는데, 본격 인 출발

은 1995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연극 회는 정부에 기존 공연

장의 보존  신설 공연장의 확충을 요구했다. 한국연극 회가 이와 같

은 요청을 한 이유는 동숭동 학로의 임 료 상승으로 경 난을 겪던 

민간 소극장들이 폐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연극 회는 1995년 3월 27일에 정부 건의문을 발표했

는데, 이는 기존 공연장 보호, 신설 공연장 확충 지원, 임시 공연장 설치 

허가 등을 요구하려는 취지 다. 그로부터 서울시는 8개월 후인 1995년 

11월 24일에 한국연극 회 요청에 간 으로 화답했다. 서울시가 학

로 등 문화 집지역을 문화특별지구로 선정해, 이 지역 문화업종의 용

률, 건폐율,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한 것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제

안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후로 서울시는 1996년 1월 29일에 문화특구 

지정  보호계획에 한 검토 사안을 발표했다.226) 

문화 술계가 상업화로부터 문화의 거리를 보호하자는 목소리를 높이

고, 서울시가 문화특구 추진계획을 차 구체화하자 문화체육부도 이러

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부가 서울시가 추진 이던 문

화지구 문화업종에 한 건물 용 률 완화계획 등을 법제화하려는 움직

226) 첫째, 문화 술 집 지역이 유흥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한 법령을 비하고 있으며 둘

째,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문화지구’로 지정하거나 문화 술진흥법상 ‘문화특구’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이고 셋째, 문화지구 ‘문화 업종’에 해 건폐율  용 률 완화·문

진흥기  융지원·국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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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시작했던 것이다. 문화지구 지정 추진에 문화체육부가 합류하자, 서

울시는 1997년 3월 5일에 ‘문화지구’ 신 ‘문화의 거리’ 지정을 우선 본

격화했다. 서울시는 인사동, 학로, 충무로, 비원 담장길 등 문화특구로

서 잠재성을 갖춘 공간을 문화의 거리로 우선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었

다. 이들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미리 지정해 그 상을 높임으로써 향후 

문화체육부의 문화지구 선정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 다. 그 

일환으로 역사·문화  성격이 짙은 학로 주변 비원에서 혜화동 사이 

2.2km 일 를 ‘연극과 무용의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더불어 문화의 거리 내 문화 시설  업종에 한해 다양한 인센티 를 부

여할 계획을 세웠다.227) 

그간 학로는 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모델로서 많이 제시가 되

었지만, 정작 많은 지원은 받지 못하 다. 1995년에 정부의 문화의 거리

에 한 산지원이 단되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  운 은 기 자치단

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당 자치단체인 종로구가 학로 문화의 거리 

사업추진과 산  기 조성을 맡게 되었다. 종로구가 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 추진한 사업은 마로니에공원 야외무  운 과 각종 문

화행사의 개최, 그리고 가로정비와 공연 고게시 , 티켓박스 등 각종 시

설물의 설치와 련된 사업이었다. 한 종로구는 마로니에공원을 심

으로 조명, 상징조형물, 조각품, 야외 소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문화 인 

공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다. 먼 , 종로구는 1989년부터 마로니에공원

에 야외무 를 설치하여 청소년  시민들에게 문화· 술의 공간으로 활

용하도록 하 다. 마로니에공원 야외무 는 면  30평(95m), 600석 규모

로 주말  공휴일에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 되었다. 이를 통해 마

로니에공원 내에 공 변소와 음수 가 설치되는 등 시설이 정비되고, 

로에 앙분리 가 설치되어 오토바이 폭주족이 더 이상 학로에 몰려

들지 않게 되었다. 종로구는 한 게시  17개소를 설치하여 건물벽과 

지하철역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던 고물들을 이곳에만 게시하도록 

하 고, 티켓 종합 매  공연안내를 담당하는 공연문화정보센터를 설

227) 이소민, 『 학로 문화지구 발 을 한 정부와 민간 력체계 연구』(석사학 논문, 동국

학교, 2012),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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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가로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왔다.228) 

학로의 좋지 않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해 여러 주체는 많은 노력

을 하 는데 종로구는 표 으로 1990년부터 학로 축제를 실시하

다. 마로니에공원을 심으로 시민이 직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면서 각종 공연이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학로는 각 계 마다 

축제를 개최하 고 특히 마로니에공원의 ‘풍류마당’을 심으로 야외공연

의 형태가 자생 으로 발생하 다.229) 이와 같은 축제는 서울시 측면에

서 보면 도심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학로 내에서 보면 마로

니에공원 가설무 , 학로 주차장, 동숭아트홀 앞마당을 포함한 학로 

야외 체를 무 로 사용해서 학로=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

다. 이러한 학로의 각종 축제는 지방정부와 문화 술단체의 문화정책

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활용되었다.230) 

종로구는 1985년의 차 없는 거리 정책 실패 이후 2001년 6월에 혜화동

사무소 앞에서 창경궁로로 이어지는 150m 가량의 명거리를 10억여 원

의 산을 들여 재단장한 뒤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 다. 서울시는 1996

년부터 명동, 종로구, 인사동, 도 구, 창동 등과 같은 시내 번화가  행

인이 많고 교통의 근이 쉬운 지역을 골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

기 시작하 다. 종로구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학로의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리 양쪽 입바닥에 명거리 청소년놀이마당이라

는 안내표지를 록색 동 으로 설치하고 차도에는 검회색 토벽돌을, 

인도에는 붉은색 벽돌을 깔았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 턱을 없애 장애인

도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종로

구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동 사거리까지의 구

간 동쪽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조각물을 설치하 고, 앙분리

에도 조각물을 설치하여 문화 술의 거리로서 학로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 했다. 하지만 명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이후 부정 인 폐단

228) 심은정, 『 학로지구 공간특성 변화에 한 연구: 문화 략의 공간  함의를 심으로』(석

사학 논문, 서울 학교, 1999), pp. 39-40. 

229) 최선 (주 222), pp. 44-52.

230) 이무용, 『서울시 거리축제의 성격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서울 학교, 1996), pp.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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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에 나타났다. 보도와 차도를 경계하지 않은 도로의 설치로 인해 

차량이 인도를 유하는 상이 많아졌고, 보행권을 잃은 시민이 거꾸로 

차도로 다니는 상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 이 불거졌다. 청소년 

놀이마당이 설치된 혜화역 4번 출구 앞 지 장은 만남의 공간이자 노

상의 공간으로 변질되어갔고, 부분의 업종은 유흥과 소비 련 업종

으로 채워졌다. 

학로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이후 속도로 유동인구가 유입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노출된 표 인 지역이 되었다. 정부의 다양한 지

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학로의 문화시설은 수익성이 낮았고, 한 지원

사업도 1회성에 그쳐 문화 련 시설이나 주택은 상업공간화 되어갔다. 

이처럼 1990년  부분의 학로 리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특히 명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 이후 발빠르게 학로의 상가는 수익

성이 높은 업종으로 환되어 문화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로 채

워졌다. 1986년에 개 하여 학로의 표 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두손화랑이 문을 닫으면서 간선도로 북측(KFC 북측)의 건물은 부분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까지는 그나마 문화의 거리 

분 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간선도로변까지 상업공간으로 바 게 되었고, 

원래 상업용도로 지어진 건물들도 계속된 리노베이션으로 소비성 강한 

상업건물로 탈바꿈해갔다. 

<표 Ⅳ-3> 연도별 건축물 용도별 비율231)

구분 주택 문화 련 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1985년 이 54% 12% 8% 25%

1986-1989년 27% 15% 16% 42%

1990-1995년 11% 14% 23% 5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실질 인 

지원정책과 리수단을 마련하고 극 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231) 홍경구·김도년(주 22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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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다.

4) 문화지구 특화정책

문화지구 정책은 1990년 에 문화의 거리 사업에서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1998년)에 문화지구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구체화되었

다. 실질 으로는 2000년 1월에 「문화 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

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문화지역은 문화자원이 집된 지역으로 이와 

련된 공간 차원의 제도로는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상의 ‘역사문화미 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가 있다. 역사문화미 지구와 역사

문화환경보존지구는 용도지구의 한 유형으로서 기본 으로 토지이용계획

의 실 을 한 규제수단인데 반해 문화지구는 일종의 용도지구로서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상이 될 뿐

만 아니라 다수의 련법을 통해 행정 ·재정  규제  지원의 상이 

된다.232) 특히 2014년은 「지역문화진흥법(2014.1.28)」이 제정되어 문화

지구의 법 ‧제도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생활문화와 생활문

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문인력 양성기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

로 문화 술‧문화산업‧ ‧ 통‧역사‧ 상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 을 진하는 지역문화 랜드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

다.233)  

학로의 경우 1990년  ‧후반 공연장 집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지

구 지정에 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999년에 『문화지구 조성모델  

정책방향에 한 연구』에서 인사동과 더불어 문화지구 지정에 한 검

토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화지구 제도는 「문화 술진흥법  동법시

행령」, 「도시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제도 개정과 제

232) 김희진, 『문화지역의 상업화 과정과 장소성 인식 변화: 삼청동과 신사동의 가로를 사례로』

(박사학 논문, 서울 학교, 2015), p. 69. 

233) 문화체육 부, 『문화정책백서』(2014),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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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로 문화지구 역

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에 근거

해서 서울시는 2004년 5월에 주간

선도로를 심으로 동숭동, 이화

동, 명륜동 2가와 4가, 연건동, 혜

화동 일 의 446,569㎡를 문화지구

로 지정하 다.

(1) 문화지구의 개념  도입 배경

문화지구란 용어의 법 ·정책  

근거는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7조 3항)과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문화 술진흥법」(제10조 2항)에서 찾을 수 있다.234) 이

에 따르면 특정한 문화자원이 집한 지역이나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기타 지구지정을 통해 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정부는 문화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 술진흥법」(제10조 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역시장 는 도지사는 문화시설과 민속공 품 ·골동품  등의 통령

령이 정하는 업시설이 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 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 술행사·축제 등의 문화 술활동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

는 지역, 그리고 문화환경의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통령이 인정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지구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기 인 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지구는 

문화‧ 술 자원이 집되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  특성과 다양한 가

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 이고 략 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235)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연구보고서(1999)에 따르면 문화지구

의 특징과 조성에 따른 기 효과에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34)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목 과 건축 그 밖의 행 의 지  제한에 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와의 용도지구의 지정 는 변경을 도시 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35) 박은실, 「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화지구 형성과 장소마 」, 『공간과 사회』 제17권

(2002), 한국공간환경학회,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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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란 문화 술 자원이 풍부한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일반 인 개

념과 법  근거, 정책 으로 조성, 리되는 제도  차원의 개념을 의미

하며 문화 술 자원의 집성이 높은 지역으로 효과, 지역경제 

효과 등 시 지 창출을 기 할 수 있다. 한 통  역사 문화자원, 문

화업소, 문화산업  문화시설, 문화 술 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술 

자원을 상으로 지역마다의 다양성과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정체

성을 보유해야 하며 문화지구 지정시 정 수 의 공간  범 와 규모

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 하고 문화시설  업종의 보존, 유치, 리를 

해서 도시계획, 토지이용과 같은 기존의 공간에 한 제도  장치를 

필요로 한다. 문화지구는 주변 계획과의 연장선에서 문화 술  특성이 

유지, 리 될 수 있는 완충지 로 연결이 되어야 하며 기존에 형성된 

문화 술지역을 보호 육성하는 측면뿐 아니라 새롭게 문화 술  특성

을 가진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가능하다.236)

문화지구는 문화‧ 술 자원이 풍부한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일반  개

념과 법  근거, 정책 으로 조성· 리되는 제도  차원의 개념을 의미

하며, 문화‧ 술 자원의 집성이 높은 지역으로 그로 인한  효

과  지역경제 효과 등 시 지 창출을 기 할 수 있다.237) 문화지

구 조성 목 에 따른 종류  유형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첫째는, 역사 ‧문화 으로 가치 있는 문화‧ 술 자원이 집되어 

있는 통문화 술보존지구이고, 둘째는, 문화‧ 술 련 시설이 집되

어 있거나 앞으로 자치단체가 계획 으로 이러한 문화시설을 특정지역에 

집 으로 건립하여 문화지구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문화시설지구이며, 

셋째는, 문화 련 업종이나 문화산업이 집되어 있거나 계획 으로 조

성하고자 하는 문화산업지구이고, 넷째는, 문화 술 행사  축제 등이 

활발하게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문화환경을 

보존하거나 계획 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 술행사지구, 이밖에도 유

‧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기타 국민의 문

화  삶의 질 향상을 해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역 등이다.238) 이 거에 따른다면 학로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

다. 이 외에도 월터 산타가와(Walter Santagata)는 문화지구를 4가지 유

236) 임학순(주 221), pp. 6-7.

237) 의 책, pp. 29-30.

238) 박은실(주 235),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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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구분하 는데, 첫째는, 문화산업지구(industrial cultural district)

로서 지방화된 문화, 술, 공 의 통에 기반하여 의류  가구와 같은 

디자인 심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지구이고, 둘째는, 제도  문화지구

(institutional cultural district)로서 와인  축제 등과 같은 특정 랜드

가 장소와 연 되는 산업클러스터로 재산권 부여  상징  의미, 동

에 기반한 문화지구이며, 셋째는, 박물  문화지구(museum cultural 

district)로서 박물 과 술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형성된 도심에 입지하

는 문화지구이고, 마지막으로, 메트로폴리탄 문화지구(metropolitan 

cultural district)로서 공연 술, 박물 , 문화 술기 처럼 문화 그리고 

문화 련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의 집으로 경제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지구이다.239) 이 분

류에 따른다면 학로는 4번째 유형에 속한다. 

(2) 문화지구의 추진  지정 과정

1990년  후반 정부는 문화 술 집공간을 보존‧육성하기 한 문화

특별지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90년  들어 문화‧ 술 집지역들이 

지역의 상업화 진으로 인해 변질 기에 놓 기 때문이다. 특히 학로

는 인구 유입의 증가로 경제 활성화를 이뤘으나 그 이면에는 임 료 상

승 등 소극장 경  악화라는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었다. 소극장 경  악

화는 기존 공연장 보호는 물론 신설 공연장 확충에도 악 향을 미쳤다. 

그만큼 배우들의 무  출연 기회도 감소했다. 반면, 학로의 거리문화를 

훼손하는 불법 노 ‧호객 행 는 증가했다. 이처럼 문화‧ 술 집지역

에 상업화 기가 닥쳐오자 서울시 등 정부는 제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에 나섰다. 그 결과 문화 부는 1998년 4월 20일에 「문화지구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 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시설의 도시 

유입과 확충을 제도 으로 지원하자는 데 있었다. 당시 도시계획법과 건

축법은 문화에 한 고려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규제 심으로 되어 

239) Walter Santagata, "Cultural Districts,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1(March, 2002), 김희진(주 232), 

p.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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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화시설의 도시 유입이 불리한 환경이었다. 한 몇몇 지방자치단

체(이하 지자체)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운 해왔으나 법  근거가 미

약해 활성화가 제 로 이 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문화의 거리

가 1990년  들어 증가했음에도 법  근거의 미약, 개발 압력 등으로 인

해 고유성격이 변질되면서 제도  방안이 시 했던 것이다. 

문화 부가 1998년 4월부터 추진한 가칭 「문화지구 조성에 한 특

별법」은 1999년 10월 8일에 「문화 술진흥법 개정안」의 입법 고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뒤이어 2000년 1월 12일에 「문화 술진흥법 개

정안」은 문화지구 지정· 리를 규정한 제10조 2항의 추가로 새롭게 공

포 다. 그간 몇몇 문화의 거리가 제도 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반면, 문

화지구는 「문화 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해 제도 인 각종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문화 부는 「문화 술진흥법 개정

안」(제 10조 2항)을, 서울시는 「서울시문화지구 리 육성에 한조

례」를, 종로구는 「 학로 문화지구 리계획」의 3가지 축을 마련했다. 

문화 부의 「문화 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이 문화지구의 혜택에 

한 일반  기 을 제시했다면, 「서울시문화지구 리 육성에 한조례」

는 문화지구 리계획 실행을 한 구체 인 리규칙을 담았다. 

2001년 6월 7일에 개최된 열린 문화마당 간담회를 통해 김한길 문화

부 장 은 연극계 인사들과 만나 연극계 발 방안에 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은 서울시와 의해 2002년  학로를 문화지구로 지

정하고, 이 지역의 문화시설  업종에 해 부담 을 감면하는 한편 융

자 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했다. 한 유해업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이 지역 고유의 문화‧ 술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서울시는 김한길 장 의 발언 직후인 2001년 6월 18일에 문화‧

술시설이 집한 학로와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문화 지로 

발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학로를 2002년에, 인사동을 

2001년 에 문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학로와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문화지구

를 확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서울시는 학로와 인사동의 문화지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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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2001년 10월 10일에 「문화지구 리  육성에 

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고하고, 2002년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의 「문화지구 리  육성에 한 조례」 제정안은 1990년  

반부터 논의되어 온 문화지구 지방세 감면 근거마련은 물론이고 융자지

원, 문화지구 업종변경 제한안, 문화 술진흥기  내 문화지구 운용 계정 

설치, 문화지구 건물 설립규정 등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법제화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당  문화지구 지정 계획과는 달리 학로의 문화지구 

지정은 2002년 지정에서 2003년 지정으로, 인사동은 2001년 지정에서 

2002년 지정으로 1년씩 미 졌다고 발표해서 이 지역 문화지구 지정이 

한 템포 늦춰졌다.

그러나 2002년에 먼  문화지구로 선정된 인사동에 한 반 평가는 

기 에 미치지 못했다. 통 문화, 화랑, 공연시설 발 보다는 유흥가로 

변해 버렸다는 평가가 지배 이었다. 그로 인해 정부의 문화지구 제도 

추진을 반기던 문화 술인들의 인식도 크게 바 기 시작하 다. 이들은 

소극장 집으로 공연 술  성격이 강한 학로가 문화지구 추진과 

련해 인사동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

부는 인사동 문화지구의 상업화 흐름에 한 비 이 쏟아지자 2004년 

2월 17일에 학로  홍익  문화지구를 한 TF (가칭 ‘문화지구 활

성화 책 ’)을 구성했다. 당시 학로와 홍익 학교 일  문화‧ 술 공

간은 형건물의 입지 움직임, 임 료 상승 등으로 기를 맞고 있었다. 

따라서 각계 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지구 활성화 책 은 문화지구 지

정과 련된 부작용을 이는 방안과 실질 인 지원 책 등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다. 학로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논의 끝에 2004년 5월 

8일에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240)

240) 이소민(주 227), pp. 14-28 참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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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학로의 지역지구 지정과정241)

도시설계지구 선정(1985) 학로 문화지구 지정(2004)
지구단 계획 구역 재지정 

 지침 수립(2004)

- 사업취지: 학로, 율곡로 

일 에 문화시설 도입

- 사업취지: 학로 주간선 

도로 일 를 문화 술 집지

역으로 보존

- 사업취지: 1997년 도시설계

지구 명칭이 변경된 지구단  

계획의 실성 결여, 문화지

구에 합한 도시미  정비계

획 수립242)

- 계획내용: 마로니에 공원조

성, 문 회   각종 시장 

설립

- 계획내용:

·문화시설의 지원

·융자지원, 조세감면, 권장시

설 유치지원 등 지역환경정비

·노 상, 각종 시 억제, 공연

홍보물 리 등 공연 인 라

의 확충

·공공 공연장, 공공 연습장, 

공연지원센터 등

·지역 술 공간화/ 거리 미

 정비, 공원의 술화, 문화

축제 지원 등

- 계획내용:

·미 건축물 보 , 건축물의 

외   옥외 고물 규제

·특별계획구역 지정

홍익 학교, 서울 학교 의과

학, 동성 고등학교, 마로니

에 공원, 방송통신 학교 등 

정비

(3) 학로 문화지구의 지원  리체계

학로가 2004년 5월에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종로구가 2005년 5월

에 수립한 「 학로 문화지구 리계획」을 보면 4개 부문에 한 세부

목표를 선정하고 있다. 첫째는, 권장시설을 지정하고 공연장과 문화시설

에 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연장  공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고, 둘째는, 지역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해업종을 지정

하는 한편, 용도를 제한하여 공연생태계의 보존을 꾀하는 것이다. 셋째

241) 이로재, 「 학로 가로경  기본계획」(종로구, 2012), p. 11. 

242) 학로는 1985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 지구단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로 지구단 계획구역은 학로 주 가로변을 심으로 320,000㎡(96,970평)의 면 이 지정

되었으나, 각종 유흥  소비 시설들이 차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계획 으로 리

하기 해 학로 동측의 내부 소극장 집지역을 확 하여 심미 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학로 본래의 목 을 살리기 하여 주변일 의 건물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학로 지구단  계획(종  도시설계)이 1988. 8.26

에 결정되었으며, 건물 높이를 5층(20m) 이하로 규제하는 신 문화 련 시설에 한해 건폐율 

규정이 완화되었다. 한 서울시는 가로변에 공공조경 치  면 을 지정하 고, 용도규제

의 규정도 만들어 문화 련 시설과 거리가 먼 용도는 들어설 수 없게 하면서, 건물 외벽의 

색채  건물의 간 도 규제하는 가로의 정비를 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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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시설 내용 지원사항

제 1종 

권장시설

민간 (소)공연장 ·학교공연장  공공공연장은 제외 ·조세  부담  감면

미 건축물
·구도시 계획 원회  건축심의 원

회를 통해 지정된 건축물

·시설운 에 따른 운

비 지원

·건축물의 신·개축 지

원

·시설 유치에 따른 인

센티  제공

제 2종 

권장시설

시시설
·「문화 술진흥법」 시시설  

가. 박물 , 나. 미술 , 다. 화랑 등

·시설개선  운 비 

지원

·건축물의 신·개축 지원

지형 공지

·보행결  주변의 비건폐지를 일반

인의 휴식과 락을 한 공간으로 

조성한 공지

·시설 유치(공지제공)

에 따른 인센티  제공

제 3종 

권장시설

기타 문화시설 

· 화

· 술 련 학교; 

학원시설

·「문화 술진흥법」상 공연시설 

나. 화 상  등

·이정표 설치 등을 통

한 홍보  안내 등 

간  지원
술 련 학교

시설

·학교법인이 설립한 술 련 시설 

 공연장

·연기학원 등 연극  공연 련 학원

시설

는, 공공공연장이나 공연안내시스템의 개선  확충을 통해 공연활성화

에 필수 요소인 인 라스트럭처를 확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공간을 정비하고 특화시키는 한편 축제 등 행사 유치‧지원과 주민 의체

에 한 지원을 통해 술공간으로서의 지역발 을 도모하는 것이다.243) 

이를 해 종로구는 조세  부담  감면, 시설 개선  운 비 지원, 시

설 유치시 건축물 인센티  제공, 임 에 한 보호 등의 구체 인 지원계

획을 수립하 다.

학로 문화지구 리계획에 따른 권장시설 상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서 공연장  술시설, 학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정시설 등을 

지정하고, <표 Ⅳ-2>에서 제시한 것처럼 차별화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Ⅳ-5> 학로 권장시설의 분류와 지원내용244)

243) 종로구, 「 학로 문화지구 외부평가」(2013), p. 14.



- 120 -

공연 련 업무

시설

·공연  녹음 시설업

·공연  술 련 단체 시설(극단 

사무실 등 각종 회  단체 사무

실)

·공연 기획업, 조명장치 설치  운

업 등과 같은 공연 고나련 산업 

업무 시설

·개인이 운 하는 공연연습실 등

문화업소
·갤러리 카페, 라이  카페 등 시 

 공연 활동을 행하는 업소

종로구는 학로 문화지구 리계획을 통해 2011년에는 8개소, 2013년 

4개소, 2014년 12개소, 2015년 7개소 등 총 33개소를 권장시설로 지정하

으며, 이들 권장시설에 한 조세감면 액은 2006년 10,155,560원에서 

2015년 30,251,940원을 기록하여 증가추세를 보 다. 한 같은 기간, 이

들 권장시설  인아 소극장, 소극장 알과핵, 술극장 나무와 물, 까망 

소극장 등이 시설비 명목으로, 라이 극장, 하늘땅극장, 창조홀, 아롱구지

극장이 운 비 명목으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245)

<표 Ⅳ-6> 2015년 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 황246)

연도

별
계

제1종 권장시설 제2종 권장시설 제3종 권장시설

소계

민간

소공

연장

미

건축

물

소계
시

시설

지

형공

지

소계

기타

문화

시설

술

련

학교

시설

공연

련

기타

시설

계 33 27 23 4 3 3 3 3

2011 8 6 5 1 2 2

2012 2 1 1 1 1

2013 4 4 2 2

2014 12 12 11 1

2015 7 4 4 3 3

244) 종로구, 『 학로 문화지구 지원계획』(2012).

245) 종로구, 「 학로문화지구 리계획: 2015 집행상황  운 성과 평가보고」(2015), p. 30.

246) 의 ,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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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규정

오락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화방 등 생활여가업소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스포츠센터, 체육여가업소

유흥
·청소년보호법 상 규제업종

·단란주 , 무도장 등 락업종

이질
·공연공간으로서 지역경 과 미 을 해치는 업종  시설

· 숙박업, 경마장, 도매시장 등 공연공간으로서 지역이미지를 해치는 업종  시설 

험
·총포·도검·화약류 등 총기 매업

·고압가스 충 소 등과 같은 험물 취 업

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이나 시설

·축사, 도축장 등 지역에 있기에 오스런 시설

이와 함께 학로 문화지구 리계획은 지역환경 정비  규제계획의 

일환으로 업종  용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상업화와 임 료 상승 등

으로 공연장  권장문화시설이 폐  기에 놓이자 그 응책으로 종로

구는 오락, 유흥, 이질, 험, 오 등에 속하는 5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다. 

<표 Ⅳ-7> 학로 문화지구 불허용도의 선정247)

이러한 종합 인 계획수립은 일정 부분 가시 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공연장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4년에 57개 던 극장은 신축과 리노

베이션 등을 통해 2007년에 100개를 돌 했고, 2010년에는 200개 가까이 

늘어났다.248) 한 문화지구 지정 이후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이루어

지고 리계획이 실행되면서 각종 인 라스트럭처가 확충되었고, 그에 

따른 극장 수의 증가와 거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환경의 개선 등 문화·

술 환경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 료 상

승, 공연 연습장 부족, 홍보‧마  미흡, 열악한 지역 환경 등으로 인해 

소극장과 극단이 학로를 이탈하는 상이 빚어지자 서울시는 2007년에 

‘ 학로 부활 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249) 이 로젝트의 기본방향은 

247) 종로구, 2012(주 244), p. 20.

248) 장지 , 「잇따른 학로의 소극장 폐 과 연극생태계의 기」, 『문화+서울』, 서울문화재

단(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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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연장과 연습장을 지속 으로 확충하여 연극 술 인 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시민 객이 쉽고 편하게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극장  

공연단체의 홍보마 과 우수 술 로그램을 폭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연극 회  소공연장연합회, 학로문화발 원회 등과 의

체를 구성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학로 술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것

이었다. 이를 해 서울시는 600억 원이 넘는 산을 투입해 학로에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고, 서울연극센터를 개 하 다. 이 공간들을 통해 

학로 문화 술인들이 렴한 비용으로 극장을 하고, 객들은 서

울연극센터를 통해 티켓 매와 공연정보 획득 등의 편리함을 릴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한 2006년 2월 27일에 서울을 문화도시로 발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표방한 ‘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선언하 다. 이 발표를 통해 서울시는 학로를 디자인으로 특화

한 문화 술 클러스터로 발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학로를 문화상품으로 재창조하기 한 디자인 스트리트 조

성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벌이는 등 한 단계 

업그 이드 된 문화· 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에 지를 쏟았다. 가장 최

근인 2016년 9월에는 혜화·명륜동 지구단 계획·주거환경 리사업 정비

계획을 서울시가 수정·가결하 다. 이 계획은 역사문화자원의 리와 지

역경  특성의 유지를 한 조치로서 역사도심인 혜화동 큰 길 안쪽으로

는 형 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내용

이다. 아울러 혜화동 로터리 형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건축지정선을 정하

고 주차장 출입구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흥덕동천 옛 물길과 구릉지 계

단길 골목, 한옥, 근  건축자산 보호를 해서도 역시 같은 조치를 취

했다.250) 혜화·명륜동 사업은 서울시가 2015년에 역사도심 리를 해 

만든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나온 첫 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

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지구 지정 이후 가속화된 폐단은 여러 부분에서 사

회 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49) 이승 , 「서울시, 인 ' 학로 되살리기' 로젝트」, 『뉴시스』, 2007. 11.11.

250) 최윤정, 「‘역사도심 보호’ 혜화동 안쪽 형 랜차이즈 제한」, 『연합뉴스』, 2016.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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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사업 육성  지역축제의 활성화 

학로 문화지구에는 공공인 라스트럭처를 확충하고 공연 술을 활성

화시키기 한 략으로 서울시가 2009년 3월에 복합문화공간인 < 학

로 술극장>을 건립하 다. 학로 술극장은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

에 504석 규모의 극장, 150석 규모의 소극장을 갖춘 공연 술장이다. 

학로 문화지구 시설 지원을 해 공공연습실 등의 인 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공연시설의 개선을 해 소극장 시설개선사업·안 개선사업 등

을 추진하 는데 이 외에도 사람들에게 공연 소식과 공연장 등의 정보를 

더욱 쉽게 알려주기 해 공연안내시스템, 공연장 이정표 설치, 안내책자 

발행, 웹사이트 운  등을 추진하 다. 서울문화재단도 2005년에 동숭동 

1-43번지 내에 < 학로 연습실>을 개 하 다. < 학로 연습실>은 총 

1,223㎡의 지상1층, 지하1-2층으로 규모 연습실 2개소와 규모 연습

실 2개소, 세미나실, 탈의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안내시스템

의 경우 서울연극 회가 2012년 기  학로에 설치한 문화게시 은 20

여 곳이며, 2008-12년까지 지주 17개, 부착간  352개를 설치하 다.251) 

한 종로구는 (사)한국소극장 회에 수탁하여 좋은공연안내센터를 운

하면서 공연  공연장 정보제공, 학로 문화지구 련 홍보물 비치  

리, 정보검색  운   시스템 리, 장발권 서비스 제공 등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52) 문화지구 지정과 더불어 시작된 차 없는 

거리 운 도 <표 Ⅳ-8>에서 제시된 것처럼 재까지 제한 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Ⅳ-8> 학로 마로니에 차 없는 거리 운 황(2000년 이후)253)

치 연장/도록폭 조성년도 운 시간

명륜동 명거리 350m/ 10m 2001. 6 토 15-22시, 일 12-22시

동숭동 마로니에 길 1,050m/ 6-8m 2004. 5 일 10-22시

소나무길 280m/ 8m 2015. 10 토 15-22시, 일 12-22시

251) 황 연, 『문화지구 리 운 에 한인식 평가 연구 : 학로 문화지구의 요도와 만족도를 

심으로』(박사학 논문, 추계 술 학교, 2014), p. 61.

252) 종로구, 2015(주 245), pp. 16-17.

253) 의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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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이트 특징 조성방향 조성정책 리방안

   혜화문길

“실험 술의 거

리”

-실험 인 공연

장 다수 치

-실험  공연장 

유치

-거리 배  설치

-권장시설 유치 

시 인센티  제

공

-지구단 계획 

내 특화가로조성

구역으로 지정

   소나무길

“문화의 거리”

-차량 통행이 없

는 보행지역

- 거주자 우선 

차량만 통행

-유선형 도로로 

재설계

-공연장 유치 지

원

-거리 배  설치

-권장시설 유치 

시 인센티  제

공

-지구단 계획 

내 특화 가로 조

성구역으로 지정

문 진흥원 극장

“공연의거리”

-다채로운 공연

활동  술활

동 지역

- 거리 배  

보수

-거리공연장 설치

-공연행사 외 행

 지

  이화장 길

“연극의 거리”

-직선형 도로로 

향후 활발한 공

연장 입주가 

상되는 지역

-방통  담장철

거 유도

-거리 배  설치

-권장시설 유치 

시 인센티  제공

-지구단 계획 

내 특화가로 조

성구역으로 지정

특히 서울시는 동숭동 지역을 심으로 한 선지 화 사업과 도시디

자인 로젝트, 각종 거리시설물 정비  옥외 고물 제작 등에 술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디자인 로젝트를 추진하 다. 이를 통해 각 이

면도로의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술거리로 조성되었는데 그 조성방

향은 <표 Ⅳ-6>과 같다. 

<표 Ⅳ-9> 학로 지역 주요 사이트별 술거리 조성방향254)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로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공연행사 

 시도 확 되었다. 정기 으로 아시테이지 축제, 서울연극제  학

로문화축제(SUAF: Seoul University-Avenue Festival)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와 공연, 축제가 연  계속되고 있어 학로 문화지구 정례축

제로의 자리매김을 도모하고 있다.  

254) 서울시정개발연구원(주 3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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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2015년 학로에서 추진된 문화행사(2015)255)

행사명 일시 장소 주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1.7-1.16 아르코 술극장 등
(사)국제아동청소년연

극 회 한국본부

서울연극제 4.4-5.10 아르코 술극장 등 서울연극제집행 원회

서울인권 화제 5.15-5.17 마로니에공원 일 서울인권 화제

학로 아트마켓 운

3-11월

(매월 넷째 

일요일)

마로니에공원 술가

의 집 앞

한국문화 술 원회

( 술가의 집)

마르쉐@혜화

2-10월

(매월 둘째 

일요일)

마로니에공원 마르쉐친구들

아시테지 여름축제 7.21-8.2 아르코 술극장 외
(사)국제아동청소년연

극 회 한국본부

마로니에 여름축제 8.1-8.16 학로 술극장 외 한국공연 술센터

종로구 우수연극 축제 9.2-10.25 엘림홀 서울연극 회

아르헨티나 페스티벌 

2015
9.5 마로니에공원

(사)한국아르헨티나

회

라질 페스티벌 9.12 마로니에공원
주한 라질 사

주한 라질문화원

D.FESTA 학로거리공

연축제
9.16-9.20 마로니에공원일 (사)한국소극장 회

학로문화축제 SUAF 10.2-10.4 학로일
학로문화축제추진

원회

스페니쉬 페스티벌 10.17-10.18 마로니에공원일 ㈜한국 라멩코 회

종로 ‘ 학로마로니에

3040’ 국 사진 공모
11.25-2016. 1.31

학로  마로니에 

공원 상 사진

(사)한국사진작가 회

종로구 사진작가회

굿스트리트 마로니에 12.18-12.24 마로니에 공원 종로구

마로니에 술극장 12.20-12.24 마로니에 공원 (사)한국소극장 회

255) 의 ,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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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5년의 경우 종로구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연극업

계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한 공공일자리 확 사업도 실시하

다. 종로구는 ‘찾아가는 아동극장 사업’을 기획해서 어린이 상 연극놀

이·연극치료·동화책 읽어주기(326회 운 ) 로그램을 실시하 고, 교사 

상 연극놀이 연수 로그램을 운 (16회 541시간 교육 실시)함으로써 

연극인들의 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연계사업을 활성화하 다. 이와 함

께 ‘ 학로 공연질서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학로 공연(장)  

명소를 직  안내하고, 호객행 를 추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함으

로써 학로 공연문화질서에 극 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256)

2.  학로의 포스트모던  특성

학로는 문화지구 지정 후에 표면 으로는 각종 정책  지원과 문화‧

술 련 인 라스트럭처가 확충되었다. 한 아르코미술 (구 미술회

)  아르코 술극장(구 문 회 )을 심으로 마로니에공원, 학로 

길변으로 공연시설이 집 되었으며, 명길, 소나무길, 혜화로 방향으로 

련시설 한 확장되었다. 성북동 방향, 이화장길 방향으로도 문화‧ 술 

시설 역이 확 되었다. 서울시  종로구는 문화‧ 술 련 지원시설

의 설립  환경 개선사업, 학로 지구 미 개선 작업 등도 추진하 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 시행으로 시설물의 복  일

성 결여, 과다 설치 부분 한 지 되었고, 산발 이고 즉각 인 처

로 고유의 공간에 한 지역  가치가 하되고 있다는 사회 인 비 이 

동시에 일었다.257) 이로 인해 일 성 있는 명확한 지침과 통합 인 계획

의 필요성, 장기 인 비 의 설정 등 거시  계획이 부재하다는  

한 지 되고 있다.  

256) 종로구, 2015(주 245), p. 17.

257) 이로재(주 241), p.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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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의 혼성화 강화

포스트모던 공간론은 변하는 도시의 공간환경이 지니는 성격을 함축

으로 제시한다. 바니 워 (Barney Warf)는 포스트모던 공간론이 크게 

복합성(complexity), 맥락성(contextuality), 우연성(contingency), 비 성

(criticality)을 핵심요소로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258) 먼  복합성은 도

시를 엄 하게 획일 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공간을 

구성하는 복합 인 요소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맥락성은 특정 상

황이 발생한 공간과 시간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연성은 무비

이고 몰역사 으로 개별성을 강조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한 맑스주의

의 과도한 경제결정론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재는 결코 과거

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비 성은 지식과 

권력의 연결고리에 주목하는 것이며, 모든 설명과 해석은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에서 본다면 학로

는 포스트모던 공간의 특성을 복합 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 인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5월 8일에 학로가 문화지구로 선포되면서 학로 일 에서는 

인 축하행사가 벌어졌다. 당시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

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로터리 구간에 

설치한 30여 의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가 열리며, 형 

태극기와 경찰악 를 선두로 각종 장식차와 고 가 등장하는 퍼 이드

가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1.5km 구간에서 펼쳐진다고 발표하

다. 이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학로의 문화지구 지정을 선포한 이

후에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이와 함께 학로 일 에서는 다양한 부 행

사가 진행될 정이라고 공식화했다. 

2004년에 문화지구 선포 당시 언론은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업

의 목 에 해 “ 학로를 공연  술의 메카로 육성, 발 시키기 

해 문화공간이 들어서는 것을 지원하고, 세 도 깎아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즈음 서울시는 2020년까지 도시발 의 기본골격이 되는 「서울 도시기

258) Barney Warf,, “Postmodernism and the Localities Debat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84:3(June, 1993),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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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정이라고 발표했

다. 서울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 해 다음과 같이 자체 으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개발우선의 양  성장 주에서 질 인 도시성장

리의 계획기조로 바 다. 이와 함께 고도성장기의 도시문제를 ‘치유’하는 

데 을 두면서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데 을 

두게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1세기에 새롭게 개

되고 있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담아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

러진 세계도시, 통일 후에도 변함없는 수도서울을 계획기조로 설정했다.”259)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서울을 해 6

개의 발 축을 개발키로 했다. 이 발 축은 서울의 상징문화공간으로 조

성되는 4 문인 도심권을 심으로 생태·통일문화 술축(북한산- 주), 

문화 술축( 학로-잠실), 문화 술축(남 문-강남), 세계문화

술축(신 -상암), 환경문화벨트축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계획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의 임기 에 실 한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로젝트 

일환으로서 비슷한 시기인 2003년 7월에 착공한 청계천 복원사업을 놓고 

김정희는 단순한 도시계획 로젝트가 아니라  시 와 자신을 차별화

하고자 한 이명박  시장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재 이라고 평가했

다.260) 르페 르를 인용하며 그가 강조한 것은 공간은 정치 이고 이데

올로기 인 것이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산물이라는 이다. 샤론 주킨

(Sharon Zukin) 한 경 을 “사회  산물”로 정의하며, 경 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논쟁의 과정을 감추고 있음을 지 하 다.261) 특정한 목 에 

의해 연출된 경 은 그것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미를 제외한 다른 것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이 자신이 만

들어진 과정을 감추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볼 때, “복원된 청계천”은 6세기 이상의 시간 동안 자연 으로만이 

259) 최효찬,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2020도시계획안 확정」, 『경향신문』, 2004. 4.1.

260) 김정희(주 141), p. 184.

261) Sharon Zukin, Landscape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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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 학교 유지기념비

아니라 조선시 , 일제, 특히 박정희 정권을 포함하여 해방 후 수립된 정

부들에 의해 인공 으로 구축된 구질서, 구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1977년에 끝난 청계천 복개공사가 도시에서 흉물을 축출했다면, 개천을 

덮었던 것을 뜯어 낸 2005년의 복원공사는 상가, 공장들과 같은 복개된 

도로의 와 에 남게된 개발 국가 시기의 산업화의 유산들을 축출한 

것이고, 따라서 이 두 사업의 목 과 방식은 모두 계몽주의 인 것이라

는 을 김정희는 지 했다. 반면, 6세기 이상의 시간(에 만들어진 유물

들)을 청계천이라는 한 공간에 나열한 복원된 청계천은 에드워드 소자

(Edawrd Soja)가 말하는 풍경의 포스트모던화라고 설명했다.262) 

2004년에 문화지구 지정 이후 학로 역시 면화되고 있는 포스트모

던화는 성균  이래 600여년이 넘는 

시간이 공간화된 공간성만이 아니라, 

공간의 혼성성에서도 찾아진다. 역사

 기념비의 형  인 <안창호 

상>뿐 아니라 인도 시인 <타고르의 

흉상>에서부터 문화지구 지정 이후 

곳곳에 배치된 각종 상징조형물, 그

리고 <서울 학교 유지기념비(遺趾

記念碑)>에서부터 시뮬라크라인 연

못까지 모두 존재하는 이 곳은 김정희가 복원된 청계천을 두고 일컬었던 

것처럼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미셸 푸코의 공간 

개념에 한 인식 가운데 하나로서 1960년  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

작하 다. 헤테로토피아는 ‘헤테로(hetero)’의 이형(異形), 이질성의 의미

와 ‘topos'의 장소(place)를 합쳐 만든 신조어이다. 어원 인 측면에서 

he'te'ro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다른’이라는 뜻이고, topia는 ‘장소’를 뜻하

는 topos에서 왔으며, he'te'ropia는 ‘다른 곳(other place)'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직역하면 첩된 장소라는 의미이다.263) 헤테로토피아란 공통

262) 김정희(주 141), pp. 184-87.

263)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헤테로토피아 Les Hétérotopies』(2009), 이상길 옮김(문학과 

지성사, 201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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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나 자리를 잃어버린 장소이다. 그 다고 거기에는 사물이 배치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 로 사실 많은 공간이 공

존하며 사물이 다원 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공간 혹은 

유일한 자리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264) 푸코는 「타자의 공간에 하

여 Of Other Spaces」에서 이러한 장소와 계의 이질  공간을 헤테로

토피아(heterotopia)라고 하 다. 이질 이면서 상 인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르페 르가 경험공간(l'espace vecu)이라고 부르는 공간으로 사

회 으로 창출된 공간성이다.265) 푸코는 이 에서 제시한 헤테로토피아

의 개념을 시와 함께 다음의 6가지로 해석하 다. 첫째는, 헤테로토피

아는 모든 문화에서 모든 집단에게 다양한 형태로 수용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동시발생 인 특정 문화를 시간의 에서 기능과 의미를 변화

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순 이지만 하나의 실제 장소와 여러 가지의 

다른 공간이 병렬 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넷째는, 역사지리  

에서 시간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다. 다섯째는, 개방시스템(침투)과 

폐쇄시스템(고립)을 동시에 가정하고 있으며, 여섯째는, 헤테로토피아는 

‘external' 공간과의 연계기능을 한다는 이다.266) 이런 방식으로 공간성

을 사유하는 데 요한 이론  배경을 제공한 것이 포스트모던 사상이

다. 포스트모던 사상은 근  공간개념에서 탈피해 공간성 자체를 재사

유하게 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분석에 기여했는데, 이와 련해서 푸

코의 공간론이 요하게 제기되었다. 이 에서 본다면 재 학로는 

고 주택을 개량하여 만든 고 카페와 술집, 다국  자본의 포스트모던 

건축물, 옛 서울 의 자취를 담고 있는 모던 시설물이 서로 공존하고 있

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연  다양한 목 으로 학로

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축제, 그곳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공공미술뿐 아니라, 국가- 역-기  단 의 문화정책이 

동시에 진행 에 있는 로젝트로서 학로 역시 포스트모던한 공간이다. 

264) 마루타하지메,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2008), 박화리‧윤상  옮김

(심산출 사), 2011, p. 59.

265) 철 「차이의 공간화와 타자의 정치학」, 『새한 어 문학』 제46권 제2호(2004), 새한

어 문학회, pp. 128-29.

266) Foucault, 1986(주 3), pp.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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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로 실개천  

[그림 5] 타고르 흉상 

  

[그림 6] 얼굴[심병건 作]

  

[그림 7] 도산 안창호 흉상 

   

학로 마로니에공원 으로는 표 인 조형수경시설로서 2008년에 

조성된 연못과 돌로 이루어진 도시형 실개천이 존재한다. 이 개천은 ‘흥

덕동천( 德洞川)’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  지명인 흥덕동에서 유래된 

개천이다. 혜화로터리에서 이화사거

리까지 총 1.03km 구간에 조성된 실

개천은 서울시의 ‘도심속 실개천 만

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이

다. ‘도시형’으로 이름 붙여진 실개천

은 혜화로터리에서 마로니에공원 

까지 약 500m 구간에 조성되었고, 

‘자연형’은 마로니에공원에서 이화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도심 속 수(水)공간으로 친환경  분 기를 조성하는 것과 

아울러 미세기후 조정 역할에 한 기 까지 정 으로 부각되는 측면

을 모두 무시할 수 없지만,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정화 기능은 약

하고 이물질과 녹조 발생 등의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계로 연  장기

간 물을 비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한 재활용수 수로 하수처리 비

용이 감된다고 밝혔지만 지하철 용수를 활용하 기 때문에 녹조 상 

등의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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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도 짧아 지하철 용수 재활용의 의미도 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로로 버려지는 쓰 기 등으로 수질오염 한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

행공간으로 려나온 물길로 인해 보행공간 소화에 따른 보행성 하 

한 지 되고 있으며, 가로포장과 이질 인 재료사용(유리 덮개, 목재패  

등)으로 오히려 가로미 을 해하고 보행안  하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

다는  한 곧 지 되고 있다.267) 

[그림 9] 물이 비워진 실개천 

   

[그림 10] 실개천 이물질  녹조 상 

김정희가 청계천 복원사례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  

허구와 시뮬라크라로 가득 찬 학로에 극사실주의  방식으로 제작되어 

통행로를 막고 있듯 놓인 것은 이뿐이 아니다. 학로 가로를 심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 한 주변환경과 크게 련성 없는 내

용으로 미 을 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행성을 하시킨다는 지 이 

제기되고 있다. 컨  <표 Ⅳ-11>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 부속 · 학

교 앞과 이화동 로터리, 방송통신 학교 앞 등에 치한 조형물들이 그 

표  사례이다.268) 학로 곳곳에는 공간을 역사화하는 작업과 함께 

문화‧ 술 공간을 가시화하기 한 유물들이 선택되어 카피되면서 시뮬

라크라로 만들어졌다. 이들 공공조형물은 부분 2004년에 문화지구 지

정 시기에 제작·배치된 것으로, 그들의 치면에서나 조형면에서 모두 

조직된 공간으로서의 혼성  특징을 가시 으로 보여 다. 

267) 이로재(주 241), pp. 18-19.

268) 의 ,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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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진 작 품 명 위  치 작가
제작

년도

1

대한조국

주권수호

일념비

혜화로터리

(동성중학교 

운동장 앞)

120 

동지회
2008

2

꿈꾸는

거리에서

(수경시설)

대학로

미스터피자 앞

(1번출구 앞)

중심가로변

에 있는

수경시설이

나 물이 비

워져 있는 

경우 많음 

장을봉 2004

3

김광균 

시비

(설야)

대학로

하겐다즈 앞

주변환경과

의 관련성 

문제 부각 

김광균

시비
2004

4 호랑이

대학로

KFC 앞 

(2번출구 뒤)

주변환경과

의 관련성 

문제 부각

오채현 2004

[그림 11] 마법의 구슬[이시구로쇼지 作] 

     

[그림 12] 분 기[정진아 作] 

<표 Ⅳ-11> 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 조형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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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스페이퍼
샘터 파랑새

극장 앞
장진연 2004

7
마법의 

구슬

마로니에

공원 앞

보행성 저

하, 주변환

경과의 관

련성 문제 

부각

이시구

로

쇼지

2004

8 문화배달부
방송통신대학

교 앞
청후이 2004

9
화합의 

공간

방송통신대학

교 수위실 앞
김  원 2004

10

꿈꾸는

거리에서

(벤치)

방통대 앞

버스정류소

보행성 저

하, 주변환

경과의 관

련성 문제 

부각

장을봉 2004

11 분예기
사대부속초교 

놀이터 앞

보행성 저

하, 주변환

경과의 관

련성 문제 

부각

정진아 2004

12 얼굴

이화사거리

현대차영업소

앞

보행성 저

하, 주변환

경과의 관

련성 문제 

부각

심병건 2004

13
대학로

상징조형물

이화사거리

횡단보도 앞
육근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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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버지

서울대병원

버스정류소 

앞

이수범 2001

15 헌트
혜화역

3번출구 앞

보행성 저

하, 주변환

경과의 관

련성 문제 

부각

김희영 2001

16
당신의 

자리

서울연극센터

버스정류소 

앞

보행성 저

하, 주변환

경과의 관

련성 문제 

부각

이희정 2004

18

김영진 

시비

(혜화동

로터리)

혜화로터리

우리은행 앞

주변환경과

의 관련성 

문제 부각

김영진

시비
2009

학로 문화지구는 특히 2000년  이후 서울시가 도시의 공  시설물 

개선과 정비계획,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등 외 을 변화시키는 복합 인 

시도를 통해 변화된 도시를 재 하고 새로운 문화‧ 술 공간의 상징성을 

구축하고자 하 다. 2007년에는 서울시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추

진하면서 단편 으로 논의되었던 문화공간 개념을 본격 으로 공간정책

에 투입함과 동시에 매끈한 경 으로 포장하는 일련의 로젝트를 더해

갔다.  



- 136 -

명로 정비

계획(2004)

학로변 정

비 계 획

(2004)

특성있는 가

로와 지역육

성 계 획

(2006-2008)

디자인서울 

거 리 조 성

(2007)

학로 실개

천 조성

(2009)

마로니에공

원 술공원

화 사 업

(2005- 재)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명로 가로

환경 정비

․차 없는 거

리로 운 : 

바닥포장 정

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학로 차선 

축소  보행

로 확장, 바

닥포장 정비

-조각거리 조

성

․지역거리 

미 정비

(도시디자인 

로젝트): 

술가가 참여

하여 가로시

설물(가로등, 

벤치, 이정표) 

계획

․가로변 

력기기 정비

․문화 술의 

거리 조성: 

혜화문길, 소

나무길, 이화

장 길, 문

진흥원 극

장 주변

․지역탐방로 

조성: 역사 

투어, 공연 

투어 로그

램 등 계획

․ 선지 화 

사업: 이면도

로의 선을 

지 화하여 

가로 환경 개

선

․도시 가로 

구성물을 통

합 으로 디

자인해 도시 

미  개선

․가로 공공

시설물 정비: 

바닥포장, 가

드 일, 휴지

통, 벤치, 버

스 정류장, 

택시정류장, 

가로 매

․가로변 옥

외 고물  

간  개선

․‘흥덕동천’

이 흐르던 자

리에 물길 조

성, 분수  

 조형물 설

치

· 공원 내 시

설 정보: 

TTL 공연장 

 기존 공원 

시설물 철거 

술공원으로 

계획, 재정비

· 공원 내 행

 정비: 각

종 집회  

종교행사, 노

숙행  제한

<표 Ⅳ-12> 학로 가로변 정비  공원 정비 사업269)

새롭게 정비된 학로 공간에는 르페 르가 말하는 개념  공간과 서

술  공간이 모두 들어있다. 

서술 인 공간은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일상 생활의 공간으로 이미지

와 결부되어 있다. 이 개념은 비언술 (non-verbal) 커뮤니 이션과 공

간의 사유화(私有化)를 가능하게 한다. 의식, 소동(騷動), 시장, 거리에서 

만나는 삶의 여러 모습 등 느낌의 상물들이 이 공간의 주요 구성요소

들이다.270)

269) 의 , pp. 12-13.

270) 말콤 마일즈(Malcolm Miles), 『미술, 공간, 도시 -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Art, space and 

the city』(1997), 박삼철 옮김(학고재, 2000),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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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학로 공간에 용하면 서울  동숭동 캠퍼스가 하나의 기념비

가 되어 세워진 <서울 학교 유지기념비>  <김상옥 열사의 상>, <고

산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비>, <실개천> 등은 개념  공간을 해 존

재하고,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벤트와 축제는 경험  공

간을 한 것이다. 학로 에서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이 바로 마로니에공원이다. 낮에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 한 할아버

지까지 연령계층과 무 하게 북 거리며, 밤이 다가올수록 10 와 20

의 은 남녀들이 마로니에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음악 연주, 춤, 노

래, 묘기 연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담고 있는 곳도 바로 이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학로의 100여 개가 넘는 공연장에서는 거의 매

일(월요일 제외) 100개 작품 내외가 공연되고 있으며, 주말 학로 술극

장 주변의 심가는 걷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인 로 북 거린다. 마

로니에공원 주변의 야외공연장은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고, 주말 특정한 

이벤트가 실시될 때는 종로구가 학로 차량의 진입을 막고 로에서 각

종 문화‧ 술 행사를 개최한다. 월드컵경기 때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학로 로에 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노동계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

원을 집결시켜 시 의 출발지로 활용한다. 마로니에공원을 심으로 

지속 으로 일어나는 각종 시  역시 경험  공간에 상응하는 공공조형

물인 것이다.

 

[그림 13] 마로니에공원 앞 시 장 1 

    

[그림 14] 마로니에공원 앞 시 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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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로니에공원의 포스트모던  소비

학로 하면 마로니에공원이라고 언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학로라는 선 인 단어의 의미가 장소로서 읽 지게 된 이유는 학로에 

존재하는 특정  장소에 의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포함하여 인지되기 때

문이다. 그 표 인 공간이 바로 마로니에공원이다. 마로니에공원은 경

성제국 학 시기에 심어진 단 세 그루의 나무가 상징화되어 이름 붙여졌

다.271) 앞서 ‘흥덕동천’과 같이 장소를 역사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조성

된 것이다.  

마로니에공원은 여러 모습으로 존재한다. 마로니에공원을 주변과의 맥

락 속에서 바라볼 경우 심요소는 공원 자체이다. 마로니에공원과 그 

주변을 구성하는 물리  기호로는 마로니에공원, 아르코 술극장, 아르코

미술 , 술가의 집, 학로 서측의 서울 학교 의과 학과 부속병원, 

공원 동측과 북쪽의 상업건물들, 공원 남측의 한국방송통신 학교와 

등학교 등이며, 비물리  기호로는 교육, 문화 술, 여가, 의료, 상업, 주

거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로니에공원을 주변과의 맥락 속에서 바

라볼 경우 심요소는 공원 자체, 공원과 하고 있는 부분의 학로, 공

원을 둘러싼 세 개의 건물이라 할 수 있다.272) 특히 마로니에공원은 활

기있는 하나의 장소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공원보다 장  성격을 지니

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개의 건물이 모두 공공건물로서 건물로의 진

입  공지의 이용이 24시간 개방되어 있다는 과 아울러, 공원 주변을 

둘러싸고 세 개의 건물들이 입지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마로니에공원이 갖는 상징성은 학로의 표 인 공공공간으로서 그 

자체로서 지니는 성격과 더불어 주변과의 계 속에서 더욱더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로니에공원은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외

부공간으로서의 구심  역할을 하면서 학로라는 장소 속의  하나의 

장소로서의 가능성을 그 자체가 지니고 있다. 어떤 곳이 하나의 장소로 

271) 경성제  법문학부 미학교수 던 우에노교수가 학의 정취가 담긴 정원 조성을 해 멀리 

지 해로부터 마로니에 세 그루를 직  가져와 심었으며, 10여 그루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도 함께 심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재의 마로니에 공원(구 서울  문리  교정)이 탄생한 

것이다. 강동진(주 30), p. 44. 

272) 이석환(주 16),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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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환경,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

람들을 제로 한다. 마로니에공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과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원 내에  다른 잠재  장소를 형성하고 

가시화하는 주요요소이다. 특히 마로니에공원은 가로에서 발생하는 사람

들의 이동을 끌어들여 다양한 활동을 유발하는 장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강력한 장소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 이곳을 이용하거나 알고 있

는 문화집단에게 있어서 이곳만의 독특한 공통의 장소정신이 있다. 이처

럼 지하철역으로부터 마로니에 공원으로의 용이한 근성과 함께 이용자

에 한 마로니에공원 주변건물의 개방성,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주변건

물들의 한정 요소는 이곳을 하나의 장소로 만드는 가능태로 작용하고 있

다.273) 

재의 마로니에 공간은 주 , 주말, 분기 언제든 을 집결시키기 

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가 펼쳐지면서 때로는 놀이공원 같은 장치가 

거 하게 설치되는 스펙터클(spectacle)한 공간이다. 과거의 스펙터클이 

권력을 정당화하기 해 이용되었다면, 오늘날의 스펙터클은 화려한 구

경거리이자 혹하는 시각장치로서 활용된다. 도시가 량 소비공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역사  의미, 사회  맥락, 일상의 경 보다는 상품화

가 가능한 로그램, 건축물, 경  등이 부각된다.274) 가장 가시 인 소

비문화 공간 가운데 하나인 스펙터클 공간은 자본의 량 생산된 이미지

이다. 기 드보르(Guy Debord)는 스펙터클은 하나의 이미지가 될 정도로 

축 된 자본을 의미하며, 경제  생산이데올로기의 물질  표 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범 를 넘어 소비의식에 한 지배의 물질  표 이라고 

설명했다.275) 학로에는 마로니에공원을 심으로 화려한 시회, 음악

회, 특히 밤의 야외무 에서는 음악연주와 노래, 춤이 있으며 구경꾼들로 

단히 붐빈다. 아마추어 가수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뿐 

아니라 유명한 지휘자의 음악회까지, 일상을 잊을 수 있는 원더랜드로서 

273) 의 (주 12), p. 222.

274) Zukin(주 261).

275) 기 드로르(Guy Debord), 『스펙타클의 사회 (Society of the Spectacle)』(1983), 이경숙 옮김

( 실문화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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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변신한다. 

[그림 15] 마로니에공원 노래공연 

   

[그림 16] 마로니에공원 행사

학로는 한 주말 마로니에공원 주변에서 빈번히 개최되는 집회(시

)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사안이 면화

되는 상징  공간이면서, 시회와 음악회가 함께 진행되고 떠들썩한 축

제가 벌어지며,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을 축소해 놓은 듯한 놀이기구가 설치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혼성 인 공간이다. 

[그림 17] 난새와 함께하는 돗자리 음악회 

   

[그림 18] 마로니에공원 아트 리마켓 

이 게 상이한 벨의 리얼리티, 상이한 시간,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공

존을 가능  하는 원리는 궁극 으로 자본주의와 시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샤론 주킨(Sharon Zukin)이 “탈 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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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여러 특징은 학로에서 발견되는 와 같은 양상을 포함한다.276) 

샤론 주킨이 “새로운 양식으로서 포스트모던  양상”으로 정의하는 포스

트모던  도시조형의 특징은 학로의 양상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는 포스트모던  도시조형의 “그 이 의 통 인 공간의 정체성을 해체

하거나 그것을 새로운 노선에 따라 재구성하게끔 강요하면서 공간과 시

간의 시각  소비가 가속화되고 산업생산의 논리로부터 추상화되는 방

식”을 이 의 것과 구별되는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277) 학로는 1398년

에 성균 이 들어선 이후 서울 학교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  공간, 

그로부터 연속과 단 이 겹쳐지면서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기간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공간, 이를 가시화하기 한 역사  유물 등 각종 

조형물 등이 함께 섞여 조직된 공간이다. 

이처럼 마로니에공원은 복합 인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테로

토피아의 에서 본 공원은 시·공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  사건, 

그리고 주변에 한 맥락의 서로 다른 요소가 선택되어 병치되고, 이들

은 시간  측면에서 겹쳐지고, 충돌하면서 배치되어 있다. 그런 에서 

앞서 나열한 학로의 이질  기호들의 공존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

공간의 구조는 미셸 푸코가 설명한 헤테로토피아이다.278)  도시공간

에서 나타나는 헤테로토피아는 과거의 통  의미와  의미가 충

돌하면서 혼재되어 나타나는 질서를 말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에 한 

립 속에서 드러나는 계를 말한다. 이는 부분과 체의 개념을 넘어

서 체와 다른 체의 상 계로 나타나는 의미로서 미셸 푸코가 말하

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에서 나타나는 계의 개념이다. 학로에서 목

도되는 헤테로토피아의 경은 이처럼 한 공간에 여러 시간이 병존하면

276) 김정희(주 141), p. 204-205. 

277) 샤론 주킨, 「탈  도시조형: 문화와 권력의 지도 그리기」, in 스콧 래쉬, 조나단 리드

먼 편, 『 성과 정체성 Modernity & identity』, 윤호병‧안정석‧차원 ‧임옥희 옮김(

미학사, 1997), pp. 251-88, 의 , p. 206에서 재인용. 

278) 미셀 푸코가 정의한 ‘헤테로토피아’란 “어떤 사회 인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혹은 정반 에 

있을 법한 특이한 모든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의 혼재 상태는 실의 도시에서 원하지 않아

도 존재한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원하여도 실행 불가능한 유토피아에 반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통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 이질 인 것들이 그 이질성 그 로 마치 외딴

섬처럼 가로놓여 잇는 공간을 말하며, 서로 무 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세계이다. 마루타하지

메(주 264),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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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서로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공간, 복수의 배치를 하나의 장소에 병

렬 으로 배치함으로써 나란히 구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질  지 의 

경계가 만들어졌다. 이를 데이비드 하비의 에서 설명하자면 모더니

즘이 공간의 동질화를 가지고 왔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공간의 차별화, 

이질화, 비물질화 과정을 통해 병렬 으로 결합하여 거 한 콜라주를 형

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279) 

 

3.  소비공간의 가속화와 문화· 술 공간의 구심성 약화

 

문화지구 지정 이후 학로는 외 으로는 한국공연 술센터 출범, 

술가의 집 설립, 공공공연장 건립  공공연습실 마련 등 공공인 라의 

확충과 극장 수의 증가 등으로 각종 문화· 술 인 라스트럭처를 갖추게 

되었지만, 민간 소공연장  술인, 술단체를 한 실질 인 세제혜택

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상업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자연히 학로 지역 

공연장의 임 료도 동반상승하게 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주체 던 소극장

이 변두리 지역 는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소

극장  공연단체는 공동 연 하여 학로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 을 형

성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차 문화 클러스터의 이동 상이 나타

나고 있다.

1) 상업지 의 확장

한 신문에서는 2004년에 서울시가 의욕 으로 추진한 문화지구 지정 

육성사업은 1년이 지난 시 에서 「문화 몰아내는 “문화지구 사업”」이

라고 혹평했다.280)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의욕 으로 추진한 문화

지구 지정  육성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문화지구의 문화‧

술을 도리어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4년에 문화지구로 지

정된 학로의 경우 소극장이 300석 이상의 규모 공연장과 높은 임

279)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Spaces of Neoliberalization)』

(2005), 임동근‧ 박훈태‧박  옮김(문화과학사, 2010), pp. 241-45.

280) 박세환, 「문화 몰아내는 “문화지구 사업”」, 『세계일보』, 20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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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떠 려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면서 실험 이고 창의 인 문화 술

인들의 터 을 하고 있다는 을 내세웠다. 이러한 평가는 정확하게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시 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한 기획

기사에서 학로의 문화지구 정책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상징 으로 보여

주었다.

학로는 술인, 특히 연극인들에게 문화와 낭만의 공간이었다. 이곳이 

언제부턴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 한 상권으로 변질 다. 방

아쇠는 엉뚱하게도 문화지구 지정이다. 서울시는 2004년 혜화로터리와 

이화동로터리 사이 1.5㎞ 구간을 문화지구로 정했다. 문화 술진흥법상 

문화지구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하려

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지구 지정은 당  목 과 반 로 학로 소극장들을 힘들게 만들었

다. 학과 기업들이 앞다퉈 학로로 진출하면서 땅값·임 료 상승을 

부채질했다.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은 술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돌

아갔다. 학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업 등을 하고 있다. 기업은 화

·식당·쇼핑몰이 한데 모인 멀티 스 등 상업시설을 세웠다. 문화지

구에서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건물주 한마디에 문을 닫는 소극장은 수없이 목격된다 (…) 28년 역사의 

학로극장도 치솟는 임 료에 최근 폐  기를 맞았다. 2004년 월 150

만원 정도 던 이 극장 임 료는 10년 만에 340만원이 다.281) 

안타깝게도 지 의 학로는 규모의 상권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지

가 천정부지로 오름에 따라 지 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지 한 공헌을 

했던 술인들이 밖으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 이션

(Gentrification) 상의 표 인 공간이 되어버렸다.282) 학로가 문화

281) 황인호, 「 학로의 역설… 문화지구 지정 후 사라지는 문화공간 소극장들 “월세 더 내거나, 

건물 비우거나”」, 『국민일보』, 2015. 3.28.

282) 햄넷(Hamnett)과 랜돌 (Randolph)는 젠트리피 이션이 일어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 다. (1) 임 료 격차로 젠트리피 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의 공  조건이다, (2) 젠트리

피 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생성되는 것이다, (3) 매력있는 도심과 도시 내부환경이 조성

되는 것이고, (4) 도심 주변 주거를 선호하는 계층의 형성이다. 젠트리피 이션은 물리 , 경

제 , 사회 , 문화  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Hamnett & Randolph, "The Role of 

Landlord Disinvestment in Housing Market Transformation: An Analysis of the Flat 

Break-up Market in Central Lond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9:3(January 1984), pp. 259-79. 김수아,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  구성: 홍  공간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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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 지정되면서 표 인 문화군집을 이루었던 소극장이 2010년에 

200개 가까이 늘어났다가 5년새 어든 수치이다. 2016년 11월 기 으로 

략 123개로 악되고 있다.283) 문제는 문화지구 지정 이후 학로가 

연극의 거리와 함께 거 한 상업지구가 다는 것이다. 이와 련해서 

특히 학로는 문화지구 지정 이 과 그 이후로 나 어 속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와 문제 을 분석한 연구 한 다수 등장했

다.284) 하지만 사실 이러한 우려는 문화지구 지정 이 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문화지구는 시작도 하기 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곳에 술집과 음식 들이 거 들어서고 땅값과 

임 료는 터무니 없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건축허가 기

을 강화하는 등 책을 내놨습니다.285) 

문화지구 지정 등 최근 심이 고조되면서 300석 이상의 규모 극장이 

들어서고, 극단보다는 상업 인 기획사나 건물주가 운 하는 공연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료가 올라가고 연극은 상업 으

로 변하고 있다. 100석 이하의 공연장이 고, 창의 이고 실험 인 연

극은 삼선교 등 성신여  주변으로 이 하리라는 상이 곳곳에서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학로의 높은 유동인구를 노린 상

업자본에 의해 학로 일 의 임 료가 폭등하고, 학로를 문화공간답

게 했던 소극장이나 화랑이 려나고, 그 자리에 먹고 마시는 소비업종

이 들어차면서 학로의 미래를 치기 힘든 국면이 두되었다.286) 

더불어 이러한 경향성은 학로의 공간패턴에도 그 로 반 되어 나타

났다. 재 학로의 상업시설 확산의 정도는 마로니에공원 북측 내부블

으로』(서울연구원, 2013), p. 22에서 재인용. 

283)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 공연장 정보. http://www.e-stc.or.kr/

284) 이신 , 「 학로 연극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30권 제1호(2016), 

한국문화 연구원, p. 83. 체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로가 형화‧상업화되어가는 공

연의 추세에 따라 극단 체제가 붕괴되고, 소극장이 연쇄 몰락하고 있으며, 기야 연극인 사

이에 ‘탈 학로’를 모색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 한다. 

285) 김잔디, 「문화지구 정지 부작용, 책 있나?」, 『YTN』, 2004. 3.4.

286) 연합뉴스, 「문화지구 지정이 문화를 죽인다?」, 200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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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근 주거지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명로

/소나무길 심으로 그 집 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역별로 분석해

보면, 교통수단 이용 치를 심으로 상업시설이 치해있고, 보행자 

도로인 동숭길, 인근 소나무길에도 소규모 상업시설이 집 되어 있는 형

국이다. 학로길(소로변)로도 문화,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문화시설

과 상 없이 같은 역에 분포되어 있다.287) 이와 같은 사실은 2000년  

이후 학로가 소비 심의 상권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단 으로 보여주

는 증거이다. 이런 상은 소극장 운 자에게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겨주

었고 결과 으로 서울시가 학로의 술문화를 보존하기 해 문화지구

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었지만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도 

이러한 추이는 어들지 않고 더욱 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로 문화지구 제도는 장 술인이 처해있는 정확한 상황과 수요

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지 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원

정책이 주로 건물주의 조세 감면과 비문화 업종의 신규진입 규제, 그리

고 극소수 술인에 한 리융자 등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학로 문화지구 제도는 술인이 그토록 바라는 실질 인 창작환경 개선

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치솟는 임 료는 료

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 술인의 창작 의지를 하시켰고, 기야 

학로 터를 기반으로 살아왔던 술인의 존재가치마  자리를 지키지 못

하는 결과를 래했다.288) 물론, 상업  공간의 도입은 일반의 공간보다

는 의 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여와 근성을 공공

역의 기 으로 삼는다면, 분명 상업공간의 확 는 정 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공간이라는 것은 기본 으로 자본의 논리를 

심으로 공간을 소비하고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한 공간이다. 학로는 재 마치 랜드의 시장이 되기라도 한 것처

럼 수많은 상품  특히 국 인 유통망을 갖춘 형 소비 포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지역의 상업화로 인해 공연장 임 료 등 고정비용의 상승이 

작품의 단가를 높이고 이로 인해 람객 감소와 수입 감소, 재정 악화, 

287) 이로재(주 241), p. 24.

288) 이신 (주 284), p. 82.



- 146 -

작품제작 투입재원 고갈, 부실작품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흐름과 논리에 따른 공간 생산은 오늘날 학로를 소비 심

의 공간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르페 르의 논의를 통해서도 

잘 조명된다. 르페 르는 소비의 덫에 걸린 공간은 역사 으로 형성된 

존재와 축 된 실체를 단지 “소비”만 하러 몰려드는 객의 홍수 속에 

노출시킨다는 을 지 했다.289) 르페 르는 사회 혹은 제도는 그것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것은 결국 오늘

날 자본주의체제가 어떠한 사회  공간을 만들어왔는지의 문제와 연 된

다는 을 강조했다.290) 본 에서 논의한 학로의 변화과정은 르페

르의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본주의가 그것을 활발하게 확 ‧

재생산하기 해 공간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에 해 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데이비드 하비 역시도 

공간의 상품성이 극 화되는 것은 자본의 유연  축 구조인 포스트모던

 경 이 가지고 온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 다.291) 특히 문화지

구 정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반에 구축된 학로의 문화시설이 (官)주도의 의지에 따

라 이루어졌다면, 1990년 부터 상업화의 주역은 민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문화는 정부에서 하달된 지침 같은 것도 아니고, 미술 에 

시된 그림이나 조각품도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는 

아무리 문화 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본주의  특성이 면화

된 소비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르페 르의 주장처럼 모든 것은 자

본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된다. 결국 공간의 질서와 체계는 편화되고, 

공간은 자본  가치에 따라 계화된다. 그 공간들에서는 어떠한 특징과 

289) 앙리 르페 르(주 7), p. 171.

290) 투자에 따른 이윤의 회수와 투자된 액의 회 속도에 한 압박은 잠재  소비자와 소비 

심지를 도시로 집 하게끔 만들었다. ‘물리  하부구조, 통신 체계, 시장 심지’를 세우기 

한 도시로의 투자는 :자본 순환의 잠재  기 를 형성하는 동시에 자본순환이 보다 수월하게 

발될 수 있는 요한 조건으로 창출된 도심 내로 상품(노동력까지 포함된) 사용가치의 집

합체“를 만들었다. David Harvey, 『도시의 정치경제학 The Urban Experience』 (1989), 

의수 옮김(한울, 1996), p. 45. 

291)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London, Blackwel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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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도시의 경 이 유사하게 발 하고, 그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기 한 방법이 용된다. 자본주의  공간이라는 

본질 인 속성 자체가 추상공간으로서의 략을 숨기고 있다. 르페 르

는 이러한 추상공간의 형태를 도구  공간이라는 용어로 표 하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이 된 문화의 체계들은 장소에 한 인간의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에드워드 (Edward Relph)는 이안 나

이른(Ian Nairn)의 용어를 차용하여 ‘서 토피아(subtopia)’라는 공간 개

념을 제시하 다.292) 서 토피아는 목 이나 계에 어떤 패턴도 가지지 

않고 인  구조물을 아무 생각 없이 섞어 놓은 곳이다. 서 토피아는 

끝없이 이어진 주택단지나 선, 간 , 주차장이 뒤섞여 있는 간선도로를 

따라 발 한 상업지구와 같은 장소를 뜻한다. 그것은 무작 로 치한 

과 지구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각 이나 지구는 상업  이윤

이라는 하나의 목 만을 수행하며 주변의 일상생활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채 오로지 도로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공간은 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역으로 조직화되고 규칙화된다. 격한 산업화 과정에

서 나타난 도시의 공간구조나 지역 불균등은 모두 산업화를 추동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결과가 공간 으로 반 된 것이다. 결과 으로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지역성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모든 공

간이 비슷해 보이고,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2) 민간 소극장의 폐 이나 이주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학로에서는 연극인 100여 명이 상여를 맸

다. 이 퍼포먼스는 30년 가까이 학로를 지켜온 ‘ 학로극장’의 폐 소

식에 연극생태계의 기를 알리기 한 것이었다. “피와 땀이 서린 곳, 

소극장 살려라”, “내몰리는 연극인, 내몰리는 연극거리” 등의 문구가 

힌 검은 만장(輓章)들 뒤로 연극인 100여명이 곡을 하며 행진을 했다. 

원로 연극인들까지 이날 거리로 나선 것은 1987년에 개 해 28년간 학

로를 지켜온 ‘ 학로극장’이 폐  기에 놓 기 때문이다. 학로에서 

292)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1976), 김덕 , 심승희 옮김(논형, 

200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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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소극장이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문을 닫으

며 연극인은 ‘탈(脫) 학로’를 이야기한다.293) 이들은 창조경제와 문화융

성을 부르짖는 시 에 문화지구 지정 이후 학로에서 문화가 사라지고, 

건물주의 턱없는 임 료 상승에 한 요청은 곧 연극인에 한 살인이라

고 외쳤다. 그러나 그 외침은 소리 없는 메아리 다. 학로극장 자리는 

더 넓게 확장된 고기집으로 변모했다.294)

문화지구 지정은 당  목 과 반 로 소극장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문화

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은 술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돌아갔다. 기업은 

화 ‧식당‧쇼핑몰이 한데 모인 멀티 스 등 상업시설을 세웠다. 문

화지구에서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 28년 역사의 학로극장도 

치솟는 임 료에 최근 폐  기를 맞았다. 2004년 월150만원 정도 던 

이 극장 임 료는 10년 만에 340만원이 다. 건물주는 100만원을 더 올

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재진 학로극장 표는 “우리 극장에서 

1990년 공연한 ‘불 좀 꺼주세요’가 94년 서울시의 ‘정도 600주년 기념사

업’으로 화 ‘서편제’와 함께 400년 후 후손들이 볼 수 있는 타임캡슐에 

담겨 남산 한옥마을에 수장 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작품 신 돈 되는 

작품만 무 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실”이라고 토로했다.295)

이 곡소리를 계기로, 학로 문화지구에 한 문제   탈 학로 논

의가 재 화되었다. 체 60평, 130석 규모의 학로극장은 학로 소극

장 가운데 샘터 랑새극장(1984), 연우 소극장(1987)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극장이다. 학로극장은 1990년 의 인기 창작극 <불 좀 꺼주세

요>, < 객모독> 등을 공연한 곳으로서 1994년에 ‘서울 정도 600년 사

업’의 하나 던 타임캡슐에 서울의 상징물  하나로 극장 자료가 담기

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치솟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다.296) 연극

인의 박한 심정에도 아랑곳없이 학로극장은 실제 폐 사태에 이르

고, 그 자리에는 곧이어 형식당이 자리 잡았다. 이 사례는 소  상업논

리에 학로의 정체성이 휘청이는 표 인 사건으로서 역사에 남게 되

었다. 특히 학로극장이 창기부터 학로 연극을 상징하는 공간이던 

293) 장지 (주 248).

294) 임인자, 「탈 학로 상의 황과 과제」, 『연극평론』 제78권(2015), 한국연극평론가 회, p. 24. 

295) 황인호(주 281). 

296) 장지 (주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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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라 연극인의 상실감과 박탐감은 매우 컸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한 

기감도 동시에 고조되었다. 무엇보다 학로극장의 폐  사태는 2011

년을 기 으로 소극장의 잇따른 폐 으로 재 화된 탈 학로 논쟁 이후

에 각종 책이 나왔지만, 그것이 헛돌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297) 

폐 된 학로극장 이외에도 재 기에 처한 소극장은 지 않다. 

<표 Ⅳ-13> 최근 학로 지역 폐  소극장 황298)

구

분
극장명

폐

업

연

도

폐업 사유 극장명

폐

업

연

도

폐업 사유

1
배우세상 

소극장
2011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0 문화공간 아리 2014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2
학로 

우리극장
2012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1

상상아트홀 

블루
2014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3
바다 

씨어터
2012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2

상상아트홀 

화이트
2014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4
마라클씨어

터 1
2013 업종 변경 13

김동수 

이하우스
2014 건물주 업종 변경 

5 학  그린 2013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4

서울문화 술

학 학로극장
2015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6
이 란의 

감성놀이터
2013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5

익스트림 

씨어터 2
2015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7
극단 인 

사람들
2013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6 서울호서아트홀 2015 건물주 업종 변경 

8
소극장 

가변무
2013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7 학로극장 2015 건물주 업종 변경 

9
배고 씨어

터
2014

공연장 운 재정

의 어려움
18 아리랑소극장 2015

공연환경 보장되

지 않음

<표 Ⅳ-13>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지명도 있는 민간 소극장

들이 잇따른 폐 사태를 맞았으며 폐 된 학로의 소극장 수도 19여 개

297) 이신 (주 284), p. 88.

298) 의 ,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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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한다. 이 게 소극장이 폐 사태를 맞는 근본원인은 임 료 상승으

로 인한 공연장 운 재정의 어려움이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건축

으로 인한 철거, 건물주의 업종 변경 등 소극장을 운 하는 연극인의 의

지와는 상 없는 외부  변화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폐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경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학로의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과정

을 거쳐왔다. 그리고 문화지구 지정 이후, 2004년 5월 8일에 종로구청에 

공식 등록된 공연장 수는 57개 고, 2008년까지 약 4년 동안 50여 개소

가 늘어 100개를 넘어섰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40여 개로 

차 늘어나던 공연장은 이 무렵부터 학교법인, 기업의 진출이 에 띄

게 늘어나면서 160여 개로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연장 임 사

업으로 인한 수익과 더불어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의 세

을 50%까지 감면하는 지원 때문에 생긴 기폭제 을 뿐, 술인이 아

닌 건물주에게 더 이득이 되는 제도로 부작용을 안겨주어 결국 학로의 

형성에 일조했던 29년된 극장마  월세 상승으로 폐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 2016년 11월 기  소극장은 123개로 악됨).299)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경험했던 지역으로서는 홍  앞을 들 수 있다. 홍

 앞은 1980년  들어 홍익 가 미 로 특화되면서 홍익 미 를 심으

로 많은 술인이 모이게 되었고, 학교 주변에 술가의 작업실이 자연

스럽게 형성되며 특유의 공간이 생성되었다. 과거 학교 주변의 임 료는 

렴하여 홍  주변은 작가가 거주와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활

용되었다. 당시 홍  앞 건물은 나지막한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주택

의 주차장을 미 생이 작업실로 개조하여 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

었으며, 좁은 골목마다 그려진 독특한 벽화와 함께 개성있는 골목길 문

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홍  앞 문화는 상업자본

의 속한 유입으로 인해 일반 주택이 상업건물, 다세  주택, 빌딩으로 

환되었다. 이로 인한 임 료 상승은 주차장을 개조하여 작업실로 쓰던 

미 생과 술인을 임 료가 렴한 일산, 주, 문래동, 망원동, 성산동 

299) 임인자, 2015(주 294),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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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내몰게 되었다. 재 홍  앞은 수익성 높은 기업 랜드 매장

들이 그 자리를 체하고 있으며, 외부인을 한 과 쇼핑을 한 타

자지향  장소로 변질되었다.300)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건물주의 조세 감면 지원책이 소극장을 운 하

는 연극인에게 임 료 인하라는 실질 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

했지만, 실은 이와 반 로 임 료는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다보니 소극장을 운 하는 연극인은 어쩔 수 없이 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료 상승은 차 연극인이 무 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가

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렸다. 기야 세한 소극장은 공실률이 차 

늘어감에 따라 이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학로 주변부로  

쫓겨나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다.301) 이에 “ 학로는 외 으로 보면 번성하

고 있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골병을 앓고 있다”는 지 이 나온다.302) 

이러한 곡소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문화지구 지정에는 발 벗고 나섰던 

건물주를 주축으로 해서 술가와 손잡고 창립되었으나 지 은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학로 문화발 원회, 문화지구 지정과 지정에 

따른 유지와 보수 등이 없는 법인에 한 문제 , 그리고 결국 지 의 

안이 민간 소극장의 임 료 상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학

로라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재의 연극생산방식 반에 

한 진단과 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303) 실제로 부분의 극단이 료의 부담 때문에 제작한 공연이 호

평을 받아도 장기공연을 못하고 짧은 기간에 막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분의 세한 극단은 자체 제작

의 여력을 잃고 악순환을 되풀이 하면서 산발 으로 지원되는 창작 지원

에 기 고 있는 형편이다. 한 자본을 들여 소속 배우와 연 된 콘텐

츠를 만들려는 연 기획사와 뮤지컬을 주로 공연해 온 형 공연기획사

가 극장운 에 뛰어든 것도 료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코미디, 뮤지컬, 

300) 김수아(주 282). 

301) 이신 (주 284), p. 89.

302) 장은교, 「 학로 문화 지형도의 변동」, 『경향신문』, 2007. 7.17.

303) 임인자, 2015(주 294),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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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드라마처럼 돈 되는 공연의 남발로 소극장 공연이 속히 상업화

되어가고 있다는 이다.304) 학로의 민간공연공간은 시장성이 강화된 

만큼 창작성과 실험성이 어든 것이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학로에 취해진 각종의 문화 략이 학로의 문

화‧ 술 자원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실행되었지만 지 은 

학로의 미래 청사진을 단언하기 힘든 기로 내몰고 있다. 학로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술인, 민간극단, 소극장의 치는 매우 불안

하고 태로운 상태다. 이미 상당수의 연습실은 학로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고, 오래된 통으로 인지도가 높은 소극장도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거 명동‧ 화문‧신  시 을 거쳐 학로로 서식지를 옮

겼듯이 연극인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탈 학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작 의 실이 되었다. 

학로의 문화· 술 환경은 척박한 공연 술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술인의 피와 땀이 자양분이 되어 일궈낸 성과임은 두말할 나 가 

없다. 그리고 학로를 학로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는 소극장 문화가 

있다. 학로가 문화지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

고 꾸 히 활동해온 민간 소극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술

인이 역설 으로 문화지구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이

다.305) 데이비드 하비는 장소성 상실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과정에 기인하며 이러한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소외의 공간 즉, 공간  

의미의 상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지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시장

원리에 충실해지는 경제구조는 공간 으로 “빈민이나 공공의 필요보다는 

부자와 사  소비자에게 합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

다.306) 학로는 공공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기본 인 가치에 의문을 제기

하고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문화  종(種) 다양성을 상

실하지 않으면서도 성과 시장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  실험이 

재 학로에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304) 권재 , 「소극장 125개 학로에 ‘정통연극’ 무 가 없다」, 『동아일보』, 2009. 6.25. 

305) 이신 (주 284), p. 89-90

306) 데이비드 하비(주 279),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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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극장이 속도로 늘고 있는 상은 비교  안정된 배후 자본

력을 갖고 있는 일부 로덕션이나, 연 기획사 그리고 지가상승으로 이

익을 본 지주들의  다른 정신 , 물질  축  수단의 반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실질 으로 소극장수가 크게 늘었지만 공연 술

의 주체인 연극인들의 소극장 작품활동 여건은 나 지 이나 별반 다

르지 않다는 이다. 우선 문화지구 지정 이후 학로 지가가 폭등하면

서 건물 임 료가 상승해 순수연극을 창작해 오며 장인정신으로 살아온 

다수의 연극인들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극장 료 때문에 공연제

작의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지속 이고 창의 인 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07) 

정부에서는 기를 해결해보고자 문화지구 지정 3년차인 2007년부터 

학로 되살리기 로젝트를 야심차게 내세워 그 일환으로 6백억이 넘는 

산을 투입해 공공극장으로 학로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했다. 이 로

젝트는 추진 당시 연극인들에게 렴한 료를 책정해 보다 많은 극단

과 단체에 공연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 를 받

았다. 그러나 공 1년 만에 운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

졌고, 한국문화 술 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자극 받은 

문화 부는 2009년 6월에 술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로서 한국문화 술 원회의 시설이었던 아르코 술극장, 학로 술극장, 

학로복합문화공간을 통합하여 민간 술법인으로 분리하고, 2010년 1

월에 (재) 학로공인 술센터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학로는 그동안의 

비효율 인 정책의 반 과 따가운 일각의 여론  언론의 비 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한 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4.  공공문화 술지원기 의 구조 변화

1) 한국문화 술 원회로의 구조 변경과 이주

1976년에 지 의 학로로 이 하여 자리 잡은 한국문화 술진흥원은 

2005년 8월에 ‘한국문화 술 원회(Arts Council Korea, 약칭 ARKO)’로 

307) 이정훈, 「‘비싸진 학로’ 소극장 떠나간다」, 『한겨 』, 2007.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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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었다. 원회 환의 궁극 인 목 은 장 술인의 참여를 활성

화시키고 민간이 주도하는 술지원정책의 수립  집행의 자율성과 독

립성을 확보하기 해서 다. 한국문화 술진흥원(독임제)의 한국문화

술 원회(합의제)로의 환은 1998년 1월 21일에 민 총 문화정책 세미

나에서 처음 제기된 후 논의가 계속된 사항이었다. 그러다 2002년 선 

당시, 술계 안사항  하나로 통령 선거 공약사항(‘순수문화 술진

흥기구인 한국문화 술진흥원을 장 문화 술인 심의 지원기구로 

환’)이 되었다.308) 

참여정부 출범 후 2003년 4월 8일에 문화 부 통령 첫 업무보고에

서 문 진흥원을 장 문화 술인 심의 지원기구로 환한다는 방침을 

보고함으로써 원회 환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문화 부는 2003년 4

월 14일에 문화행정 신 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부에 민간자율추진 TF

를 설치하 다. 민간자율추진 TF 은 문 진흥 원회의 설립  문화

술지원제도 개선을 한 부문을 담당하 다. 당시 TF 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 원회로의 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는, 

기존에 비 을 받아온 문 진흥원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

었다. 일방향  정책 집행, 술인과의 력 부족, 술지원 련 독자

인 정책 입안 마련 미흡 등이 그 이유 다. 실제로 1972년에 「문화 술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한국문화 술진흥원은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

구하고 운 의 자율성 한계, 소액다건식 배분으로 인한 기 의 효율  

집행 리 한계, 술 장의 새로운 요구 처 미흡 등의 문제 을 지

받았다. 둘째는, 단기간 동안은 술 원회 체제의 문제 이 발생하겠지

만 장기 으로는 문화 술정책에 한 정책 입안을 독자 으로 할 수 있

다는 에서 장 술계의 욕구에 능동 으로 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망이었다. 셋째는, 장 술계의 의견 반 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

는 기 다. 당시 TF 은 화진흥 원회 등 국내사례뿐 아니라 국외

사례로 미국과 국을 보았고, 이 에서도 국 술 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를 요한 벤치마킹 상으로 하 다. 특히 

308) 의 책, pp. 2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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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주목하여 문화 부가 

술에 한 기본정책  방향을 수립하면 술 원회가 세부정책을 실

행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309) 그리고 이 정책안은 참여정부 <새 술정

책>의 과제가 되었다. 정부가 2004년 6월에 발표한 술분야 장기 

비   추진계획인 <새 술정책>을 보면, 민간의 역할 강화뿐 아니라 

앙정부의 감독자 역할에서 조정, 평가, 기획자로 환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민 총을 심으로 한 술계의 노력으로 「문화 술진흥법개정안」이 

2004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문화 술진흥원

은 2005년 8월 26일에 한국문화 술 원회(이하 술 원회)라는 민간

원회로 환되었다.310) 개정된 문화 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 술을 지

원하기 해 문화 술진흥기 을 설치하고(법 17조), 이를 운용 리하기 

한 기구로 한국문화 술 원회(이하 술 원회)를 규정한다. 기 이 

우선하고 기 리운  주체로서 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술 원회

는 11인의 문화 술 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산하기 리기본법」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 부 산하기 의 지 를 갖으며,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의 정의에 따라 기 리형 정부기 에 해당된다. 술

원회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국고와 동일하게 기 운 계획안의 

수립, 기 운용계획의 변경, 결산, 성과 리 등에 문화 부, 기획 산

처, 재정경제부, 국회, 감사원의 통제를 받으며, 복권기 사용과 련하여 

복권 원회의 심의, 평가를 받는다. 

309) 통령자문 정책기획 원회, 「한국문화 술 원회 설립: 장 술인, 술정책의 심에 서

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310) 술 원회 설립과 련된 근거법은 문화 술진흥법으로 참여정부는 원회 환을 해 본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된 개정목 은 문 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 술 등에 

하여 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 술 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이 주도

으로 문화 술지원에 한 실질 인 정책결정원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함이었다. 

문화 술진흥법 개정 정부제출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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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2년 2012년

술 창조역량 강화
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술세계의 개척

술가의 창작역

량 강화

술가의 창조역

량 강화

문화 술교류 활성화 술의 국제 력 증진

문화 술 매개활동 확

(지원시설 운 )
술 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 술 공간 

운

문화 술 향수기회 확

술의 생활화

술의 사회  역

할 확

생활 속의 술 활성화
생활 속의 술 

활성화

<표 Ⅳ-14>  한국문화 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 술 원회로의 체제개편311)

한국문화 술진흥원 체제(1973-2005) 한국문화 술 원회 체제(2005-2016 재)

조직기구

 미술회  개 (1979)

 아르코자료  개 (1979)

 문 회  개 (1981)

 무 술연수회  개 (1992)

 술자료  이 개 (1992)

 한국문화 술 원회 설립(2005)

 구로구 구로동으로 본  이 (2010)

 ‘ 술가의 집’( 학로 본 리모델링)

 주‧ 남공동 신도시 나주이 (2014)

 아르코미술 , 아르코인력개발원이  제외

기  설립  분리 독립

문화발 연구소의 독립(1984)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문화 연구

원) 신설독립

술정보  분리(2010)

국립 술자료원 신설독립

아르코 술극장 + 학로 술극장 분리(2010)

▶ 한국공연 술센터 신설독립

술 원회가 출범하고 8개월 후인 2006년 4월에 술 원회는 <아르

코비  2010>을 공표했다. 술 원회는 비 을 실 하기 한 8  략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  산 체계도 개편하 다. 술 원회 출

범 이 과 다른 특징이라면 우리 사회의 시  추세에 맞춰 술의 사

회  책임을 강조했다는 이다.312)

<표 Ⅳ-15> 문 진흥기  사업체계  산편제의 변화(2006-2013)313)

311)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33.

312)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 317.

313) 의 책,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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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술의 진흥
지역문화 술 진

흥

지역문화 술 진

흥

문화 술 매개활동 확

(매개활동 지원  기반

조성)

술의 가치 확산

과 보존
술의 사회  가치 제고

술의 사회  

가치 제고

술 원회는 수십 년 간 미술 (아르코미술 ), 공연장(아르코 술극

장), 자료 ( 술정보 ), 연수원(아르코 술인력개발원)을 운 해왔다. 

그러나 선택과 집 을 요시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 차

원에서 일부 산하시설들을 독립 법인화하게 되었다. 먼  술정보 이 

2010년 3월에 국립 술자료원으로 독립 재단화하고, 7월에는 아르코 술

극장과 학로 술극장( 학로복합공연장)이 독립재단화하여 한국공연

술센터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술 원회는 재 아르코미술 (종로구 

동숭동)과 인사미술공간(종로구 창덕공간), 아르코 술인력개발원(고양시 

성 로)만 산하시설로 두고, 직  운 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문 진흥원(한국문화 술 원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합의제 기 으로의 

환과 2014년에 지방( 남 나주)으로의 이 이다. 여기에 모 제도의 

폐지, 기 사업 규모의 격한 확  한 진행되었다. 특히 합의제 환

과 모 제도 폐지는 기존의 재원확보 책과 의사결정 구조의 면 인 

변화를 가져왔다. 

술 원회는 공공기  지방이  정책에 따라 2014년에 나주 신도시

로의 이 을 앞두고 2010년 5월에 구로동(새말로)의 임시청사로 이 하

면서 학로 시 를 마감하게 되었다. 그 후 학로 구 청사는 술가와 

술인단체, 술후원 기업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 술가의 집’

으로 개방되었다.314) 한국문화 술 원회의 이 은 그동안 공공문화정책

의 심지로서 문화· 술 공간의 상징성을 응축하고 있던 학로가 그 

구심력이 약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314)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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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회 에서 아르코미술 으로

1979년에 한국문화 술진흥원 미술회 으로 시장을 개 한 이후 

2002년에는 ‘마로니에미술 ’으로 명칭을 변경하 고, 2005년에는 한국문

화 술 원회 출범과 함께 ‘아르코미술 ’으로 환되었다. 마로니에미술

 운 시까지는 주로 개인이나 미술단체의 창작‧발표활동에 한 간

지원의 방식으로 시실을 하 고, 동시에 수 높은 시  작가‧

기획자의 발굴을 해 기획자와의 공동 시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 되

었다. 특히 2004년에는 미술  운 의 경쟁력 강화를 한 인 라스트럭

처 구축 차원에서 일반  폐지, 자체기획 로그램의 면시행  미

술  장기 발 계획 수립을 통해 미술  운 의 새로운 기가 마련되었

다.315)

마로니에미술 으로 환된 시 에서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환시킨 

사건을 논한다면 IMF를 꼽을 수 있다. 1997년의 IMF가 몰고 온 경제

기와 함께 국제화, 세계화, 지구화의 요구는 활동이 어려운 은 작가

들의 활동 장(場)을 마련해  수 있는 안공간이 생겨나게 했다. 그 과

정에서 미술 의 시도 2001년 즈음에는 은 작가에게 시선이 집 되

던 시기 다. 특히 미술 의 측면에서 1998년에서 2004년 사이는 일종의 

과도기로서 미술회 은 을 차 이면서 자체기획 을 늘려가던 시

기 고, 이 시기에 인사미술공간이 신설(1998)되었으며 본격 인 큐 이

터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 미술회 은 마로니에미술 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체기획  심으로 환되었다. 

아르코미술 으로 환된 이후에는 크게 시, 문교육, 사회교육, 

객개발 로그램, , 아카이  등 몇 가지의 사업으로 구획되었다. 무

엇보다 아르코미술 은 아르코만의 차별화된 시공간으로 만드는 략

이 요구되었다. 2000년 이후 미술 의 성격을 자체 으로 만들어나가면

서 이러한 술 내 인 담론 탐구와 실험성을 기반으로 한 시 경향은 

지속하면서도, 여타 국‧공립 미술 과는 다른 색깔을 만들기 한 노력

을 시도하 다. 아르코미술 의 시 로그램이 다른 국‧공립미술 과 

315)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p. 7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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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는 지 으로 당시 내부 구성원은 실험성, 진취성을 꼽았다. 당시

에 실질  장역할을 수행했던 장에 따르면 우수한 시설과 산을 가

진 규모 시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코미술 은 한국

미술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르코의 역사  의미를 지속시키면서 차별화된 

강소형 공간을 만드는 략이 요한 과제 다고 밝혔다. 덧붙여 2000년 

이후의 아르코미술 은 일반  미술 보다는 쿤스트할 나 ICA와 같은 

아트센터로서 다양한 장르와 역이 소통하는 실험  술공간을 지향해 

왔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미술을 재해석하는 등 정체성을 유지해온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르코가 가진 가장 큰 장 으로서 신세 의 흐

름을 반 하여 장과 소통하는 기획 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요했다

는 도 부여했다.316) 

문 진흥원이 문화 술 원회로 환되면서 그 기능이 확 되고 강화

됨에 따라 두되었던 미술 의 문성은 시감독제의 신설과 이를 

한 시감독 공모, 그리고 2007년부터 문운 의 장제로 그 방향을 

선회하면서 문화된 미술 으로 나아가고자 종합 인 지향 을 설정하

다. 그러나 한때는 2000년  후반에 정권이 바 면서 학로를 공연

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연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술 을 없애고 공

연장을 만들겠다는 공연계의 주장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아

르코미술 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제는 시 으로 요청되는 요

한 과제 다. 당시 이 상황을 어떻게 돌 해나갔는지에 해서 내부 구

성원이었던 계자는 타 장르와 소통하는 융‧복합  성향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응하며 미술

의 상을 꾸려가야 했기 때문에 문학과 미술, 음악과 미술, 화와 미

술 등 좀 더 실험 이면서도  근성이 있는 내용들로 시 담론

을 확 하는 방안을 미술  차원에서 모색했다는 것이다.317) 

아르코미술 이 학로에 혼자 떠있는 섬처럼 독립 인 공간으로 분리

되지 않고 학로라는 공간에 공생하면서도 미술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

고자 강조를 두었던 것은 시에도 그 로 반 되었다. 아르코미술 은 

316)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2015(주 155), pp. 125-26.

317) 의 책, pp.  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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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미술  30주년을 기념하여 《 학로 100번지》라는 시를 개

최했다. 여기서 “ 학로 100번지”는 아르코미술 의 행정구역상의 주소

지를 뜻한다.318) 2014년에도 미술 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미술을 

한 캐비넷》 을 기획해서 한국문화 술 원회 술자료원과 아르코미

술 이 보 하고 있던 술아카이 를 심으로 40년 시의 역사를 살

펴보는 시를 개최했다. 1974년부터 2014년까지 아르코미술 은 약 

2,000여회의 시회를 개최했다. 술가, 작품, 공간이 어우러져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했던 미술 은 그런 의미에서 학로의 문화 , 역사  환

경뿐 아니라 한국근 사의 많은 이야기를 반 하고 있음을 보여

다.319) 

그동안 아르코미술 의 시는 미술창작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기

획 을 극 유치(기획 시)하며, 지역의 우수한 신진작가 작품 을 

통해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방향성은 다양한 기획

시를 지속 으로 개하면서 다양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아르코미

술 은 우리나라 국‧공립미술  35개 에서 무엇보다 당 의 새로운 실

험 인 시각 술을 다루는 시 심형 공공미술 이다. 그간 미술 은 

국제 이고 실험 인 분야로 특화한 시와 교육‧연구 기능을 통해 우리

나라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객에게는 새로운 의 시각 술을 

감상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을 두어왔다.32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아르코미술 의 한계이자 제약이라면 ( )정부 기 으로서 정부의 술

정책 방침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그러한 조건은 때로는 특정한 시  상황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도화선

으로 작용했다.  

아르코미술 은 다른 국‧공립미술 이나 사립미술 에서 진행할 수 없

는 술  실험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창의  담론을 생산하면 이를 시

로 구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그 게 되기 

해서는 한 많은 개 이 필요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런 에서 국‧공립 

318)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2009(주 157), p. 8.

319) 한국문화 술 원회 아르코미술 , 2015(주 155), p. 6.

320)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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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미술 , 그리도 안공간을 연계하는 간자  입장을 견지하면

서도 정치에 향을 받지 않으며, 독립성과 문성을 가지고 운 하는 

새로운 강소모델로 거듭날 수 있는 략이 필요한 시 이다. 특히 문화

술 심지구라는 학로의 특정 환경 안에서 마로니에공원을 앞마당으

로 가지고 있는 미술 의 공간  특성은 아르코미술 만이 지닐 수 있는 

물리 ·사회 인 환경이면서, 미술 의 시를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시

키고 지역과의 공생  시도를 도모할 수 있는 차별  지 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 회 에서 아르코 술극장으로

무 술 용극장이 없었던 1981년에 개 한 문 회 은 그 후 2002

년에 ‘문 진흥원 술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5년에 ‘아르코 술

극장’으로 바 었다. 술극장은 2004년도에 총 17억 원을 들여 인 

리노베이션 공사를 추진해서 12월 27일에 재개 되었다. 리노베이션 공

사는 2005년 8월 16일부터 40여 일간 한 차례 더 진행되었다. 2004년의 

인 리노베이션 결과 쾌 한 공연환경을 이룬 두 개의 공간(608석

의 로시니엄 극장, 132석의 가변형 블랙박스 소극장)과 연습실  

부 시설을 갖춘 아르코는 장 술가에게는 작업하고 싶은 공간으로 28

년 공공극장의 분 기 환을 이루어냈다.321)

2000년  들어서 아르코 술극장은 극장으로서의 굳은 이미지를 

벗고 체계 인 기획공연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개별 공연의 공동기획 공연 혹은 그것

의 발  형태인 견과 신진작가를 묶은 동일개념의 기획 <Best & 

First>, 그리고 공동제작의 한 형태인 <Made in 아르코 술극장>, <

의환향 시리즈>, <우리 뮤지컬의 힘>, <송년 로그램> 등 다소 분산된 

로그램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작

업이었다. 그 형태는 ‘공동제작’, ‘공동기획’ ‘기획 ’ ‘새로운 도 ’이라

는 4가지의 기본 로그램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는 아르코 술극장은 

321) 허순자, 「공공극장의 기능과 과제: 아르코 술극장과 술의 당」, 『연극평론』 제52호

(2009),  한국연극평론가 회,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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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공연 술제, 서울연극제, 모다페 등 주요 페스티벌에 할애하는 

기획 Ⅱ를 추진하 다. 이 기획은 연극, 무용, 음악/ 통, 기타, 뮤지

컬로 세분화했던 이 의 장르들을 연극, 무용, 다원의 세 가지로 집약시

키는 가운데 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획의 채 을 확장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홍보/마  강화를 통한 극장 랜드 강화, 고객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 공공극장으로서의 공익서비스 기능 강화, 경 효율

화  시설 화라는 사업추진 방향 가운데 첫 번째 사항의 실천이었

다.322)

무엇보다 아르코 술극장의 핵심사업은 기획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공연은 극장 고유의 미션을 주체 으로 실 하고 극장의 특징 인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극장의 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지나

치게 상업 이고  취향 인 연극의 비 을 더해가고 있는 학로에

서 아르코 술극장은 공공극장으로서 정통연극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어

가기 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와 같은 목 으로 기획 로그램을 본격

으로 운 한 것은 200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9월에 아르

코 술극장은 재의 극장명을 알리는 략으로서 아르코 술극장 기획

로그램 <Best & First>, 아르코 술극장 기획 로그램 우리 뮤지컬의 

힘과 같이, 극장명을 면에 내세우고 기획 로그램의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부제를 덧붙이는 형식을 취했다.323) 한 기획 로그램 제작의 두 

번째 목 은 극장의 이미지 제고 다. 아르코 술극장은 공공극장으로서

의 의무와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독립 인 극장으로서의 특성을 찾아 작

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획 로그램을 통해 시도하기 시작했다. 

사실 극장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측면은 다양했다. 공공성의 추진은 실험

인 시도를 지원함으로써 공연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순수

술의 창작활성화를 꾀해 국내 공연 술문화의 발 과 신진 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었다. 

한국문화 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 술 원회로 운  주체기 의 성격

322) 황선아, 「공공극장의 퍼토리 시스템 도입 연구: 아르코 술극장을 심으로」(석사학 논

문, 한양 학교, 2009), pp. 54-58.

323) 한국문화 술 원회, 2013(주 147),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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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 며 환경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극장조직도 이에 향을 받게 되

었다. 문 회 은 술극장으로 환된 후 2007년까지 을 통해 극장 

로그램을 선정하여 운 했지만, 2006년부터는 술감독제를 도입하면

서 극장장 직책이 사라지고, 술감독을 심으로 한 새조직이 구성되었

다. 2007년 반 한국문화 술 원회 직 의 틀을 벗고 술감독제를 도

입함으로써 문가에게 운 이 맡겨진 아르코 술극장은 새로운 장을 여

는 계기가 되었다. 한 한국문화 술 원회는 술감독제 도입과 함께 

2008년 이후부터 공연을 면 폐지하고 술감독이 기획한 로그램

만을 운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경우, 공연단체는 극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324) 

한국문화 술 원회가 아르코 술극장 술감독제의 도입 배경이기도 

하면서  술감독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운 방침은 극장의 퍼

토리 시스템의 정착이었다. 아르코 술극장은 2000년에 ‘ 퍼토리공연 지

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가장 먼  공연장 운 형태를 바꾸었다. 

그간 공연 주로 공연장을 운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단순한 ‘공간’

의 기능으로서의 극장이 아니라 술감독 주  아래 공연을 개발하고 제

작하는 창의 이고 능동 인 생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

은 주로 공연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작품이 고정 인 퍼토리가 

될 수 있도록 우수작품의 재공연을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넓은 성

만을 목 으로 하는 흥미 주의 공연이 아닌, 탄탄한 작품성과 높은 완

성도를 토 로 한 우수공연작을 지원·재공연함으로써 양질의 문 진흥육

성이라는 공공성과 수 높은 공연 유치라는 극장의 색깔을 유지코자 한 

것이었다.325) 로그램 구성과 선택  반 인 극장운 에 있어 어느 

정도 술감독의 자율권이 보장되게 된 아르코 술극장은 1년 남짓한 사

업기간을 통해 주목할 지 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동시에 부족한 도 

지 되었다. 아르코 술극장은 연간 로그램의 사  확정  꾸 한 홍

보에도 불구하고 객개발 략에는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326) 그러

324) 허순자(주 321), p. 49.

325) 한국문화 술 원회, 2008(주 152), p. 574.

326) 허순자(주 32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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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으로 아르코 술극장은 술감독시스템의 도입으로 그간 

사업에 주력했던 소극 인 사업의 구도를 극 인 공연 로그래 을 

도입하는 공연장으로 환했다는 에서는 일단의 분기 을 만들어내는 

환 이 되었다. 2010년 7월에는 아르코 술극장과 함께 학로 술극

장이 독립재단으로 환되어 한국공연 술센터로 통합되었다.  

5.  교육·문화· 술 자원의 유입과 잠재  기능

학로는 2000년  이후 기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2000

년 이후 다시 학로에 학이 유입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학교 의과 학이나 주변의 성균 학교 등이 오래 부터 치해 

있었다는 을 차치하고라도 최근 들어 홍익 학교, 앙 학교, 국민

학교, 상명 학교, 동덕여자 학교 등뿐 아니라 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

는 새로운 학 캠퍼스까지 학로 주변에 분교 형식의 캠퍼스를 설립하

여 학원 과정  평생교육원 과정,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격을 

띠고 들어서고 있다. 어떤 학은 공연 술분야,  어떤 학은 화, 

상  어느 곳은 디자인, 그리고 특정 학은 순수미술 등 각자 특화

된 분야를 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미술, 디자인, 

화, 공연 술, 연극 등 문화‧ 술 분야로 특화된 공이 입주해서 학로

에 분교가 만들어졌다는 은 무엇보다 특징 이다. 

 <표 Ⅳ-16>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6년 기  학로에는 상명 , 동

덕여 , 홍익 , 앙 , 국민  등 총 9개의 술 련 학이 치하고 

있다. 디자인 련 학이 4개이고, 공연 술 련 학이 4개이며, 그 

외 평생교육 문과정을 운 하고 있는 학이 1개이다. 학로에 분교 

형식의 캠퍼스 건립은 동덕여  공연 술센터(1999)의 건립을 시작으로 

앙  공연 상 술원이 2001년 9월에 새롭게 이 하 으며, 2004년에 

상명  술디자인센터와 국민  제로원디자인센터가 설립되었고, 2012

년에 홍익  학로 아트센터가 연건동에 새롭게 들어섰다. 표 인 분

원 캠퍼스의 황을 살펴보면, 상명  술디자인센터는 장 심 문화



- 165 -

[그림 19] 학로 교육시설 역분석

술인 양성을 해 건립되었으며 재 

술디자인 학원 11개 공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행정실, 평생

교육원, 세미나실, 실습실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시설로서 소극장, 갤러

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덕여  공연

술센터의 경우는 공연 술의 각 분야를 

연구하고, 산학 동을 통한 장교육으로 

문 공연 술인을 배출하기 한 술교

육  연구기 으로서 설립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극장, 세미나실, 연습실, 분장

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 학교 제로원디자인센터는 평생교육사업 

 복합 술공간 사업으로 운 되고 있다. 복합 술공간 운 사업의 목

은 본교 구성원뿐 아니라 졸업생, 각종 내외 유 기   외부인이 

문화‧ 술 활동에 필요한 발표· 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주요시설로서 디자인씨어터, 스튜디오, 강의실 등

이 있다. 앙 학교 공연 상 술원은 2001년 7월에 동숭동에 있는 우

당 기념 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공연 상 술원으로 개원하

고, 홍익  학로 캠퍼스는 문화‧ 술 련 공의 경쟁력 강화  특

성화 추구를 해 건립되었다. 홍익  내부에는 국제디자인 문 학원

(IDAS), 산업미술 학원, 상 학원, 공연 술 학원, 고홍보 학원을 

한 첨단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디자인 신센터(DIC), 국제디자인

트 드센터(IDTC), 서울국제디자인 라자(SIDP), 서울디자인센터(SDC) 

등 디자인 련 연구시설이 입주해 있다. 무엇보다 학로 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된 학로아트센터(HDAC)는 뮤지컬 용극장으

로 702석 규모의 극장과 150석 규모의 블랙박스형 소극장, 자연채 의 

형 시실 4개 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서경 학교가 재 동숭아

트센터 주변에 공연장을 건립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학 련 시설

은 더 늘어날 망이다. 이처럼 학로에 치한 분원 캠퍼스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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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기 명 내용 개 일자 주소

홍익 학교

국제디자인 문 학원(IDAS)

산업미술 학원

상 학원

공연 술 학원

고홍보 학원

 국제디자인 문 학원(IDAS), 

산업미술 학원, 상 학원, 

공연 술 학원, 

고홍보 학원을 한 첨단 

교육시설이 설치됨

 디자인 신센터(DIC), 

국제디자인트 드센터(IDTC), 

서울국제디자인 라자(SIDP), 

서울디자인센터(SDC) 등 디자인 

련 연구시설이 입주함

 학로아트센터(HDAC)  시설 : 

뮤지컬 용 극장 드(702석), 

소극장 블랙(106석), 갤러리 

-2012. 11 

학로캠

퍼스 공

(57,098.12

㎡)

학로 

아트센터 

개

서울특별

시 종로구 

학로 57 

(연건동) 

디자인 신센터(DIC)

국제디자인트 드센터(IDTC)

서울국제디자인 라자(SIDP)

서울디자인센터(SDC)

미술디자인 시장(Gallery 

Blue)

학로아트센터(HDAC)

극, 화, 술, 디자인 련 공이 입주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장

체험 기회로 시 지를 높이고 있고, 강의실  연구실, 연습실, 실습실뿐 

아니라 학 내에 공연장, 갤러리, 시장, 공 련 분야의 도서실을 갖

추고 학에서 활용하지 않는 유휴기간에는 일부 지역사회에 을 통

한 시설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학시설이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과의 지리‧공간  결합을 통해 

학과 지역사회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의 장 심교육을 

통한 교육  시 지 효과뿐 아니라, 학이 지역사회 내부로 들어옴으로

써 주변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장소마 의 효과까지 더하고 있다. 문화

‧ 술 분야는 그 특성상 항상 과 호흡해야 하며 동시 의 문화 흐름

과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각각의 분야가 연결되어 유기 으로 소통되어

야 하는 특성 때문에 부분의 학이 문화‧ 술 련 캠퍼스를 학로

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학로는 다시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정

체성을 차별화하며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화‧ 술을 육성하고 

확산하는 교육문화 자원이 학로에 유입됨으로써 물  자원뿐 아니라 

문 인  네트워크가 한 곳에 집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Ⅳ-16> 학로 인근 지역 술 련 학 황327)

327) 연구자 조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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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Gallery Blue, 756평)  

 미술디자인, 고홍보, 공연 술 

련 고 인력 양성과 

산학 력의 메카로 발 할 것을 

기 함

국민 학교

제로원 디자인센터  학 은행제교육과정 : 

주얼리디자인과정, 제로원 

학 과정, 게임교육과정

 일반과정 : 귀 속가공산업기사 

자격증취득과정, 

만성 기 방지도사 

2 자격증취득과정, 

생명인성지도자 

아카데미심화과정

 시설 : 디자인씨어터(다목  

홀(40평) - 시회, 워크샵, 

특별강연, 발표회, 연습실 등 

다목  시설), 강의실,

2004. 3

서울특별

시 종로구 

동숭길 

122-6 

(동숭동) 

주얼리 디자인센터

게임교육원

- 게임디자인학과 

- 게임그래픽학과 

- 게임 로그래 학과

2010. 4

상명 학교
술디자인 학원

 사진 상미디어 : 

커머셜포토그라피, 

비주얼 리즘, 비주얼아트

 연극 화 : 연극, 화

 공연 상미술 : 무 디자인, 

무 의상·분장, 무 조명·음향

 만화 상 :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 술경  : 공연 술경 , 

시각 술경 , 문화정책

 디지털콘텐츠 : 디지털콘텐츠

 커뮤니 이션디자인 : 

일러스트 이션, 

커뮤니 이션디자인

 의상섬유디자인 : 의상디자인, 

섬유 랜드디자인, 

패션뷰티디자인

 공간디자인 : 실내디자인, 

실내코디네이트, 

디스 이· 시디자인

 세라믹디자인

 시설 : 소극장과 시실 운

 시설: 250여명을 한 소극장과 

시장 운

-2001. 3 

서울캠퍼

스에서 

동숭캠퍼

스로 

캠퍼스 

이

서울특별

시 종로구 

동숭길 

133 

(동숭동) 

앙 학교 공연 상 술원

 앙 학교 연극학과 수업을 

한 연기, 연출/기획, 무 , 극작 

등의 실습실 구축

-2001. 9 

서울 

동숭동 

학로 

서울특별

시 종로구 

이화장길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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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공연 상

술원 

개원

(동숭동) 

동덕여자

학교
공연 술센터(무 시설)

 공연 술분야 공자들의 연구를 

한 실험·실습·공연

 교수 연구를 한 

세미나‧ 회·공연

 공연 술분야 산학 동을 한 

각종사업

 공연 술분야의 활성화와 발 을 

한 국내외 행사, 지역사회의 

발 을 한 각종 회·공연·행사

 기타 공연 술분야의 발 을 

한 각종 사업 개최  추진

 시설: 공연장(450석 규모), 

스튜디오, 소극장, 상 실습실 

운

2001. 11

서울특별

시 종로구 

동숭길 

126 

(동숭동) 

한성 학교
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센터

 2006년 

국가인 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선정 : 소기업을 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 문인재 육성

2002. 3

서울특별

시 종로구 

창경궁로 

254 

동원빌딩 

6층

우석 학교
술공간 오르다

(구 우석 퍼토리 극장)

 연극 화과 졸업생  재학생이 

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

 시설: 우석 퍼토리 극단과 

극장(198석) 운

2002. 6

서울특별

시 종로구 

이화장길 

86-11 

(동숭동) 

서울여자

학교
학로 캠퍼스

 바롬문화 아카데미 : 14개 과정의 

평생교육 과정 개설

 로라 아카데미 : 보타니컬 

아트, 로랄디자인, 

가든디자이 , 꽃차 창업 

마이스터, 특별강좌(바리스타 등)

2011. 6

서울특별

시 종로구 

창경궁로 

230

청운 학교 청운 술극장

 학교극장으로써, 공연기획, 

극장 , 연습실 , 공동기획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연작품 

람 기회를 람객들에게 제공

 소극장으로 작지만 큰 술  

가치의 확산에 지향 을 둠 

 시설 내용 : 공연장, 

연습실/세미나실, 로비/분장실 등

2008. 6

서울특별

시 종로구 

학로 60 

동마루빌

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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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로에 문화 술 련 학과의 입주로 20  학생의 유동인구 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요한 특징으로는 학로 공간에 

학교에서 운 하는 시장  공연장이 잇따라 개 되었다는 사실이

다. 학 내에 소속되어 있는 시장  공연장에서도 많은 시와 공연

들이 기획됨으로써 새로운 객층의 유입과 변을 확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수도권을 심으로 다양한 문화‧ 술 융합 분야의 

인  배출로 많은 은 인력이 학로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 들은 교육과 교류, 인력양성과 재교육, 인  네트워크 구

축과 연계 등 문화‧ 술 자원을 공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으로써 

학로를 문 문화‧ 술이 응집된 공간으로서 다시 한 번 그 잠재성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학에 부속된 시장  공연장이 속속 들어서며 학로의 문

화‧ 술 공간은 그 규모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다. 컨 , 공연장의 규모

는 흔히 객석수를 기 으로 단하는데, 기 개 한 문 회 과 동숭아

트센터(1989년 개 )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이었지

만, 2002년에 동덕여 공연 술센터를 필두로 학의 술 캠퍼스  부

속기 이 신축되면서 지하공간에 비교  큰 공연장이 설립되어 재는 

기존 소공연장과 공연장이 복합화되어 있는 형상이다. 2008년에 실시

된 종로구 문화지구 외부평가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재 학로는 

극장 이상 규모의 공연장 건립이 요한 흐름으로서 악되고 있다. 공

연장의 규모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공연 술의 장르가 다양해졌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학로가 지니고 있는  다른 가치로는 시장  공연장, 극단, 학

뿐 아니라 련 단체  지원기  등이 한데 집결해있다는 이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화‧ 술 공간을 이루고 있다. <표 Ⅳ-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로의 미술   갤러리는 재 아르코미술 을 포

함해서 13개가 있으며( 학시설 포함), 그  2000년 이후로 개 한 갤

러리가 총 9개를 차지한다. 박물 도 7개 가운데 2000년 이후 개 한 것

이 5개가 된다. 2000년의 문화지구 지정 검토 이후 다수의 갤러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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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주소 개 년도

미술  ·

갤러리

아르코미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979

동숭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34길 18-5 

동숭갤러리빌딩
1975

갤러리 목 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8가길 85 (동숭

동) 
1997

갤러리 정미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6 (동숭동) 2003 

제로원디자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6 (동숭동) 2006 

샘터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 116 2007 

(남서울 학교) 갤러리 이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0-18 2008 

세미화랑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8가길 119 (동

숭동) 
1993

스페이스 악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58-11 2009 

학로갤러리(바탕골소극장, 구 

학로미오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10길 5 (동숭동) 2009 

(홍익 학교) 

학로아트센터(HDAC) 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 57 (연건동) 2012 

혜화아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 156 2013 

이음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 112 2015 

물 이 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쇳 박물과, 짚풀생활사박

물  등 개인 소장 박물 과 멀티 랙스 화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

술 련 역이 차 넓어지고 있다. 한 규모의 갤러리보다는 갤러

리형 카페가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학로를 찾는 은이들의 휴식

과 문화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차 확 되고 있음을 뜻

한다.  

<표 Ⅳ-17> 학로의 미술   갤러리, 박물  황328)

328) 연구자 조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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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

짚풀생활사박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 로 4길 45 (명륜2가)

※ 1993년 문화 부 등록(청담동) 2001

년 명륜동 이

2001 

쇳 박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100 (동숭동) 2003 

꼭두박물 (동숭아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동숭동) 2010 

춤박물 (연낙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84-1 (동숭동) 2006 

서울 학교병원 의학박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로 101 서울 학

교병원 의학박물
1992

한무숙 문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9길 20 (명륜1가) 1993

장면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6-1

※ 1937년 건립

2007 

문화재 

지정 *

단체명 활동내용

국제아동청소년연극연합

(ASSITEJI)

- 1995년 리에서 창립된 비정부 국제기구

- 1992년부터 ‘서울어린이연극상’ 제정  수상

- 2003년부터 청소년  연극인, 단체를 상으로 ‘아시테지연극상’ 수상

- 2007년부터 아동청소년 연극축제 <AssiFe> 개최

한국 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

( 총회 )

- 각 장르별 술단체가 결합한 연합체

한국연극 회 - 총 산하 연극기

이밖에도 학로에는 <표 Ⅳ-18>에서 정리한 것처럼, 문화‧ 술 자원

들의 집화로 인한 련 인 요소  술단체들 컨 , 술인총연합

회, 연극 회, 서울연극 회, 연극배우 회 등과 같은 주요단체가 치해

있다. 

<표 Ⅳ-18> 학로의 문화‧ 술 련 주요 단체 황329)

329) 종로구, 2013(주 243) 참조, 연구자 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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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연출가 회

- 1987년 10명의 술가가 그룹을 결성하면서 출범

- ‘ 국 학연극제’를 개최

- 연극사에 요시하게 평가되는 작품 공연

한국연극배우 회
- 1991년 임의단체로 창립

- 재 1,5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연극계 최 의 배우단체

한국공연 로듀서 회
- 2004년 창립한 단체

- 연극  공연기획을 문으로 하는 로듀서 140여명으로 구성

서울연극 회

- 서울연극인들의 의체로 주로 학로 지역에서 활동

- 「 학로 100일 페스티벌」, 「서울연극제」「서울-평양연극제」「서울청소

년연극제」등 각종 축제 개최

- ‘월간 서울연극’, ‘서울연극연감’ 등 발행

한국소극장 회

- 2000년에 창립한 단체

- 학로 소극장 축제인 디페스타 등의 학로 페스티벌을 주최하며 소공연장 

활성화 로그램 진행

- 국의 90개 공연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학로 지역 46개 공연장이 등록

- 학로 지역 소공연장의 목소리를 변

한 학로에는 <표 Ⅳ-19>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재단법인 한국공

연 술센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연극센터, 문화체육 부 산하의 술

경 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 등 주요 지원기 이 분포하고 있

는 것도 특징 이다. 서울시 출연기 인 서울문화재단의 설립은 서울연

극센터, 학로 연습실 등을 통해 방문자의 편의와 안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연극센터는 재 1, 2층에 공연정보교류 과 정보자료 을 운

하는 한편 연극단체의 교육  학습 로그램, 워크 , 기획회의 등 공

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 학로 문화지도>라는 종합공연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공연되는 작품과 극장의 자세한 소개는 물론 박물 , 

미술  등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술경 지원센터는 국제 아트마켓 등 더 넓은 시장에 자신들의 작품을 선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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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학로의 주요 문화‧ 술 지원기  황330)

기 명 활동내용

한국공연 술센터

- 2010년에 아르코 술극장과 학로 술극장이 통합되어 한국공연 술센터 

출범

- 한국을 표하는 세계  공연 술 센터로의 비 을 가지고 있음

서울연극센터

- 혜화동 동사무소를 이 하고 연극 용 커뮤니티 센터로 개발한 공간에 

자리잡은 연극지원센터

- 재 <서울문화재단> 공연운 이 자리하면서 학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서움문화재단 산하 문화시설(창동극장 등)들을 유지· 리

술경 지원센터

- 술경 을 지원하고자 문화체육 부가 설치한 기구

- 원래는 술의 당에 있었으나, 2007년에 학로로 이 하여 재에 이름

- 학로 지역뿐 아니라 국을 상으로 술경 컨설 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내 로그램의 해외수출과 유입을 장

한국콘텐츠진흥원(분원)

- 문화콘텐츠산업육성 정부기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문화 술지원센터, 로벌게임허 센터, 모바일게임센터

- 문화창조융합벨트: 새로운 융복합 문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소비, 산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생 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이끌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

학로가 소비상업화의 거리로 차 변질되면서 그로 인한 다양한 부

작용과 문제 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책 으로 구축되었던 문화· 술 공

간화는 다시 교육· 술 련 자원이 유입되면서 지역과 교육, 문화‧ 술

이 결합되는 다시 한 번 학로의 새로운 잠재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330) 의 , p38 참조, 연구자 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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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학로는 지난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와 술  문화와 련

된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가 공간화 되지 않

은 사회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듯이, 학로와 그 주변공간

은 각 시 의 이념이나 가치의 재  장소가 되었다. 학로 주변은 1398

년에 성균 이 들어선 이후로 학문과 교육 공간으로, 1985년 이후부터는 

문화‧ 술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학로는 오랜 시간 공간의 구축 혹은 

생산 과정을 거치며 지배세력과 이데올로기가 변화함에 따라 공간의 의

미는 한편으론 선택되고 역사화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가치로 

재 되었다. 

1990년  이후 학로에 속하게 확산된 상업화를 억제하며, 기존의 

문화‧ 술 자원을 육성‧보호하기 한 정책으로 2004년에 문화지구 제도

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문화지구 제도의 운 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의 가

속화와 술가  극단의 이탈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학로에 각종 문화 략들이 취해졌지만 학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문화‧ 술 자원을 체계 으로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공

간을 흔들어놓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사회  비 이 쏟아지고 있다. 학

로의 문화지구 지정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늦추는 데는 일시  효

과가 있었으나, 변화의 내용에 해서는 충분한 응이 되지 못하 던 

것이다.  

최근 학로의 사례는 르페 르가 제안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추상  

공간’이 어떤 것인지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르페 르

가 통찰한 것처럼 자본의 공간 략은 공간을 평면화하고 교환 가능한 조

각들로 만드는 것이다. 추상공간은 자본 축 활동을 구성하는 단  즉, 

생산, 소비, 유통, 분배 등의 활동단 로 공간이 구획되면서 공간의 본래

 형태라 할 수 있는 삶과 일상의 계가 되는 구체공간이 자본주

의의 이러한 추상공간에 의해 식민화된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추상공간이란 인간의 몸에 의해 직 이고도 생생하게 체험되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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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자본주의의 공간  실천이 생산

하는 생산조직과 틀, 제도  사회체제를 공간은 이러한 특성을 담아내기

에 편리한 시각화 논리를 띠는 상으로 체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시각화를 르페 르는 공간의 탈육체화(decorprealization of space)라고 

명명하며 공간의 특징을 단 으로 표 하 다. 즉, 공간의 탈육체화

의 의미는 자본주의가 출 하기 이  시 의 지배공간이 신체가 설정되

는 장소 고착 인 구체공간으로서의 양상을 띠었다면, 자본주의 출  이

후의 공간은 나의 신체작용 범 를 벗어난 장소 , 시간  계로 

구성된 추상공간으로의 특징을 지님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  사  

소유에 따른 교환가치, 지역시장· 역시장·국가시장·세계시장 등으로 확

산되어가는 시장논리, 사회체제를 지배하는 합리성, 효율성, 과학성의 논

리 등은 그 자체가 매우 강한 일반화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공간 

거주자들의 몸  체험의 구체성과 질  다양성을 하나의 원리-교환가치, 

시장 논리, 합리성 원리 등-로 수렴시켜 유사한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월 인 코드들이다. 따라서 추상공간이란 공간의 다양한 성분들이 지닌 

이질성이 어떤 단일원리에 의해 일반화되거나 특정한 코드로 공통화, 균

질화 되어버린 공간, 나아가 이 코드가 부여하는 가치 명령에 따라 철

하게 계열화, 계 화 되어버린 공간을 지칭한다. 추상공간은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억 른다.331) 이러한 추상공간은 폭력 이다. 

차이와 다양성을 추상성을 통해 공통 으로 축소하고 그럼으로써 사회  

공간이 가지는 다양성, 이들의 역사  발생기원을 무시한다는 에서 폭

력 이다. 데이비드 하비 역시도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도시공간의 변

화를 자본순환을 구성하는 시공간  요소가 압착되는 것으로서 규정한

다. 압착은 요소 사이에 놓인 시간이 단축되는 의미와 함께 공간  거리

가 좁아지는 도시성과 동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후기자

본주의 사회의 체계공간의 팽창은 인간과 내 하고 유기 인 계를 맺

어왔던 인류학  의미의 장소들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상실시키는 공간의 

변화를 래하 다.

331) 앙리 르페 르(주 7),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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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로는 공간과 문화가 결합되고, 소비와 문화가 결합되며, 여가와 소

비가 결합되는 공간들이 공공공간을 매개로 확 되고 있다. 공간은 단순

히 상품의 소비를 진시키는 수단을 넘어서 공간 자체가 직  소비되는 

방식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표 으로 학로의 ‘차 없는 거리’로 조성

된 보행 용거리들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공 역의 추상공간화가 

확 되는 표 인 사례이다. 컨 , 학로의 명(大明)거리 입 표

석에는 “ 음과 낭만의 거리”로서 이 거리가 조선시  이래 조성된 유서 

깊은 길이라는 역사  사실과 함께, 2000년에 ‘역사문화탐방로’로 지정되

었음을 소개한다. 그러나 명거리를 들어서면 그 입구부터 이러한 안내

표석이 무색하리만큼 각종 소비시설이 도로 양편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음과 낭만의 거리라는 상징은 이들의 소비를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상

들로 표되고 있다. 이 거리는 학로 지역에서도 최 의 소비상권이 

집해 있는 공간이다. 상 들은 몇 걸음 사이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상

품을 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각 인 자극 - 디자

인, 디스 이, 이벤트, 호객 행  등 - 으로 늘상 란하다. 시각  스

펙터클이 연출되고 확산되는 공간으로서 쇼 도의 가시  볼거리들이 지

배하고 있다.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성된 공공의 거리는 이 거리의 모든 

공간들이 공공공간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 과정에서 소비공간은 가로와 

같은 공공공간들을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시설이 유한 학로의 심가

로에는 각종 기념비  기념 흉상, 공공미술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소비시설은 공공공간의 경 을 복제하며 확장되고 있다. 

학로의 표  장소 마로니에공원도 크리스마스트리를 배경으로 

객과 시민들은 사진을 고, 공원 앞에 조성된 먹거리 공간을 찾아 떠

난다. 문화공간으로서 마로니에공원이라는 추상공간의 이벤트와 휘발성

의 자극을 가져다주는 테마 크 인 추상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다. 학로는 2000년 이후 물리  디자인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원 내에 

다양한 이벤트 심의 로그램들을 개최하고 있다. 음악콘서트, 시회, 

각종 공연행사 등을 유치하고, 공원 입구 쪽에 카페도 설치했다. 마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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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공원에서의 공공성은 외형  모습을 넘어 상시 일어나는 로그램들을 

통해 더욱 표출된다. 다채로운 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공동체  

행 를 발시킴으로써 공원이 시민 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공간임을 

계속해서 각인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공원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로그램들은 민간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공원은 개인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민간부문의 개입으로 보 하면서 공동체  공유를 하는 역치성이 

나타난다. 공공공간은 소비공간의 략을 복제하고 소비공간은 공공공간

의 가능성을 복제한다. 두 공간들의 상호복제는 공공 역의 추상공간화

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이처럼 추상공간 속에서의 공공 역은 이 인 모습을 보인다. 표면

으로는 개방성, 연계성, 근성, 이용성, 쾌 성 등을 보장하는 공간처

럼 보이지만 자본의 논리가 결합되어 공간이 생산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공간은 계 , 성별, 세  등에 따

른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공간으로 보이지 않게 행동, 의상, 동선까지 

좌우된다. 사  공간이 공공공간을 포함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업

공간의 형태들을 통해서 공공 역의 추상공간화는 차 그 범 를 확

하고 있다. 

도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상당수의 상업공간과 공공공간을 표방하

는 공간들은 역공간(liminal space)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역공간’은 

사  공간의 확 와 공  공간의 축소과정에서 벌어지는 공  공간과 사

 공간 간의 경계 소멸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다. 역공간의 개념  정의

는 공 인 것과 사 인 것, 문화와 경제 그리고 시장과 장소를 결합하고 

이들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어떤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구의 것도 아닌 역이다. 역공간은 

공  역이나 사  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간상태에 치한

다. 이러한 특성을 ‘역치성(liminality)’이라고 빅터 터 (Victor Turner)는 

설명했다.332)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어진 자극이 의식되는 한계를 뜻하

는 자극역(limen)이라는 개념을 빌어 ‘역’을 한 집단이 하나의 사회  지

332)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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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카테고리에서 다른 사회  지 로 옮겨갈 때 겪는 통과의례를 

설명하기 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샤론 주킨(Sharon Zukin)은 이러한 

역공간을 부정 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구의 역도 아닌 것”이라고 정의했

다.333) 사  공간과 공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혼합공간으로서의 역

공간은 이 두 역의 혼재가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

들은 문화  공공 역이라는 용어로 표 되기도 한다. 표 으로 소비

공간은 소비와 유통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  공간이자 공  공간이며 노

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에서 역공간의 성격을 띤다. 이 게 역공간은 

공공 역과 상업 역을 동일화하면서 공  공간과 사  공간을 혼란시키

고 모두에게 열린 립 인 사회공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그 이면에 숨

기고 있다. 이러한 소비문화 공간에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립 인 공간

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나 있으며, 자본의 모순을 시각  상징으로 은

폐하는 개념이 감추어져 있다. 문화공간이나 공원, 장 등의 오  스페

이스 형식의 공간들을 매개로 하면서 소비 가능한 사람들의 근 편의와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배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한다. 최근의 

형소비공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  이미지를 덧 우는 형식들이 공간

의 역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공간은 복합화, 형화되고 있

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상업 인 행 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문

화 이고 도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의 

역은 역치성의 개념처럼 서로 다른 역의 가치체계와 지향 이 역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 학로 공간은 미셸 푸코가 말하는 공간의 압축과 평면화, 심

의 상실이 극 화된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배치의 

에서 본 헤테로토피아는 심이 아닌 주변(타자)의 치에 있지만 문

화 , 역사 으로 심과 계 맺음을 의미한다. 인 타자의 공간이

지만 독립 이지 않은 공간을 헤테로토피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 새로운 공간 개념은 동질 인(homogène) 공간 개념에서 벗어난 

333) Zukin(주 261),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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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 인(hétérogène) 공간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푸코는 수많은 

편  가능 세계들이 하나의 불가능 공간 안에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 에서 구축되었던 주객의 이분법 인 구축이 아닌, 

도시공간은 서로 병치되거나 첩되는 이질 인 공간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종의 빈공간의 내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로 환원할 수 없는 계들의 내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

다.334) 헤테로토피아는 역사의 지평 에서 변화하는 공간 정체성의 재

편들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해 다. 학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통  공간들은 의 도시공간과 긴 히 연결되지 못하면서 시간의 축

에 의해 겹쳐져 있으며, 지역의 추상공간화 즉, 학로의 의미와 어울

리지 않는 혹은 획일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 속에서 립· 첩되어 

있다.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특징은 서로 다른 이질  개체들이 섞이며 

애매하고 모호한 경계로 병치되고 시간의 축 에 의해 겹쳐져 있는 혼종

 공간성의 양상을 보여 다. 학로에서는 성균  이래 600년이 넘는 

시간이 공간화된 공간성만이 아니라, 공간의 혼성성에서도 찾아진다. 이

런 양상은 특히 2000년  이후 학로의 상징  공간을 표상하는 마로니

에공원과 가로에 배치된 각종의 공공조형물, 역사  기념비, 실개천 등의 

시뮬라크라에서 두드러진다.

재 학로는 자본주의  공간의 실천 그 자체가 불러오는 공간의 

편화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항을 불러오고 있

다. 르페 르는 사회의 이와 같은 공간의 모순을 공간의 시련이라고 

명명하 다. 공간 생산의 에서 볼 때 르페 르는 유(appropriation)

의 권리를 가장 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소유와는 조되는 개념이다. 

소유권이라는 것이 한 공간을 개인의 배타 인 목 으로 소유하면서 사

고 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면, 유권이라는 것은 도시 거주자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들의 필요와 잠재력이 일치하여 발

되는 순간 도시를 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푸코의 헤테

로토피아 개념도 장소에 한 주체의 경험과 유가 가장 핵심 인 요소

334) David Harvey(주 299),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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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로에 취해진 다양한 문화정책들은 공공성

을 통해 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추상

공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추상공간의 계획가들이 제어하기 

쉬운 비공공  역들을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학로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화 략은 그 공간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되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기존

의 삶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재 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르페 르는 공간생산이론에서 ‘생산’이라는 용어의 선

택이 인간의 창조 이고 주체 인 실천행 에 의한 공간 형성임을 말하

고 있으며, 소외된 공간 실천으로부터 항 이고 복 이며 차이를 생

산하는 능동  주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주자들이 공간의 주

체가 되기 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삶의 양식이 살아있는 공간

을 실질 으로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이다. 지배 인 힘

들의 폭력 속에서 장소를 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간으로부터 타자화 

되지 않고 능동 인 참여와 주체 인 경험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주체

로, 그리고 극 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그 역량을 회복해가는 것

이다. 삶의 변화나 사회의 변 은 그에 상응하는 합한 공간의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새로운 사회  계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335) 

학로 지역은 소비상권이 속히 확 되면서 문화‧ 술 공간을 이용

하는 시‧공연 객보다 단순 소비그룹인 10-20 의 방문을 증가시켰

다. 방문객이 객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업시설이 집되어 있는 

주간선도로에는 소비계층이 집 되는 반면 시  공연 시설들이 치

해있는 이면은 상 으로 한산하다. 그동안 지역 내 공공인 라는 확충

되었으나 문화‧ 술 공간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다양한 단 의 공 지원 주체들( 앙- 역-기  등)이 지원정책을 펼치

고 있지만 산 집행 단 를 심으로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공조는 미약하며, 공공  민간 단 를 매개하는 네트워크는 거의 

335)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읽기』(한울아카데미, 2013),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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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지 않고 있다. 학로를 문화· 술 공간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실행 략이 다각도로 요청되고 있는 시 이다. 이와 련해서 본 연구에

서는 몇 가지 특화방안에 한 간락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  학로의 문화‧ 술 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벨트로 묶어 학로

의 지역특화 자원을 재구조화하는 공간 재구성의 작업이 필요하다. 학

로 지역에는 다수의 문화기반시설뿐 아니라 근 도시 형성과정을 보여주

는 등록문화재  조선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문화유  등이 곳

곳에 분산되어 있다. 한 미술이 미술 이라는 기  단 를 벗어나 공

공미술/ 술마을(낙산 공공미술 로젝트) 등 도시 체로 확장된 미술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는 장소 마 으로 활용되면서 이에 한 

의 인지도도 높다. 마로니에공원은 다양한 장르의 이벤트  축제가 

상시 으로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미 지니고 있는 학로 지역의 

역사‧문화성을 활성화하는 콘텐츠를 연결하고 새롭게 하여 독창 인 공

간 가치를 재구성하는 략이 요구된다. 재 경계지워져 있는 역을 

가로질러 역사자원, 문화‧ 술 자원, 자연자원 간에 새로운 창조가 가능

한 연계 루트를 발굴하고 술공간화하는 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좀더 확장한다면 학로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문화 술 련 

거 시설들을 벨트로 묶어 확 하는 방안도 시 지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학로 인근 지역은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운 궁, 종묘 등 

수많은 서울시의 역사문화 자원이 집 해 있고, 주요 박물   미술 , 

기념  등도 배치되어 있다. 서울의 심부인 4 문 안에 있는 각종 역

사문화유   문화기반시설을 학로와 연계하여 역사문화특화벨트를 

조성하고 공동 운 , 공동 마 을 통해 랜드화하는 략을 추진함으

로써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를 한 사 단계

로서 학로의 역사성과 차별성을 담고 있는 지역자원을 목록화하고 핵

심자원과 보조자원으로 구분하여 문화지원지도를 작성, 장기 인 

에서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로드맵으로 구성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학로의 표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연계 루트를 

인증하여 학로 랜드를 인근 지역과 탄력 으로 연계하는 단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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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필요하다. 이와 련해서 세부 인 문화 략을 다양화하는 기획과 

실행이 뒤따라야한다. 컨  몇 가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

를 제시한다면, 지역 내 미술‧공연 자원을 연계한 아트데이를 지정하는 

것이다.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례  주간을 지정함으로써 무료입장이 

가능한 시설을 연 해 운 하거나 마로니에공원 야외무 와 연결하여 배

우들이 직  출연하는 공연을 상시화하는 등 학로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방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서 아트

패스 카드와 같은 학로만의 문화카드 혹은 지역화폐 등을 도입하여 문

화‧ 술 시설을 일정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연계도 용해

볼 수 있다. 이에 동참하는 다양한 시설에는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

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 술 공간 활성화를 해서는 련 기반시설  인 라 지원, 

문인력 육성 등 분야별 지원체계뿐 아니라, 홍보  마  략도 연계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공간  실천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술가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연계할 필요가 있

다. 컨 , 학로의 문화‧ 술 연계코스와 건축가  문화해설사를 연

결하는 시민아트투어를 기획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학

로 지역에 있는 근  건축물들은 그 술  가치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

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  가치 한 높다. 시민아트투

어 코스는 학로의 주요 유산지와 건축물, 주요 거리를 묶어 벨트화하

고 이와 련된 공연  시를 연계하여 학로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결합시키는 략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학로의 아트투어리즘은 오

랜 기간 역사를 갖고 있는 학로 공간의 역사뿐 아니라 술에 한 깊

은 지식과 이해도를 갖춘 문가가 요구된다는 에서 신규 인력 양성보

다는 기존 술인을 통해 아트투어리즘 가이드를 육성하는 방안 등도 연

결시킬 수 있다. 이와 연동해서 학로 지역의 근  건축물  공공미

술 로젝트와 미술 의 문화‧ 술 시  공연을 매개하는 공개강의시

리즈, 매뉴얼북 제작, 다양한 시민 공모 등 과 소통할 수 있는 융합

 로그램들을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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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보제공서비스와 련해서도 재 학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랫폼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학로의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기 한 

통합 아카이 를 구축하고, 안내자료 등도 업그 이드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재 학로의 문화지도는 소극장 안내를 심으로 제작되어 있을 

뿐이다. 지역 유산지  련 시설, 공공미술 치 등을 포 하는 문화지

도를 제작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든 쉽게 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 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학로 공간 특

화가 이후 활성화되면 술가  기업 등과 연계해서 련 문화상품  

로그램 개발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학로 

공간 운   지원체제와 련해서는 정부의 극 인 재정지원과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 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조

하고 운 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 학로 

문화지구가 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지역주

민  문가, 사업 추진 주체 간 력 네트워킹이 취약하다는 이다. 

지역사업도 각 단 들이 개별 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같은 지역 내에서

도 사업 간 연결성이 부족하다. 공공/민간 단 의 구분없이 문화정책의 

력  추진(시설, 인력, 기술, 정보, 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을 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는 선행  체계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술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술창작기반을 조성하는 략으

로서 술창작벨트를 특화하는 것이다. 학로를 이탈하고 있는 술가 

 문화기획자의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개할 필요가 있다. 학로에

서 문화‧ 술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술가가 함께 모여 

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로의 공공

거 시설( 컨 , 술가의 집, 학로복합문화 술공간 등)의 일부를 일

종의 지던스 공간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장르의 술가가 함께 거주하

며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하고 문화‧ 술 네트워크를 확 할 수 있는 창

작공간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학로의 다양한 유형의 문화자원과 잠재력

을 바탕으로 문성과 네트워킹 능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동력의 공간을 

창출하고 문화  활력 재생의 구심 으로 삼는 것이다. 기존 지던스 



- 184 -

공간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공간을 외부에 개방하는 일에 

소극 이었다면, 술창작벨트를 확 하는 학로의 지던스 공간은 단

순 창작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술향유공간이자 문화복지를 한 공

간, 자체 문화사업을 한 공간, 문화 술교육공간으로까지 확장을 도모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술가들이 단순히 술작품을 생산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 간의 공동작업이나 직  지역연계 로그

램을 기획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문화 술교육  체험 로그

램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  수 을 높이고 지역 문화

‧ 술의 새로운 토 를 마련할 수 있다. 학로의 지던스 공간은 술

가  기획자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며, 외부방문객들을 유입하는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지역문화

체험의 거 으로서의 역할 한 기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술가  문

화기획자들의 창작과 연구를 한 업공간, 학로에 유입되는 청소년

들을 한 문화‧ 술 공간, 지역민과 외부 람객을 한 문화‧ 술교육 

지원공간, 지역의 문화  연 와 커뮤니티의 공간, 술가와 람객을 

한 시공간, 지역 문화  정보의 거 공간 등으로 지역 체의 변화

와 발 을 꾀할 수 있다. 이 공간을 매개로 외부의 인력이 지역의 자원

을 개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문화  자활성과 자생력을 강화

하는 토 로 발 시키는 것이 요하다. 

이와 련해서 최근 학로로 유입되고 있는 학 캠퍼스들은 새로운 

공간화의 가능성을 열어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주목된다. 이

신 은 학로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학을 재 학로에서 려나고 있

는 술인들과 연계‧ 력할 수 있는 요한 자원으로 보았다.336) 학로

에 들어선 학들은 형 공연장, 첨단 강의실이라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문교수진으로 구성된 문가들을 보유하고 있

다. 문제는 풍부한 자산을 가진 학들이 단지 고유목  사업이나 학과 

커리큘럼만을 해 학로 캠퍼스를 운 하고 있다는 이다. 학이 

학로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갤러리  극장을 술

336) 이신 (주 284), p. 97.



- 185 -

인들에게 일정기간 무상 는 렴하게 하거나 강의실을 활용한 연

습실 제공, 술인들을 한 재교육 로그램 개설, 당면한 지역 안 문

제를 장기 으로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 공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지역과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는 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긴 하게 연계되며, 상생할 수 있는 캠퍼스의 조성이 요하

다. 오늘날 학은 평생교육원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직업교육  문화교

양교육뿐 아니라 지역산업과의 극 인 연계를 통해 산학 력을 강화하

는 한편,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신지식과 신기술 개발의 주체로서

의 역할까지 담당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학의 역할과 의무는 더욱 강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 뿌리내려온, 뿌리를 내려야 하는 학은 

은 인구를 지속 으로 끌어들이고,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속으로 고 들어가서 지역

발 의 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한 갖고 있다. 도시 에서 학

은 공간·시설 자원, 지식·인 자원, 경제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지

고 있는 교육·연구 기 임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사회·문화 활동의 주

체이면서, 사회공헌의 사회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학이 도시의 마스터 랜

에 동참하고 거버 스에서 주도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과의 발 을 선

도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학들은 주변도시와 단 되어 독립

인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의 본래 기능  하나인 지역사회 공헌 

가능으로서 공공  역할에 해서는 소극 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 

에서 재 학로로 유입되고 있는 캠퍼스가 순수미술, 디자인, 화, 

상, 연극, 공연 술분야 등 각자 특화된 분야를 심으로 분교들이 형성

되고 있다는 은 주목해 볼 사항하다. 학원 과정, 평생교육원 과정,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띠고 있는 기 들은 교육, 연구, 로그

램, 인 ·물  자원뿐 아니라 생산(창작), 매개(유통), 향유(소비) 등 지역

사회와 다각 인 력 계  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유

하고 있다. 학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따른 효과로서 학제 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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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인턴십 기회 제공, 지역사회 실 참여의 기회 증 , 주변경제 활

성화, 학을 통한 장소마  효과와 주변 환경개선 효과 등을 기 할 

수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은 고착화되고 정체되어 있는 기존 지

형에 새로운 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을 활용한 공존방

식은 학이 갖는 장 을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재활성화를 시도하고, 이

로 말미암아 학 인근지역의 문화‧ 술이 계승되고 활성화되는 시도를 

여러 방면에서 추진할 수 있다. 학을 심으로 한 문화, 지식기반산업

의 부흥, 그리고 학의 캠퍼스 확장과 환경개선을 통한 한-지역사회-

도시가 연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

다. 학로의 기와 기회는 재의 모순을 바로잡는 것에서뿐 아니라, 

새로운 안  환경과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  역량으로 연결시

키는 유기  연계체제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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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aehak-ro as 

Culture and Arts Space   

Yang Euna

                   Major in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aehak-ro has been an constructed space related to colleges, art, 

and culture for over the last 600 years. This research analyzed how 

space has been constructed and changed with different ideologies 

through time with the case of Daehak-ro based on the human 

geographic theories.

The Daehak-ro area has played a symbolic role as the best 

educational location in Korea since Sungkyunkwan was esta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It has built a unique significance as the origi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 birth place of modern universities 

such as Daehan Hospital and Industrial Experimental Station during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Specialized School and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Kyungsung 

University and National Seoul University after the independence.

Today, in Daehak-ro, stands Sungkyunkwan University, the best 

educational institute and national university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seventh year of Taejo in Joseon (1398), it was located in 

Soonggyo-bang, which is today’s Myeongryun-dong and 

Hyehwa-dong. Soonggyo-bang means revering(崇) teaching(敎).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ideology of Joseon was unifi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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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ism, the educational goal of Sungkyunkwan was dispersing 

Confucianism as the ruling ideology and nurturing high-ranking 

officials required for the ruling system. At that time, the country 

established the Sungkyunkwan building in the area of Daehak-ro 

according to Confucius ideology that supported nurturing royal officials 

and the royal authority as a place guarding the thought of Confucius. 

However,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when the value of 

Confucian ideology was denied and public education was set as the 

ultimate goal of the reformation of modern education, Sungkyunkwan 

was left only for religious services, but lost its function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was excluded from the new restructuring 

management.

At that time, Daehak-ro reflected strong ideology and philosophy 

about modern reformation, and the place was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modernization. A new modern educational system was 

established and modernization was promoted entering into the Korean 

Empire period around 1900, and governmental schools were established 

around today’s Daehak-ro. The first modern technology education of 

Korea, the Governmental Industrial Experimental Station was 

established in 1908 in Dongsung-dong, and the main building of 

Daehan Hospital in the same year in Yeongun-dong. With 

governmental higher educational organizations being built in 

Daehak-ro between the 1910s and the 1920s, the area was 

re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olonization ideology. At that time, 

Daehak-ro was a symbolic space where major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were established by creating and establishing the modern 

education system of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it also had 

the contradiction of developing the educational view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by strategically reflecting colonization.

The concentration of governmental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ached a peak in 1924 when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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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in today’s Daehak-ro region. As part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policy, Japan, as the ruling nation, founded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as the strongest ideological ruling system, making 

today’s Daehak-ro area a symbolic space.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was the only modern university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uring the colonization period that had function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early period, Daehak-ro played a 

pivotal role of nurturing the best talents through higher education and 

was a symbolic place for teaching the colonists Japanese militarism.

After the independence,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a National Seoul University as the Provisional 

National University Act was determined and promulgated in August 

1946. Kyungsung University (formerly known as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and various government and public specialized schools 

were integrated into National Seoul University. However, even after 

becoming an integrated university, it used its existing buildings as 

they were;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 is in the building 

where the Department of Law and Literature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used to be in Dongsung-dong, and the College of Medicine 

is the building where the Department of Medicine of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used to be in Hyehwa-dong. As time went by,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ed their own unique 

‘culture.’ As such, so-called university space and culture were formed, 

and it became the main base of social student movements in the 

1960s and 1970s. Their cultural identity and image has represented 

university culture, and has become critical material for cultural 

spatialization of Daehak-ro.

The area around Dongsung-dong changed af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made a general campus and moved to Gwanak Mountain in 

1975. It was af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moved when the area, as 

known today, became Daehak-ro and was transformed to a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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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fter the university moved, the remaining space turned into a 

crime-ridden district where adolescents committed various delinquent 

behaviors; thu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decided to make this 

region into a high-class residential district. However, people from 

various circles, including architect Kim Soo-Geun, suggested to create 

a cultural space that had not been possible under the economic 

development-focused policies to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ccepted this idea. The Seoul 

Metropolitan City fostered plans to create Daehak-ro as a cultural 

space; it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a cultural complex by making 

a fine arts center and a culture and arts center in consecutive order 

as well as Marronnier Public Park. Passing the 1980s, galleries and 

art places were created revolving around the fine arts center, and 

small theaters moved into this area or were established centered on 

the culture and arts center, expanding performance art space.

Accordingly, the government named the area Daehak-ro in 1985 to 

conceptualize this region. 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n Daehak-ro during this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stages: the first stage is when Daehak-ro’s urban 

design district was designated and the policy of ‘street without cars’ 

was implemented after 1985 when it was officially named Daehak-ro, 

and the second stage is in the 1990s when the project of ‘cultural 

street’ was implemented. The government started to produce new 

space in the area and its characteristics had nothing to do with 

colleges since the university moved out by naming it Daehak-ro and 

historicizing it as well as choosing and utilizing the existing images 

compromisingly. The government started to actively utilize the image 

of cultural and art space in its cultural policies.

As Daehak-ro was created as cultural space and Hyehwa Station 

was established after subway line 4 was opened in 1985, the floating 

population increased and Daehak-ro started to become commerc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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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side effects started to emerge such as the resources that 

related to culture and art lost competitiveness in the region and 

moved to the dark side. In this context, the Seoul Metropolitan City 

designated Daehak-ro as a cultural district in May 2004 to protect and 

develop the area strategically. However, even after the designation, 

encroachment due to commercial capitalism accelerated. After 2000, 

Daehak-ro started to transform into a post-modern space by gaining 

attention from cultural policies.

Despite the extensiv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the creation of 

cultural environ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artistic circle since 

the designation as a culture district, Daehak-ro gradually edged away 

from the pure culture and art space that it had symbolically 

established. There have been a lot of criticism that the area 

concentrated on only physical environmental maintenance or external 

aspects by deteriorating the local cultural ecosystem without 

systematically supporting the culture and art resources that formed 

the backbone of Daehak-ro. The case that Daehak-ro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ew what the ‘abstract space’ is like under 

capitalism production style was suggested by Henri Lefebvre. As 

Lefebvre studied, spatial strategy of capital makes space plane and 

replaceable pieces. It is a strategy to remove the symbol and 

significance of space, especially urban space, and make a simple 

product. Such abstract space is violent. Violence based on capitalism 

(representations of space) has collapsed the centrality and symbolism 

of Daehak-ro as a place. Space has been replaced with the 

phenomenon of convenience and visualized theory co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structure and frame and systematic 

social system generated by capitalist spatial practice. Lefebvre named 

such visualization of space as decorprealization of space, expressing 

characteristics of modern space directly. While the meaning of 

decorprealization of space before capitalism was fixed an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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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where a new format of control space is established, space after 

the emergence of capitalism means abstract space that consists of 

trans-spatial and trans-temporal relationships beyond one’s body 

action range. Space as abstract space can be explained as colonized 

condition as abstract space of capitalism by activity units of capital 

accumulation such as production, consumption,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The public space of Daehak-ro reproduces the strategy of 

consumption space, and consumption space reproduces the possibility 

of public space. Mutual reproduction of the two space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spatialization of public areas.

Accordingly, a considerable number of commercial spaces planned in 

modern cities and space representing public space include 

characteristics of liminal space. ‘Liminal’ means that it is open to 

everyone but is not easily understood without any guideline nor 

belongs to anyone. Liminal space means space that cuts cross and 

combines public and private things: culture and economy and market 

and place, etc. As such, liminal space identifies public areas and 

commercial areas and confuses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hiding 

the ideology of neutral social space opened to everyone inside. 

Consumption spac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liminal spaces. The 

style of overlapping cultural image that comes up mostly in the recent 

large-scale consumption space can be considered liminoid of space. 

Such consumption space has become bigger and more complicated, 

providing various functions. It accepts commercial activities as well as 

performs roles as cultural and urban public space. Public and private 

areas sometimes reverse the value system and aim at areas different 

from each other just like the concept of liminoid.

Today’s Daehak-ro space has been restructured as space of 

maximized compression, complanation and heterotopia as told by 

Michel Foucault. The traditional spaces in the past in the area of 

Daehak-ro have been overlapped through accumulation of ti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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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ing to be closely related to modern urban space. Also, facilities not 

suitable for the meaning of Daehak-ro or uniformed facilities were 

established, conflicting and overlapping in the area. The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space are mixed with different individuals and aligned 

with vague borders, showing combined spatial patterns overlapped by 

time. Daehak-ro can be found not only in the spatiality over a 

600-year of period since Sungkyunkwan, but also in the hybridity of 

spaces. Such patterns are predominant, especially in Marronnier Public 

Park, which represents the symbolic space of Daehak-ro since 2000, 

and various public sculptures, liminal private monuments, streamlets 

and other simulacra on the street.

The Daehak-ro discussed in this research was established by giving 

the place that colleges moved out and had nothing to do with colleges 

the name Daehak-ro and historicizing, and choosing and utilizing 

existing images compromisingly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ade the most of the image of culture and art space established 

through aggressive cultural policies. Meanwhile, it is closely related 

with specific cultural action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Lefebvre says that the choice of the term, ‘production,’ is 

creation of space by humans’ creative and independent actions through 

『The Production of Space』. He also insists that the term is 

establishing active subjects that produce resistant and subversive 

differences from isolated space actions. This is because transformation 

of life or society is meaningless without proper production of space. 

New social relationships require new space, and this works vice versa. 

Regarding this, this research added simple suggestions on a few 

methods for the public sector to implement a specialized strategy that 

activates Daehak-ro as a place for culture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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