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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는 역사상 재난과 재해가 그친 적이 없었고 정치, 경제, 종교 상황

에 따른 국제적 전쟁과 테러 뿐 아니라 노사 간, 이념 간의 분쟁, 반사회

적 인격 장애자들의 이유 없는 폭력까지 포함해 너무도 다양한 정신적 외

상, 트라우마(trauma)에 노출되어 있다. 과거의 엄청난 재난 가운데 드라

마틱하게 회복된 세계 도시들의 역사를 보면 도시 스스로가 지닌 회복력

(resilience)의 실체를 볼 수 있으나, 이는 도시재건에 있어 주로 시설적 

측면의 회복에 치우쳐 있었고 도시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험한 트라우마로

부터의 회복, 사회적 치유, 정서적 재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였다.   

   본 논문은 도시 스스로가 가진 회복력을 전제로, 트라우마로부터 도시

인들의 회복을 돕는데 기여하는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이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진보, 여전히 남아있는 난제들을 통시

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러한 난제를 풀어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를 위해 이론적 접근(theoretical approach), 디자인적 접근

(designer's approach), 현장 분석적 접근(site-analytical approach)을 

연구방법으로 도입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치유효과를 주는 공간디자인 콘

텐츠를 살펴보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 

디자인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역사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야한다고 역사사회학자들

이 주장하는 트라우마 재현의 관점, 심리학자들이 주시하는 트라우마 치유

의 관점,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상징에 대한 관점 사이를 넘나

들며 담론을 펼쳤다. 연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 



- ii -

디자인은 그 공간개념이 기억의 탈역사성, 탈정치성을 띠면서 단지 감성에

만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에 대한 바른 해석, 위로할 

자와 위로받아야할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공간계획이 시작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천편일률적

인 조형, 전시 방법의 한계를 넘어 역사적 기억과 대면하고 진정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한 재현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이는 트라우마의 흔적을 보존하

고 희생자를 인격화하며 명확한 애도의 상징들을 통해 역사적 상상력을 주

는 건축공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각

과 격려를 주는 치유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상호소통의 전시를 통해 다

양한 구성원간의 소견이 교차되는 새로운 회복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단호히 말하면,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은 학문이나 예술 등에 의한 상

징적 치유나 제도적 기업사업에 맡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심한 고통

의 경험을 얄팍하고 가시적인 공간언어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잘 디자인된 공간디자인 콘텐츠들이 상처받은 도시의 치유를 

돕는 기능을 감당하고, 도시의 정서적인 재건, 기념하는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자는 공간디자이너

가 이러한 딜레마적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치유에 기여하

는 공간해법을 위해 재현하는 내용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수용과 반응을 직

시하고, 희생자와 사회구성원 양쪽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역사적 진실과 

대중의 요구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트라우마, 회복력, 사회적 치유, 기억과 애도, 상호소통

학  번 : 2007-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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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도시는 정치, 경제, 종교 상황에 따른 국제적인 전쟁과 테러 

뿐 아니라 노사 간, 이념 간의 분쟁,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의 이유 없

는 폭력들까지 포함해 너무도 다양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trauma)에 

노출되어 있다. 그 비인격적 폭력의 존재는 비단 현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 형태와 기술적 변화가 있었겠지만 역사 속에서 집단 폭력은 늘 인간 

행위의 일부였고 역사는 폭격, 방사능공격, 테러공격 등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행해지는 끔찍한 행위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가 “휴머니즘과 폭력”1)에서 폭력을 

인간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현대인은 그 불가피한 폭력

의 피해자들이다. 

  개인이 당한 끔찍한 폭력이 그의 삶에 치명적 상처를 남기고 오랜 육

체적 정신적 치유 과정을 요구하듯, 특정 지역사회가 당하는 예기치 않

은 끔찍한 폭력과 재난들도 그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트라우마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복원되기까지 다각적인 치유 과정과 노력을 요구

한다. 2001년 9.11 테러의 수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던 2002년 봄,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도시계획과의 로렌스 베일(Lawrence J. 

Vale) 교수는 <회복력 있는 도시: 트라우마, 회복, 그리고 기억>2)이라

1) 모리스 메를로퐁티, 박현모 역, 『휴머니즘과 폭력』(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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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MIT Colloquium 'The 
Resilient City; Trauma, Recovery 
and Remembrance' poster, MIT 
World, 2002

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

미나는 도시 디자인적 관점에서 

과거의 재난 가운데 드라마틱하

게 회복된 세계 도시들의 역사

를 분석하면서 도시 스스로가 

지닌 회복력의 실체를 놀랍게 

조명하였다고 평가되었다. 9.11 

테러의 여파가 컸던 시점에, 

‘도시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놓고 세계의 상처받은 도시, 상

처받은 도시인들의 역사를 스캔

해보는 작업은 도시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었다.  

  건축, 도시계획분야에서‘사회적 재난 이후의 도시재건’에 관한 연구

는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는데, 이 가운데 시설적 측면의 복원에 관

한 연구3)는 많이 진행되어온 반면, 크고 작은 트라우마로부터 시민들의 

회복을 돕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는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

하였다. 21세기 정보사회 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가 재난실황을 실시간

으로 공유하게 됨으로써 비극에 대한 감정적 교류가 더욱 확대 되고, 고

단한 도시의 삶을 사는 대중들이 사회의 비극적 이슈에 대한 감정 이입

2) Professor Lawrence J. Vale and Lecturer Thomas J. Campanella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 11-session colloquium titled ‘The 
Resilient City; Trauma, Recovery and Remembrance.’ sponsored by 
the Department of Urban Studies and Planning, the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MIT World. 

   http://web.mit.edu/dusp/resilientcity/
3) Eugenie L. Birch and Susan M. Wachter, Rebuilding Urban Places 

After Disaster: Lessons from Hurricane Katrin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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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열망하게 되면서 상처받은 도시와 상처받

은 도시인들을 위한 디자인 연구에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역사적 재난이 가져다 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

학, 정신의학, 역사학 등 다각적인 학문적 연구와 연계하여 선진도시들

의 공간연출 사례의 수집과 관찰 및 분석을 통해 공간디자인 콘텐츠의 

다양성과 치유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

하고 사회를 복원시키는데 기여하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에 대

한 연구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사례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980-2012년 2월까지 약 30여 년간의 

기간이었으며 사례 수집을 위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자연적, 사회적 

재난을 조사하고 이와 맞물려 디자인된 공공 공간들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기념조형물, 기념박물관, 

연성적 추모 공간들을 선별하였고 개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추출된 공간들의 1차적 조사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첫째, 디자인 계획 측면의 연구는 국내외 서적과 DVD, 메모리얼 관련 

웹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어졌으며, 둘째, 디자인과정에 있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연구는 관련단체 혹은 디자이너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어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셋째, 디자인에 대한 일반 대

중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공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블로그 50

여개, 이미지와 비디오를 올리는 웹 사이트인 구글, 야후, Flickr.com에 

방문자가 올려놓은 사진과 의견들을 통해 대중이 공간을 보는 방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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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넷째, 전체적인 공간 분석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2007년 8

월(1차), 2008년 7월(2차), 2009년 8월(3차), 2010년 7월(4차), 

2012년 7월(5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공간과 대중간의 소통방식을 

민속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인터뷰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연구자는 도시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

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3가지 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첫째는 이

론적 접근(theoretical approach)을 통한 공간언어 고찰로 트라우마에 관

련되어 이미 많은 임상실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심리학, 정신의학의 연

구와 연계하여 치유효과를 주는 공간콘텐츠와 표현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고, 둘째는 디자인적 접근(designer's approach)을 통한 공간언어 고찰

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이너들이 제안한 (치유를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들, 최종적 공간해석, 사회로부터 선택된 디자인방향을 관찰함

으로써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가능한 공간언어를 추출해내는 방법

이고, 셋째는 현상분석적 접근(site-analytical approach)을 통한 공간

언어 고찰로 선별한 성공적 공간사례들을 공간학적 측면에서 ‘장소만들

기 과정 place making process’의 분석틀로 사용되는 4가지 축인 공

간지각, 공간미학, 공간심리, 공간행태를 통해 분석한 후 공통적 특징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로 삼은 과거 30년간 (미정립단계

로 있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진보, 여전히 

남아있는 난제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본론이 되는 4장에

서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해결해야할 난제(難題)들과 이러한 공간

에 접근하는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 방문자들의 반응, 기대 분석을 통

해 현시점에 드러난 현상(現狀)들을 바라보면서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

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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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의 진행과정 

회복력의 개념 

사례분석의 계획

1980-2012년까지 국내외 건축학, 조경건축학, 도시설계분야 메모리얼관련 석박사학위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공간/ 뉴스,신문 사이트의 사회적 반응이 컸던 공간/

대표적 재난직후 관공서, 시민단체의 후속적 모색이 있던 프로젝트 선정 및 분류

사례선정 및 분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개념 정리

3. 트라우마에 관련한 공간디자인 고찰

애도의 디자인

∙트라우마의 개념 및 분류 

∙트라우마의 회복단계 

∙트라우마의 역사적 처방

∙회복력의 개념

∙사회적 치유의 개념 

∙도시공간에서 회복의 개념

∙도시회복의 의미

∙애도하는 인간

∙애도의 표현

트라우마의 개념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2000년대 

∙2002년-현재

4.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

3.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현장분석 

2.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프로그램 

1.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 

즉각적인 애도의 장소

자각과 격려를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 컨셉 분석 I

디자인 컨셉 분석 II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역사

애도의 표현을 위한 전략

회복력의 개념

기억의 대면을 위한 연출

 회복의 난제들

 현상

현장분석 기준설정

5.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 제안

현장분석 결과

현장분석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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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시·트라우마·회복

제 1 절  도시의 재난과 회복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도시들에 관한 도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도

시는 때로 약탈당하고 불타고 홍수가 범람하고 기근과 지진에 시달리고 

전쟁의 폭격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발

견할 수 있다.4)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세계 도시의‘회복력 

resilience’은 1800년 이후 거의 보편적 사실이 되었다.  

   도시의 회복력에 대한 근거는 역사상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

들 가운데서 입증된다. 재난의 시점과 현재 도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도시회복’의 사례로 회자되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회복의 기준으로 삼

는 공통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미국 상공업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시카고(Chicago)는 1871년, 27시간에 걸친 대화재로 도시 대

부분이 소실되었으나, 도시재건을 위한 시민들의 모금과 시카고학파5)의 

4) Tertius Chandler and Gerald Fox, 3000 years of Urban Growth 
(New York: Academic, 1974). 

   기록에 따르면 1100년-1800년 사이 도시 파괴의 결과, 오직 42개의 도시
만이 역사상 완전히 사라졌다고 되어있다. 그 와중에도 바그다드(Baghdad), 
모스크바(Moscow), 멕시코시티(Mexico city), 부다페스트(Budapest)와 같
이 인구의 60-90%를 잃은 도시들은 다시 재건되거나 재생되었다. 

5) ‘시카고 파’라는 용어는 1871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大)화재에
서부터 1910년경까지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약한 건축가와 공학기술자 혹은 
그들이 완성한 일련의 사무소 건축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시카고파는 다시 
대화제때부터 1910년까지 활동한 ‘제 1기 시카고파’와 1950-80년대에 
활동한 ‘제 2기 시카고파’로 나뉜다. 화재에 안전한 철골 구조에 높이와 
엘리베이터를 갖춘 고층건물에 미학적 표현을 부가한 것은 시카고파의 선구
적 업적으로 평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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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건작업을 통해 (어떠한 화재에도 안전한 철골구조를 가진) 마천루 

빌딩으로 가득한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맞이하였다. 시카고는 새로운 가

로와 호안의 공원 등을 재정비하며 오늘날 다른 도시에서 유례가 없는 

광대한 공원을 가진 도시로 재탄생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역시 1906년 큰 지진동에 의한 파괴와 화재로 인해 40만 

명의 주민 중 반수에서 3분의 2 가량이 집을 잃었으나 그 재건 작업은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지금은 세계적인 항만 도시 및 국제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사례 중에

서 특히 중국 허베이성의 탕산(Tangshan)은 톈진(天津) 북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는 광공업도시인데, 1976년 7월 28일, 7.8의 직

하형 지진이 시내를 덮쳐 주위 건축물이 모두 붕괴되었고 24만 명 이상

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탕산 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6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신시가 건설 및 구시가 재건에도 힘을 썼으며, 재

건된 구시가 중심부에 항진기념비와 기념관을 세우는 등 여러 각도에서 

도시회복을 이루었다.6) 

   앞서 언급한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탕산과 같이 자연적 재해를 입은 

도시 외에도 전쟁, 테러와 같이 인위적 재해를 입은 도시들 역시 도시의 

자생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일본

의 히로시마(Hiroshima), 나가사끼(Nagasaki)는 1945년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로 시 전체가 초토화되고 19만여 명의 희생자를 내었으나 

전후 국제평화 문화도시로 발전하여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히로시마

와 나가사끼가 이같이 평화교육과 관광의 상징으로 부각된 것은 피폭의 

6) Chen Yong et al., eds., The Great Tangshan Earthquake of 1976: An 
Anatomy of Disaster (Oxford: Pergamo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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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를 평화의 도시로 살려내려는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컸다.7) 

1949년 5월, 히로시마를 평화 기념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히로시마 평화 기념도시 건설법’이‘나가사끼 국제 문화도시 건설

법’과 함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는데,8) 현재 두 도시는 여전

히 기념사업을 두고 끊임없는 논쟁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폭

의 시점과 비교할 때에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모두 회복

되어 평화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Dresden)도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미·영 공군의 맹

렬한 폭격으로 시가가 거의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전후 유서 깊은 

옛 건축물이 모두 복구되었고, 영국의 코벤트리(Coventry) 역시 제 2차 

세계대전중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아 14세기에 건립된 성(聖)미카엘 대

성당을 비롯해 도심부가 파괴되었으나 전후 새로운 타운 센터 건설을 시

작으로 부흥되어 도시 재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Warsaw)는 제 2차 세계대전동안 시민의 61%를 잃었으나 1945년 나

치스 독일로부터 해방된 다음해부터 시가지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1967

년 전쟁전의 인구수를 넘어섰으며 도시의 근대화와 역사적인 건축물의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9) [그림 2-1]에서는 마켓 스트리트(Market 

7) 평화 기념자료관 하다구치 미노루 관장은 이 과정을 10년간의 논쟁과 20년
간의 대 이주의 긴 여정’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
를 평화의 메카로 만들려는 지난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히로시마 평화 기념도시 건설 법은 히로시마 시 시민 투표에서 91%의 찬성
을 얻으면서 1949년 8월 6일 공표되었는데, 평화공원 및 시설들은 이 법률
에 기초하여 건설된 것이다. 같은 해 10월에 평화옹호 히로시마 대회가 개
최되면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시민의 소리로서 원자병기 금지’가 요구되었
고 1946년 8월 5일 민간주도의 평화부흥 시민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래 계
속된 시와 민간 평화단체들의 노력으로 히로시마는 평화운동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자리매김하게 된다.   
9) Anthony M. Tung, Preserving the World's Great Cities (New York: 

Clarkson Potter, 2001), 73-95.



- 9 -

그림 2-1. San Francisco 
대지진직후와 재건이후  

street)라는 동일한 거리 광경을 통해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사건 바로 직

후의 시점과 이후 재건된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폐허가 된 도시건물들의 재건 뿐 아

니라 황량하던 거리밀도가 높아지고 활기차

게 변화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재난

을 당한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도시 스스로가 가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10)

   이와 같이 개별 도시들의 재난이후 재건

(reconstruction)의 사례는 많은 자료들에

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재난당한 각 도

시들 간의 비교문화연구나 재해의 종류에 따른 재난 후 도시 회복에 대

한 차이를 들여다보는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11) MIT의 로렌스 

베일(Lawrence J. Vale) 교수가 제시한 [표 2-1]12)과 같이 트라우마

를 가진 도시들의 재난 정보를 하나의 도표위에 올려 수평적 차원에서 

각 재난의 스케일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도시인들이 인명피해를 

당했는가’, ‘얼마나 많이 도시가 파괴 되었는가’ 재난의 2가지 관점

10) Filmabinitio,“1906 San Francisco earthquake: before and after 
journey down Market Street”June 28, 2010, accessed May 16, 
2012. 
http://filmabinitio.blogspot.kr/2010/06/1906-san-francisco-earthquak
e-before.html.

11) Raymond W. Gastil and Zoe Ryan, eds., Information Exchange: How 
Cities Renew, Rebuild, and Remember (New York: Van Alen 
Institute, 2002).

12) Lawrence J. Vale and Thomas J. Campanella, The Resilient City: 
How Modern cities recover from disas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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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Traumatized Cities

에서 각 도시들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표에서 보면, 바르샤바

(Warsaw, WWII), 탕산(Tangshan, 1976), 생 피에르(St. Pierre, 

1902), 히로시마(Hiroshima, 1923), 고마(Goma, 2002) 등이 미국 오

클라호마시티(Oklahoma City, 1995)의 테러공격과 뉴욕(New York, 

2001)의 9.11 테러에 비해(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물질적, 

인명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표의 상단

을 차지하고 있는 재난도시들이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도시’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표에서 확인되는 사망자 숫자, 도시파괴의 퍼

센티지만으로 간단히 트라우마의 정도를 논의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이 데이터들이 (죽음과 같이 치명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그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상해와 질병의 숫자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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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난 후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정신적 파괴와 충격

의 파장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표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재난당한 도시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도시(traumatic city)라고 사회구성

원들의 관념에 기억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그

렇지 않다.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거나 24만의 시민들이 사망한 상

단의 도시들은 우리의 인식밖에 있는데 비해 오히려 너무도 작은 재난이

었던 9.11 테러가‘트라우마를 겪은 도시’의 상징으로 떠올려지는 이

유는 20세기 후반 정보화시대에 재난의 정보와 이미지가 글로벌 미디어

를 통해 신속히 세계적 공감대를 얻도록 역할 한 바도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세계 다른 도시와의 경제적 상관

성, 국제관계와 상징적 가치에 크게 기인한다.13) 뉴욕 같은 세계적 도시

들의 재난은 물리적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엄청난 도시이미지

의 손실마저 가져온다.14) 이러한 재난의 광범위한 영향력은 뉴욕 거주

인의 정신적 외상에 더하여 마치 물결효과(ripple effects)와 같이 뉴욕

의 경제, 정치, 국제관계와 관련한 다른 도시들에까지 치명적 충격을 주

며 정신적 외상을 가져왔다. 

   각기 다양한 재난을 겪은 세계도시들의 (재난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도시들이 그 이름과 존재가 소멸

13) 도시에 대한 상징은 다양한 해석을 가져온다. 특히 뉴욕이라는 도시는 
9.11 이후 2가지 상징적 측면에서 담론의 화두가 되었다. 보수담론이 득세
하는 가운데 CNN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뉴욕의 9.11 테러가 미국의 가
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장을 했다. 테러분자라는 악의 세력
이 민주주의 표상인 미국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데이비드 하비에 따
르면 영국의 BBC가 이 사건을 쌍둥이 빌딩이 상징하는 세계화시대의 미국
의 금융과 군사력에 대한 응징으로 분석했던 것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David Harvey, “Cracks in the Edifice of the Empire State”in After 
the World Trade Center: Rethinking New York City, ed. David 
Michael Sorkin et al. (New York: Routledge, 2002), 57.     

14) Vale and Campanella, resilient cit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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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도시인구가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거주인, 경제활동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적 측면에서도 발전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 1918-1984)도 “도시는 좀처럼 사라지기 어렵다. 도시가 세워

진 전략적이고 지리적인 위치와 그곳에 집중된 실물자본 때문에도 그러

하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도시의 기억들과 모티브, 거주의 기술들이 그것

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15)라고 했듯이 도시는 축적된 스스로의 

에너지를 통해 결국 살아남고 회복된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생을 넘어 소멸된 옛 건축, 가로, 도시패턴들을 그대로 복원해내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세심한 도시계획을 이루어낸 도시들은 많지 않

고, 재난의 기억을 사회적 담론을 통해 제대로 역사화하고 추모, 기념하

며, 또 이를 통해 도시인들이 당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접근하는 도시들

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5) Kevin Lynch, Wasting away (San Francisco: Sierra Club, 199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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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트라우마

1. 트라우마의 개념 및 분류

   

   트라우마(trauma)16)는 정신적 외상을 뜻하는 정신 의학 용어로 과

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외상이

란 심각한 죽음 또는 상해를 입을 위험을 실제로 겪었거나 그런 위협에 

직면 했을 때, 혹은 타인이 죽음이나 상해의 위험에 놓이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을 때, 이에 대해 강렬한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을 경험한 과거의 

충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사회과학에서 트라

우마란 전쟁이나 재앙, 사고 등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이 정상적 의식에

서 분리되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환각, 악몽, 플래시

백 등의 형태로 돌발적으로 재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을 포함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재로부터의 상실과 슬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문화적 카테고리마다 

제각각이기에 삶과 죽음, 사랑과 가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패턴에

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개개인과 그가 지

니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한 개인

의 감정보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비

서구문화권에서는 사별을 슬픔과 비탄의 일로 여기기보다 그것을 애도하

는 사람이 주변에서 예상하는 방식으로 의식을 행하는지의 여부를 더 중

16) 트라우마는 원래 해부학 용어로서 육체적 ‘상처’를 가리키는 고대 그리
스어(τραυμα)에서 유래했다. 그것이 심리학, 정신분석학 용어로 정착되면서 
육체적 상처나 감정적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신적 경험을 지
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Ruth Leys, Trauma: A Genea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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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종류
Type of 
disaster

재난의 원인
Cause of damage/ death

대표적 기념 공간 사례
Typical cases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기후성재해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
폭설,가뭄,황사 등  ∙고베 지진 기념관 Gobe, Japan

 ∙쓰나미 메모리얼 Panna, Thailand

지진성재해 지진, 화산폭발

인위적 재해 Human Disasters

사고성재해

교통사고
(자동차,철도,항공,선박)

 ∙체르노빌 기념관 
  Chernobyl, Ukraine
 ∙시카고 화재 메모리얼 
  Chicago, USA

산업사고
(갱도,가스,화학폭발물)

화재

생화학
(바이러스,박테리아,유독물질) 

방사선

계획성재해

전쟁

 ∙베트남 참전용사기념비
  Washington DC, USA
 ∙나가사키 원폭희생자를 위한 
  평화기념관 Nagasaki, Japan  
 ∙유태인박물관 Berlin, Germany

테러, 폭동

 ∙오클라호마시티 메모리얼
  Oklahomacity, USA
 ∙9.11 메모리얼
  NYC, USA

[표 2-2] 트라우마를 입히는 재난의 유형과 기념공간사례

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인의 회복력이라는 개념에 (서구 문화권에 비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전쟁, 테러와 같은 사회정치적 재난이나 태풍, 지진 같은 자연적 재난

은 언제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트라우마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

구나 관심의 범위에서 늘 벗어나 있었기에 이와 관련한 기념공간들이 제

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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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학계에 심리적 트라우마의 개념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

는 전문용어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베트남 전쟁’

이었다. “전쟁과 죽음의 시대성”이라는 소논문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65-1939)는 전쟁의 폭력에 따른 죽음의 일상화

가 가져다준‘죽음에 대해 변화된 태도와 지성인들조차도 겪어야했던 대

혼란’을 지적한바 있다. 1차 세계대전이후, 그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성격의 전쟁, 그 이전에 상상조차 힘들었던 대량살상의 초래는 

그 무고한 희생을 상쇄할 수 있는 이념이나 가치란 있을 수 없음을 알려

주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였던 피에르 쟈넷(Pierre Marie Felix Janet, 

1859-1947)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습관적 기억, 내러티브 기억, 트

라우마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내러티브 기억은‘인간이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생성하는데 기여하는 정신활동’을 말하는데, 인간

은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 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

시킴으로써 정상인의 심리를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극도로 충격적인 체

험은 이 내러티브에서 이탈하여 무의식에 고착됨으로 의식적 통제가 불

가능해진다. 양차 세계대전은 물론 홀로코스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

폭,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각종 식민지 쟁탈전과 독립전쟁,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포함해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수많

은 국지적 분쟁들은 이러한 의식적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류의 정신

과 신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트라우마적 사건들이었다. 유동성 없이 

고착되어버린 체험을 시시때때로 재연하는 ‘트라우마 기억’은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꿈이나 환각에서 충격적인 순간의 고통으로 회귀하는 증

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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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들’이란 개념에는 단지 죽임을 당한 자들만이 아니라 죽음에 

준하는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생존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원폭 피해자 자

손들의 대물림되는 병고, 사방에 깔린 지뢰 때문에 계속되는 제 3세계 

국민들의 찢어진 사지, 한국전쟁이후 양분된 국민들의 슬픔에 각인된 죽

음에 못지않은 고통의 상처들을 아물게 하기 위한 사회적 처방들이 필요

했다. 또한 이런 재난들은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뿐 아니

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목격자인 사회구성원 전체에게도 각기 다른 정도

의 정신적 외상을 입혔다.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부정17)이나 억압18), 

해리19)와 같은 증상들은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

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이다.20) 베트남전을 중심으로 한 초기 연구 대부

분은 전쟁 트라우마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그 후 차츰 연구 범위가 자연

재해, 강간, 신체적 상해 등 다른 유형의 역경으로 확대되어갔다.21)   

   

   2. 트라우마의 회복단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의 회복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완결된

다. [표 2-3 참조] 첫 번째 단계는 안전의 확립이고, 두 번째 단계는 

17) 부인하여 왜곡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방어기제. 원본능, 자아, 초자
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불안이 나타나고 이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의
식 수준에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18) 방어기제의 작동 원리이자 방어기제 중 하나로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원하
지 않는 기억, 사고, 정서, 욕망 등을 의식에서 제외시키는 자아의 활동.

19)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사건에 대한 재경험과 감각의 마비 상태에서 동요하
는 증상. 해리(dissociation)는 의식, 기억, 정체성, 환경을 지각하는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타인과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분리, 지각의 변형, 기억의 손
상으로 설명된다. 

20) 쥬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서
울: 플래닛, 2009), 16-18. 

21) 조지 보나노, 박경선 역, 『슬픔 뒤에 오는 것들』 (서울: 초록물고기, 
20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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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1단계 2단계 3단계

히스테리아 (피에르 쟈넷 P. Janet, 1989)22)

안정화, 증상중심치료 외상 기억의 탐색 성격 재통합, 복귀

전투 외상 (스커필드 R. M. Scurfield, 1985)23)

신뢰, 스트레스 관리교육 외상의 재 체험 외상의 통합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브라운& 프롬 D.P. Brown and E. Fromm, 1986)24)

안정 기억의 통합 자기의 발달, 추동의 통합

다중 인격 장애 (푸트넘 F. W. Putnam, 1989)25)

진단, 안정화, 소통, 협력 외상의 대사
완결, 통합, 완결 이후 

대처 기술의 숙달

외상성 장애 (허먼 J. L. Herman, 1992)26)

안전 기억과 애도 연결의 복구

[표 2-3]  트라우마 회복의 단계

기억과 애도이며, 세 번째 단계는 일상과의 연결이다. 트라우마를 연구

했던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를 다섯 단계로, 

어떤 이들은 여덟 단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위의 세단계로 

대략적인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회복의 

단계 연구는 회복을 위한 공간디자인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22) O. van der Hart, P. Brown, and B. A. van der Kolk, "Pierre Janet's 
treatment of Post Traumatic Stres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2 (1989): 379-395.

23) Raymond. M. Scurfield, “Post Trauma Stress Assessment and 
Treatment: Overview and Formulations”in Trauma and Its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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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디자이너들이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위해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인 기억과 애도이다. 외상기억은 언어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적이므로, 생존자가 처음 전하는 외상이야기는 지루하고 전형적이며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다. 전환되지 않은 외상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이 가

지고 있는 감정이나 해석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마치 스틸 사진이나 무성

영화에 비유할 수 있다. 치료는 이러한 무성영화 같은 외상 이야기에 음

악과 언어를 붙이는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트라우마의 치료, 치유로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하는 ‘트라우마와 관련한 역사적 처방들’은 먼저 참고해 

볼 가치가 있다.  

 

   3. 트라우마와 관련한 역사적 처방들 

   

   역사적 트라우마(Historic trauma)와 관련한 20세기 처방들을 살펴

보는 것은 이후 공간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반성하고 넘어가야할 

요소들을 지적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근대에 들어서 전쟁으로 인해 만연된 죽음과 결부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희생자를 기리는 일은 국가의 새로운 정치적 과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사자를 미화하는 일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조국을 

vol.1, ed. Charles. R. Figley et al.  (New York: Brunner/ Mazel, 
1985), 219-256.

24) Daniel. P. Brown and Erika Fromm, Hypnotherapy and 
Hypnoanalysi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86).

25) Frank. W. Putnam, Diagnosis and Treatment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1989), 178-179.

26) J. L. Herman, J. C. Perry  and B. van der Kolk, “Childhood 
Trauma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 (1989): 49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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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희생’은 조국의 영광스런 미래의 근간이 된다고 치켜세워지고 공

공적으로 기념되어졌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각종 전쟁기념비와 박물

관, 사적지, 기념식과 축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근대적인 ‘기념(commemoration)'의 관례조차 20

세기 초에 도래한 극단적 폭력, 전쟁의 광풍 앞에 설 자리를 잃고 말았

다.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감수한 희생자들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

라 그저 설명할 길 없는 부조리한 폭력의 '희생자(victim)'일 뿐이었다. 

이러한 호소력 없는 죽음, 전쟁 희생자에 대한 기념은 2가지의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의 흐름이 이전보다 더 극단화된 희생자 숭

배였다. 희생자를 초인으로 미화하는 비합리적인 기념형태, 불멸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과장된 상징들이 표현되었으며,27) 부조리한 죽음에 애

써 의미를 부여하고 자연스런 기억과 망각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20세기 말,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건 새로운 기념의 방식, 새

로운 기억의 방식을 선도한 것은 다름 아닌 생존자들의‘증언’이었다. 

홀로코스트와 원폭 생존자들의 증언을 시발로 1990년대부터 세계 곳곳

에서 각종 대량학살, 독재의 인권 탄압의 피해자들이 그간의 침묵과 터

부를 깨고 자신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홀로코

스트 증언 문학가인 엘리 비젤(Elie Wiesel, 1928-)이 20세기 후반부

를 ‘증언의 시대’라고 지칭했을 정도로 제도화의‘기념’에 도전하는 

증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증언자들의 고통이 필설로 옮

겨지는 것, 함께 고통 받았으나 고통을 증언할 기회마저 상실해버린 죽

은 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사건 자체와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

는 난제인 것도 사실이었다. 

27) Jay Winter and Emmanuel Sivan, eds., War and Remembrance in 
the Twentieth Century (Studies in the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Modern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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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표현, 재현간의 괴리라는 문제는 끊임없는 갈

등을 일으켰다. 그간 역사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왔

던 사적인 기억들이 새로이 주목받게 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었으나 이 

사적인 충격적 기억들을 문학과 예술로 표현해 낸다는 것 자체가 한계였

다. 프로이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트라우마의 기억은 상징적 비유가 아

니라 생생한 광경 그 자체로 재현되는 놀라운 직접성과 비상징적 특성들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기념비, 영화, 

책 등 각종 재현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억은 ‘전형적인 이미지’들에 고

착되어 반복되었다. 그리고 역사적 객관성이 도외시된 교육적 효과, 예

술적 가치, 상업적 수익성이 등장했다. 스필버그(Steven A. Spielberg, 

1946-)의 <쉰들러 리스트 Schindler's list, 1994>처럼 모든 죄악을 

가해자의 악한 심리상태로 환원하거나, 베니니(Roberto Benigni, 

1952-)의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1997>처럼 고통을 희

화하는 표현방식들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절대 악으로 치부함으로써 그것

을 탈 정치화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 비교

역사문화연구소의 전진성 교수도 홀로코스트는 원천적으로 설명이 불가

능하며 평범한 감동을 주는 내러티브로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9) 

   타자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의 인상, 생생한 이미지를 증언해야 할 책

임감은 느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하는 그 무력감의 엄습

에 대해 프로이트 이론은 섣부른 재현작업에 앞서 선재되어할 과정이 있

음을 지적해준다. 프로이트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애도(Trauer)’였다. ‘애도’란 타자의 상실을 지속

28) Patrick H. Hutton, History as an Art of Memory (Vermont: 
University of Vermont, 1993), 52-72. 

29) 전진성, 이재원 편저, 『기억과 전쟁』(서울: 휴머니스트, 20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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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슬퍼하는 행위로, 애도가 가능한 전제조건은 과거를 기억하되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실의 인정을 통해서만 다시 자유

롭고 장애 없는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30)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양한 재현의 매체를 개발

하여 과거의 고통을 기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것뿐이다. 

   여전히 트라우마의 재현에 관한 논의들은 끊임없다. 극심한 고통의 

체험이 재현의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희생자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절대

적 공포감과 무력감은 증발해버리고 트라우마의 재현이 결국 트라우마의 

물화(reification)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가장 비근

한 예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각종 재현들의 난무는 과거와의 진지한 대

면을 오히려 가로막으며,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전

달해주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고통의 기억을 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진정한 의미의 기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지

만 이내 전쟁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침묵의 공간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유행과 함께 기념품 상점들로 둘러싸인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아픈 과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

은 슬픔을 증폭시키는 일이라는 비판도 지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라

우마로부터 일상성을 초극하는 숭고함을 찾으려는 현대문화의 경향, 뼈

아픈 희생이 일종의 세속화된 순교행위로 전락되는 부정적 승화를 넘어

선 재현들이 모색 가능한 것인가’ 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역사가들이 보는 (역사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트라우마 재현의 관점, 심리학자들이 보는 트라우마 치유의 관점, 그리

고 디자이너들이 작업하는 상징적 표현에 대한 관점 사이를 드나들며 이

에 관한 담론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30) 전진성, 『기억과 전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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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시회복의 의미

1. 회복력의 개념

    

    회복(回復)의 사전적 정의는‘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

태를 되찾음’이다. 회복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변화한 후 그 자

극이 제거됨과 동시에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을, 혹은 변화에 의

해 상실했던 것을 되찾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재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

와 다른 상황에 놓여있음을 전제하는데, 이 달라진 상태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을 회복력(resilience)이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테러공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연

구에서 독보적인 연구자로 명성이 높은 조지 보나노(George A. 

Bonanno)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슬픔 뒤에 오는 것들 The 

other side of Sadness: What the New science of Bereavement 

tells us about Life after Loss”에서 “충격적인 비극으로 인한 상실

에서부터 대부분의 인간과 사회집단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수

년간, 상실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나조차도 인간의 강

한 회복력에 종종 놀랄 때가 있다.”고 말했다.31)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 속상한 일을 잊는 망각의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

험32)을 진행했었는데, 실험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적 트라우마성 

31) 보나노, 『슬픔 뒤에 오는 것들』, 95.
32) 보나노 교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사건목록(재정적 어려움, 이성친구와의 이별 등 대학생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성인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잠재적 트
라우마성 사건들)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4년 동안 이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연구 완료 시점 즈음에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실
험결과 각 학생이 4년 동안 보고한 해당 사건의 평균건수는 6건이었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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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에 적절하게 대처한 이후로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생각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잠재적 트라우마성 사건이 그렇게 다 간단히 해결되어지

는 것은 아니다. 보나노 교수 역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상할 수도, 

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섭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음에 

동의한다.33) 전쟁과 테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

연재해와 같은 큰 사건들은 개인의 삶을 영구히 바꾸어 놓기도 하고, 모

두가 공유할 문화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릴 정도로 한 사회집단을 변화

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마주할 때마다 도시와 

그 사회는 역사에서 퇴보하거나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가? 절

대로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바 있는 로렌스 베일 교수의 ‘회복력 있

는 도시: 트라우마, 회복, 그리고 기억’이라는 세미나에서는 도시 디자

인적 관점에서 이와 같이 과거의 엄청난 재난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회복

된 세계 도시들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도시 스스로가 지닌 회복력의 실체

에 대해 조명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가 가진 이러

한 회복력을 전제로, 한 도시가 가진 트라우마로부터 도시인들의 회복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 공간 계획들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2.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

      

 ‘회복’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치유(治癒)’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상처받은 도시의 회복과정으로서의 치유는 사회적 

라인조사에서 최근 1-2주 경험을 물어봤을 때의 기록은 그러하였으나 4년
의 조사기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의 기억을 물어봤을 때는 자신이 이미 기록
해서 보고했던 잠재적 트라우마 사건들의 실제 횟수보다 더 적게 그것을 기
억하고 있었다. 

33) 보나노, 『슬픔 뒤에 오는 것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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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social healing)를 뜻한다. 

   치유의 개념은 원래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뜻으로, 치료

(curing)는 과학적, 기술적, 육체적 접근에 관한 것인 반면, 치유

(healing)는 보다 정신적, 경험적, 인간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34) 일반적으로 ‘치유 공간(治癒 空間)’이란 용어는 병원, 노인요양

시설 등에서 환자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쾌적한 자연공간의 도입을 

의미하거나35) 색채나 빛을 이용한 심리 치료 공간, 혹은 종교적 명상과 

상담사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연상케 한다. 최근 고대 치유시스템에 기

초한 마사지, 리츄얼 서비스를 통해 현대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

켜주는 럭셔리 스파나 다양한 테라피 기능을 가진 치유 리조트(healing 

resort)를 치유 공간이라 여기기도 한다.36) 

  그러나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도시의 회복을 위한 치유공간의 수

혜자는 단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나 보다 품위 있는 서

비스를 받으려는 사회계층을 넘어 훨씬 포괄적 대상영역을 갖는다. 이 

때의 치유는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공의 영역을 포함한 사회적 치유

(social healing)의 개념을 갖는다. 이 논문은 트라우마가 ‘공공 공

간’이라는 문화적 산물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으며 이 트라우마를 다루

는 공간이 사회적 치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정호기 교수는 전쟁기념물과 같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

간들이 개인적 치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치유라는 보다 근본이 되는 목

34) Mary Guzowski, Daylighting for Sustainable Design, 1st ed., (New 
York: McGraw-Hill, 2000), 321.

35) 송효주, 최상헌, 「노인특성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1권 1호』 
(2009.5): 204.

36) 이승헌, 임미혜, 「스파 시설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16 (통권 64호)』(2007.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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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향해 매진해야하며, 이러한 공간의 건립은 트라우마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정치적, 시대적 관점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용이 변화되고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치유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적인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서독의 전위예술

가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상흔의 사회적 치유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회피, 방해, 망각, 현재 속에 자신을 함몰시

키는 행위들을 성찰적으로 극복 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37)    

   이미 경제적 효율과 물질중심의 시대가 지나고 개인의 만족을 넘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공디자인의 시대가 열렸다. 도시미화와 질서, 

기능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

픔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가진 공간, 그들을 소통케 함으로 회복에 이르

게 하는 공간들에 대한 연구는 도시디자인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내실

을 채워 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도시공간에서 회복의 개념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y)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주로 생태적 측면

에서 삶의 질을 회복하는 디자인 연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38) 하지

37) 도미니크 라카프라, 육영수 역, 『치유의 역사학으로』 (서울: 푸른 역사, 
2008), 429. 

38) Peter Newman, Timothy Beatley and Heather Boyer, Resilient 
Cities: Responding to peak oil and climate change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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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ime Landscape,  

Alan Sonfist, New York, 

1978

만 감정적인 본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들의 집합공간으로서의 도시, 도시

문제, 그리고 그 회복을 논할 때, 우리는 물리적, 생태적인 도시환경의 

회복 뿐 아니라 도시문제로 거론되는 여러 심리적 측면들로부터의 회복

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상처의 부위와 상황에 따라 그 치료책이 다르

듯이 도시환경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에 따른 '회복'의 개념도 다양하

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오염되고 유독성 있는 도시환경을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회복은 '생

태적인, 친환경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도심에 공원을 적극적으로 만

들어 인간의 바이오필리아(biophilia)39)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의 도

입을 의미하기도 하고, 맬컴 마일즈(Malcolm Miles)가 <미술, 공간 그

리고 도시>에서 '생태 치유'라는 말을 쓰며 예를 들었던 조경미술가 앨

런 손피스트(Alan Sonfist)의 <시간풍경

Time Landscape>같은 자연 이미지와 

관련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포함하기도 

한다.40)  

   도시의 소외된 세대, 계층, 소수 인종

들의 마음을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의 회

복은 '공동체적인', '함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 문제에 있어서의 회복은 

고립된 각 개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위치, 형태, 프로그램을 가진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크리

Island Press, 2009).
39) Shane Pliska,  "Biophilia, Selling the love of nature," Interiorscape 

Magazine, Jan/Feb, 2006.
40) 멜컴 마일즈,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서울: 학고재, 1997), 29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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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he Good Life: New Public 
Spaces for Recreation, Van Alen 
Institute, 2006 

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1952-)가 그의 명저 "패턴 

랭귀지 Pattern Language"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주 들르고 싶은 

편안한 느낌의 장소를 디자인함으로써 도시에 벌어지는 여러 희비극적 

양상이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41)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경쟁사회로부터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회복의 의미

는 '격려하는', '고무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침체된 감정을 끌어

올리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 웃고 즐기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

들 중 밴 알렌 인스티튜트

(Van Alen Institute)는 21

세기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새로운 전시 <The Good 

life: New Public Spaces 

for Recreation>의 5개의 테

마가운데 재미있는 도시(Fun 

city)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즐겁게 고무시킬 공간들을 소개하여 대중의 많은 호응을 얻기

도 하였다.42)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전쟁, 테러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나 역사적 재난의 트라우마로부터 시민들의 마음을 회복한다고 했

을 때 이는 '위로하는, 추모하는', '평화로운 도시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

41) Christopher Alexander,  Sara Ishikawa and Murray Silverstein, A 
Pattern Language; town, buildings, construction (Berkeley: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310-314. 

42) Zoe Ryan, The Good Life (New York: Van Alen Institute, 2006),
    http://www.vanalen.org/good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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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의 문제점 회복의 개념 치유 공간

오염되고 유독성 있는 
도시 환경

⇨
 생태적인 ecological 
 자연의 natural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자연의 공간
natural space

소외(alienation): 
소외된 세대, 계층, 인종, 
핵가족 사회의 희생자

⇨  공동체적인 communal
 함께 어울리는 socializing

공동체적 공간
communal space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적 사회 환경

⇨
 격려하는 encouraging
 생기를 주는 cheerful
 희망을 주는 hopeful

유희의 공간
fun space

전쟁, 테러, 린치와 같은 
사회폭력, 자연재해 같은 
재난의 비극

⇨
 위로하는 comforting
 추모하는 cherishable
 기념하는 commemorative  

메모리얼 공간
memorial space

[표 2-4] 도시환경의 문제점에 대응한 치유공간의 해석

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43)  [표 2-4]는 도시환경의 문제점에 각각

의 다양한 치유공간이 있음을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본 논문에서 트라우

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범위는 아

래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이 될 것이다.  

43) Edward T. Linenthal,  Preserving Memory: The struggle to Create 
America's Holocaust Museu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i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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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회복의 의미

 

  도시(the city)란 것이 도시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들로만 정의될 수 

없는 것처럼, 도시의 회복(recovery)이란 의미 역시 파괴된 시설의 건

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난 이전 상태의 도시인구밀도, 문화시설, 무

역의 기회, 사회, 경제적 관계, 심지어는 도시인들이 공동으로 경험한 트

라우마로부터의 정상화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회복력(Resilience)이란 말은 생태학에서부터 발달되어왔는데, 에코

시스템이 (예상치 않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 흐트러지고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다시 균형적(balanced) 상태로 돌아가려는, 안정적 

상태를 지향하는 경향, 평형 상태(equilibrium)로 가고자하는 본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홀링을 비롯한(Crawford S. Holling) 최근의 생태학자들

은 에코시스템의 본질이 사실 불변성(constancy)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변화와 흐름(flux)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44) 이 개념은 이

안 스쿠네(Ian Scoones)의 책“새로운 생태학과 사회과학 New 

ecology and the social sciences”에서 주장하는 사회과학으로의 적

용가능성45)에서와 같이 도시이론과 도시의 회복력을 이해하는데도 유용

하게 사용된다. 재난당한 도시가 이후 도시 인구의 숫자적 회복

(numerical resilience of population)을 보이는 것은 ‘회복력’에 있

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주 장소(place of habitation)로서의 

도시의 가치가 회복되었음을 가장 쉽게 입증해주는 회복의 상징이 거주

44) Crawford. S. Holl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Laxenbur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1973), 17.

45) Ian Scoones, "New ec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What 
prospects for a fruitful engag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8 (1999): 47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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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숫자적 회복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각 개인이 도시의 회복을 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의 회복을, 교통전문가들은 도시자체 내에서와 

도시와 연계된 다른 지역 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시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빌딩과 메모리얼들이 디자인되고 가로(streetscape)가 활기차지

는 것을,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들은 도시인들의 정서적 회복을 ‘도

시 회복의 척도(尺度)’로 볼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회복은 이러한 전

문가의 관점들 뿐 아니라 직접 그 도시의 거주인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이미지들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IT의 로렌스 베일

(Lawrence J. Vail)교수는 MIT에서 출간된“테크놀로지 리뷰 

Technology review”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도시의 회복은 다음 

3가지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도시의 회복은 도시를 물리적으로(physically) 재건하는 것과 사회를 

문화적으로(culturally), 정서적으로(emotionally) 재건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46) 이는 도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개발되어야한다는 

말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도시 회복의 영역과 회복의 의미는 도시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정서적 재건’에 관련한 것이 될 것이

다. 이 정서적인 부분은 도시학자들이‘도시 재생 행위의 모델 (model 

of recovery activity)’을 제안할 때 주장하는 도시 재생의 4단계 과

정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기념하는 재건(commemorative 

46) Jack Curtis, "The city shall rise again", MIT Technology Review, 
(July 1, 2005): accessed May 16, 2012. 

   http://www.technologyreview.com/article/404378/the-city- 
shall-rise-again/ 

   "The city shall rise again: Urban resilience in the wake of disaster," 
last modified January, 2005,   
http://chronicle.com/article/The-City-Shall-Rise-Again-/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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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도시 재건의 3가지 차원

reconstruction)’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정서적인 재건은 도시인들

의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 해결책을 가지기 위해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하드웨어 콘텐츠가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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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트라우마와 공간디자인

제 1 절 애도의 디자인

1. 애도하는 인간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는 상실된 대상에 

대한 집착을‘우울(Melancholie)'이라 지칭한바 있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마치 자신의 상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심리현상인 이 우울증

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이드가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애도

(Trauer)'였다. 애도란 타자의 상실을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행위를 말한

다. 애도의 전제조건은 과거는 기억하되,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소중한 그 상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다시금 자유롭고 장애 없

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47)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복잡한 감정 

상태를 보이며, 애도의 표현을 한다. ‘슬픔’이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의 내부 감정이다. 슬픔

에는 정상적 슬픔(normal grief)과 비정상적 슬픔(abnormal grief)이 

있는데,48) 정상적 슬픔은 슬픔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비정상적 

슬픔은 손실을 경험한 3-25%의 사람에게서만 발견되어진다. 그 가운데 

47) 정진성, 『기억과 전쟁』, 32-33.
48) Angela Morrow, "Grief and Mourning: What's Normal and What's 

Not? Normal Grief and Complicated Grief" last modified November 
24, 2009,

   http://dying.about.com/od/thegrievingprocess/a/griefproces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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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애도하는 인간 

비정상적 슬픔의 종류는 또 다시 5가지로 나뉘어 논의되어진다. 슬픔을 

넘어설만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만

성적 슬픔(Chronic grief)’과 슬픔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

도록 인생의 다른 일들에 감정을 소진케 하는 ‘지연된 슬픔(Delayed 

grief)', AIDS나 낙태, 동성애 파트너의 죽음과 같이 슬픔을 당한 이의 

손실이 공개적으로 오픈되어질 수 없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

는 상황에서의 ‘박탈된 슬픔(Disenfranchised grief)’, 악몽, 포비아

(phobia), 비행과 자살과 같은 행동을 동반하는‘과장된 슬픔

(Exaggerated grief)’, 그리고 본 논문에서 집중되어 다루는, 어떤 경

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난과 사고로 인한‘갑작스런 슬픔

(Sudden grief)’으로 분류되어 설명된다.

  애도(mourning)는 슬픔의 외적 표현이다. '애도 작업'49)은 슬픔을 표

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슬픔과 관련된 감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심리적

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틀어 이른다.50) 애도

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손실의 고통에 대응하

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여 우리 삶을 재구성하

고 결국 치료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필수적 과정이다. 

   애도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문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의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애도는 

슬픔의 아주 개인적 표현이므로 일기를 간직하

거나 고인의 사진 앨범을 만들거나 특별한 날짜

49) 애도작업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1)Engel의 슬픔의 과정 3단
계 (2)Lindemann의 슬픔의 과정 3단계 (3)Kubler-Ross의 슬픔의 과정 5
단계를 들 수 있다. 

50) 김형경, 『좋은 이별』 (서울: 푸른숲, 20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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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랑하는 사람의 묘지를 방문하는 일 같이 개인적인 기억에 근거하여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온몸을 던져 땅을 치며 울기도 하고 머리

카락과 옷을 찢기도 하는 극적인 슬픔의 표현들을 동반하는데, 이는 동

서양의 문화, 학력, 성별, 종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관찰되어진다. 

   애도작업의 핵심은‘슬퍼하기’다. 울 수만 있다면 심리적 상처의 치

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마야 린이 베트남 참전용사기념물을 통해 상처받

은 이들에게 대면하도록 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슬픔은 분

노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싸울 태세를 취하

게 하지만 슬픔은 생물학적 체계를 둔화시켜 우리를 뒤로 물러설 수 있

게 한다.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게 하여 자신의 내면에 집중

할 수 있게 한다.51) 애도의 작업은 상처 입은 곳으로 돌아가 그때 충분

히 슬퍼하며 울지 못한 울음을 다시 울게 하는 작업이다. 

   생을 그르치게 하는 문제와 맞닥뜨릴 때 그 문제의 핵심에는 늘 제대

로 해결하지도 떠나보내지도 못한 과거의 상처가 존재한다. 베르나르 베

르베르(Bernard Werber, 1961-)는 그의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52)에서 말하기를,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잡초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 것처럼 사건의 후유증이 다시 나타

나 오래가게 되므로, 나중에 애도를 제대로 못해서 몇 년씩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도 애도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대면하면서 현재 느끼는 상

실감 속에 섞여 있는 과거의 상실감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애도 작업을 

잘 진행했을 때, 궁극적으로 애도의 작업이 사회전체의 정신적 성장과 

발달의 도구가 된다.53)

51) 보나노, 『슬픔 뒤에 오는 것들』, 69.
52)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세욱, 임호경 공역,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서울: 열린책들, 201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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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도의 표현

   “감성의 숭배 The Cult of Emotion”에서  마이클 라크르와

(Michel Lacroix)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이면서 동시

에 호모 센티엔스(homo-sentiens), 즉 감각하는 인간’이라 하였다.54) 

지난 산업화시기에 행동의 결함이나 약점으로 간주되었던 ‘감성

(emotion)이 21세기 최고의 가치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대중들

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현저히 보이는 현상은 사람들이 개인

적으로 감성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경험한 감동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하거나 감동

을 주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21세기의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매일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

며 이러한 집단적 감성에는 거대한 위력과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진

다.55) 이는 하나의 이슈를 통해 사회의 연대감을 형성하며 가족적 가치, 

부족적 가치의 새로운 표현들을 창조해낸다.

   미국에서의 비극적 테러사건과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이후, 감성과 

부족적 경험에 대한 열망들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9.11 테러 사건은 

감성의 힘과 함께 비극적 상황에서 기업과 도시와 국가가 사람들에게 다

가가는 방식에 대해 훌륭한 교훈을 주었다.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이 소

식을 전해들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대규모 평화 집회에 참여해 거리에

서 촛불을 들고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다. 프랑스의 <르몽드 Le 

53) 김형경, 『좋은 이별』, 36.
54) Michael Lacroix, Le Culte de l'Emotion (New York: Editions 

Flammarion, 2001).
55) 마크 고베, 윤경구, 손일권, 김상률 공역, 『마크 고베의 공익적 브랜딩』 

(서울: 김앤김 북스, 20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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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I♥NY Poster, 
Milton Glaser, 2001

Monde>까지도 9월 13일자 신문에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라는 표

제의 기사를 내보냈다. 테러가 있던 주말,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에 실린 모든 광고는 미국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애국적 메

시지들로 채워졌다. GM은“미국을 계속 달리게 하자(Keep America 

Rolling)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애국심이 느껴지는 감동적이고 인간

적인 이미지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해 무이자 할부판매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브랜딩 노력들은 특별한 역사적 정황을 

기회삼아 ‘공익적 색깔’을 드러내고자한 기업의 의도로 보이지만 몇몇 

브랜드는 그들이 진정으로 이 사회를 염려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

들은 사람과 기업이 항상 불화상태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56) 

   “I ♥ NY”의 디자인으로 유명해진 그래

픽 디자이너, 밀튼 그래이져(Milton Glaser)

는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후, 1975년 

그가 디자인했던 “I ♥ NY”마크에 핏자국이 

묻은 듯 왼쪽 아래가 그을린 하트를 더하여 

뉴욕 시에 공식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

였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대신 일간

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I 

♥ NY more than ever”캠페인은“우리는 

상처받은 뉴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한다. 

We love wounded New York more than 

ever."는 의미로 뉴욕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더 사랑

하는 것’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보다 슬픔의 상처를 치

56) 고베,『공익적 브랜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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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9.11 10주년 기
념 Newsweek cover

유할 수 방법이라고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한지 10년 동안 뉴욕 시

민들은 공포와 슬픔을 넘어서 놀라운 회복력

을 보여 왔다고 평가되어지는데, 이를 기념한 

각종 유명잡지들의 10주년 기념 표지 디자인

들에도‘슬픔에 대한 애도와 도시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강렬히 표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3]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지진과 방사능 

유출과 같은 대규모의 재난이 있었을 때에도 

SNS를 통해 세계가 격려의 메시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빠르게 반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는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시각 디자인’이었다. 

애도와 격려의 내용을 담은 문구와 이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다양한 

결과물들이 단시간 내에 쏟아져 나오면서 캠페인 역할 뿐 아니라 디자인 

제품을 통한 기금마련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그 성공적 사례들을 몇 가

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의 표지에는 일장기의 붉은 원안에 ‘がんばれ, 日本, が

んばれ, 東北 (Don't give up, Japan, Don't give up, Tohoku)’라는 

격려의 문구가 장식되었다. 이 디자인이 일본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일본 시민들이 이에 반응하였는데, 그들에게 이 문구는 “Don't worry, 

Japan. We are here to help you 걱정 하지 마, 일본. 우리가 너희를 

돕기 위해 여기 있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57) ［그림 3-4]  

57) “Don't give up, Japan. Don't give up, Tohoku”last modified March 
14, 2011, http://theworldofy.wordpress.com/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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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Don't give up Japan, Don't give up 
Tohoku/ The independent cover(왼쪽), bag 
design(오른쪽) 

그림 3-5. Threadless homepage T-shirts advertisement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의 도움으로 수많은 기부 캠

페인이 재난 후 48시간 이내에 시작되었는데 그 때에 소개되었던 그래

픽 디자인들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다. 트레드리스

(Threadless)라는 티셔츠 전문 쇼핑몰에서는 디자이너들에게 일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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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9.11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공간,  
Meadowlands, New Jersey 

상징하는‘일출 sunrise’을 주제로 티셔츠 디자인을 공모하였다. 선택

된 티셔츠는 온라인에서 구매가능하며, 수익의 25%를 미국 적십자사의 

일본지진과 태평양 츠나미 기금 (The American Red Cross’s Japan 

Earthquake and Pacific Tsunami fund)에 보내진다고 광고하였다. 이 

디자인은 부서진 태양을 가슴의 위치에 프린트하여 이 재난이 당사자들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가슴이 부서지는 아픔이

라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는 회사의 인식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익적 브

랜딩을 목적으로 한 결과물 중 하나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상처받은 이들

을 위한 ‘위로의 디자인’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림 3-5]

   공간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애도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각적인’애도의 표현이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은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국가나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공식적 애도의 장이 마련되었으나 SNS를 통해 재난에 대한 정보가 실

시간에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애도에 대한 개인적 표현, 혹

은 사회단체들에 의한 작고 

비공식적인 공간표현들을 많

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9.11 테러에 관련한 애도의 

공간이나 추모 조형물만 해

도 (공식적 기념관을 제외하

고도) 미국전역에 수십 개가 

넘게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뉴저지(New Jersey) 메도우랜드(Meadowlands)에 디자인 되어진 

9.11 기념공간은 맨하탄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월드트레이드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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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망되던 허드슨 강가에 만들어졌다. 무성한 습지사이에 고즈넉하

게 돌출된 2개의 데크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전경에서 사라져

버린 트윈빌딩의 스카이라인을 기억하게 한다. 데크는 타워의 110개 층

을 상징하는 110개의 보드들이 일렬로 연결되어있으며 그 앞에 희생자

들을 추모하는 자기로 만든 명판이 놓여 있다. ［그림 3-6]

   이와 같이 다양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애도의 디자인들이 각 디자인분

야에서 재건과 극복의 의지를 주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온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그 가운데 특별히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 

디자인’이 어떻게 시대적 변화를 보여 왔는지 그 특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2 절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의 역사

  

    트라우마의 기억을 다루는 공간의 대표적인 형태는 메모리얼

(memorial)이다. ‘메모리얼’이라는 단어는 메모리, 즉 기억이나 (개

인이나 이벤트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메멘토(memento), 행동이나 미래 이벤트에 

관해 경고하거나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의 기억가운데 특별히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픈 트라우마의 

기억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표현하여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 사

회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공간디자인에 있어서도 큰 이슈가 되어왔다.  

   건축사학자 알베르토 페레즈 고메즈(Alberto Perez-Gomez, 

1949-)는 건축가의 역사적 역할이 보다 나은 미래를 고려하고 삶을 확

신시켜줄 수 있는 진실을 상징하는 ‘기억을 위한 무대’를 창조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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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말했다.58) 역사와 기억에 닻을 내리고 있는 공간디자이너의 

이러한 작업들은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재앙들에 직면해 시대의 사회, 문

화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달라져왔는데, 그 시대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1980년대 이전: 국가의 이념적 도구

   20세기 초, 세계의 각 국가들은 세계 1,2차 대전이 파생한 자국민들

의 상흔들을 잠재우고자 의도적으로 추모의 공간과 방식에 개입하였다. 

각국의 사례들 속에서 전후 국가의 정치적 전략을 위하여 개인의 추모공

간을 국가의 공식적인 공간이자 의례로 교묘히 전화시켰던 사례들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먼저 1900-1980년까지 세계대전이후 세계 

각국이 트라우마와 관련한 공간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역사적 사료를 

통해 그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문단에서 대표 사례를 추출한 

기준은 전쟁과 관련되어 큰 피해와 영향을 받았고 기념공간에 관한 사료

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일본과 독일을 선정하였다.     

   일본과 독일, 두 나라의 전쟁기억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

는데, 기념공간을 통해 표출된 희생자의 개념에서 (적어도 집단기억을 

통해 표현, 학습, 확산, 전승된 바에 따르면) 일본인은 스스로를 피해자

로, 독일인은 스스로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가 아

주 상반된 개념을 보이는 단서는 일본인의 전쟁기억에서 중심을 차지하

는 사건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 반면, 독일인의 전쟁기억에서 중심을 

58) Alberto Perez-Gomez, "The Architecture of Richard Henriquez: A 
Praxis of Personal Memory." in Richard Henriquez: Memory Theatre, 
ed. Howard Shubert, (Montreal/Vancouver: Canadian Centre for 
Architecture and Vancouver Art Galler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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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사건은 아우슈비츠라는 점이다. 일본의 협애한 희생자 개념은 

히로시마를 고난의 집약된 성지이자 아우슈비츠와 마찬가지로 인간악의 

절대성을 고발하는 현장이자 ‘세계평화의 메카’라는 보편사적 의미까

지 부여하고 있다.59)     

   1980년대 이전에 일본, 독일, 한국에 나타난 트라우마와 관련된 공

간의 가장 큰 조형적 특징은 희생자들을 현창하기 위한, 무조건적으로 

찬미하는 기념물(Ehrenmal)과 상기기념물이다. 1차 대전 이후에는 전

쟁을 미화하기 위한 ‘충성을 찬미하는 기념 공간’이 등장하였으나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로 얼룩진 전쟁의 위상을 

높이는 조형방법이 유지되기 힘들었다. 죽은 이들을 앞세운 영광의 기념

물이 아니라 산자들에게 과거의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일깨

우는 상기기념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경우, 1950년대까지

는 부담스러운 과거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킬 만한 시설들을 파괴하였으

나, 196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어서 상기기념물이 독일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전국에 산재한 강제수용소들이 기념의 장소(Gedenkstatte)로 

탈바꿈했으며 유대인 학살계획이 논의되었던 반제(Wannsee)호숫가의 

친위대 별장 같은 역사적 현장이 학습의 장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1 일본의 사례

   오에 시노부의 “야스쿠니신사”60)에 보면, 현창과 명예의 공간인 

야스쿠니 신사61)의 본질이 일본정부가 유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

여 (본래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사적 감정에까지 개입하여) 

59) 전진성,『기억과 전쟁』, 212.
60) 오에 시노부, 양현혜, 이규태 역, 『야스쿠니신사』, (서울: 소화, 2001), 

136.
61) http://www.yasukuni.or.jp/precinct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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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원폭의 아이상, 
히로시마 평화공원 

그림 3-7. 야스쿠니 신사의 전개도

전몰자에 대한 개인적이

고 파편화된 애도와 추모

의 감정을 천황에 대한 

균질적인 충성심으로 전

환시키는데 있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애초에 패전

국이면서 헌법에 의해 전

쟁을 포기한 전후 일본에

서 전쟁폭력을 행사하다

가 목숨을 바친 상황에서 능동적 희생(sacrifice)을 추도하는 것은 곤란

하였음으로 그것을 위한 모뉴먼트인 야스쿠니신사 [그림 3-7]는 국민

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추도공간이 되지 못하였다. 

   전후 이 같은 공간을 형성한 것은 오히려 전쟁폭력에 의해 목숨을 빼

앗긴 수동적 희생자(victim)의 모뉴먼트인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

이었다. 1949년 ‘히로시마 평화 기념도시 

건설법안’에 의해 ‘평화 기념공원’의 

설립이 결정되고 채택된 단게 겐조(丹下健

三)의 구상은 자연풍경을 도입하고 신화적 

모델로 이용된 것이었다. 이미 1942년 대

동아 조형문화의 비약적 앙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동아 건설기념조영계

획에서 1등상을 수상한 것이었지만 실현되

지 못했고 이후 야스쿠니 신사와 호국신사

의 모델이 되었다.

   평화 기념공원에는 1952년 원폭 위령



- 44 -

비, 1955년 원폭자료관이 단게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부흥이라는 목적

을 위해 기능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평화 기

념공원의 중추를 지나는 원폭자료관 뒤에 혼고 신이 제작한 <폭풍속의 

모자상>은 같은 공원 내에 건립되어있는 <원폭의 아이상>과 함께 일본

국민들의 순례지로,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전쟁의 수동적 희생자들을 초

석으로 부흥을 실현하고 있다는 미래지향적 표상으로 역할 한다. 

1.2 독일의 사례

   자기의 민족을 희생의 서사에서 주인공으로 삼고자하는 욕구에 관해

서는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의 영웅인 군주나 장군 같은 

공적자들을 찬미하던 독일 기념문화는 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첫 번째는 사자(死者)숭배가 기념비의 주요

기능이 되고 전몰자를 통해 국민공동체를 성립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전몰자가 계층, 계급, 군사적 신분에 의해 

구분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조형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상기기념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3-1]은 사자의 표상을 둘러싼 두 가지 모더니즘이 보이는 형태적 

특징을 간략히 보여준다.   

   그 가운데서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은 기념비를 추상화, 기하학화함으

로 계층, 지역, 연령, 성별의 차이를 배제하고 초월적 국민표상을 가능하

게 하였다. 존재할 수 있었던 이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슬픔, 되살리고 

싶은 욕망,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주관주의적 모더니즘에서는 역사적 상징보다 

성인상이나 석관과 같은 신화적 상징이 사용되었고, 지배자상이 아니라 

표현주의적으로 조형된 이름 없는 국민 상에 의해 국민이 표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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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적 모더니즘 주관주의적 모더니즘

정의
대중사회의 실현에 대응해 기계문
명을 직시, 찬미하는 이지주의적 
미학을 추구하고자 한 모더니즘

 이 같은 현실이 초래한 정신적, 
심리적 실체와 모순을 본능적, 정
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모더니즘 

예술양식
큐비즘 데 스틸, 미래파, 구성주
의, 신즉물주의, 건축에서의 기능
주의, 국제주의

 표현주의, 아르누보, 유겐트슈틸, 
다다, 초현실주의, 건축에서의 유
기주의

시간관념
현재, 미래지향적이고 기본적으로 
반역사주의적이지만, 비역사적인 
신화적 요소에서 영감을 획득

 반문명적, 자연/ 신비주의적 이념
을 내포하고 수공업과 같은 반근대
적 전통으로 소급함

건축의 
조형이념

장식을 배제한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추상적 형태의 조형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성을 부정하
고, 불안정한 비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면서 주관주의적 독창성을 
표현

대표사례

∙뭰헨 전몰자 기념비 외관
∙신 위병소의 전몰자 기념관
∙동독 신 위병소 기념비
∙원폭자료관 위령비 
∙원폭의 아이상
∙평화기념 사망자 추도공간
∙지도리가후치 전몰자묘원

신위병소의 전몰자 기념관 (Neue 
Wache)

∙뭰헨 전몰자 기념비의 병사상
∙부헨발트 기념비
∙통일후 신 위병소의 피에타상
∙폭풍속의 모자상
∙해신의 상

부헨발트 기념비
(Buchenwald memorial)

[표 3-1] 일본, 독일 기념문화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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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concept drawing, Maya 
Lin, 1982   

2. 1980년대: 대중 참여의 움직임

   

2.1. 위로의 디자인과 대중의 참여   

   1980년대 이후는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나치 범죄와 전쟁 관련 기

념물 조성 붐이 독일 전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공식적 기

념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때이다. 

   기념비의 우선적인 목적이 전통적인 교훈적 기념물과 같이 영웅적 희

생을 찬미하는데 있지 않고 집단적인 심리적 상흔의 치유에 있었던 최초

의 치유적 기념물(therapeutic monument)은 마야 린(Maya Lin)의 베

트남 참전용사 기념비(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1982)였

다.62) 마야 린의 디자인은 위로하는 공간, 산자와 죽은 자의 상호교감이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메모리얼 디자인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음

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추모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건축가 마야 린이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현상설계공모전

에 당선되기 전까지 초기 전쟁 기념 공간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

더들의 승리와 정치적, 군사적 업

적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였었고 

나열된 희생자의 이름이 주는 의미

는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리스트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마

야 린이 디자인했던, 희생자의 이

름이 새겨진 V자형의 검은 벽은 

선정 직후부터 엄청나게 거센 반대

62) Daniel J. Sherman, Terry Nardin, Terror, Culture, Politics: 
Rethinking 9/1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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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직면하였다. 이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기념조형물

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적인 세대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었다.  2차 대전 미국이 이오지마(硫黃島)를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조형

물이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나 모두 군인의 영웅적 행위를 

표현했지 검은 돌에 망자의 명단(전사했거나 실종된 미군 5만 8천명의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기념물이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전쟁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특히 일부는 전쟁을 벌이고 

일부는 그 전쟁을 반대해야하는 상황과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참전용사

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 등을 또 하나의 전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찰스 그리스월드(Charles Griswald)는 그의 책에서 이 메모리얼

에 대해 ‘책처럼 열려있으면서도 닫혀있다’고 평하면서,63) 작가인 마

야 린 스스로가 ‘땅의 깊은 상처’라는 용어로 작품을 설명했듯이 상실

과 치유되지 않고 남은 상처에 대해 깊이 고민한 공간임을 언급하였

다.64) 죤 비어즐리(John Beardsley)는 이렇게 상처를 기억 속에서 치

유한다는 특이한 발상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지적하였다.65) 

그는 이 공간에 공감하는 관람객 층이 폭넓고, 춥거나 비 오거나 맑은 

날을 가리지 않고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새겨진 이름을 보고 어루만지며 헌화를 하거나 비춰지는 검은 벽을 

그냥 들여다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

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확실히 그 이전 시대의 메모리얼과

63) Charles Griswold, Warriors & Statesmen: Symbolism in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and Nearby Monuments (Charles L. 
Griswold Jr, 1990), 79-112.

64) 마야 린은 “나는 죽음은 무엇인가, 상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왔다. 날카로
운 상처는 시간과 함께 고통이 줄어들지만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상
처가 남는다.”고 언급했다. Griswold, Warriors & Statesmen, 98.

65) John Beardsley, Earthworks and Beyond (New York: Abbevill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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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 전쟁 메모리얼
베트남 메모리얼

Vietnam Veterans Memorial

공간
컨셉

정치적 역사적 군사적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

전쟁의 희생자들과 가족,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 
죽음과 치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공간
표현
및
이미지

구상적 사실주의적 표현+ 
추상구조물의 혼용

추상적, 상징적, 미니멀, 내러티브적   

커다란 상징탑 위주의 
수직적 구조 (권위주의적)

수직적이기보다 수평적인 표현으로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짐

랜드마크로서 드러남 주변과 어울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

좌우대칭적 엄숙주의 비대칭적

부수적인 요소로서의 희생자 
리스트첨부

죽은 연도순으로 희생자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보다 사적인 의미를 부가함 

공간
이용
행태

관망적, 랜드마크적 형상으로 
인해 기념사진 촬영을 유도함 

참여적 행위 (만지고 입 맞추고 문질러 탁본
을 뜨고 울면서 방문자와의 깊은 감정적 교감
이 이루어짐)

[표 3-2] 1980년 이전 전쟁 메모리얼과 베트남 메모리얼의 공간비교 

는 구분되어 이상화된 상징어를 피하고 사회적 위계질서를 그저 복제하

는 내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표 3-2]를 참조해 비교하면 더 자세

히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대의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부는 반대론자

들과 효과적 의견조율이 실패할 경우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할 것이라는 



- 49 -

통첩까지 하게 되었고, 반대론자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입구에 미

국국기를 걸고, 돌의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영웅적 기념상들을 옆

에 같이 세워주면 마야 린의 디자인 안에 타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에 맞서 워싱턴 공공 기념물 디자인 심의 위원회가 주최한 최종 청문회

에서 마야 린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피력하기를 “원래의 디자인 의도

는 불행한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을 회상하고 추모할 수 있는 자유를 주

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나 영웅심을 조장하기 위한 조형

물이 아닙니다.”66)라고 하였다. 진정한 메모리얼의 취지는 전쟁의 참상

을 진솔히 들여다보이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남은 자를 위로하는 것이어

야 하며,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고 전쟁과의 직접적 관여여부를 떠나 모

든 방문객에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선포였다. 이러

한 그녀의 주장67)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상최초의 영웅심이나 적개심을 

고취하지 않는 전쟁기념물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었다.

   단순한 형태 속에 담긴 망자를 위한 슬픔과 극복의 의미는 공간을 방

문한 모든 전몰장병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의 벽(The Wall of 

Healing)”이라 불리며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68) 마야 린이 그로

부터 10년이 지나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 준공 10주년 행사에 모든 이들

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년동안 기념비를 실

제로 방문한 모든 전몰장병 가족들과 국민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

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이 위로의 벽은 단지 스쳐지나가는 공간이나 기

념사진을 찍는 공간이 아니라 방문자들과의 깊은 상호교감이 이루어지는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고 지금도 평가받고 있다.69)  

66) Freida Lee Mock, Maya Lin - A Strong Clear Vision(VHS), 1995.
67) Maya Lin, Boundaries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4;09.
68) 이건섭, 『20세기 건축의 모험』 (서울: mind media, 2005), 33-50.
69) Mock, Maya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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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대중과 소통하는 치유의 벽,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1982 

   방문자의 행동유형을 관찰한 결과, 치유의 벽 앞에서 새겨진 망자의 

이름을 찾고, 만지고, 입 맞추고, 탁본을 뜨고, 울며 감정을 토로하고, 서

로 안고 격려하는 행태들이 관찰되었다. 방문자들은 전쟁을 해결할 수도 

없고 테러나 정치적 이슈와도 거리가 먼 무기력한 존재지만 누군가의 아

버지, 남편의 이름을 바라보고 터치해보면서 그 공간에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같은 카타르시스적 경험은 이전 기념공간의 

랜드마크적 접근성에 비교하면 아주 독특한 변화였다.   

   

   마야 린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ur King)

목사와 흑인인권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민권 운동 기념 조형물

(Civil Rights Memorial, 1989)로 이 공간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간행

태가 발견되었다. 방문객들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까지 인권운동이 

계속되리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검은 물 벽과 인권운동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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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대중과 소통하는 테이블, Civil Rights 
Memorial, Montgomery, Alabama, 1989

기록된 원형 테이블 위를 타고 흐르는 물에 손을 갖다 댐으로써 끊이지 

않는 민권운동의 역사와 일체감을 이루며 고요하고 숙연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70)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시각적 촉각적 경험으로 연결

시킨 연출은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디자인에 이어 감동적 공간이라는 

대중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메모리얼 컨셉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검

증받았다. 

   구글 및 기타 웹사이트 이미지 검색결과, 베트남 메모리얼의 경우 

1430만여개, 민권운동메모리얼의 경우 4780만여개의 이미지가 검색되

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방문자들이 올린 많은 이미지들이 [그림 3-10], 

[그림 3-11]에서 보는 것 같이 (건축물단독중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 메모리얼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행태와 표정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연기자가 아닌 대중들이 이 공간을 어떤 방식

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현장보고이며 대중의 시각을 읽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70) 이건섭, 『20세기 건축의 모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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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반 파시즘 기념
비, 1986

2.2. 카운터 메모리얼(counter memorial)

   1980년대, 마야 린의 디자인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움직임은 기존의 

권위적 모뉴먼트에 대항하는, 소위 '카운터 모뉴먼트(conter 

monument)'로 알려진 기념물들이다. 이는 일시적이며,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유형의 모뉴먼트로, 독일 조각가 요헨 게르츠(Jochen Gerz)와 

에스터 게르츠(Esther Shalev-Gerz)가 하브

루크(Harburg) 시내에 세운 '반(反)파시즘 

기념비(Monument Against Fascism, War, 

and Violence and for Peace and Human 

Rights, 1983-1993)가 그 시작이 되었다.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유태인을 기념하기 위

한 취지를 가진 약 12m 높이의 알루미늄 기

둥이었던 이 조각은 그 기둥 표면에 이름이나 

의견을 쓰라는 안내문이 7개 국어로 적혀 있

고 철필이 달려있었다. 납으로 처리된 표면에 

글이 채워지면 기념비는 조금씩 땅 아래로 내

려가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윗부분에 글을 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약 7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이 기념비가 완전히 땅 아래로 내려간 

것은 7년 후인 1993년이었다. 물론 모든 시

민이 이 기념비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글이나 낙서가 지저분했고, 네

오 나치들이 스와스티커 문양을 그려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념비는 그동안 나치의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독일인들을 공

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작가들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에 대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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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감성 체험의 치유

   1990년대 이후 기념조형물 뿐 아니라 기념관 디자인 컨셉에도 상당

한 변화가 있게 된다. 가장 대표적 사례인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U. 

S. Holocaust Museum, 1993)과 오클라호마시티 기념관(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Museum, 1997)을 보면 방문객에게 감각적 

경험을 통해 상상력을 주고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감

성브랜드의 4가지 축71)이 모두 발견되어진다. 

3.1. 내러티브적 접근 (Narrative approach)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총감독이었던 제샤자후 와인버그

(Jeshajahu Weinberg, 1919-2000)는 이 공간이 홀로코스트를 증언

하는데 있어서 역사와 단순 관련된 보존목적의 수집전시가 아니라 방문

객들을 정신적, 감성적,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내러티브적 공간이 되어

야함을 주장하며 이 공간의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기념관 설계를 맡은 

제임스 잉고 프리드(James Ingo Freed)는 홀로코스트라는 사건 자체

가 인간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극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재현 불가능

함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지성보다 내면에 호소할 수 있는 감

성적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이 추모와 

애도의 공간이 심미적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한 깔끔하고 세련된 건물이 

아니라 불편한 느낌과 기괴한 기분을 전달하기를 기대했다. ‘증인의 

홀’이라 불리는 거대한 로비는 일상과 단절되어 대면하기 곤혹스러운 

홀로코스트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주의 환기의 공간’으로 조성되었

다. 붉은 색 벽돌로 축조된 벽과 지붕을 비스듬히 받치며 노출되어있는 

71) 마크 고베, 이상민 역, 『감성디자인 감성브랜딩』 (서울: 김앤김북스, 
2003),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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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 쇠창살 같은 창문과 계단 손잡이의 느낌은 관람자로 하여금 

홀로코스트 시대의 어느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72)  

   여기서 공간의 내러티브적 접근이란 방문객들에게 마치 하나의 이야

기를 들려주듯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관

람은 강제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증인의 홀’에서 출발해 다시 이곳으

로 돌아오는 것으로 동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방문객들은 홀로코스트 희

생자인 유태인들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관람을 시작한다. 엘리베이터를 통한 공간이동은 곧 홀로코스트

의 시대와 공간으로의 이동이며, 홀로코스트의 플롯 안으로 투사되는 과

정이다. 이는 방문객이 그 시대, 그 정황에 있는 인사이더의 느낌을 경

험함과 동시에 현대시점에 있는 객관적 아웃사이더의 관점을 동시에 얻

을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방문객들은 설정한 스토리 라인의 연속

적 흐름에 따라 인식의 과정(processes of identification)을 일으키는

데, 이는 지적인 경험일 뿐 아니라 대단히 감성적인 경험으로 소설이나 

연극, 영화에서의 경험과 같이 몰입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하였다.73) 

   와인버그가 말하는 이 내러티브 효과는 건축가 제임스 프리드의 공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상미를 더하는데, 그는 이 박물관이 워싱턴으로

부터 벗어나 나찌(Nazi) 건축의 ‘느낌(feel)’을 갖도록 낡은 느낌의 

벽돌과 고문실 전등, 낡은 계단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도된 무대 

72) James Ingo Freed,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Assemblage, No.9 (1989): 59-64. 

   2층으로 향하는 거대한 계단 끝에 있는 아치 모양의 문은 아우슈비츠-비르
케나우 절멸 수용소(Auschwitz-Birkenau Concentration camp)의 입구를 
정확히 모방해서 만들었고 커다란 탑 모양의 기념관 상단은 아우슈비츠의 감
시탑들을 변형시킨 것이며, 붉은 벽돌은 아우슈비츠 막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었다. 프리드는 직접 자신이 경험한 아우슈비츠 현장의 분위기와 영감을 
‘증인의 홀’뿐 아니라 기념관 건물 전체를 통해 재현하고자 했다.  

73) JeshaJahu Weinberg and Rina Elieli, The Holocaust Museum in 
Washington (New York: Rozzoli, 1995),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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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James I. Freed, 
Washington, D. C., 1993

디자인 개념을 주었다고 하였다.74) [그림 3-13]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

려는 프리드의 의도가 언제나 관철된 것은 아니었으나, 건물자체를 통해 

이미 정서적 감흥을 만들어내는‘감성의 공명장치’로서 그의 기본구상

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75)

  내러티브 박물관은 단순전시형태의 박물관에 비해 훨씬 강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플롯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 스

토리의 결론은 언제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

야할 일의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모두 힘을 합쳐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

으리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다.  

  

3.2. 오감을 사용한 전시매체(Exhibition Media using Five Senses) 

  감성을 터치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감을 

통한 체험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트라우마를 다루는 전시들이 시각적 

전시 위주에서 청각, 촉각 등 다른 감각이 더해지면서 대중의 사건 이해 

수준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감성적 동화도 이

전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평가되어진다. 오클라호마시티 박물관

74) Weinberg and Elieli, Holocaust Museum, x.
75) Freed,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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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Chaos, exhibition 
room,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Museum, 1997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 Museum, 1997)의 경우, 스토

리텔링의 첫 시작은 ‘듣기(hearing)/혼란(confusion)’이라는 체험공

간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폭파

된 그 당시 빌딩의 방 하나를 설정하고 관

람객들이 들어가도록 한 후 방문을 닫도록 

하였다. 방의 불이 꺼지면서 폭발음, 진동

과 함께 긴박감을 알리는 육성과 소음이 

들리게 청각적 자극을 주면서 아픈 기억의 

순간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였다. 바로 이어

지는 카오스(Chaos)공간에서는 경찰차, 

엠블런스 사이렌과 함께 손상된 가구, 빌

딩파편들, 널려지고 타버린 개인소지품들을 보도록 하였다. 이런 전시들

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각, 청각, 촉각의 총체적 경험을 통해 이전의 

재난에서 희생자들이 당했던 그 공포와 슬픔을 체험하도록 의도된 것이

었다. 

3.3. 인터렉티브 디스플레이(interactive display)

   관람객의 참여적 행위를 통해 전시 내용에 매번 변화가 주어지는 상

호 활동적, 쌍방향적 디스플레이들이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오클라호마시티 기념관은 입구 쪽 난간에 당시 폭파사건을 

추모하는 뜻이 담긴 어린이들의 그림이 타일에 그려져 붙여있고 그 앞 

광장 바닥에 여러 개의 칠판과 분필들을 두어 방문객들로 하여금 이 비

극적 사건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디자이너는 이 부분이 치유 과정(healing process)의 중요한 요소가 된

다고 언급하였다. 방문자들은 이미 쓰여 있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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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Children's area,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Museum, 1997 

그림 3-16. Daniel's story,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1993 

이에 대해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글

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경험

의 교차를 만들어내었다.76)

   또 다른 인터렉티브 전시 사례로

는, 앞서 언급한 U. S.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다니엘 스토리(Daniel's 

Story; Remember the Children, 

1992)77)라는 체험공간을 들 수 있

다. 이 전시는 방문객이 유태인 소년 

다니엘의 방을 지나게 하면서 아이의 관점에서 전쟁을 연대기적으로 간

접경험 하도록 의도하였는데, 그 전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방문자가 

자신의 느낀 바를 다니엘에게 편지를 써서 부치는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우체통과 편지전시공간이 마련되어있다. 관람객에 의해 직접 쓰인 감동

적 메시지들이 매일 다른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내도록 의도되었는데, 이 

참여적 공간이 다른 어떤 전시부스보다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고 평가된다.   

76) http://www.oklahomacitynationalmemorial.org/secondary.php?section  
 =2&catid=30

77) 이 전시는 1992년, U. S. Holocaust Memorial Museum에서 5년간의 특
별 전시로 기획되었으나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계속 전시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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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 초: 건축적 체험의 치유 

   

   노르만 핀켈슈타인(Norman G. Finkelstein)은 미국과 독일 내 홀로

코스트 메모리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배경에 민족의 아픔과 희생을 

돈벌이와 연결시켜 '홀로코스트' 산업을 벌이는 집단이 있음을 고발하지

만,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의 실험적 추모공간

들이 등장해 건축계의 화제가 된 것은 특기할 일이다. 

4.1. 건축구조를 통한 공간체험: 베를린 유태인 기념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를린에 개관한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의 유태인기념관(Jewish Museum, 2001)으로 은빛 아연으

로 도금된 지그 재그식  외관에 유리파편이 박혀 있는 듯 불규칙한 창문

만으로도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기에 충분했다. 2001년 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하기 전까지 35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베를린의 새로운 랜드마크이

자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된 데에는 사진과 자료들을 나열하는 기존 전시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공간디자인콘텐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람객들은 리베스킨트의 도발적이고 복잡한 상징적 구조를 다 해석

하고 이해하진 못했지만 건물외부의 교차된 라인들이 내부곳곳을 관통하

며 만들어낸 6개의 부재(void)의 공간은 이전에 경험치 못한 예술적 감

있다.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이 전시는 한 유태인 어린이와 
그의 가족이 나찌 치하에서 어떤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만났는지 
연대기적으로 처리한 인터렉티브 전시이다. 이 전시는 오디오, 비디오, 텍스
트, 사진, 역사적 오브제 전시와 인터렉티브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다니엘의 침실, 부엌, 식당, 게토와 수용소 캠프의 정확한 환경의 재현을 스
토리텔링을 통해 풀어내었다.

78) Norman G. Finkelstein,  The Holocaust Industry: Reflections on the 
Exploitation of Jewish Suffering, 2nd Edition (New York: Verso,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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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Jewish Museum, 
Berlin, 2001

성 체험을 하게 한다. 특히 부재의 공

간에 있는 이스라엘 현대미술가 메나쉐 

카디쉬마(Menashe Kadishman)의 설

치작품 ‘떨어진 나뭇잎들(Shalekhet, 

Fallen leaves’은 녹슨 강철로 만든 

만개의 얼굴형상을 바닥전체에 깔아놓

은 것으로 마스크 같은 얼굴들이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는 형상을 하고 있

다.79) 방문객이 발자국을 뗄 때마다 쇠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희생자들의 비명

소리나 혼령들의 속삭임 같다. 이곳에

서는 ‘공감각적 예술체험’의 콘텐츠

가 전쟁의 상흔과 공허감을 느끼게 하

는 중요한 감성장치로 역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80) 

   인간이 대상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감각과 지각을 거쳐 상상의 도움

을 받는다.81) 관람객들은 공간의 매스와 재료의 느낌, 스케일, 빛의 조

도, 소리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무엇이라는 

인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의 단계에서 감상이 이루

어진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의 경우도,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나 리챠드 세라(Richard Serra)와 같은 작가들을 통해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였지만, 리베스킨트처럼 건축언어 자체로 

상흔의 감정을 표현한 실험적 공간은 처음이었다. 

79) http://www.jmberlin.de/main/EN/01-Exhibitions/04-installations.php
80) 이은화, 『21세기 유럽 현대 미술관 기행』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6), 286-288.
81)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각: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가』 (서울: 서해문집, 20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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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2002 

4.2. 빛을 통한 공간체험: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살자 추도 평화 기념관

   이러한 공간적 예술체험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요소는‘빛’이다. 

유태인박물관 벽에 그어진 패턴을 선명하게 인식시키는 요소도 빛이요, 

어둡고 텅 빈 부재의 공간에서 슬픔과 공포를 배가시키는 요소도 희미하

게 들어오는 빛이다. 공간의 중첩과 외부로부터 자연의 빛을 끌어들여 

자연광을 이용한 감성표현 외에도 2000년대에는 광섬유와 LED같은 인

공광과 디지털미디어 요소들이 메모리얼 공간에 있어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가 아키라 큐류(Akira Kuryu)에 의해 완공된 ‘나가사키 원자

폭탄 희생자들을 위한 평화 기념관(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2002)에서 언론과 대

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공간은 12

개의 빛의 기둥이 평화에 대한 소망

을 상징하는 ‘기억의 홀’이다.82)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이 기둥은 

외부의 거대한 수공간과 이어지는

데,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7만여 개

의 광섬유가 수면 위를 덮는 광경이 

상당히 감동적이라 평가되어진다. 

   이같이 2000년대 초에 나타난 

치유공간으로서 메모리얼 컨셉의 진화는 공간구조나 빛을 사용한 건축

적, 예술적 감성체험을 통한 방문객과의 소통이었다. 위에 언급한 두 박

82)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McGraw Hill Construction, last modified March 7, 2008, 
http://archrecord.construction.com/projects/lighting/archives/0403nagas
aki.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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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모두 놀이공원같이 즐기며 교육 가능한 최첨단 멀티미디어시스템 

체험공간들을 따로 가지고 있음에도 대중의 적극적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되었던 요인은 영혼을 터치하는 감동과 치유를 주는 건축적 공간 체험이

었다.

 5. 2002년-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치유

   

   2001년 미국 뉴욕에 있었던 9.11 테러는 이전의 역사적 재난에 대

한 대중적 반응이나 후속적 관심과는 아주 다른 현상을 보여주었다. 하

버드 대학의 랜디 벅크너(Randy Buckner)교수를 비롯하여, 12명의 교

수로 이루어진 컨소시움은 ‘9.11 테러리스트 공격에 관한 국민적 기억

에 관한 조사’83)에서 이전에도 재난에 관한 사회적 심리적 영향이 조

사된 적이 많았지만, 9.11 사태만큼 ‘감성적 레벨’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건이 없었다고 했다. 미디어매체를 통해 전 세계가 테러 장면을 목격

하면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들의 기억에도 어떤 독특한 플래시 전구 

메모리(flashbulb memory: 극도로 감정적인 순간과 사건에 관한 기억)

를 가지게 했다고 보고했다. 9.11사태이후 뉴욕시가 침체된 시민들을 회

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유 공간 프로그램들을 계획, 운영한 사례를 살

펴보는 일은 상당히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5.1. 국가차원의 프로젝트: 월드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얼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부지의 메모리얼 

공모발표가 있던 날, LMDC84) 회장 존 화이트헤드(John Whitehead)

83) "9/11: National Memory Survey on the Terrorist Attacks", 
http://911memory.nyu.edu

84) LMDC(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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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Reflecting Absence, Michael Arad & Peter 
Walker, 2004  

는 이 메모리얼 취지가 “희생자들을 회상하고 휴머니티를 드러낼 뿐 아

니라 우리 삶과 도시의 긍정적 미래를 재확인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

제 메모리얼은 단순한 기억의 도구가 아니라 치유와 격려의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발언이었다. 마이클 부룸버그(Michael R. 

Bloomberg) 시장도 “이 메모리얼을 통해 살아남은 자들과 이웃의 슬

픔을 추모할 뿐 아니라 뉴욕시민 모두가 가진 회복력을 기념해야한다”

고 했다.85) 뉴욕시민들은 공모전이 시작되고 당선작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자신을 회복시킬만한 디자인 파워를 가진 공간에 대해 개

인적 의견을 피력하였고, 수정보완, 건설되는 과정에서도 신중히 여러 

시민 그룹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졌다. 스타디자이너 한사람이 제안한 회

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뉴욕 시민 전체의 의지를 담은 작업이 진행되었다

는 것은 도시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이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공동체의 회복의 과

정을 함께 시작한 것이었다.

85) World Trade Center Site Memorial Competition invitation to 
compete,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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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Power Flower, Antenna, 

2002 

   

   최종당선작으로 마이클 애러드(Michael Arad)와 피터 워커(Peter 

Walker)의 작품이 결정되었는데 무너진 트윈 빌딩의 흔적을 상징하는 

납작한 2개의 형태가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 디자인계획을 살펴보면 이전 시기에 관찰되었

던 디자인 접근 요소가 총망라되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망자의 이름이 

새겨진 물 벽, 검은 돌 같은 애도의 상징들 뿐 아니라 지하 박물관에 폭

파당시 남아있던 슬러리 벽을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한 것, 9.11 사건에 

대해 오감을 자극하는 미디어 갤러리를 만든 아이디어들까지 과거 트라

우마를 치유하는 공간들을 통해 학습되어진 결과라 보인다. 

5.2. 민간 프로젝트의 활성화

   9.11. 이후에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말고도 민간단체들에 의한 이

벤트성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겐다즈사는 9.11 사태이후 침체

된 시민들을 격려하고자 브루밍데일 백화점 1층 쇼 윈도우에 파워 플라

워(Power flower, 2002)라는 미디어 설치공간을 제공했다. 안테나

(Antenna)그룹이 디자인한 이 공

간의 의도는 뉴욕시민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었고, 테마는 생명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쇼 윈도우

안에 만들어진 32개의 네온 꽃들

의 모션센서는  지나는 뉴요커들

의 움직임에 반응해 빛과 소리를 

내며 즐거운 공간이벤트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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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StoryCorps, 2003

냈다. 무심코 지나던 시민들은 자신의 걸음에 반응해 깜박이는 기대치 

않던 그래픽 형상과 경쾌한 소리에 기분이 상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장소를 수 시간 관찰하며 민속지(民族誌)를 위해 찍은 비디오에서 보인 

시민들의 반응은 몸을 움직이며 음의 비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다.86) 2002년 1월 3주간 설치

되었던 이 공간에 대한 열렬한 반응은 심플하고 대중의 감성을 터치하는 

인터렉티브 디자인이 새로운 위로의 공간의 디자인 콘텐츠로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파워플라워가 유희적 행위를 통해 치

유의 효과를 가져오려했다면, 이와 다른 

고백적 행위를 통해 엄청난 치유효과를 

일으켰던 프로젝트가 있었다. ‘스토리

코(StoryCorps)’라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구술역사를 위해 2003년 첫 번째 

부스가 뉴욕에 설립된 후 성공리 진행되

고 있는 비영리 단체의 인터뷰 프로젝트

로, 전문적 녹음시설과 방음벽을 갖춘 

작은 공간에 인터뷰를 예약한 두 사람이 

들어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가 끝나면 녹음된 CD를 받아 돌

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녹음된 

스토리는 외관에 설치된 음향시설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고, 시민들은 이를 통해 타인의 인생스토리를 들으면서 동병상련의 

86) “Q&A with Sigi Moeslinger and Masamichi Udagawa of Antenna 
Design”The International Design Magazine , September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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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치유공간 디자이너 이미지

내
러
티
브
적

오
감
의
체
험

인
터
렉
티
브

흔
적
의
보
존

빛
의

활
용

건
축
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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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USA

Maya Lin ● ●

1989
The Civil Rights Memorial, 

Montgomery, AL, USA 
Maya Lin ● ●

[표 3-3]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시대별 특성과 변화 

마음을 느끼게 된다. 이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 인생사가 

곧 국가 전체의 역사라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시도였는데, 그간 

공적 영역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왔던 사적 기억들이 새로이 주목받게 

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9.11 테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아픔을 

겪어야 했던 뉴욕시민들 개인이 받았던 숨겨진 상처들이 특별히 이 공간

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효과가 있었다

고 보고되었다.87) 2008년 5월,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에 있었던 이 부스가 철거되고 다른 장소로 옮겨지면

서 시민들은 이 부스가 도시의 상처로부터 그들 자신의 삶과 가족들을 

얼마나 회복시켰는지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하였다. 

   [표 3-3] 은 3장 전체에서 언급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역사

를 중요한 시대별 특성과 변화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87) www.storycor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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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치유 공간 디자이너 이미지

내
러
티
브
적

오
감
의
체
험

인
터
렉
티
브

흔
적
의
보
존

빛
의

활
용

건
축
적
체
험 

1993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USA

James Ingo 
Freed, Finegold 
Alexander+
Associates Inc

● ● ● ● ●

1997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Oklahoma City, OK, USA

Butzer Design 
Partnership

● ● ● ● ●

2001
The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Daniel Libeskind ● ● ● ●

2002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Nagasaki, Japan

Akira Kuryu ● ● ●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Berlin, Germany

Peter Eisenman ● ●

2002
The Power Flower,
Bloomingdale’s, NY, USA

Antenna ● ● ●

2005
StoryCorps booth, 
New York, NY, USA

MESH 
Architecture, 
ORG Inc

● ● ● ●

2012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New York, NY, USA

Michael Arad & 
Peter Walke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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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

   

   본론에 앞서, 연구자가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재해로 인

한 트라우마는 학문이나 예술은 물론이고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공간

디자인에 의한 상징적 치유를 통해서도 완전히 극복되어질 수 없다는 사

실이다. 극심한 고통의 경험이 얄팍하고 가시적인 공간언어로 재현되는 

순간 상실된 타자의 체취, 증인들의 공포감과 무력감이 소멸되어버리고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한 기억의 온전한 대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에

는 방문자들 간의 위로의 행위가 실제로 나타나며, 방문자들 스스로가 

그 장소를 ‘치유의 공간 (healing place)’이라 부른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무엇을 치유 받았다는 의미인가. 본 연구자는 방문자들이 평가하는 

공론화된 치유 감정들의 현상을 밝히기 위하여 (트라우마의 완전한 치유

가 가능하진 않지만)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의 디자인언어들을 모

색해 보았다. 본 논문은 공간디자이너의 이러한 딜레마적 입장 속에서도 

상흔의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에 기여하는 보다 나은 공간적 해법

을 찾기 위해 디자이너들의 축적된 아이디어와 사회구성원과의 소통, 다

시 말해 재현하는 내용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수용과 반응을 직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1장에서 다룬바 있는) 도시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정서적 재건, 기념하는 재건(commemorative reconstruction)을 이루

는데 있어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가

지고 있는 회복의 난제들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이 난제들 위에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현재의 상태(현상 現狀)를 들여

다보고, 통합적인 비교 및 관찰을 통해 도시의 정서적 재건에 기여하는 

공간디자인에 관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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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의 연구방향 I 

   이 연구의 바탕이 되는 3가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이미 많은 임상실험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심

리학, 정신의학의 연구이론들 중 ‘트라우마 치유의 3단계’와 연계하여 

각 단계별로 치유를 도울 수 있는 공간 언어가 존재하는지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이는 이론과 디자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을 디자인한)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과 방향, 공간표현요소를 디테일하

게 분석해내는 방법이다. 보다 많은 표본을 얻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국제디자인공모전의 출

품작들 2천여 점을 분석하여 가장 중요히 다루어진 공간콘텐츠와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 또 다음단계로 그 가운데 최종 선택된 작품들의 경향

을 분석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공간디자이너들이 기대하고 사용하는 (트

라우마를 다루는) 디자인 언어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세 번째

는, 앞서 선별한 성공적 디자인 사례들의 현장 분석(site analysis)을 

통해, 공간학적 측면에서 <장소 만들기 과정 place making process>의 

분석틀로 사용되는 4가지 축인 공간지각, 공간미학, 공간심리, 공간행태

의 세부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공간들에서 보이는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주로 방문자들이 공간 또는 

방문자들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들에 집중하고 관찰하는 분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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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분석방법 설명

Analysis 1

Theory

                     

                     Designer

     

   Theory → Design idea

트라우마에 대해 이미 많은 임상실험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심리학, 
정신의학의 연구 이론과 연계하여 
공간디자인 요소가운데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치유효과를 주는 공간 
콘텐츠와 표현방법을 추출해내는 방법. 
트라우마 치유의 3단계와 연계하여 각 
단계별 치유를 도울 수 있는 공간 
언어가 존재하는지, 이론과 (트라우마를 
다루는) 디자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Analysis 2

   Designer

   Design idea → Design

Design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통해 디자인 
의도와 경향, 공간표현요소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내는 방법.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디자인 공모전들의 
출품작 2천여점을 분석,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공간콘텐츠와 
표현방법을 추출하여 공간디자이너의 
관점과 (트라우마를 다루는) 디자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Analysis 3
                    

                      Visitors

Design → Visitors

Design

선별한 성공적 디자인 사례들의 현장 
분석(site analysis)을 실시, 공간학적 
측면에서 <장소 만들기 과정 place 
making process>의 4가지 분석틀인 
공간지각, 공간미학, 공간심리, 
공간행태적 측면의 세부항목들을 관찰, 
방문객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공간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지 
추출해내는 방법. 이는 이 공간을 
방문하는 자들과 (트라우마를 다루는) 
디자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표 4-2]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의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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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 회복의 난제들 

1. 기억의 탈역사성, 탈정치성 

   역사학자와 사회분석학자들에 의한 공식적, 비공식적 담론에서 공통

적으로 논해지는 문제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이 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디자인되어 오히려 진정한 애

도와 회복의 가능성을 막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자연재

해와 달리 인위적 재해 중에서도 (테러와 전쟁같이) 계획성 재해인 경우

에는 교묘한 정치적 해석과 조작에 의해 얼마든지 진실이 왜곡될 수 있

기에 공간을 통한 진정한 애도와 이에 따른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이 트라우마적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디자인되었음을 보게 된다. 

9.11 기념공간의 경우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건 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이 트라우마적 사건을 맥락 없이 발

생한 재난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회복, 복구, 애도뿐이며 그것을 극복할 방법으로 소방 공무원, 경

찰, 자원봉사자, 희생자 가족 등 감동적 스토리를 가진 평범한 영웅 만

들기에만 바빴다고 평가되어진다.88) ［그림 4-1]에서 보이는 두 사진

88) 9.11테러에 관련한 영화들을 보면 <United 93>에서도 펜실베니아 들판에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자기 목숨을 던져 구한 영웅에 대한 스
토리를 그리고 있으며 <World Trade Center>에서도 구조에 나섰다 붕괴되
는 건물에 갇힌 소방공무원 영웅에 대해 그리고 있다. 이 영화들은 유가족 
주변에 있는 평범한 가족과 친구가 영웅이 되는 구조를 통해 국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장한 채 평범한 미국인 전부를 
영웅화시켜 진실을 왜곡한 감성적 자극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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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9.11 추모공간에서 보이는 휴지

상자들, 9.11 희생자 가족기념관(왼쪽) 세

인트 폴 교회(오른쪽)

은 각각 9.11 희생자 가족 기념관

과 (9.11 테러현장 바로 앞에서 

즉각적인 추모공간으로 역할 했

던) 세인트 폴 교회의 실내공간을 

보여주는데, 두 장소에는 각각 한

편에 화장지가 비치되어있다. 대부

분의 방문객이 눈물을 터뜨리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 해석한다면 이것은 단적

으로 이 전시공간을 기획한 이들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 휴지상자는 방

문자에게 9.11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한다면 함께 울어야한다고 말한다. 

유가족과 뉴욕시민이 무언중에 강요하는 눈물은 마치 이 눈물의 애도가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식의 집단 기억을 유도한다. 미국의 역사 

이론가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k LaCapra)는 이 상황에 대해 언급하

기를, 이들은 상실과 부재를 구분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만 한다고 하

였다. 재앙을 겪은 이들은 상실되지 않은 것까지 상실되었다고 믿기 때

문에 공포와 불안이 지속되는 트라우마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다.89) 이들이 9.11 기념공간에서 방문자들에게 애도하라고 요구하는 상

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상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 

평화, 이상적인 가족 등 원래 미국사회에서 부재하던 것들이다. 이 공간

들은 미국인으로의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고자하는 애국적 열망은 보이나 

사건을 부추긴 근본적 원인으로서 미국의 외교정책의 역사에 대한 반성

은 없이 그저 상실된 것들을 위해 애도의 표현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89) 전진성, 『기억과 전쟁』,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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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화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조차 일상성을 초극하는 숭고

함(sublimity)을 찾으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어 (홀로코스트나 원폭에 대

한 기념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트라우마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

에게 사회적 우상으로서의‘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에 관해 라카프라의 용어를 빌리자면 ‘부정적 승화(negative 

sublimation)’라 말할 수 있는데, 뼈아픈 희생이 세속화된 순교행위로 

승화되는 과정이라 하였다.90) 이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각종 재현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과거 역사와의 진지한 대면을 막고 이런 상징적 전치

(symbolic displacement)가 반복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윤리적 책임에 관련한 문제는 증발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적

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테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

간에서 폭행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규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본의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를 위한 평화공원의 경우, 어디에도 

사건의 진범에 대한 기억은 존재하지 않으며, 9.11 기념공간의 경우에도 

아랍권 혹은 이슬람교 등에 대한 이해나 적개심이 표현되지 않는다. 이

는 다문화시대에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해당되는 종교, 인

종에 대한 언급을 아예 삭제해버림으로써 문제의 소지마저 제거하려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에 대한 노이로제 양상으

로 해석된다.91) 철학자 지젝(Slavoj Zizek)도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

90) Dominik LaCapra, Representing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23.

91) 정치적 올바름은 1990년대 후 다민족 국가인 미국 등에서 정치적
(political)인 관점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correct)는 의
미에서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주로 인종, 종교, 장애, 직업을 기반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보이는 언어, 사상, 정책 등을 최소화하려는 건전한 도
의성을 가지고 시작된 노력이다. 주로 줄여서 PC라고 말해진다. 지나치게 예
민하게 적용되는 경우 소수집단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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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홀로코스트에 관련한 영화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홀로코스트는 트라

우마의 극점이므로 원칙적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규명없이 이를 쉽게 '절대악'으로만 치부하고 재현하는 전략은 탈정치화

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였다.92) 

   그래서 심한 경우에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역사적 진실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명과 화해, 치유는커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

기위해 고도로 조직화된 공간이 되기도 한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트라우마의‘현장’에 세워지고 ‘진품’이 진열되고 그에 맞는 내러티

브에 따라 전시 동선이 계획되어진다 해도 진실에 대해 함구하는 한 트

라우마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캄보디아 현대사의 비극의 정점을 대변하

는 공간‘툴 슬렝(Toul Slang)’은 이 사건을 일으킨 폴 포트 정부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진단 없이 계속된 군부독재정권의 산물로서 

단지 끔찍한 사건의 공포와 혐오에 도취시킬 뿐, 캄보디아 현대사의 깊

은 상흔에서 진정 드러내야할 진실은 감추어져있다. 바로 기념장소 자체

가 학살의 ‘현장’이며 동시에 시체들의 사진, 잔혹한 고문기구, 재현

된 감방과 같이 경악시킬 전시물들이 모두 진품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충실한 선전

공간일 뿐 진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93) 이 공간은 200만의 목숨을 앗

아간 끔찍한 트라우마의 기억을 대면한 이들에게 이후의 애도와 회복과

별주의자라 비난 받을까봐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이를 
노이로제라 말한 것이다. PC의 효과에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에는 역차별, 사상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흐름도 있다. 

   Patricia Aufderheide, ed., Beyond P.C.: Toward a Politics of 
Understanding (St. Paul: Graywolf Press, 1992).

92) Slavoj Zizek, "Laugh yourself to Death! The New Wave of 
Holocaust Comedies.", last modified December 15, 1999.

   http://www.lacan.com/zizekholocaust.htm
93) 전진성 외 13명, 함세웅 엮음,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서울: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 2006), 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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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oul Sleng 

정을 제시하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툴슬렝의 모든 전시는 처음

부터 끝까지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비쥬얼에만 호소함으로써 방문객의 

사고를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감성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무장을 무의식

적으로 해제하였다.  툴슬랭은“설득하지 않는다. 도취시킨다. 그리고 박

멸한다.”는 괴벨스의 말을 가장 잘 구현하면서 역사적 진실이 은폐되어

진 채 오로지 상처만을 드러낸 공간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담론들을 

통해,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에 있어 가장 우선적,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공간개념이 기억의 탈역사성, 탈정치성을 띠면서 단

지 감성에만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역사적 진실 규

명’이라는 대전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함으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방문객의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한‘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94)을 

발견하고 교육적, 참여적 공간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

94) 독일 라벤스 브뤽의 관장인 인자 에셰바는 ‘역사의 기억’에 대해 말하면
서 기념관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서술된 훌륭한 학문적 역사 서술들이 필요하
지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념관이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의 장으로 역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념관은 단지 과거를 바라보는 장소
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 곳이며, 사람들이 
서로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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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과정중 개별적인 공간디자인의 분석과 관련하여 얻어진 디자인 

콘텐츠들과 전시효과에 관한 모든 성과들은 이를 위한 비평적 수용의 산

물이 될 것이다.

2. 천편일률적 디자인

   (실제 테러나 전쟁을 체험한 방문객을 제외하고) 실제로 박제화된 유

물과 기억만으로 일반인이 유물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의 컨텍스트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공간디자이너는 전시품의 나열, 마네킹을 통한 상황

재현 등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디오라마 방식을 통해 트라우마의 기억을 

표현하는 것이 가진 한계를 인정해야한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나타나는 두 가지 영역은 조형의 원리와 전시

의 원칙에서이다. 기존의 진부한 기념물 조형의 원리에서처럼 피해자를 

미화하지 않으면서 애도할 수 있는, 단순한 미적 양식화를 뛰어넘는 새

로운 미학, 조형원리가 가능한가의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한다. 승리에 

대한 찬가와 같은 전형적인 기념비 형태, 패널과 유물, 역사적 장면이나 

특정한 환경과 시대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디오라마와 영상, 음향, 특수

조명 등을 사용하는 전시 효과, 마네킹 중심의 따분한 전시는 트라우마

의 치유를 돕는 공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하는 진부한 개념들

이다.   

   서대문 형무소의 경우를 보면, 장소적 역사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

해 형무소 내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고문 장

면을 재현하고 있다. 형무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공간에 특수

조명이 배치된 가운데 비명소리가 괴이하게 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과

다한 연출로 인해 서대문 형무소의 장소성이 훼손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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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대문 형무소의 전시

받는다.95) 관람객은 서대문 형무소

의 역사적 깊이와 대면하기보다는 

특수조명과 음향효과 속에서 밀납 

인형들의 잔혹극을 즐기듯 바라보는 

가-피학증(Sadomasochism 사도

마조히즘)적 심리를 경험하는 가운

데, 역사는 그저 볼거리로 왜곡되고 

축소되면서 아동적인 퇴행현상을 일으킨다.

   기념관에서의 리얼리즘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

어서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을 하나의 사실적 묘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

양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일련의 의식의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사실적 묘사는 표현된 그대로 의미가 전달되면서, 일반적

으로 역사적 배경을 풍부하게 드러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트라우마

를 다루는 공간들은 그러한 역사의 재현에 대한 요구가 강박관념처럼 주

어지면서 사실주의적 양식을 선호하게 되고, 대개는 영웅주의적 맥락에 

머물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리얼리즘이란 사실주의적 양식으로 답을 주

고 계몽하는 교훈적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에 개입해 가면서 

현실인식을 깨우치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보아

야한다.

   본 논문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기존의 조형, 전시 방법의 한계

를 넘어서 상처받은 사회구성원들의 치유에 기여하기 위해, 기억을 대면

하고 애도를 표현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시방법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하게 될 것이다.

95) 박신의, “역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건축 언어의 승리,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last modified December 19, 2008, 

   http://iminju.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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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와 상징화의 간격 

   또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주관적이고 은밀

한 해석, 복잡하여 이해 못하는 상징들은 방문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애

도의 표현을 만들어낸다. 공간디자이너의 의도가 왜곡된 결과, 이용객의 

행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독일 베를린에 있는 피터 아이젠만(Peter Eigenman)의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

5)96)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공간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태인 박물관과 같은 추상적 미학에 기초해 만든 작품으로 마치 관과 

같은 2,71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슬라브(높이0.2-4.8m)를 그리드에 

따라 늘어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방문자들에게 이중적인 평가를 받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 하원의장 울프강 테르세(Wolfgan 

Theirse)같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의 상징"97)으

로서 거대한 스케일에 펼쳐진 매스의 단순성에 감탄하는 이들도 있고, 

반면에 폴 스피겔(Paul Spiegel)같이 풋볼 경기장 3배 사이즈에 달하는 

부지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덮어버린 이 작품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치유는커녕 범죄와 책임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하는데 실패 

했고 완성되지 않은 메시지(incomplete message)라고 비난하는 이들

도 있다.98) 

96)The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designed by 
architect Peter Eisenman and engineer Buro Happold. 19,000 square 
metres (4.7 acres)의 경사진 부지에 2,711개의 콘크리트 슬라브(stelae)
가 그리드 패턴을 따라 정렬해 있다. 콘크리트 슬라브는 2.38m 길이에 폭이 
0.95m로 높이는 0.2-4.8m로 다양하다.

97) "Holocaust Monument Dedicated in Berlin", Germany, Oct 5, 2005, 
http://www.dw-world.de

98) "Holocaust memorial criticised" News24.com, Oct 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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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5

   그러나 개인적 공간 해석 견해를 

뒤로하고 치유공간으로서 이 공간이 

실패한 증거는 방문자의 행태에서 

무엇보다 잘 나타난다. 디자인 의도

는‘추모’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 

공간에서는 ‘놀이’의 행태가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터 아이

젠만은 미로(maze)의 개념을 통해 

과거의 시간 속에 벌어진 사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재현해내

고, 어떻게 다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하는 본질적 물음을 시민들에

게 주고 싶었다 한다. 하지만 콘크리트 매스 안에서는 실제로 시민들의 

미로 찾기 게임이 벌어지고 블록 위에서 뛰어넘기를 하는 이들이 속출한

다. 방문객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헤더 카우퍼(Heather Cowper)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메모리얼의 어두운 면을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재미있게만 보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기위해 블

록 위를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무덤 위를 점프하는 것은 무례하게 보인다고 하였다.”99) 

   이 공간은 건축미학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일지 모르지만 정작 위로받

아야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

99) Heather Cowper, last modified April 17, 2009, 

http://www.heatheronhertravels.com/friday-photo-children-at-the-holo

caust-memorial-in-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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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Neue Wache, 1993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치유의 공간으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방문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메모리얼 공간은 그 공간자체로서 평가될 수 없고 추모와 기념의 행위

를 보이는 방문객들과 함께 그려지는 그림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는 사

실이다.

   형태와 상징화의 간격은 노이헤바헤(Neue Wache, 신경비소)와 같

이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애도의 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

에서도 발견된다. 이 심미적인 공간의 피에타 상은 실제로 추모대상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보이는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이다. 독일은 노이헤

바헤의 내부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독일사 박물관 관장 크리스토프 

슈퇼츠(Christoph Stolzl)의 자문에 따라 신고전주의의 기품이 있는 슁

켈의 건축물과 예배당과 같이 성스럽게 느껴지는 테세노의 내부공간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잡스런 부착물을 제거한 심플한 내부 공간 중앙에 

캐테 콜비츠(Kethe Kollwitz)의 1937년 작품인 피에타 모티프의 조각 

‘죽은 아들을 안은 어머니(Mother with her Dead Son)’를 실제 인

물크기로 4배 확대하여 설치하였다. 실제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로서 인간의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

만, 한편에서는 기본적으로 

피에타의 모티프가 기독교적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이며, 

단지 남성전사자의 죽음을 

통해 평범한 시민, 여성, 독

일병사, 유대인 수감자, 유

대인보다 더 사회적 소수였

던 집시나 장애인,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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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죽음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 없기에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지적이 많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설치된 기념물이 무엇을 표현

하고 있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대해

서도 물어야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100) 이 공간 역시 유대

인 측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부가적인 금속판에 다양한 희생자 집단

을 차례로 명기한다는 조건의 타협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부각되었던 형태와 상징화의 간격이 메워지긴 하였다. 

   이렇듯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많은 경우에 때로 잘못된 역사해석

으로 인해, 때로 과도한 디자이너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사회적 치유

라는 본래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지며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된다. 서독의 

전위예술가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의 개념 가운데 도시 안에 진

정한 역사 기념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사회조형물(Soziale Plastik)' 

로서의 기념비를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있다.101) 이 말은 트라우마에 대

해 상충되고 충돌하는 담론의 주체들이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이를 인정

하고 재구성하며 치유에 이르는 공간적 해석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는 자세가 요구됨을 말한다. 

 4. 트라우마의 문화적 소비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공간에서 만나는 수많

은 기념물들 중 어떤 기념물은 랜드마크와 성소의 기능을 하지만 어떤 

기념물은 존재감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트라우마를 다

100) 전진성 외 13명,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34-35.
101)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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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다크 투어리즘, 대구시민안
전테마파크, 2008.

루는 공간은 사회 구성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치, 사

회, 문화적 생명을 획득한다. 상처받은 도시의 상흔을 치유하고 회복하

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고안되더라도 결국 관심을 받지 못하면 치유를 

돕기 위한 그 공간의 기능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은 앞서 지적한, 획일화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하더라도 그 고통의 기억이 주는 중

압감과 두려움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다가가기에 어렵게 하는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

을 순례하거나 답사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 (Dark Tourism)102)’또는 역사교훈여행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은 새로운 문화적 소비현상

으로, 끔찍한 재해가 있던 장소와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시설들을 방

문하는 것이다.103) 이러한 프로그

램들은 참여자로 하여금 역사적 사

건과 비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깊이를 더함으로 교훈을 얻게 하

고 유사사건의 재발에 경계심을 갖

102)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
이라고도 하며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
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다
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용어는 1996년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라는 잡지 특별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2000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 칼레도니언 대학(Glasgow 
Caledonian University)의 맬컴 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넌(John 
Lennon) 교수가 함께 지은 “Dark Tourism”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널
리 쓰이게 되었다. 

103) John Lennon and Malcolm Foley, Dark Tourism (London: 
Thomson, 200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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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인식을 지니게 하는데 기여한다. 대한민국도 근

래에 들어 제주 4.3 평화공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비롯해 한국전쟁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사업, 충남의 유류유출사고의 아픔을 지닌 태안환경

대축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크 투어리즘의 자원개발을 관광산업 

진흥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 역사적 트라우마의 미적 재현은 과연 

정당한가? 역사적 객관성이 교육적 효과나 예술적 가치, 상업적 수익성

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거론해볼 수 있다. 한양대 비교문

화연구소의 전진성 교수는 단호하게 트라우마는 학문이나 예술 등에 의

한 상징적 치유나 제도적 기업사업에 맡겨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극심한 

고통의 경험이 얄팍하고 가시적인 공간언어로 재현되는 순간 정작 희생

자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절대적 공포감과 무력감이 증발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전쟁의 상흔과 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들이 문화적 소비와 

관광의 대상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트라우마의 기억을 대면

하는 방식인 추모나 위령과 크게 다르며 이데올로기 교육장으로서의 기

능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흥미위주의 섣부른 재현은 자칫 트라우

마의 물화(reification)104)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어서, 희생자를 애도하

는 침묵의 공간을 쉽게 기념품 상점들로 둘러싸인 관광지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진지하게 대면하는 일과 

역사적 망각을 생산하는 이러한 문화사업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

처럼 보일 뿐 아니라 방문자들은 어쩌면 이런 부수적인 공간들이 첨가되

104) 마르크스의 용어로 그는 이를 가리켜 대상화(Verge-genstan dlichung)
라고도 했다. 대상화란 인간의 노동과 정신 활동이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
화된 것, 즉 대상을 통해 실현된 노동을 말한다. 물화는 상품생산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모든 것은 매매의 대상이 되어, 인간의 노동력 내
지 다른 능력도 상품화되고 물적인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조차도 물과 물의 관계처럼 나타나는 경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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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의 연구방향 II

는 것을 더 환영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난제 속에 디자이너는 역사가들

과 피해자들, 공간을 방문하는 일반 사회구성원 사이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문화적 소비에 기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환영받는 

공간이 되지 못하더라도 가벼운 공간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역사적 진실

에 충실한 것이 옳은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딜레

마적 입장 속에서도 상흔의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에 기여하는 공

간적 해법을 위해 사회구성원과의 소통, 다시 말해 재현하는 내용에 관

한 사회구성원의 수용과 반응을 직시할 것이다. 트라우마는 상실된 타자

의 체취를 머금고 있다. 재현은 자칫하면 그런 체취를 소멸시킬 수 있고 

사실 원칙적으로 상실된 타자의 재현은 불가능하지만, 라카프라가 제시

한 것처럼 본 논문은 희생자와 사회구성원 양쪽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역사적 진실과 대중의 요구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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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디자인: 현상 I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이 도시의 회복과 사회구성원의 회복에 

기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난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에, 애도의 마음과 동시에 자각의 마음을 (물리적 요

소의) 설계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설계의 

난점인 동시에 백미라 할 수 있다. 제 2절의‘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

자인: 현상’에서는 이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현재 메모리얼 디자인의 

디자인 계획, 도출, 설립, 평가 및 소통 과정들을 분석하고 지적되어진 

문제들과의 간격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적 해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메모리얼 디자인의 설계 개념과 전시방법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회복

을 위한 4가지의 난제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전시를 극복할 수 있는 다

양한 조형 및 전시방법과, 형태와 상징화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상징에 관련한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큰 규모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은 대부분 메모리얼 설계공모

(memorial competition)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디자이너들은 메모리얼 

공간에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재현하기 위해 오브제,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공간요소를 도입한다. 위로, 공감, 치유를 위한 수많은 아이디

어들의 홍수 속에서 왜 이 디자인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디자이너들의 

최종적 공간해석과 사회로부터 선택된 디자인방향이 드러난다. 

   본 연구자는 1차적으로 (학생집단과 같은 비전문가, 전문가를 포함

한) WTC 메모리얼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메모리얼 설계 공모전들에

서 드러난 조형방법 및 상징화의 요소를 분석하고, 2차적으로 메모리얼 

공간들의 현장방문 및 분석을 통해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으로서 긍정

적인 평가를 얻은 공간들은 어떤 요소들을 동반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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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디자인 개념 분석 I

   첫 번째 분석은 21세기 이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전쟁, 테러관련 공

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된 2천여 점의 작품 개념과 사용된 공

간표현의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다.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 참여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간디자이너들이‘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공통적

으로 중요하다 여기고 도입한 작품 개념들을 분석해냄으로써 얻는 유익

은 크다. 출품자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디자인 도출을 위한 기본적인 공

간분석단계에서 본 연구자가 앞서 정리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의 

역사와 문제점들을 이미 고찰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얻었던 디자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염두에 두었기에 그들의 생각

을 정리, 추출해내는 것은 위로, 회복, 치유에 관해 일반적인 디자이너들

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의 경계선과 일반인이 기대하는 트라우

마를 다루는 공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한 사례는 63개국에서 

5,201개의 작품이 제출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이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얼105) 공모전(World Trade Center Site 

Memorial Competition)이었다. 공모전 웹사이트106)에 모든 참가자 명

부와 작품개요 및 심사과정 전부가 빠짐없이 기록 보존되어있어 디자인 

개념을 세세히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천여점의 각기 다른 분야의 

105) 후에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로 다시 명명되었다.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LMDC) 에 의해 착수된 이 메모

리얼 공모전은 2003.4.28에 시작되어 수많은 심사과정을 거쳐 2004.1.14에 

Michael Arad and Peter Walker의  <Reflecting Absence>가 당선작으로 발표

되었다. 이 공모전은 94개 국가에서 13,683개의 팀이 등록하였고, 63개 국가에서 

5,201개의 출품작이 있었던 역사상 가장 큰 공모전이었다.  
106) http:/www.wtcsitememori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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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나타나는 

  공간 개념의 종류

  (WTC Memorial Competition by LMDC, 2003) 

비전문가 학생집단과 전문집단의 디자인 개념들을 분석하면서 트라우마

를 다루는 공간에서 선호되는 공간의 조형 언어, 기억과 애도를 위해 선

택된 상징 언어, 공간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를 정리하였다. 1차적인 정리 

후에 다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작품들과 다시 비교하는 과정을 거

쳤다.

1.1.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디자인 개념

  디자이너들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한 개념

은 벽과 조형물, 수공간(水空間)이었다. 마야 린의 치유의 벽이 준 영향 

때문이었는지 벽(19%)에 관련한 디자인이 가장 많았고, 수직적이고 강

렬한 매스를 가진(추상적인) 조형물(18%)과 물이 얇게 흐르는 고요한 

이미지의 수공간(17%)이 이와 비슷하게 많이 보이는 개념이었다. 넓고 

편평한 공간을 일률적으로 배열한 파이프, 기둥, LED조명 등의 설치미

술(10%)과 명상과 쉼

이 있는 정원(10%)이 

그 다음을, 피라밋, 원

뿔 같은 기하학적 형태

의 빌딩(6%), 광장

(5%), 폭포(4%), 길

(4%), 공원(3%), 타워

(1%), 숲(1%), 들판

(1%)의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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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개념의 종류  내 용 작품수

Amphitheater 계단식 원형 seating, hill, gathering place 18

Building 빌딩
pyramid, rotunda, kiva, mausoleum, 
huge cone/spring shape, bridge, media  
building 

120

Forest 숲
trees, groves, grass, chromium woods, 
forest with light poles, with sculptures

26

Garden 정원
with a symbolic tree, wild flowers, grass, 
benches, sunken garden, lawn, topographic 
garden, led fields, personalized gardens

191

Installation 설치미술

butterflies, fireflies, portrait blocks, chairs, 
bronze piping, columns, crystal panel, wind 
instruments, pendulum, totems. airborne 
structure 등 

208

Park 공원 orchard, sculpture park 61

Pathway 길
rampway, scenic walkway, corridor
pavers, light fixtures on the pavement, 
passage of meditation 

88

Pool 수공간
pool, reflecting pool, pond, stream, 
fountain, basin 

346

Sculpture 조형물
bronze, gold, chrome, leg shaped, statue 
of light

367

Square 광장 open spaces (several shapes) 93

Tower 타워 
black granite tower, convex tower, light 
tower, arches 

26

Wall 벽
exposed concrete, stone, glass, waterwall
graduated walls, wall with names

388

Waterfall 폭포
flowing water, granite, glass, with victim's 
image

89

통 계 2040

[표 4-5]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나타난 공간 개념의 내용

     

                             (WTC Memorial Competition by LMDC, 2003 참조)  



- 88 -

   이들이 제안한 주요 공간 개념을 살펴보면 정원, 숲, 공원, 길, 들판

과 같이 자연풍광을 떠올리는 공간 컨셉이 17%나 되고 고요한 수공간, 

개울, 폭포, 스틸로 만든 갈대밭이나 구리 파이프로 만든 숲과 같이 자

연물을 형상화한 설치미술작품까지 합한다면 거의 50%에 가까운 디자

인이 자연 그 자체, 혹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위로, 치유, 감성적 터치를 만들어내는 공간 

개념으로 ‘자연’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상징 언어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상징성’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63개 국가 디자이너들이 

비슷한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107) 크게는 검은 돌 

벽, 고요히 흐르는 물같이‘슬픔’의 감성을 상징적 공간디자인 코드로 

표현한 것과 눈부신 빛줄기, 무성한 나무숲같이 ‘회복과 희망’의 감성

을 디자인 코드로 표현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표 4-6]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벽’을 중요한 상징 언어로 이용한 사

례는 19%정도 되었는데, 각기 다른 재료의 사용과 첨가된 효과들을 통

해 다양한 상징들을 공간에 재현하고자 하였다. 검은 화강암 벽이 희생

자의 죽음과 어두운 슬픔을 상징했던 것 이외에도, 콘크리트 벽은 (투박

하고 단단한 매스를 통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을, 투명한 

107)워싱턴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 Magazine)의‘The Architecture 
of Loss(상실의 건축)’라는 글에 의하면, 출품작 대부분이 개인적 표현과 
상상이 많았으며 따분하고 감상적이고 모방적이며 트윈빌딩을 그대로 묘사한 
어색한 혼합을 보이는 유치한 것이 많았단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통렬한 슬픔과 가슴을 터치하는 작품도 있었다고 하였다. Glenn Frankel,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Sep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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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요소 디테일 상징의 내용 작품수

Wall 

벽

유리벽(투명효과) 인종, 배경을 초월한 관계를 상징 42

젖빛 유리벽 과거의 슬픈 기억을 비치는 거울 18

콘크리트벽 자유를 수호하기위한 험난한 과정 38

검은 화강암벽 희생자들의 죽음, 어두운 슬픔과 고통 221

회색의 두꺼운 화강암벽 차가운 무덤 34

물이 흐르는 벽 죽은 자의 무덤에 흐르는 통곡과 눈물 34

6 walls 6대주로부터의 애도 1

388

Water 

물

물 생명, 인생, 시간  46

떨어지는 물 눈물 10

쉬지 않고 흐르는 물 끊임없이 흐르는 역사의 흐름 55

거대한 폭포 마음이 무너지는 거대한 슬픔 89

반사연못 살아있는 자를 비추어보게 하는 거울 235

435

Light 

빛

2892개의 빛 희생자들의 숫자 상징 25

하늘에 쏘아진 빛 희생자들을 상징 32

LED 파이프 희생자들을 상징 20

와이어로 내려진 펜던트 부유하는 희생자의 영혼 18

움직이고 깜빡이는 빛 자유로운 희생자들의 영혼, 아름다움 94

벽을 타고 흐르는 빛 안식, 위로, 평안 85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 앞길을 인도, 눈부심, 안식 294

크리스탈패널을 통과한 빛 천국, 고통 없는 평안한 안식처 21

글자를 통과한 빛 메시지 = 빛 25

바닥을 온통 덮은 빛 희생자들의 영혼, 희망, 꿈 61

새어 들어오는 자연광 어스름한 새벽 같은 희망의 메시지 42

717

Landscape

조경

꽃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도 102

(세계각국으로부터의)들꽃 개인 한사람의 소중함, 다양성 21

뉴욕의 나무, 단풍나무 뉴욕에 대한 사랑, 도시의 회복 3

활엽수 공원 매년 되살아나는 생명 19

과수원 열매 맺고 살아있는 도시 4

우거진 숲 싱싱함, 건강함, 회복의 상징 26

잔디밭 평온함,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191

366

[표 4-6]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나타난 상징 언어의 종류

유리벽은 방문자들을 그대로 투과하여 보이게 하는 효과를 통해 인종과 

배경을 초월한 관계를 상징했다. 또한 벽에 다른 소재를 첨부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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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징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벽 위로 고요하게 물이 흐르게 함

으로써 망자의 무덤 앞에 통곡과 흐르는 눈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젖빛 

유리벽 위에 트라우마적 사건의 영상을 투사함으로써 과거의 슬픈 기억

을 비치는 거울로서 상징하기도 하였다. 세워진 벽의 숫자, 기울기, 높

이, 길이 등을 통해서도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물’을 중요한 상징 언어로 이용한 사

례는 17%정도 되었는데, 물의 성질을 이용한 각기 다른 효과들을 통해 

다양한 상징들을 공간에 재현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물이 가지고 있

는 생명, 인생, 시간, 죽음과 재생의 상징 이외에도,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눈물을, 거대한 폭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대한 슬픔을, 반사연못

(reflecting pool)은 살아있는 자를 비추어보게 하는 거울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물의 배경으로 만나는 벽이나 바닥재의 패턴, 속도 등을 통해서

도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공간의 상징 

언어인 벽, 빛, 물, 조경은 공모전의 최종 8작품108)에서도 디자인의 초

점은 각기 다르나 빠짐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7]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슬픈 기억과 애도의 상

징 언어와 격려와 희망의 상징 언어의 비율을 다르게 쓰고 있었다. 당선

작인 <부재의 반영 Reflecting absence> 의 경우에는 크고 열려진 비

108) 공모전 심사 Stage I에서 무기명으로 디자인 컨셉 보드를 제출하도록 하

였고 공모전에서 제시한 요구조건과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디자인이 

우수한 8개의 최종작품을 선택하였다. Stage II에서 최종본선진출자들은 자신

의 디자인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제출하였다. [표 4-13]에서 보이는 최종 

8작품에 표현된 애도의 상징요소에 관한 분석은 최종본선 진출 시 발전시킨 개

념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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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건물의 흔적을 통해‘부재’를 기억하는 것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

기에 검은 화강암 벽과 물이라는 슬픔을 상징하는 언어를 주로 사용하였

고, <빛의 통로 Passage of light>라는 작품인 경우에는 안식처

(sanctuary)인 동시에 꿈을 주고 재건의 능력을 찬미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에 가볍고 투명한 소재와 빛, 안식을 주는 잔디 등의 희망을 

상징하는 언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방문자들을 격려하고자하기에 모든 

디자인에 4가지 언어가 조금씩은 다 사용되고 있었으나, 디자이너의 의

중과 선택에 따라 공간에 나타나는 애도 : 격려의 상징 언어 비율은 다

르게 나타났다. 

   디자이너가 상실과 부재라는 주제를 주요 개념으로 가지고 갈 경우는 

애도의 공간언어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영원함, 자유와 평화의 수호 등

을 주요 개념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격려의 공간언어들이 주요 공간표

현이 되었다. 이와 함께 특기할 부분은, 모든 공간에서 4가지 상징요소

와 연결하여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기는(inscription) 공간 표현이 공통

적으로 관찰되어진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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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주제 도입한 애도의 상징요소

1
Michael Arad and 

Peter Walker

∙ Reflecting absence    

  컨셉: 부재, 상실

벽
사라진 건물의 흔적을 에워싸고 

있는 검은 화강암 벽.

물

다가설 수 없는 끊임없는 심연을 

경험케 하는 지하로 흐르는 

거대한 폭포.

빛
눈물,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폭포 

뒤에 흐르는 빛.

조경
매년 다시 소생하는 활엽수들로 

이루어진 백참나무 숲.

이름
사라진 건물을 리본처럼 둘러싸고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

2

bbcart + 

architecture-

Gisela Baurmann, 

Sawad Brooks, 

and Jonas 

Coersmeier

∙ Passage of Light   

  컨셉: 치유, 희망, 꿈
벽

상처를 덮은 밴드처럼 두르고 

있는 투명한 크리스탈 바닥과 벽. 

빛

희망, 꿈, 재건의 능력을 상징하는 

빛. 반투명한 소재로 광장 위를 

덮은 10,000개의 구름 같은 light.

조경 건물의 흔적을 보여주는 잔디공간.

이름
바닥에 비추어진 빛 안에 

새겨지는  희생자들의 이름.

3

Pierre David 

with Sean Corriel 

and Jessica 

Kmetovic

∙ Garden of Lights

  컨셉: 부활, 회복, 재생  

 

벽

(사고당시 현장으로부터)가져온 

스틸벽.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빛의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 슬픔의 두께를 느끼도록 함.

물

두 개의 빛의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양쪽에 시냇물처럼 얇게 

물이 흐르게 하고 장미들을 

띄우거나 줄지어 놓도록 함.

빛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2982개의 

별빛을 가진 지하공간 조성, 

타워의 흔적을 나타내는 2개의 

메모리얼 장소를 빛으로 연결.

조경

트윈타워위로 2개의 황량한 

들판을 만들고 그 사이를 

과수원으로 형상화.

이름

지하공간에 2982개의 제단위에 

석고로 새겨진 이름. 그 위를 

별빛이 비추도록 함.

[표 4-7] 공모전 최종 8작품에 표현된 애도의 상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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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adley Campbell 

and Matthias 

Neumann

∙ Lower Waters

  컨셉: 생명, 부활

        삶의 존엄성, 

       

벽 북쪽타워의 검은 화강암 벽.

물 벽을 타고 흐르는 물.

빛 생명을 상징하는 물과 빛의 만남.

조경

고통 슬픔 회복 생명 등의 감정적 

사이클의 변화를 상징하듯 다양한 

레벨을 보여주는 공원.

이름
타워가 있던 자리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김.

5
Toshio Sasaki

∙Inversion of light

컨셉: 삶의 존엄성

      자유의 수호

벽
동, 서쪽 검정색 화강암 벽에 

메모리얼의 취지를 기록함.

물

남쪽 타워에 희생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반사연못.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유리벽 뒤로 흐르는 물.

빛
반사연못에 희생자의 영혼을 상징 

하는 원형의 빛이 하늘을 비침.  

이름
유리 커튼위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음.

6

Brian Strawn and 

Karla Sierralta

Chicago IL

∙Dual Memory

 컨셉: 상실의 기억
물

유리벽 위로 물이 흐르고 

희생자들의 이미지를 반사함

빛
2982개(희생자들의 수)의 빛의 

문을 설치, 

조경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92개 나라로부터의 흙과  

생명의 힘을 상징 하는 뉴욕의 

단풍나무 92그루.

이름 희생자의 이름이 유리벽에 새겨짐

7

Norman Lee and 

Michael Lewis

∙Votives in Suspension

 컨셉: 부재, 상실, 안식

 

벽 회색 화강암 벽.

물
조명아래 반사연못을 두어 

희생자의 영혼이 비치도록 함.

빛

지하의 memorial sanctuary: 

외부로부터 좁은 틈 사이로 

자연광이 스며들어 신성한 느낌을 

조성함. 케이블로 내려진 희생자를 

상징하는 펜던트. (희생자의 

나이가 케이블의 높이를 결정)

조경

지하 메모리얼 위, 건물의 부재를 

상징하는 공간들은 전부 비워두되 

공원으로 만들어 사용.

이름

memorial sanctuary에 위치한 

자유의 벽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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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주제

8

Joseph Karadin 

with Hsin-Yi Wu

Suspending Memory

컨셉: 개별적인 애도, 기억
벽

각각의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북쪽 

정원의 석벽

물 부지전체가 수 공간으로 되어있음.

조경
2개의 섬 형태의 공원이 서로 

브릿지로 연결되어있음.

이름

희생자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여주어 개인적인 연대감을 주는 

독특한 유리기둥들이 섬과 섬을 

잇는 다리와 공원에 설치됨. 

(WTC Memorial Comeptition by LMDC, 2003 참조)                         

                                                                 

1.3. 디자인 관점에서 본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 

   2천여 점의 WTC 공모전 출품작과 최종 디자인으로 선택된 8작품들

을 분석하며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데 사용되고 

있는 공간언어의 현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희생자 개인에 대한 기억의 표현(individual act of remembrance): 

희생자 개개인을 상징하는 공간의 은유적 표현과 희생자의 스토리, 이미

지의 도입, 가족들이 희생자이름을 직접 쓰거나 새겨질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배려 등이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 찬미(praise of sanctity of life): 개인적 추모와 더불

어 위협받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화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 상징적으

로 보였다.

·부재와 상실의 반영(reflecting absence, loss): 다시 기억을 떠올리

기 힘든 부재와 상실의 상황을 대담하게 공간에 표현해냄으로써 (부정적

이고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혹평들을 넘어서 희생자들의 가족

과 방문자들이 미화되지 않은 기억의 대면을 통한 진정한 애도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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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건축적 구조

2.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성격

이르도록 의도하였다.

·안식의 공간(sanctuaries): 희생자 가족이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안

식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였다. 

·사색의 공간(serene place for contemplation): 조용히 거닐며 사색

하거나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배려되었다.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기념식이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광장, 잔

디 같은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추상적 표현(abstract expression): 적절히 구상적 표현과 추상적 표

현이 혼용되었는데, 전체적인 매스는 대부분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표현

으로 처리되었고 공간의 전시내용 가운데 필요에 따라 구상적인 표현을 

도입하였다.  

·수평적, 비어진 구조(horizontal, void structure): 과거 권위주의의 

상징인 수직적 구조보다는 수평적 구조 혹은 비어진(void) 공간 컨셉을 

보였다.

·접근 용이한 레이아웃(accessible layout): 거리에서 쉽게 접근이 가

능하도록 레벨차를 두지 않은 구조가 많았고 여러 방향으로 출입이 가능

하였다. 주변 도시의 문화적 성격,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자연에 관련된 공간구조 도입(natural space concepts): 선택된 공간

의 종류는 수공간, 길, 정원, 숲, 자연 공간, 혹은 자연풍광을 연상시키는 

설치작품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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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상징적 표현

·상징 언어의 사용(symbolism): 상징 언어를 여러 개 사용하여 공간 

구성, 재료와 연결함으로 대면하는 공간마다 의미를 부여하였다. 

·상징 요소들 간의 조화(coordination of symbolic elements): 애도

나 위로를 상징하는 상징요소들을 단독적으로 쓰기보다 돌과 물, 물과 

빛, 돌과 물과 빛 등과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지의 흔적(transformation of footprints): 부지의 흔적을 상흔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중요시 여겨 공간구조에 적극적으로 활용, 방문

자들이 시각적으로 그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편적인 천연재료의 사용(universal materials): 생명의 근원을 연상

시키는 흙, 돌, 물, 조경 재료 등 보편적인 천연의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

었다.   

·개인적 애도의 표현(individual tribute): 헌화, 헌물, 헌사 등 애도의 

구체적 행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름을 새김(inscription): 적절한 장소와 재료에 희생자들의 이름, 혹

은 추모의 글을 새기는 일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애도의 요소였다.

    

   앞서 살펴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관련한 디자이너들의 제안은 

디테일한 공간운영프로그램이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표피적인 것밖에는 

읽을 수 없으나 그 표피적인 디자인 제안 속에서도 빠짐없이 아픈 기억

을 대면하기 위한 흔적의 보존, 애도를 위한 상징,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사색과 쉼의 공간들이 발견되어졌다. 전체적인 비교는 4장의 마지

막 부분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다.



- 97 -

1차 디자인 개념 분석에서 도출된 공간언어 

1.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주제에 관련한 공간언어

2.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성격에 관련한 공간언어

3.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건축적 구조에 관련한 공간언어

4,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상징적 표현에 관련한 공간언어

이종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는 

공간 5개와 비교분석

동일한 트라우마적 사건/ 다른 

사이트 공간 15개와 비교분석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 

2.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디자인 개념 분석 II

   

  1차 디자인 컨셉 분석이 이루어진 WTC 메모리얼은 역사상 가장 큰 

사이즈의 공모전이어서 검토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공간사례들이 

많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9.11 사건의 트라우마를 홀로코스트와 

같은 다른 사건의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것과 똑같이 일반화시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미국 뉴욕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공간언어

들을 다른 디자인에도 일반화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비

교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2.1에서는‘(WTC 메모리얼과) 이

종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는’5개의 공간을, 2.2에서는‘(WTC 메모

리얼과 동일한)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면서 다른 사이트에 설치된’15

개의 공간을 1차 디자인 개념 분석에서 추출된 공간언어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1차 디자인 개념 분석에서 추출된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언어들의 일반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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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 

memorial

트라우마적 사건

traumatic events

위치

location

사례 이미지

case images

1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Holocaust
Berlin, 
Germany

2

오클라호마시티 
메모리얼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1995 Oklahoma 
city bombing

Oklahoma 
City, OK, 
USA

3

나가사끼 원폭 
희생자 추도 
평화기념관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1945 Hiroshima
atomic bombing

Nagasaki, 
Japan

4
야드바쎔
Yad Vashem

Holocaust
Jerusalem, 
Israel

5

난징대학살 기념관
Nanjing Massacre 

Memorial Hall
1937.12-1938.1
난징대학살

Nanjing,
China

[표 4-8] WTC와 이종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는 공간 사례

2.1. 공간언어 비교분석 I

   첫 번째로, 본 연구자는 앞서 디자인 개념 분석 I의 WTC에서 추출, 

정리된 공간언어 체크리스트에 (건축디자인분야에서 회자되었던) 이종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는 5개의 공간[표 4-8 참조]을 비교하여 그 사

이에 일반화된 공간언어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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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
분석 사례

1 2 3 4 5

1.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주제

·희생자 개인에 대한 기억의 표현
  individual act of remembrance ■ ◎ ◎ ◎ ■

·인간의 존엄성 찬미
  praise of sanctity of life ○ ◎ ◎ ○ ◎

·부재와 상실의 반영
  reflecting absence, loss ◎ ◎ ◎ ◎ ◎

2.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성격

·안식의 공간
  sanctuaries ■ ◎ ◎ ◎ ◎

·사색의 공간
  serene place for contemplation ◎ ◎ ◎ ◎ ◎

·오픈 스페이스
  open space ◎ ◎ ◎ ◎ ◎

3.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건축적 구조

·추상적 표현
  abstract expression ◎ ○ ◎ ○ ◎

·수평적, 비어진 구조
  horizontal, void structure ◎ ◎ ◎ ○ ◎

·접근 용이한 구조
  accessible structure ◎ ◎ ◎ ◎ ◎

·자연에 관련된 공간구조 도입
  natural space concepts ■ ◎ ◎ ◎ ◎

4.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상징적 표현

·상징 언어의 사용
  symbolism ◎ ◎ ◎ ◎ ◎

·상징 요소들 간의 조화
  coordination of symbolic elements ■ ◎ ◎ ◎ ◎

·부지의 흔적
  transformation of the footprints ■ ◎ □ □ ■

·보편적인 천연재료의 사용

  universal materials
◎ ◎ ◎ ◎ ◎

·개인적 애도의 표현
  individual tribute ■ ◎ ◎ □ □

·이름을 새김
  inscription □ ◎ ◎ ◎ ◎

[표 4-9] 이종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는 공간 5개의 비교분석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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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는 5개의 공간을 두고 디자인 개념을 

분석한 결과, 5개 모든 공간에서 모두 일치한 공간언어들을 찾을 수 있

었다. 메모리얼의 역할에 관련한 공간언어에서는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

건으로 인해 발생한 부재와 상실을 디자인 개념에 반영했다는 점과 전체 

혹은 일부의 공간이 사색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과 오픈 스페이스였다는 점이 5개의 공간 모두에서 일치하였다. 또한 

나머지 안식처와 같은 공간으로서의 개념과 인간의 존엄성 찬미, 희생자 

개인에 대한 기억의 표현도 모두 60%이상의 일치를 보였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구조에 관련한 공간언어에서는 (도로나 주차장, 입구로부

터) 어디서든 접근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5개의 공간 모두 

일치하였고, 추상적 표현, 자연에 관련한 공간구조와 수평적 구조를 가

지고 있었다는 것도 60%이상의 일치를 보였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

의 상징적 표현에 관련해서는 상징 언어의 사용과 보편적인 천연재료의 

사용이 5개의 공간 모두 일치하였으며, 이 상징 요소들 간의 조화와 이

름을 새기는 표현도 80%이상, 개인적 애도의 표현도 50%의 일치를 보

였다. 다만 부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만 30%정도의 일치를 

보였는데, 일치하지 않은 공간들 대부분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들이었으

며 나머지는 모두 부지의 흔적을 중요시여기고 적극 활용하였다. 

   1차 디자인 개념 분석에서 추출된 공간언어들을 기준으로 5개의 공

간을 비교분석해 본 전체적인 결과, 이종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는 

공간들의 디자인도 WTC와 거의 같은 공간언어를 디자인 개념과 공간구

조와 상징적 표현에서 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 공간언어 비교분석 II

   두 번째로, 본 연구자는 앞서 디자인 개념 분석 I에서 추출, 정리된 

공간언어의 리스트를 기준으로 WTC 메모리얼과 동일한 9.11 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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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뉴욕과 다른 장소에 설치된 

9.11 관련 메모리얼109) 15개 공간[표 4-10 참조]을 비교하여 서로 일

반화된 공간언어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국 다른 지역에 설치된) WTC 사건을 다루는 공간디자

인도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 찬미, 사색의 공간

의 성격, 접근 용이한 구조, 자연에 관련된 공간구조의 도입, 상징 언어

의 사용 측면에서 1차 디자인 개념 분석에서 추출된 공간언어를 찾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이 다소 수평적이고 상

징이 은유적이며 추상적인 조형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

해 9.11 당시 미국 곳곳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사적인' 추모공간들은 구

상적인 오브제들이 상당히 많았다. 브론즈 소녀상을 비롯해 재난에 관해 

디테일한 묘사가 보이는 스테인드글라스, 스케일이 크게 확대된 물수리, 

엽서, 트럼펫 형상 등 마치 마야 린의 치유의 벽 이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구상적 주제들이 많았다. 이런 구상적 주제로의 회귀현상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에 관해 너무도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정치학자이자 철학가인 야론 에즈라히 

(Yaron Ezrahi)는 말하기를“미국인들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 Americans do not believe things they can't see.”라고 하

였다. 미국인들은 모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주장들과 은유의 깊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초현실적인 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하는 듯, 

끔찍하고 괴물과 같은 대참사를 보다 다루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눈에 

보이는 구상적인 오브제들’로만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109) 9.11 테러와 관련하여 700여개의 공식적인 메모리얼과 2012년 현재 공
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념공간이 있다. 대부분의 공간이 사건 발생한 New 
York, New Jersey, Massachusetts, Connecticut, 혹은 희생자들의 고향에 
만들어졌다.http://www.cnbc.com/id/44006075/September_11_Memorials 
_Across_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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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 디자이너 주요 설명

1

The Staten 

Island 

memorial

“Postcards"

Masayuki Sono
테러가 있던 Lower Manhattan이 

보이는 위치. 수직적 형태.

엽서를 상징하는 2개의 얇은 

화강암판(9”x11”)에 희생자들의 이름, 

직업, 회사, 생년월일과 같은 개요가 

새겨져있는 260개의 직사각형 스탬프가 

새겨져있다. 

2

 LAX 

“Recovering 

Equilibrium” 

BJ Krivanek and 

Joel Breaux 

물이 담겨진 콘크리트 수조 위에 방향을 

가지고 도는 15ft 지름의 거울. 각기 

다른 언어로 인권(civil rights), 

정의(justice)와 같은 진리의 말들이 

새겨져있고 다른 낮은 링 위에는 

"American Dream." 같은 미국의 

주제가 쓰여 있다. 원반은 반사되도록 

만들어졌는데 방문객들이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이너의 의도였다.

 

3

Boston College 

9/11 Memorial 

Labyrinth, 

Boston 

College, MA

Replica

300-yard 길이, 28개의 루프를 가진 

미로 디자인. 청교도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실천하기위해 걸었던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에 있는 길 중 하나를 

복제한 것이다. 이 미로는 거룩한 

땅으로의 여행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9/11테러에 사망한 22명의 보스턴 

대학 동창생들에게 헌정된 것으로 

그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있다.

[표 4-10] 미국 각 지역의 9.11 메모리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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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11 Memorial 

Stained Glass 

Window, 

Corr Chapel, 

Villanova 

University 

Richard Cannuli, 

O.S.A.,

아름다운 컬러의 메모리얼 창은 9/11에 

죽은 15명의  Villanova 대학동창생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2006년, 이태리 

시에나에서 만들어져 설치되기까지 

10개월이 걸린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9/11 공격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작품으로 뉴욕 트윈타워에서부터 

Pentagon, Shanksville, Penn. 등에서 

4개의 비행기가 하늘을 맴도는 것을 

보여주며, 그 옆에는 성모마리아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5명 

희생자의 이름이 패널에 새겨져있다. 

5

Christine’s 

Tree at the 

Old Academy 

Nursery 

School, 

Easton, CT.

9.11의 가장 어린 희생자인 Christine 

Hanson을 추모하기 위해 심겨진 

칠자화(The Seven Sons Flower 

Tree) 는 보육원 바깥에 할아버지와 

함께 놀곤했던 나무이다. 이 나무의 

개화기가 9월이기에 상징적 의미에서 

선택되었다. 

6

The Garden of 

Reflection,

Lower 

Makefield, PA.

 

정원과 64에이커의 메모리얼 공원은 

사고 때 사망한 9명의 주민을 기념한다. 

유리패널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과 그 사건에서 잃어진 자들의 

영혼을 나타내는 2개의 호수와 같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7

9/11 Memorial 

Garden And 

Trail, 

Athens, GA

Bob Hart Bob Hart는 Georgia 대학을 은퇴하고 

그의 18에이커 영토에 메모리얼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트레일은 일반에게 

오픈되며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99개의 기둥들은 각 개인들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일률적이지 않게 배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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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sprey 

Memorial 

“Morning 

Call” 

on the north 

fork of East 

Long Island

 

Roberto Bessin 

조용한 뉴욕 Greenport의 항구에 

월드트레이드 센터 테러 직후에 남은 

3개의 스틸로 만든 20피트의 긴 

장대위에 물수리가 앉아있는 형태이다. 

날개를 펴고 부리를 열고 있는 물수리는 

둥지를 만들려고 앉아서 우아하게 우는 

형상이다. 모닝콜은 재난 이후의 부활과 

재개를 의미하며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 부지는 뉴욕 주에 

첫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9

Brooklyn 

Remembers 

Memorial 

“The 

Beacon” 

Brooklyn, NY.

 

25ft의 브론즈 동상 "The Beacon" is 

in the shape of an 18세기에 

소방관들이 화재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던 말하는 트럼펫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트럼펫의 입구부분이 

바닥을 향하고 있는 조형물은 지금도 

신호로서 기능하고 있는 윗부분에 매일 

밤 7-9시에 빛을 낸다. 이것은 천국을 

향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뻗어진 

신호이다. 

10

Pentagon 

Memorial, 

Arlington, VA.

Julie Beckman
The Pentagon Memorial은 비행기가 

추락한 바로 옆에 위치한다. 9/11에 

희생당한 184명을 추모한다.  2008년에 

완성. 벤치들은 3세부터 71세까지 

희생자들의 나이에 따라 배열되어있다. 

 

11

To Lift a 

Nation 

Emmitsburg, 

MD.

Stan Watts
3명의 40ft. 크기의 소방관 동상은 

미국국기를 올리고 있다. 이 동상은 

Thomas E. Franklin에 의해 Ground 

Zero에서 찍힌 유명한 사진을 재창조한 

것으로 이 소방관들은 모두 순교하였다. 

이 기념비의 목적은 그들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그들의 

가족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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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o Struggle 

Against World 

Terrorism 

Bayonne, NJ

 Zurab Tsereteli.
슬픔의 눈물로 알려져 있는 The 

Teardrop Memorial은 세계테러에 

대항하는 의미를 담고있는 거대한 

동상이다. 40ft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눈물방울은 부서지고 찢어진 듯한 

100ft의 브론즈 블록에 끼어있는데 이는 

트윈타워의 슬픔을 말해준다. 

9.11 사건에 죽은 15명의 Bayonne 

거주자를 동시에 추모하고 있다. 

13

Amy Toyen 

Sculpture. 

Avon, CT

 Marilyn Thrall Avon, Conn.에서 자란 9/11의 희생자인 

Amy Toyen의 동상은 Avon High 

School의 도서관에 위치한다. 

실물사이즈의 동상은 가장 좋아했던 

드레스를 입고 테디 베어를 안고 책을 

보면서 정원벤치에 앉아있는 에이미의 

5세 때의 모습을 담고 있다. 

14

The 

International 

Peace Garden 

9/11 Memorial, 

Dunseith, ND

2,400에이커의 국제 평화 공원에 위치, 

메모리얼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나온 10개의 부서진 대들보들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산책과 명상을 

위한 정원이 이어져있다. 대들보는 

9/11의 혼란한 상황을 묘사하듯 

어지럽게 배열되어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원을 거닐며 전시된 대들보들을 

터치하기도 하고 산책로를 따라 걷기도 

하면서 그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15

Eternal Flame,

West 

Springfield, 

MA

The Eternal Flame은 천연가스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들어낸 것이다.  

West Springfield, Mass.,에 살았던 

Melissa Harrington-Hughes와 92명의 

다른 other Massachusetts 주민들을 

추모하려고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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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
분석 사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주제

·희생자 개인에 대한 기억의 표현
  individual act of remembrance □ ■ ◎ ◎ ◎ ◎ ◎ ■ ■ □ □ ◎ ◎ ■ ■

·인간의 존엄성 찬미
  praise of sanctity of life ◎ ◎ ◎ ◎ ◎ ◎ ◎ ◎ ◎ ◎ ◎ □ ◎ ■ □

·부재와 상실의 반영
  reflecting absence, loss ◎ ■ ■ □ □ □ ■ ■ ■ ◎ ○ ◎ ■ ○ ■

 2.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성격

·안식의 공간
  sanctuaries ■ ■ ◎ ◎ ◎ ◎ ◎ ■ ■ ◎ ■ ■ ◎ ■ ■

·사색의 공간
  serene place for contemplation ◎ ■ ◎ ◎ ◎ ◎ ◎ ◎ ○ ◎ ■ ○ ◎ ◎ ◎

·오픈 스페이스
  open space ◎ ■ ◎ ■ ◎ ◎ ■ ■ ◎ ◎ ○ ◎ ■ ■ ■

 3.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건축구조

·추상적 표현
  abstract expression ○ ◎ ◎ ■ ○ ◎ ○ ■ ■ ◎ ■ ○ ■ ◎ ◎

·수평적, 비어진 구조
  horizontal, void structure ■ ◎ ◎ ■ ◎ ◎ ◎ ■ ■ ◎ ■ ■ ◎ ◎ ■

·접근 용이한 구조
  accessible structure ◎ ◎ ◎ ◎ ◎ ◎ ◎ ◎ ◎ ◎ ◎ ◎ ◎ ◎ ◎

·자연에 관련된 공간구조 도입
  natural space concepts ■ ■ ◎ ■ ◎ ◎ ◎ ◎ ■ ◎ ■ ■ ◎ ◎ ◎

 4.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상징표현

·상징 언어의 사용
  symbolism ◎ ◎ ◎ ■ ○ ◎ ○ ◎ ◎ ◎ ◎ ◎ ■ ◎ ◎

·상징 요소들간의 조화
  coordination of symbolic elements ○ ◎ ◎ ■ ○ ◎ ○ ◎ ■ ◎ ■ ■ ■ ■ ■

·부지의 흔적
  transformation of the footprints □ ■ ■ □ ■ ◎ ■ ◎ ■ ◎ □ ■ ■ ◎ ■

·보편적인 천연재료의 사용

  universal materials
○ ■ ◎ ■ ◎ ◎ ◎ ■ ■ ■ ■ ■ ■ ■ ■

·개인적 애도의 표현
  individual tribute ◎ ■ ◎ ◎ ◎ ◎ ◎ ■ ■ ● □ □ ◎ ■ ■

·이름을 새김
  inscription ◎ ◎ ◎ ◎ ◎ ◎ ◎ ■ ■ ◎ ■ ◎ ◎ ■ ■

[표 4-11] 미국 각 지역의 9.11 메모리얼 공간언어 분석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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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 프로그램: 현상 II

   

   현상 I에서 현재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의 설계 개념과 전시

방법들을 비교연구하면서 천편일률적 전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

형 및 전시방법, 형태와 상징화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상

징에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한 것에 이어, 현상 II에서는 공간심리학, 정

신의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의 회복이론을 바탕으로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프로그램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얻고자하였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의 회복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완결

된다는 것을 2장에서 언급한바 있는데, 피에르 자넷(Pierre Janet)을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랜 세월의 임상실험 결과 <안전의 확립→

기억과 애도→일상과의 연결과정>에 이르는 세 단계 회복과정의 필요성

을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3절에서는 트라우마의 치유이론과 연계하여 각 

치유 단계에 맞게 역할하는 공간 프로그램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별

히 치유의 정점이 되는 기억과 애도의 부분은 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즉각적인 애도의 장소만들기 

1.1. 즉각적 의례의 효과

   임시적이지만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도의 장소(impromptu 

memorial)110)는 회복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안전(安全)에 

110) 자발적 메모리얼(spontaneous memorial), 임시적 메모리얼(temporary 
memorial)이라고도 한다. 현대의 메모리얼들은 형태에 따른 분류 뿐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 임시적 메모리얼들과 같이 설립과정에서 관람자의 개입여부, 
존치시간 등을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덧붙였다. 

   Judith Dupre, Monuments-America's History in Art and Memory 
(New York: Random Hous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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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즉각적인 애도의 장소들, 노르웨이 총격사건(2011, 왼쪽)/ 버지니
아 공대 총기난사(2007, 가운데)/ 대구지하철참사(2003, 오른쪽)

크게 기여한다. 심리적 트라우마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떠오르는 다양한 감정 중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다가올 위험이 아니라 어떤 피해가 닥칠지, 

어찌 대비해야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느낌이다.111)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계속되는 공포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 

발생 이후 누군가의 주도로 인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도의 장소들

은 극대화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한데 모아 그 감정과 

걱정을 토로하게 만듦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의지를 

갖게 하고 안전함을 경험하게 한다. [그림 4-7]의 사례들은 노르웨이 

총격사건과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와 같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테

러와 재난들 이후, 누군가에 의해서 즉각적,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추모

공간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공간들의 시작은 미약하

나, 온라인 추모공간이 가질 수 없는 위력으로 시민들의 슬픔을 하나로 

결집하게하고, 공정한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도록 돕고, 테러로부터 도시

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결의를 모으는 행진으로 이어지게도 한다. 

   일본 공안조사청의 ‘국제 테러리즘 매뉴얼’을 인용해 요미우리신문

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전 세계 테러 횟수

111) Richard S. Lazarus,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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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58건이었으며 2011년에는 5959건으로 10년 만에 2.9배 증가했

다.112) 오늘날 이 사회에 넘쳐나는 무차별 살상, 학대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과 사고, 폭력과 상처를 마주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

을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아래 학교 전문 심리학자

들로 구성된 NASP(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에서는 트라우마의 경험 후 학교자체에서 그 사건을 애도하고 기념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하는 것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치유 과정에 아주 중요

한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하였다.113) NASP는 이와 함께 트라우마적 사

건 이후에 가능한 행위들, 예를 들면 기념물, 기념 공간 만들기나 기념

행위와 의식들을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감정

을 표현하는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하여 애도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후에 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였

다. 21세기 들어 세계각처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정보들이 동시간

대에 전달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비공식적인‘애도의 장

소 만들기’행위는 하나의 당연한 리츄얼이 되었다. 2001년 9.11 사건

같이 엄청난 사태가 아니어도 21세기 이후에는 각종 재난 때마다 즉각

적으로 크고 작은 애도의 장소들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뉴욕에서는 (꽃다발과 촛불을 놓는 방식의) 일반적인 임시적 추모공

간과는 조금 상이한 기념공간들이 9.11 테러가 있던 다음날부터 만들어

졌는데, 더욱 적극적인 추모의 방법들이 등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꽃과 함께 즉각적인 추모의 공간에 드려지는 사진, 그림, 명판과 

편지, 쪽지, 시, 카드, 낙서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들은 개인적인 

112) 최종일, “세계의 테러, 10년 만에 3배 증가...사망자 1만명”, 중앙일보, 
2011.05.13 

113)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NASP resources; 
Memorials/Activities/Rituals Following Traumatic Events", 
http://www.naspon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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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즉각적 추모 공간. (왼쪽) Soho "Here Is New York: A 

Democracy of Photographs" (오른쪽) Washington Square, New York, 

2001

추억과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표현한 3가지 다른 

추모 프로그램이 관찰되었다. 

   첫 번째는 전시를 통한 추모의 형태로, 소호에 있는 한 뮤지엄에서  

"Here Is New York: A Democracy of Photographs" 라는 제목으로 

희생자들의 초상화가 전시되었다. 전문가들만의 전시가 아닌 사건을 바

라보는 모든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얻어진 다양한 사진들의 전시였고, 그

것을 관람하며 추모하기 위해 뉴욕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어수선한 분위

기에 액자도 없는 전시였지만 각각의 작품이 보이는 강렬한 인상과 전달

된 스토리로 인해 관람객들을 감동시키고 서로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였다

고 평가되었다. 

   두 번째는, 마치 설치 미술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 그 대표적 사례

인 [그림 4-8]의 뉴욕 워싱턴 스퀘어의 바닥은 9.11 테러가 일어나자

마자 뉴욕 시민들에 의해 메시지가 하나 둘씩 덧붙여지는 형식으로 자발

적이고 즉각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희생자를 위로하는 사랑과 믿음에 대

한 글들로 가득 채워졌다. 

   세 번째는, 언론이나 온라인상을 통한 추모의 공간인데, 미국 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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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즉각적 추모공간에 붙
은 많은 메모들. (9.11 직후)

론을 주도하는 정론지로 손꼽히고 있는 뉴욕타임스는 테러사건 일주일 

뒤인 9월 18일부터 '도전받는 미국 A Nation Challenged‘이란 제목으

로 특별 섹션을 정해 테러사건 희생자와 수사속보, 아프간 전쟁소식 등

을 종합적으로 다뤄왔다. 특별 섹션 중 '슬픔의 초상 Portraits of 

Grief’이란 면에서는 인터뷰에 응한 가족들의 스토리를 통해 1천 800

여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했으며 이를 묶

어 단행본으로 발행하였다.

1.2. 즉각적 의례의 요소

   임시적이며 즉각적으로 애도를 표현하는 장소에 보이는 공통적 요소

는 꽃, 촛불, 리본, 사진, 그림, 인형들과 메모, 카드, 시와 같은 메시지

들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화, 백합, 안개꽃과 같은 종류의 꽃은 고

결, 엄숙, 죽음을 상징하고 장미는 희생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다. 촛불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위를 밝게 비춘다는 점에서 희생을, 

약한 바람에 꺼지면서도 여럿이 모이면 온 세상을 채운다는 점에서 결집

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새벽을 기다리는 불꽃이라는 점에서 

꿈과 기원을 의미한다. 꽃과 촛불, 둘 다 애도해야할 숭고한 영혼을 기

리고 있으며 비폭력 평화시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특별히 추모하는 개인들의 심정들이 

토로되어있는 메모들은 저마다의 슬픔

과 분노와 위로들을 담고 있어서 꽃이

나 오브제들보다 더 강력한 감성적 효

과를 준다.〔그림 4-9〕에서 보이는

‘나는 슬프다. 나는 무섭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I am sad,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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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ed, I am not alone’는 메모는 트라우마를 목도한 시민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도 잘 보여준다. 끔찍한 재난에 당면해‘그저 슬프고, 그저 

무섭다.’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글귀는 재난 직후 그 

메모를 읽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또한 뒤에 덧붙여진‘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는 모두가 슬프고 두려운 가운데 있으나 함께 

있음으로 인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1.3. 후속적인 의례 프로그램

   한번 도시에 각인된 재난의 공포는 또 다시 반복될 것 같은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주기에, 도시의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따

라서 재난 후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리츄얼은 어떤 공간에 자발적인 시민

들의 의지를 하나하나 덧붙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도시를 안전히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고자하는 결의를 다지는데 유리하다. 즉각적인 사건 발생 

후가 아니어도 안전과 자유수호의 염원을 새롭게 하기위해 하나의 기념

행사 형태로, 설치 미술적 행위를 동반한‘장소 만들기’를 하기도 한

다. 〔그림 4-10〕에서와 같이 9.11테러 10주기에 세인트 폴 성당의 

문창살마다기억을 위한 리본114)을 달고 그 위에 메시지를 썼던 행위들

도 그런 후속적인 리츄얼이라 보인다. 시민들이 리본들을 묶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매듭짓지 않고 옆 리본과 함께 이어(하나의 자유연

대를 상징하듯이) 묶는 행위를 보였다는 사실은‘안전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해준다. 의례를 위해 마련된 이러한 공간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함께 진행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감상

과 의견들을 올리도록 하였다. 

114) Ribbon of Remembrance, 
http://www.trinitywallstreet.org/911/virtual-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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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Remember to love' , St. Paul Church 앞, New York

2. 기억의 대면을 위한 연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다. 죽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치유하고 화해와 책임규명을 위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치욕을 주기 위

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기억’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문제를 위해 질문을 던

지고 답하는 것이 바로 ‘기념 공간’들이 하는 일이다.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보고 싶지 않아 그저 묻어둔 기억을 다시 꺼내

어 제대로 ‘대면(對面)’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는 시작된다. 앞

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애도’의 전

제조건이 과거의 기억을 인정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과거를 기억

해 소중한 그 상실을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이 있

게 된다는 것이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인 이스라엘의 야드 밧셈(The 

New Yad Vashem, 2005) 출구에도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

은 구원의 비결이라”는 문구가 있듯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비극적 재

난의 기억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비록 괴로운 일이지만, 트라우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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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할 첫 단계가 된다.  

   재난에 관한 모든 기억은 문자, 시각 매체, 건축 공간 등 다양한 재

현의 수단을 통해 체험에 일정한 성격과 내러티브를 부여하며 물질적, 

공간적 현실에 정박한다. 사회과학적 기억이론의 선구자 모리스 알브바

슈(Maurice Halbwachs, 1877-1945)는 “기억과 공간의 관계는 근원

적인 것으로, 기억은 본래부터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공고해진다”고 하

였다.115) 그러나 이 재현의 행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기억의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많은 경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인 요소

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질되어져 왔고 역사적 트라우마와 진지하게 

대면하는 일 역시 방해되어져 왔다. 트라우마의 기억과 대면하게 하는 

보다 효과적인 공간 연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흔적의 보존 (preserving traces)

   사람들은 누구나 상실된 것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

며 그 상실감이 클수록 망각의 두려움 역시 크다. 에드워드 라이넨덜

(Edward T. Linenthal)교수는 ‘기억의 보존(Preserving Memory)’

에서 수많은 무고한 죽음과 슬픔이 의미 없이 대중들의 기억으로부터 잊

혀질까하는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망각(oblivion), 즉 상흔의 가치

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강렬한 기억의 상태로 만들 아이디어들에 대

해 말하고 있다.116) 이  때,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면서 

강렬한 디자인요소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흔적의 보존’이다.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는 디자인 컨셉은 단서회상

(cued recall)117)에 기인하는데, 기억을 회상하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

115) 정진성,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40.
116) Linenthal, Resilient city, xii-xiii.
117) 회상(recall)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어떤 단서를 공간경험자에게 제시함

으로써 경험자 스스로 정보를 인출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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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사건부지의 흔적

trace of the site
희생자의 흔적

trace of the victims

역사적 기록의 흔적
trace of the historical 

records

설명

재난이 일어난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그 장소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소의 흔적들을 
보존하는 방법

희생자의 개인유품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시요소로 사용함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

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 사실에 
근거한 사료들과 
정보들을 통해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대면하게 하는 방법

사례

∙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Oklahoma City, OK, 
USA
∙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Nagasaki, Japan
∙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New York, NY, USA

∙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Oklahoma City, OK, 
USA
∙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USA
∙ The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 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 
Jerusalem, Israel 

∙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Berlin, Germany
∙ StoryCorps booth, 
New York, NY, USA
∙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Nagasaki, Japan

[표 4-12] 기억과의 대면을 위해 공간요소로 도입하는 흔적의 종류

보다 기억과 공간을 연결시키기에 효과적인 컨셉이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과거기억을 대면하게 하는 연출로 사용

되어질 수 있는 흔적의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사건 부

지의 흔적(trace of the site), 희생자의 흔적(trace of the victims),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흔적(trace of the historical records)이다. 

http://www.brita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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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건 부지의 흔적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그대로 보

존하여 사용하는 것과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폭파되어 철골이 드러

난 벽과 같이) 부분적인 장소의 요소를 컨셉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관련

하며 가장 강렬한 기억의 대면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흔적을 통해 재현

된‘현장성’이야말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을 위해 최상의 요건이 된

다. 장소 철학자인 에드워드 케이시 (Edward S. Casey)가 말했던 것처

럼 장소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넣어 현재에 존속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

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재생산하는데 공헌한다.118) 이것은 장소가 

기억의 생산 및 재생산과정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 도시경관

사가인 돌로레스 해이든(Dolores Hayden)의 의견과도 상통한다.119) 

어떤 기억들은 그 지지 기반을 상실하면서 망각되지만 어떤 기억들은 재

생산되고 유지되는데, 특히 기억이 재생되고 구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

법 중 하나는 장소의 생산을 통한 것이다.120) 바로 장소가 지닌 물질적 

성격, 즉 장소의 물질성으로 인해 기억은 경관 속에 각인될 수 있고 그

래서 공적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공간사례 중 하나인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기념박물관(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Museum, 1997)은 1995년, 폭파

당시 무너졌을 때 드러난 철골 벽과 잔해를 그대로 보존해 방문자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강렬한 흔적의 요

소는‘살아남은 나무(The survivor tree)’라 불리는 폭파당시 잿더미 

같았던 느릅나무이다. 당시 반쯤 타버려 숯덩이처럼 그은 채 앙상한 형

118) Edward S. Casey, The Fate of Place: A Philosophical History 
(Centennial Book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19) Dolores Hayden, The Power of Place: Urban Landscapes as 
Public History, (Boston: The MIT Press, 1997), 18.

120) Tim Cresswell, Place: A Short Introduction, (New York: Wiley, 
200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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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The survivor tree 
(위)survivor tree를 상징하는 
공간 사인(중간), 로고 및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아래) 

해처럼 남았던 나무가 세월이 지난 지금 

울창하고 무성해져서 시원한 나무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방문객들은 그 그늘에 

모여앉아 가이드로부터 당시 테러 희생

자들과 구조원들의 눈물겨운 스토리, 그

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데, 이는 실로 감동적인 체험이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강인한 생명력의 아름

다움을 고백하는 장소와 만나게 된다. 

이 치유의 장소는 'The survivor tree'

를 한 가운데 두고 둥근 메모리얼 돌담

에 의해 경계 지워지는데, 이는 이 원형

의 공간 안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감동과 의지가 하나됨을 의미한다.121) 

이 메모리얼 벽 위에는 다음과 같이 쓰

여 있다. 

“The spirit of the city and this 

nation will not be defeated; our 

deeply rooted faith sustains us.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정신은 결코 패배

되지 않을 것이다. 깊이 뿌리박은 우리

의 신념이 우리를 지탱하고 살아가게 한다.”

   이 나무의 실루엣은 회복의 살아있는 상징(a living symbol of 

121) Ann Clark, A memorial walking tour, (Oklahoma City: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Foundat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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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slurry wall(왼쪽), 메모리얼 잔디밭 한쪽을 장식하고 있는 slurry 
wall, Daniel Libeskind (가운데), 박물관실내에 있는 slurry wall, 
Michael Arad (오른쪽)

resilience)122)으로서 기념관의 로고, 화장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사인, 

각종 판매상품 디자인 등에 활용되어 방문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흔적을 반복적인 디자인 요소로 사용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그저 현실 그대로 재연하는데 

있지 않고, 그 현장 안에서 긍정적 희망적 요소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단

서를 발견하여 이를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얼에도 이와 같이‘흔적의 보존’을 감동

적 요소로 스토리텔링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흔적의 연출 요소는 

(디자인 공모 시 컨셉 설정에 있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주목을 받았던) 

폭파 시 드러나 버린 지하 연속벽(The slurry walls)이었다. 엄청난 폭

파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어 뉴욕지하철 전체가 홍수에 잠기는 사

태를 지켜낸 이 벽을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믿음직한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원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dskind) 역시 제출한 그의 디자인에서 플라자 한쪽을 차지하는 배

경의 개념으로 이 슬러리 벽을 제안했었고, 최종당선자인 마이클 애러드

(Michael Arad)의 디자인에서도 박물관 공간 안에 이 슬러리 벽을 사

122) www.oklahomacitynationalmemori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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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Tribute in Light, PROUN space studio(왼쪽), Reflecting 
Absence, Peter Walker, New York, NY 

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2]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직후 그라운드제로의 처리 문제에 있

어, 이곳을 영원한 기억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연출을 위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그 장소에 아무것도 재건하지 말고 파편

과 잔해의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두어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123) 그러나 기억과의 대면을 위한 흔적의 보존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에 남겨진 재난의 잔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무

너진 트윈 빌딩의 흔적을 그리워하고 무언가로라도 채워서 기억하기 원

했고, 2개의 빌딩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부지에 두 개의 탑을 상징하는 조명 ‘Tribute in Light'

을 쏘아올린 디자인 아이디어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메모리얼 디자인의 

최종당선작으로 결정된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에서 고안된 

납작한 2개의 직방 형태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듯 상흔의 가치를 강렬한 기억의 상태로 만들기를 염원하였다.  

123) “To build or Not: Architects Respond”,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23, 2001, 

   http://www.nytimes.com/2001/09/23/magazine/23REBUIL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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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흔적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5·18 보존건물인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항쟁의 현장에 기념

관이 건립되는 것은 장소적 진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총탄의 흔적 등을 

보존해 상징화하고 전시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도 

있다.124)

   두 번째, 희생자의 흔적(trace of the victims)은 비극으로 인해 존

재하지 않는 희생자의 개인유품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시요소로 사용함

으로 재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개별적인 슬픔의 총체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1990년대 

이후, 내러티브 박물관에서의 유품전시의 방법은 기존의 역사박물관이 

지녀왔던 단순 수집, 보존, 연구, 전시의 단계를 넘어서 방문자들을 감성

적, 도덕적으로 교훈하고 정보와 심미적 인상을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

고 있다.125) 적절한 메시지나 짧은 설명과 함께 전시되는 사진이나 각

종 유품 등은 방문자 각자가 그 안에 숨겨진 스토리를 상상케 함으로 공

간경험을 더욱 극대화시키게 된다. 

   엄청난 희생자의 유품들을 자랑하는 세계 각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들은 강제수용소와 게토에서 발견된 600백만 유태인들로부터 얻어진 의

복, 안경, 신발, 가방, 가스실에서 변색된 머리카락, 편지, 낙서 등은 역

사적 기억의 콘텐츠에 맞게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전시된다. 희생자들로

부터의 흔적들은 사진으로 전달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사실적인 기

억’을 대면하게 하며, 엄청난 희생자의 숫자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마어

마한 양을 한 장소에 함께 전시하거나 무더기로 쌓아놓아‘와우 효과 

(Wow effect)'를 의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과 희생자의 흔적을 양

124) 민주인권평화기념관, "5·18 흔적 보존 중요, 전시적 기능 강화" last 
modified July 19, 2011, http://news.naver.com.

125) J. Weinberg and R. Elieli, The Holocaust museum,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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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유태인 희생자들의 신발 전시 (왼쪽), Hall of names (오른쪽), 
Yad Vashem Holocaust Museum, Israel, 2005

도하는 일에 있어 정부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생존자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하기에 이러한 기획 의도가 언제나 관철되기 쉬운 것은 아니

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우에도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을 대량 전시하

는 문제에 있어 신체 일부를 전시하는 것이 유대 전통에 배치된다는 비

판과 혹시 그 속에 자기 부모나 형제의 머리카락이 섞여있을지 모른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비판에 의해 사진 전시로 대체된 사례도 있었다.126)

  세 번째, 역사적 기록의 흔적(trace of the historical records)은 트

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한 사실(fact)에 근거

한 사료들과 정보들을 통해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대면하게 하는 것

이다. 재난이 일어나며 전개된 역사적 과정의 기록을 보여주는 타임라

인, 보존된 희생자들의 문서, 녹취, 영상 기록 등이 그것인데, 역사적 기

록의 흔적은 대부분의 기념관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어진다. 이스라엘

의 야드 바셈(Yad Vashem)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380만 희생자들의 이름이 저장되어있는데 이는 온라인으로도 접속가능

하게 프로그램 하였으며, 홀로코스트 관련 정보들과 오디오, 비디오, 각

종 증거자료들도 러닝센터와 비주얼 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경험할 

126) J. Weinberg and R. Elieli, The Holocaust museum,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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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5

수 있도록 하였다.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5)은 1,9000m²의 광장을 2,711개의 콘크리트 

슬라브로 덮은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메모리얼의 입구와 출구조차도 특

별히 디자인되지 않은 추상적 공간이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들과는 완전

히 공간디자인 코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하의 추모공간에는 

마치 그 콘크리트 무덤들의 진

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빠짐없이 

역사적 기록의 흔적들이 전시되

어 있다. 이 공간에는 이스라엘

의 야드 바솀 홀로코스트 박물

관에서 받은 학살당한 유대인들

의 이름과 개인기록이 보관되어 있는데, 희생자 가족들, 수용소의 실상, 

유태인들의 편지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되어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전쟁이나 테러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이나 사진, 죽음에 관한 서사 

등 역사적 기록의 흔적은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사실적인 기억을 

전달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 역시 전시계획의 주체를 통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의 방향으로 방문객들의 이해를 조작하는 가변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확고한 정체성을 보증하기 어렵고 각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재현(representation)될 수밖에 없음이 이론적으로나 실

천적으로나 분명해졌다. 역사적 기록의 흔적이란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라기보다 일종의 합의(stipulating), 즉 과거에 대한 공동체 

내의 합의된 이야기들을 조합해놓은 것이라 보아야할 것이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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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러티브 (narrative)

   사실 상흔 자체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 기억

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 그 기억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가가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기서 방문객에게 

회복의 메시지라 함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할 사건의 증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기억-공간-메시지를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종류

의 서사성을 포괄한 ‘내러티브128)적 디자인 접근’이다. 

   전통적인 (트라우마를 다루는) 박물관 공간은 진품 유물 전시를 통해 

방문객으로 하여금 과거 사실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 저장

소의 성격을 지니는데 비해 이야기 중심의 박물관은 방문객을 정신적, 

감성적 자각을 통해 도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의도한다. 이렇듯 교화의 

성공여부에 좌우되는 내러티브 전시는 방문객의 내면에서 동화

(identification)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기위해 전시물자체보다 전시물 

속에 담겨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이어주는 의미의 사슬, 이야기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러티브의 특징은 첫째, 소설, 연극과 같이 뚜렷한 플롯을 가지고 

있어 시작과 끝이 있고, 내러티브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은 전체

적인 맥락에서 치밀한 필연성에 의해 시작되고 끝나게 되어있다. 내러티

127) Susan Sontag,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New York: Picador, 
2004), 85-86.

128) 내러티브는 영화용어로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 혹은 기
술(writing)이라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적 성격을 지칭하는 말
이다.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엮여진 실제 혹은 허구적 사건
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하여 건축은 이 서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시공간의 중
첩을 꾀한다. 내러티브 공간 안에서는 걸어 다니며 감상하는 사람들의 실루
엣자체가 공간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갤러리 방문객들이 작품을 활성화하
면, 그 행위자체로부터 플롯을 지닌 내러티브가 시네마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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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유대인 신분카드처럼 만들어진 입장권,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1993 

브 공간은 그 플롯에 따라 방문객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과 자신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모든 내용을 자기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내러티

브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보다 생생한 상흔의 기억을 전달하는 목격자이

자 관객과 스토리를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때로는 플롯

의 주인공이 방문객 본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극적 트라우마를 가

장 생생하게 대면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이다.   

   방문객들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대표적 사례인 U. S 홀로코스트 박물

관은 관람자가 실제 유대인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카드 [그림 

4-16]를 받아들고 희생자 본인이 되어 홀로코스트 시대로 공간이동을 

하는 것이 도입부에 주어지는 설정이다. 공간이동의 수단인 엘리베이터

는 마치 강제수용소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이 탔었던 화물열차나 최후 순

간의 가스실을 연상케 하는 강철과 볼트로 이루어져있는데, 4층 전시실

로 문이 열리면서 증인과 희생자의 시선으로 기념과 여정을 시작하게 된

다.129) 설정된 플롯 속으로 들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은 연극

의 무대와 같은 전시물들을 통해 더욱 극대화되는데, 전시물은 가능한 

한 크고 실제적인 것일수록 효과적이다. 이 내러티브 전시관의 3층에 들

129) Greg Chrysler and Abidin Kusno, “Angels in the Temple: The 
Aesthetic Construction of Citizenship at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Art Journal, Vol. 56, No.1 (199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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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정점을 이루는 전시물인 화물열차 한량은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

들을 트레블링카(Treblinka) 절멸수용소까지 실어 나르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폴란드 정부로부터 양도받아 설치된 것이다. 실제 수많은 유대인

들이 엄청난 공포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몸을 실었을 죽음의 열차 

칸을 지나가며 관람객은 희생자의 심정에 감정이입 된다. 이 내러티브 

박물관의 초대관장은 연극 연출가 출신이었고, 콘텐츠를 개발한 2명의 

직원은 영화제작자 출신이었다. 미국 국립 홀로코스트 교육연구원이었던 

사라 오길비에(Sarah Ogilvier)는 말하기를, 역사가에게 2차적인 역할

을 맡겼던 발상은 다소 비정통적인 것이었고 스토리텔러와 역사연구가들 

사이에 수많은 언쟁이 오고 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언쟁이 박물관의 

부흥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130)

   둘째, 내러티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다. 문자언어, 음성언어, 

그림, 제스츄어,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되어 전달된다. 트라우마

를 다루는 공간에서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에게 객관적 기억의 전달을 넘

어서 한편의 영화를 보고 난 후 같은 엔딩을 주고자 감성적인 대중을 위

해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고 있다. 공간연출자가 의도하는 스토리텔링에 

따라 공간의 동선과 전시아이템이 결정되고 이에 알맞은 메시지 전달을 

위한 문자와 그림, 음향, 영상, 무대 셋트 등이 적절히 혼합된다. 이때에 

내러티브 디자인의 목적은 철저히 방문객들이 과거의 기억을 이해하기 

위한 돕는 장치가 되는 것이므로 너무 매체의 효과를 과하게 사용하면 

마치 테마파크처럼 가벼운 체험공간으로 전락하거나 비극적 사건을 오락

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기억과의 대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130) June 23, 2011 (8:36a.m.), 사라 오길비에,“전쟁, 평화, 그리고 박물관, 
제 3발표 :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기억할 것인가?”,영월 연세 포럼, 
May 23-25, 2011. curatorsim blog,

   http://blog.naver.com/wnsyd?Redirect=Log&logNo=4013219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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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러티브 공간은 세단계의 준비작업을 요하는데, 먼저 개념 

설계단계, 거시설계단계, 미시설계단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개념설계단

계에서 중요한 것은‘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

로, 연대기적 방식, 지역(국가)별 방식, 주제별 방식 가운데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것을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U. S.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우, 

연대기적 방식을 축으로 삼되 내러티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른 방식들도 함께 활용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두 번째 단계

인 거시설계 과정에서는‘동선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야기의 흐름과 

건물, 방문객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병목현상이 불가피한 지점에

서는 기획팀이 설계자와 협의 조정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한다. 마지막

으로 미시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시각자료의 선택과 배치’를 결정

하는 것으로, 자료를 취사선택할 시, 역사적 사실성과 의사소통의 명확

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하며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전달

해줄 수 있는 픽토그램과 지도제작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한다.131)  

   내러티브 공간에 덧붙여질 수 있는 강력한 요소는 트라우마에 대한

‘증언’이다. 공간프로그래밍과정에서 덧붙여지는 증언은 역사적 사실

에 앞서 고통의 심연을 드러낸다. 당사자 자신의 고통 뿐 아니라 고통을 

증언할 기회마저 상실해버린 망자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 U. S. 홀로코

스트 기념관의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한 애디 에이츠(Addie Yates)

는‘어린이들을 기억해요: 다니엘의 이야기(Remember the Children: 

Daniel's story)’전시에서 주인공으로 상정된 유대인 소년 다니엘이 아

우슈비츠로 끌려가기까지의 스토리를 생존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고 디

자인하였는데, 이 안에 제시된 2개의 비디오 프로그램은 이 내러티브 공

간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바탕을 두었음을 공고히 해준다.

131) J. Weinberg and R. Elieli, The Holocaust museum, 62-63. 



- 127 -

 2.3. 역사적 상상력을 주는 건축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바

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드는가에 있다. 대개는 (위에서 언급했던 

2가지 방법처럼) 기억을 대면하게 하기위해 여러 자료들을 동원하지만, 

자료들만으로는 역사적 상상력을 증폭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

료란 과거의 기억이고 증언이지만, 그것으로 역사적 체험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며 그 역사를 직접 살아보지 않은 후대들에게 기억을 살려내면

서 역사적 인식으로 전환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료로 역사를 그려가야 하는 한계를 넘어설 역사적 체험에 준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난관에 있어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대

인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2001)은 천편일률적인 전시방식과 

다른, 끔찍한 역사적 기억을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건축적 언어의 방향

을 제시해주었다. 그의 공간은 트라우마를 다루는데 있어, 아무런 전시 

내용 없이도 방문자가 트라우마를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실험이자 도시의 상실된 정체성을 찾고자한 획기적 시도였다.132) 지그

재그로 건물을 배치한 방식에서부터 건물 외벽을 아연으로 뒤덮은 재료

의 혁신,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세트를 연상케 하는 불규칙성과 과감한 

공간 배분, 칼로 난자당한 상처처럼 찢어진 모습으로 서로 교차하고 각 

틈새와 구멍들에 접합되는 선들, 사각형 중심의 공간 설계를 과감하게 

깨트린 파격, 그리고 텅 빈 공간들이 주는 영적 분위기는 그대로 과거 

홀로코스트의 역사의 현장을 만나게 하는데 기여한다. 독일 역사에 대한 

통상적 내러티브는 “해체”되고 독일인과 유대인의 조화롭지 못했던 관

계는 리베스킨트 설계안의 제목처럼 “선과 선 사이에서(between the 

132) James E. Young, At Memory's Edge, After-Images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1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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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Jewish museum Berlin, 2001

Lines)” 의미가 모색된다. 건물 곳곳에 설치된 (수직형의 오목한 구조

를 지닌 6개의) 음지의 공간, 공백들(Voids)의 직선은 유대인의 역사가 

독일사에서 그랬듯 계속 끊어지면서도 박물관전체를 끝까지 관통한다. 

공간의 해체를 통한 부재(不在)의 형상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이루어

지는 공허의 미학을 드러내는 특이한 전시들133)은 천편일률적인 조형을 

넘어선 새로운 발상으로 평가되어진다.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인위적인 

미화를 통해서 결코 대변될 수 없고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유품이 아니라 희생자를 부르는 우리 자신의 공허한 메아리임을 상기시

켰다. 방문자들에게 기억이란 어떤 물질적 형상이나 이념적 공식에 고착

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체로 사회구성원들이 소통하며 과거와 대면해가

는 과정임을 일깨워준다. 

133) 크리스티나 하베를리크, 『20세기 건축』(서울: 해냄, 2002), 22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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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애도의 표현을 위한 전략의 지향점

3.  애도의 표현을 위한 전략

   애도를 위한 공간적 표현들의 성공여부는 방문자들의 행태에서 입증

된다. 트라우마적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 희생자의 후손들, 그리

고 역사교육의 방편으로 방문하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조차도 진심어

린 애도의 행태들이 발생하는 공간이 되어야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

간이라 할 수 있다. 1절에서 언급한 난제들 가운데 형태와 상징화의 간

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도의 표현을 위한 전략들이 고민되어야한다.

  

   진정한 애도와 위로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

이며 심리치료사인 이름트라우트는 말하기를“깊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잠시나마 안아

주는 따스한 포옹일 뿐이다. 상대방에게 너는 여기에 속한다. 너는 이 

세계의 일부이다. 우리가 너와 함께 여기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134)고 하였다. 묵묵히 함께 있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행위는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위로의 행위이다.  

134) 이름트라우트 타르, 김태영 역, 『나는 위로받고 싶다: 나와 타인을 위로
하는 심리치유에세이』(서울: 펼침, 20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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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학자들은 함께 모여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의 행위가 조의를 위

해 모인 남은 자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켜준다는 가설을 내세우기도 한

다. 이러한 행위들이 집단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집

단의 유대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135) 애도의 공간 

안에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이들이 모이게 된다. 직접 슬픔을 당한 

자들과 그 슬픔에 공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공적으로 표현되는 애도의 

행위 안에는 아픔의 행위(울음, 신음, 찡그림, 가슴을 부여잡음, 얼굴을 

손으로 감싸는 행위 등)와 아픔을 달래는 행위(위로의 말하기, 안아주기 

등)가 함께 관찰되어진다.136)     

   일반적인 위로행동(comfort behavior)은 껴안기로, 이 행동은 새끼

를 보호하고 위로하려는 어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껴안는 사람은 

안긴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두들기고 안았다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안는 

동작을 반복하는 양식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특정한 신호로서

의 껴안기 효과는 더욱 커진다.137) 이름트라우트 타르도 그의 심리치유

에세이‘나는 위로받고 싶다’에서 위로의 몸짓으로  쓰다듬어주기를 가

장 먼저 언급하면서 다음에 이어 침묵으로 위로하기,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주고 어깨를 감싸주는 행위를 

자연스레 유발할 수 있는 애도의 공간은 어떤 공간요소와 프로그램을 가

지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현장분석과정에서 관찰되어

진 방문자들의 행태적 측면을 보면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과의 소통

에 있어 애도의 행태를 유발하는 공간적 메커니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35) 마크 베코프, 김미옥 역, 『동물의 감정』(서울: 시그마 북스, 2008), 
118.

136) 죠지 핏쳐, 박영식 역,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논고와 탐구에 대한 이해
와 해설』, (서울: 서광사, 1990), 329. 

137) 아이블 아이베스펠트, 이경식 역, 『야수인간』, (서울: 휴먼앤북스, 
2005),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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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반응
Vietnam Veterans 

Memorial

WTC 

Memorial

∙ 바라보기 seeing

    

∙ 사진찍기 taking pictures

∙ 놓아두기 presenting

∙ 만지기 touching

∙ 탁본뜨기 rubbing

∙ 울기 crying

∙ 입맞추기 kissing

∙ 안아주기 hugging

[표 4-14]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관찰되는 행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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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애도의 행태를 유발하는 요소 

   애도의 공간에 나타나는 행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라보기와 사

진 찍기, 꽃이나 메모138), 고인의 물건들을 놓아두는 헌물행위였다. 그

런데 1980년대 마야 린의 디자인 이후 몇몇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행태 이상의 대중반응이 유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만지기, 탁본 뜨기, 울기, 안아주기, 입 맞추기 같은 행태

들이었으며, 이전 메모리얼 공간과 달리 훨씬 더 큰 교감, 감성적인 터

치가 공간과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만진다’는 행

위는 메모리얼과 아주 근접하게 다가설 수 있었음을,‘탁본을 뜬다’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간직할만한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표현되었음을 말해

주고‘운다, (서로) 안아준다’는 것은 마음을 토로하게 하는 상징적 요

소들과 공간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38)메모에는 슬픔이나 그리움을 표현한 카드나 편지와 같은 글들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들에게 관찰되어지는 울거나 찡그리는 통증행
위들은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원초적이고 자연스런 행위인데 반해 이들이 더 
나아가‘아프다’라고 말하는 것, 인간에게 후천적으로 학습된 통증행위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슬픔을 시나 글로 표현하는 문학적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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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희생자의 인격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애도는 희생자들을 숫

자로 기억하지 않고 인격화하는데서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Yad Vashem)에서 그 설립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 중 하나가 

‘이름들의 전당(the Hall of Names)’인데, 이 공간은 홀로코스트 희

생자들을 600만이라는 숫자로만 기억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기 위해 지

어졌다. 야드 바셈은 초기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다(All the 

people have a name.)’는 표어 아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

족, 친지로부터 희생자들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139) 

이는 익명화 추상화의 물결로부터 600만이라는 수식어에 함몰되어있던 

희생자 한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인 존재임을 실감케 한다. 

   희생자의 인격화 전략은 기념비와 기념관에서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념비에서 보이는 것처럼) 희생자의 

이름을 새기는 방법이나 기념관에서의 사진전시 방법을 통해 구현된다. 

집단으로는 감성적 자극과 동일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하에

서 사진을 전시할 시에는 무리지어 있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사진은 가능

한 한 전시하지 않는다. 전시되는 사진들은 트라우마의 사건 이전의 평

화로운 개인의 삶을 부각하는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사건의 잔혹성을 더 

생생하게 부각시키도록 의도한다. 이 같은 사례로, U. S. 홀로코스트 박

물관에 디자인된 3층 높이의 ‘얼굴들의 탑(the Tower of Faces)'은 

139) Yad Vashem staff, "Yad Vashem: The Holocaust Martyrs' and 
Heros' Memorial and Remembrance Authority in Jerusalem", Israel 
W. Charny, ed., Encyclopedia of Genocide, Vol.2, Santa Barbara, 
1999, 628.  수집된 이름은 ‘증언의 지면(Daf-Ed: Memorial page)'이라
는 상징적인 돌에 새겨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보존
한다. 그동안 확보된 희생자 명단은 모두 300만 명 정도 되는데 모두 전산 
처리되어 2005년부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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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The tower of 
faces

홀로코스트가 발발하기 전 리투아니아의 

에이시츠키(Eiszyszki) 마을에 살았던 유

대인 주민 1,000명의 사진을 전시하였는

데, 이를 바라보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이 

가운데 단 이틀 동안의 학살에서 목숨을 

건진 19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에 더

욱 전율을 느끼게 하도록 의도한 것이었

다. 희생자를 인격화하는 전략은 이와 같

이 세심한 감성적 접근이기에 작은 디테

일의 차이로 애도의 깊이를 다르게 한다. 

또한 희생자의 이름을 새기는 방법에 있

어서도 세심한 차이가 희생자를 집단의 

한 개체로 이해하게도 하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역사를 가

진 한 개인의 삶으로 이해하게도 한다.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동성(同

姓)끼리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보다는 (마야 린이 진정한 애도와 치유를 

위한 고민을 통해 선택한 베트남 참전용사기념비의 경우처럼) 전사자 

57,661명의 이름을 전사한 시간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희생자의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독자화 시킨 인상을 준다. 

   이보다 더 진보한 희생자의 인격화 전략은 방문자가 희생자의 입장, 

희생자의 관점으로 트라우마의 사건을 관찰할 수 있도록 내러티브 공간

의 플롯을 구성하는 것이다. (2.2 내러티브에서 그러한 방식에 대해 이

미 언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유대인 연구로 저명한 

제임스 영(James Edward Young) 교수는 그의 책 “기억의 구조(The 

texture of Memory)"에서 언급하기를, 이러한 기념관의 목표는 들어온 

방문객들 모두가 이 장소를 나설 때 유대인이 된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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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다고 하였다. 희생자의 인격화 전략을 통해 방문객들은 국적, 인

종, 사회적 지위를 넘어선 일치된 생각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홀로코스

트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동시에 나와 똑같은‘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개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동일시의 순간,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더 이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표현이 된다.  

  

3.2 애도의 상징적 표현

   앞서 4장 2절‘공간의 상징 언어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애도의 상징적 표현들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서 아주 중요한 소통언어가 된다.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애도의 상징이 

없었다면 디자이너의 해석과 수용자와의 간격은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것

이다. ‘적절성(La Pertinence: Communication et cognition)’에서 

댄 스퍼버(Dan Sperber)가 지적했듯이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신호들이 

없다면 디자이너도 공간의 메시지 속에 적절한 의도를 담지 못할 것이고 

수용자도 작가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절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

이라는 뜻이다.140) 디자이너의 노골적인 애도와 위로의 공간 표현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인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기대지평과 

수용자의 기대지평이 몇 가지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디자이너

와 수용자는 같은 사회기억을 공유해야하는데, 이때, 소통을 위해 필요

한 사회기억 중 하나가 ‘상징’이다.  

   상징(象徵, symbol)은 그리스어의 symbolon이 그 어원이며, 나중에 

기호(記號)라는 뜻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그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기호(sign)와는 달리, 상징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것을 

140)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La Pertinence: Communication 
et cognition (Paris: Editions de Minuit, 1989), 232.



- 136 -

상징매체 상징 설명 이미지

빛
∙희생자들의 영혼

∙구원, 영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상징이며 희생자들의 영혼에 대한 숭

고한 예우이다.

불 

∙희생

∙숭고함

∙거룩함

불은 희생자들의 깨끗하고 거룩한 희

생의 상징이며 꺼지지 않는 불은 영

원을 상징한다.

검은 돌
∙죽음

∙슬픔

∙고통

검은 돌은 희생자들의 죽음, 차가운 

무덤을, 살아남은 자들의 어두운 슬픔

과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

흐르는물 

∙눈물

∙세월의 흐름

∙생명, 부활

물은 애통하는 눈물이자 끊임없이 흐

르는 역사의 흐름을, 죽음, 슬픔, 부

활과 삶의 고통스런 순환을 말해주기

도 한다.

반사연못
∙엄숙함

∙고요함

∙인생을 돌아봄

반사하는 수공간은 인생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돌아보게 한다. 희생자와 살

아남은 자의 인생을 상징한다.

이름 ∙사적 기억

희생자들의 이름이나 이미지들은 감

추어진 추억과 사적기억의 회복을 위

한 장치이다.

조경

∙생명

∙희망

∙회복, 치유

자연, 초록은 생명을 상징한다. 끈질

긴 생명력을 통해 아픈 기억 속에서

의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표 4-16] 애도를 표현하는 상징적 공간언어

알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이다. 상징은 동시에 집단적, 사회적으로 승인된 일정한 약속으로서

의 사회적 성격을 포함한다. 공간에 적용되는 애도의 상징적 표현들을 

살펴보려면 먼저 죽음에 관해 집단적, 사회적으로 승인된 장례문화와 장

례건축(funeral architectur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애도를 표현하는 상징 언어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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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징적 공간언어들은 오랜 세월, 장례와 제의 문화를 통해 학

습되어온 것이므로 방문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

미에 관한 해설 없이도 애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한 감정의 변화는 공간 안에서 애도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방문객들은 천편일률적인 애도에 관련한 상징들을 넘어선 

새로운 애도의 공간표현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친숙한 공간언어들에 길

들여져 있고 이것에 즉각적인 감정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1980년대 마야 린이 제안한 이름이 새겨진141) 검은 화강암 벽 이후 

장례식 분위기의 미니멀리스트 미학(minimalist aesthetic)이 트라우마

를 다루는 공간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었다. 2003년 월드트레이드센터 

메모리얼 공모전 심사에서 본선에 올라간 8개 작품들에서도 검은 돌, 물 

벽, 수공간, 빛, 이름이 새겨진 검은 화강암 벽 등 애도의 상징들이 겹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많은 심사위원들과 비평가들은 본선에 올라

온 작품들이 마야 린의 공간과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 기

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마야 린의 공간이후 비극

적 사건에 대해 마치 제의를 드리는 것 같이,‘슬픔’이라는 감성을 상

징적인 공간디자인 코드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

다.142) 

   오클라호마 시티 기념관(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141) 이름을 쓰는 행위(inscription)는 전쟁기념물 초기부터 있던 행위가 아니
었다. 19세기 말 영국군대에서 죽은 동료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때 처음 
동료들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http://en.wikipedia.org/wiki/War_memorial
142) Suzanne Stephens, Imagining Ground Zero; Official and Unofficial 

Proposals for the World Trade Center Site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2004),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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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Symbolism

은 쉽고 단순한 상징 언어들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감동과 안식을 주는 

공간으로 평가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제의적인 상징(symbolism)을 그대

로 쓰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 독창적인 공간으로 인정된다. 이 공

간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거대한 직방형의 검정색 반사연못

(Reflecting pool)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9:01, 9:03의 문자가 새겨

진 벽, 시간의 문(Gate of Time)이다. 오클라호마 시티 테러 폭발이 있

었던 1995년 4월 19일 오전 9:02의 앞뒤 1분을 간격으로 9:01은 

9:02의 비극이 있기 전의 삶을, 9:03은 비극이 있은 후에 나아가야할 

삶을 은유하는 상징매체로 사용

되었다. 바닥에 눕혀진 검은 돌

의 긴 제의적 공간은 반사되는 

하늘 이 비치는 고요한 수면의 

명상 공간이자 생존자들의 슬픔

을 투영하는 추도공간으로 역할 

한다. 공간에서 사용된 또 하나

의 상징은 희생자들 개인을 대

변하는 의자들(Field of empty 

chairs)로서 희생자들의 이름이 

투명한 의자 하단부에 새겨져있

고, 밤에는 의자 하나하나가 생

명과 희망과 치유를 나타내는 조명으로 빛난다. 의자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성인과 아동 희생자를 각각 상징한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

코드이다. 143)    

143)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and Museum official website 
http://www.oklahomacitynationalmemorial.org/secondary.php?section=2
&cat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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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난징 대학살 기념관, 
1985   

   오클라호마 메모리얼과 같이 마야 린 식의 제의적 상징을 쓰지 않고

도 연속적인 상징매체들의 연결을 통해 방문자들의 기억과 이미지를 연

결시킨 사례들도 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南京大屠杀纪念馆)은 설계자

의 의도를 다 헤아리지 못해도 방문자들에게 서로 비슷한 상징코드의 해

석을 준다. 방문자들은 오르는 계단 벽에 다시 새겨진 300,000이라는 

희생자들의 숫자를 기억하고 언덕의 

정상에 서서 한없는 자갈밭을 대면하

면, 수 백 평 위에 놓인 수없이 많은 

자갈들의 뒤엉킴, 자갈밭 끝자락에 

있는 고목 두세 그루, 강렬한 인상의 

모친상, 그 모친상 너머에 있는 죽음

을 모시는 관모양의 유골전시관을 보

면서 누구나 주검의 유골을 표현한 자갈밭과 이와 강렬히 대비되어있는 

양쯔 강 강물의 새파란 초지가 삶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

할 수 있다. 난징의 사례에서 보듯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상징들

은 일련의 연속적인 순서, 시퀀스를 가지고 제시되는 것이 공간해석의 

이해를 훨씬 빠르게 한다.   

   애도의 상징적 표현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적가치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

지만,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의 경우처럼 (작가의 도발적이고 복잡한 상징들의 결합을 일일

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징이 주는 공간적 무게가 ‘애도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준다면 오히려 이후, 방문자들로 하여금 숨겨

진 복잡한 상징에 대해 그 의미를 계속 되묻게 하는 효과를 생성할 수도 

있다. ‘상징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것’이 현대의 메모리얼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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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으로 삼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성

공적인 사례가 된다. 현대의 메모리얼들은 디자인 초기부터 상징

(symbolism)에 관해 많은 정보를 여러 매체들을 통해 방문자에게 미리 

알리는 단계를 가진다. 공간 경험 전에 정보를 이미 가지고 방문하는 이

들도 있고, 공간 경험 이후에도 자신이 방문했던 공간에 대해 어떤 의미

와 상징이 있었는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리베스킨트

의 공간은 상징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는 측면에서 말고도 상징적 공간과 

대면하는 방식에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6

개의 어둡고 텅 빈 부재(Void)라는 공간 안에 건축을 통해 감정을 표현

한 리베스킨트는 방문자가 메모리얼을 벽이나 조각상으로 대면하지 않

고, 공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타워 안에 갇히기도 하면서144) 육체

적 체험을 통해 기억을 대면하게 한다는 데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3.3. 소통을 위한 텍스트

  상징화된 공간들은 특별히 그것이 추상적인 형태를 가질 경우에 더더

욱 소통의 단절, 해석의 오해, 혹은 미처 상징의 깊이나 의미가 인식되

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공적 기억의 예술이 가진 적절한 상징

의 이해를 돕기 위한 텍스트가 마련되면 훨씬 방문자의 공감을 얻어내기

에 유익하다. 나가사키 평화공원(Nagasaki Peace Park, 1955)에 있는 

평화의 샘(Nagasaki Fountain of Peace, 1969)은 방문자가 그냥 보기

에는 일반 수공간과 다른 차이를 전달하지 않으나 그 공간구상의 바탕에 

144) 리베스킨트가 디자인한 여러 개의 체험 공간 중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길인 ‘홀로코스트 타워(The Holocaust tower)’이
다. 안내원은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고 한두 명씩, 혹은 소그룹으로 들어가 
공간을 경험하도록 한다. 방문자는 분주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옛 
나치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날카로운 각도의 어둡고 텅 빈 공간 안에 춥고 
공포감마저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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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나가사끼 평화공원 평화
의 샘, 1969

있던 디자인 의도를 텍스트화 시켜 

놓은 것을 읽고 난 후에는 이전과 다

른 감상을 가지게 된다. 평화의 샘 바

로 앞에 피폭당시 9세 여아였던 사끼

꼬 야마구치의 시에서 인용한 구

절145)들이 검정색 석판에 일본어로 

새겨져 있고, 또 다른 쪽에는‘1945

년 8월 9일 원자폭탄으로 몸속 깊이

까지 타버린 피폭자들이 “물을...”“물을...”외치며 죽어갔다’는 직접

적인 설명의 텍스트를 이중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자에게 

상상되어진 희생자들의 애절한 이미지는 평화의 샘에서 솟아나는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경쾌한 물의 이미지와 오버랩 되면서 보다 깊은 감동을 

준다. 이 문구로 인하여 나가사키 평화공원 안에 있는 추모기념물에는 

화훼보다 생수를 헌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관찰되어진다.

  베를린 유대인 학살추모공원(Memorial in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5)도 방문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그 이질적인 경험을 

도울 어떤 직접적인 설명이나  감성적인 장치를 찾을 수가 없다. 관과 

유사한 크기의 석비들이 줄지어 묘지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간해석이 전혀 불가능하다. 피터 아이젠만은 이 메모리얼이 유대인들

의 기억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 스스로가 그 기억

을 찾도록 의도했다고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전혀 단서를 얻을 수 없

다.146) 아무런 설명을 주지 않는 석비는 작가가 의도한 만큼의 감동을 

145) "I was thirsty beyond endurance. There was something oily on 

the surface of the water, but I wanted water so badly that I drank it 

just as it was." http://en.wikipedia.org/wiki/Nagasaki_Peace_Park.
146) James E. Young, At Memory's Edge,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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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했고, 지금은 공간 이용자에게 엄숙, 경건, 숙연해지는 장소

로서가 아니라 놀이공원의 미로와 같이 취급되고 있다. 트라우마를 다루

는 있어 상징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은 관람객의 해석을 존중하는 순수미

술의 영역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져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애도해야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직시를 통해서만이 사회적 치유

의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이다.    

   소통을 위한 텍스트는 단서를 줄 수 있는 정도로 간결한 것이 좋으며 

텍스트가 새겨지는 패널이나 구조물은 상징공간의 재료와 조화를 이루어

야하며 글씨체도 너무 화려하거나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어린이를 위한 애도의 공간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있어 중요한 전시영

역이 되었다. 에미 마이어(Emie Meyer)는 어린이를 위한 메모리얼에 

내장되어있는 두 개의 의미회로 중 하나가 방문자들로 하여금 순진무구

한 어린이들의 희생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비극적 재난에 관한 보편적 교

훈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하였는데,147) 이는 어린이들의 무고한 죽음이 

어른들의 죽음보다 방문자들에게 더 큰 감성적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발사건 당시 168명의 사망자중 19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었었는데, 공간디자이너는 메모리얼 안에 이들을 추모하

기 위한 의자들을 제작, 배치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배열과는 다른 방식

을 취했다. 희생자 모두를 동일한 의자 크기로 제작하여 이름을 새기지 

않고 어린이들은 더 작은 사이즈의 의자로 형상화하였으며, 의자 배열에 

있어서도 어린이들끼리 따로 배치하지 않고 사망한 장소(층)별로 배열함

147) Emie Meyer, "Children's Memorial", Jerusalem Post International 
Edition (198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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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The field of Empty chairs

으로서 의자들이 섞이도록 의도

하였다. 이는 마야 린이 베트남 

메모리얼의 치유의 벽에 사망자

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가 아닌 

사망한 연도별로 배열한 방법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큰 사이즈

의 의자 옆에 놓여있는 작은 의

자는 방문자들에게 개별화된 인

격체로서의 어린이 한명 한명의 죽음을 감각하게 한다.  

   현대의 메모리얼 박물관들이 어린이들을 훨씬 중요한 소재로 다루고, 

어린이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

로 잘 디자인되었다고 평가받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148)은 모두 

어린이에 대한 전시와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진행 중이었다. 이는 마이

어의 의견과 같이 ‘어린이’가 감성적 표현에 있어 최상의 소재라는 측

면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이 도시를 회복시키고 지켜갈 미래의 시민이라

는 측면에 더 의의가 있다. 이스라엘 야드 바셈의 어린이 추모박물관

(Yad Vashem Children's Holocaust Memorial, 1987)도 홀로코스트

에서 희생된 유대 어린이들을 잠재적인 이스라엘 국민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일반을 겨냥한 과거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적 범죄로 느끼도록 하였다.    

148) 본 논문에서 언급했던 다루는 공간 중에 어린이를 애도하는 상설전시를 
가지고 있거나 재난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를 돕고 참여하는 미래의 시민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곳은 다음과 같다.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 Museum, The 
Jewish museum,   Berlin,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 144 -

그림 4-23. Children's memorial, Yad 
Vashem, 1987

 ‘어린이’라는 소재에 빛이나 영상 같이 감성에 호소하는 전시기법들

이 첨가되어지면 방문자는 한층 더 공간에 몰입된다. 야드 바셈의 어린

이 추모 박물관에서 디자이너인 모세 삽디(Mosche Safdie)는 건축위원

회의 진부한 요청과 달리 ‘상징’을 통해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방문자

들의 내면 깊숙이 울림이 일어

나도록 전시를 계획하였다. 동굴

처럼 어둠침침한 실내는 수많은 

촛불이 거울에 반사되도록 했는

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연상시키는 이 공간은 희

생된 어린이들을 상징하고 있다. 

별빛으로 표현된 어린이들 뒤에 

들려오는 이름과 나이와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는 어린 목소리는 방문자

에게 상징의 옷을 벗고 구체적인 인격으로 다시 다가간다.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추모의 감상을 표현한 어린이 공간

들도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의 측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U. S.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경우처럼 미국 전

역의 어린이들에게 홀로코스트를 교육한 뒤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붓과 페인트로 그리게 한 후 제작한 타일 벽 같은 것이 그 좋은 사례가 

된다. 이는 도시 회복의 측면에 있어서 재난을 반복하지 않고 도시를 안

전히 지키기 위한 세대 간의 연대를 구성하게 한다. 

   역사적 진실의 대면이란 것이 반드시 재난의 끔찍한 현실을 경험하고 

직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U. S.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는 아동심리

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기념관을 방문하는 부모들에게 11세 미만의 어린

이를 상설전시에 동반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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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Freedom is not fre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함께 전시를 관람하게 될 경우, 잔혹한 장면의 비디오 필름이 상영되는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린이 키 높이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4. 일상으로의 회복: 자각과 격려를 위한 프로그램

4.1. 치유의 텍스트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 혹은 집단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은 대부

분 위로의 감동과 대중적 자각을 위해 또렷하고 명료한 메시지로 마침표

를 찍는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트라우마의 기억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으

로 돌아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에 유익하다. 메시지는 

상징적 은유나 스토리텔링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소통

의 힘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텍스트화 된 메시지(text message)’이

다. 그래서 많은 메모리얼 공간들은 공감대를 같이 하는 새로운 동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짧은 메시지들이 감성을 터치하는 텍스트 형태로 디자

인되어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 전쟁 기념비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1995)는 한국전 당시, 척박한 땅을 행군하는 19

명의 미군 동상들을 통해 그 당

시 전쟁의 한 장면을 회상하도록 

돕는다. (동상들이 세워진) 삼각

형태의 조경 공간이 끝나는 마지

막 부분에 위치한 수 공간 벽에

는 은색 글씨로‘Freedom is 

not free'라고 심플한 메시지를 

새겨 놓았는데 이를 통해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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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Think about what you 
saw, U. 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자유는 많은 군인들의 희생에 의해 얻어진 것이

며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애도해야한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민들의 노력이 

요구됨을 기억하고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는 외부 기념

공간에 비해 더 많은 자각적 메시지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방문

객들은 박물관에서의 시간여행을 통해 홀로코스트의 진실을 엿보고 나오

면서 검정색 굵은 대문자로 노골

적인 메시지가 쓰여 있는 벽과 

마주한다. ‘Think about what 

you saw 네가 봤던 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이 메시지는 이 공

간이 처음에는 관광차 재미삼아 

왔었던 공간일지 모르지만 외면

할 수 없는 진실의 공간을 보고 

나서는 순간, “네가 체험하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낱 흥미로운 경험으로 날려 보내지 말고 반

드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라!”는 느낌표를 방문객들에게 전달한다.

   무고한 생명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침체에 빠진 사회를 격려하기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형태를 띠는 이런 메시지들은, 더 나아가 시민들로 하

여금 가해자에게 범죄의 묻는 것이 개인적 안녕뿐 아니라 더 큰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다

른 사람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과 연결 짓는 사회정의의 심원한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하겠다. 이에 관하여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는 주장하기를 “이러한 범죄는 공동체의 온전함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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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前事不忘 後
事之師, 난징 대학살 박
물관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다. 우리가 수리해야할 것은 국가 그 자체이며, 복

구되어야 할 것은 어긋나 버린 공공질서이다.”라고 하였다. 가해자의 

범죄와 도시 공동체가 당한 아픔을 기억하고 그 역사적 진실을 자각하여 

후에 도시공동체를 지킬 귀감으로 삼는다는 

메시지는 중국의 난징 대학살 박물관에서도 

발견된다. ‘이전의 경험을 잊지 않으면 이후

에 귀감이 된다(前事不忘 後事之師)’는 장맹

담(張孟談)의 중국 속담이 활자화된 압도적 

스케일로 방문자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이와 같은 텍스트를 통한 대중적 자각의 힘

은 2가지의 방향에서 역할 하는데, 하나는

‘이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식의 간

곡한 명령조를 가지고 감추어진 진실규명에 

대한 자각을 호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 복원, 힘, 치유, 희망’등의 긍정적 단어들을 동반한 미래형 메시

지를 통해 공동체의 회복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자각을 일으

키는 것이다. 

4.2. 공감의 힘: 의인(義人)의 공간   

   방문자들에게 자각과 격려를 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트라우마

적 사건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진실, 혹은 타인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고 의로운 희생을 선택했던 이들을 애도하고 찬미하는 공간 프로

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쟁기념비들이 전쟁의 승리와 충성

을 찬미하고 희생자들을 무조건 현창함으로 전쟁을 미화했던 방식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로 얼룩진 전쟁의 위상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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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형방식이 아니라 전쟁과 테러를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희생했던 이

들을 기억하는 플롯은 다른 방문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선한 희생

자’와 동일시하며 도덕적인 결백을 확인하고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폴 에얼릭(Paul R. 

Ehrlich)교수는 그의 책 ‘공감의 진화(Humanity on a Tightrope)'에

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하는 ‘보편적 열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부분

의 국가에는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고 갈등을 완화시키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애쓰는 수많은 조직과 개인이 있으며 이런 

행동에 의도적으로 모두 동참하도록 의식이 고취되어야한다고 하였

다.149)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매우 뛰어난 모방자이므로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런 의로운 시민들을 부각시키는 전시프로그램은 1장의‘도

시공간에서 회복의 개념’에 언급하였듯이 사회구성원들 안에 평화로운 

도시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야드 바셈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곳에는‘열

방 의인의 길(Avenue of the righteous Among the Nations)'이 있는

데, 이는 유럽에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비유대인들을 기

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는 수목들 옆에는 

오스카 쉰들러(Oscar Schindler)와 같이‘열방의 의인’으로 선정된 사

람들의 이름과 나라명이 새겨진 안내판이 있고, 야드 바셈의 전체적 레

이아웃은 이 열방의인의 길에서 시작하여 열방의인의 동산(Garden of 

the Righteous Among the Nations)에서 끝난다.150) 야드 바셈의 시

149) 폴 에얼릭, 로버트 온스타인, 『공감의 진화』(서울: 에이도스, 2012), 
184-185.

150) "Gardens of the Righteous Worldwide - The Yad Vashem Garden 
of the Righteous". las modified July 24, 2012. 

  http://www.gariwo.net/eng_new/foreste/yadvashe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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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열방의인의 동산, Yad 

Vashem holocaust memorial, 1953

작과 끝을 이렇게 기획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

도주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을 전면에 내세워 

자칫하면 유대인만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는 홀로코스트를 세계사적 

사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스, 

유럽각국의 협력자들, 방관자들까지를 모두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151) 

  역사학자들은 9.11의 경우처럼 희생당한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해석

해버리는 오류에 대해 지적하지만, 섣부른 확대해석이 아닌 역사적 진실

에 근거한 영웅들의 스토리는 그것이 단순한 텍스트의 방식이든 구상적

인 조각이든 증언을 바탕으로 한 영상물이든 방문자들에게 자각과 격려

와 평화로운 도시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준다. 

특별히 구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물이나 내러티브 프로그

램을 사용하면 방문자와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의 폭을 가질 수 있다.  

4.3. 상호소통의 전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가장 요인은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집단적이고 일시적인 애도가 아니라 상처받은 남아있는 자들이 일

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추모이며 동시에 일방적인 

전시가 아니라 상호소통 가능한 전시이다. 전시물은 주최 측에 의해 결

정되지만 전시의 주체와 관객 사이에서, 그리고 관객과 관객사이에서 감

151) James E. Young, The Texture of Mem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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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애도의 반응이 덧붙여지는 대화의 방식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트라우마의 사실을 각각 자신의 이야기로 풀

어내는 스토리텔링으로 진화하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추모

의 공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마저도 포함시킨다. 이에 관련한 

추모공간의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중국 미술사학자 우흥은 90년대 후반 천안문 광장에 설치되었던 조

형물들의 일시적, 시각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소프트 모뉴먼트(soft 

monument)라 명명한 적이 있다. 그가 사용한 ‘소프트’라는 단어는 

고전적 전통에 있는 건축적 기념물인 하드 모뉴먼트(hard monument)

에 비교해서 비물질적이며 재현이 순간적이고 즉각적임을 의미한다. 이

는 영속적이지 못한 형식과 유동적인 내용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하는데 

그러한 공간은 설치예술, 행위예술작품 등 물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실

체가 거의 미미하며 수명이 짧다.152) 그러나 작고 비공식적인 기억의 

공간들이 보이는 상호소통을 통한 회복의 방식이 어떤 대안기억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지는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라운드 제로와 마주보고 있는 세인트 폴 교회(St. Paul Chapel)는 

당시 붕괴현장에서 긴박한 작전을 수행하다 탈진한 이들을 쉬게 하기 위

해 간이침대들을 들이고 식사를 제공하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가족이 현

장을 헤매고 다니다 쉴 곳을 내주었는데, 실종자를 찾는 사진과 각지에

서 보내진 꽃과 양초가 놓이고 앞서 말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추모공간

으로 역할 했었다.153)  9.11 희생자 가족연합(Sep. 11th Families' 

152) 정진성, 이재원, 『기억과 전쟁』266-267.
153) 교회측은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구조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9.11의 경험

을 기억하기 위해 예배당을 전시공간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하고 사건당시 구
조 활동을 담은 사진과 감사편지, 기념물 등 개인적인 기념물들을 설치했으
며 <꺾이지 않는 정신: 그라운드 제로의 희망과 치유 Unwavering Spirit: 
Hope and Healing at Ground Zero>  전시물의 일부는 교회 홈페이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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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St. Paul Chapel 내의 전시

그림 4-29. 4.3 평화공원 특별전시6관 <새로운 시작> 벽의 소원지

Association)에서 만든 전시

실154) 역시 희생자들의 유품과 사

진, 간단한 소개를 적은 전단지들

로 구성된 벽이 있었는데 이 두 

공간 모두에 쪽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었다. 다양한 

방식의 방명록은 남이 쓴 것을 보

고 다시 나의 감상을 만드는‘경험의 교차’를 가능하게 하였다. 오클라

호마시티 메모리얼,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9.11 희생자 가족기념관 등에

서 어린이들에게 타일을 한 조각씩 나눠주고 관람한 느낌을 그리게 한 

후 이러한 관람객의 흔적, 반응까지도 전시물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방

식 또한 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반응과 느낌까지 자신의 

기억 속에 재생산시키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일종의 새

로운 집단경험이며 새로운 사료가 된다. 

   제주의 4.3 평화공원155)에서도 이러한 상호소통의 방식들을 도입하

고 있는데, 특별전시관 중 <새로운 시작>이라는 테마를 가진 6관은 희

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사유하는 공간과 소원지를 걸어놓는 공간이 마련

공개되어있다. 
154) http://www.tributewtc.org/index.php
155) http://jeju43.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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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희망의 석류나무, Jewish 

museum, Berlin, 2001

되어있다. 앞서 1-5관을 관람하며 공간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한 4.3 사

건의 새로운 역사적 진실을 대면하고 난 후, 4.3 사건과 공간을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관람자들의 소견이 교차되는 상호소통의 공간

은 새로운 회복의 방식을 제안한다. 

   제주 4.3. 평화공원의 참여공

간이 주는 장중함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인 희망과 미래를 적는 상

호소통의 방식을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석류나무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석류열매 모양의 메모

지에 방문자들이 자신의 감상이

나 희망사항을 적어 나무에 열매

를 달도록 하고 있다. 열매 안에 

든 수 백 개의 석류 알 숫자만큼 

풍성한 희망을 기원하는 공간으로 회복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잘 형상화

되어있다. 

   이같이 덜 공식적인 기념공간들은 특별히 무엇을 지정하여 감상하라

는 설명 없이 화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독점되지 않는다. 관람과정에서 

전시의 주체와 관객사이에서 그리고 관객과 관객사이에서 감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이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주었던 재난

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추모의 

공간이 주는 방식은 재난의 기억 안에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뿐 아니라 

추모공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포함되게 되는데 영상이나 음

성적인 메시지를 통한 스토리텔링은 메모의 소통과는 또 다른 상호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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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StoryCorps 이동부스(위), 사이

버공간의 위로 Virtual fences(아래)

방식이다. 

   이러한 상호소통의 전시를 통해 가장 큰 치유효과를 얻은 공간은 앞

서 살펴본 스토리코(StoryCorp)였다고 평가되어지는데, 이 공간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민들 개인이 받았던 숨겨진 상처들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며 인터뷰하는 두 사람을 넘어서 공개된 내용을 듣게 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었다. 이 공간프로그램에 대

한 효과는 파급적이어서 9.11 테러의 상처 뿐 아니라 각기 다른 트라우

마로 상처받은 도시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생스토리를 나누는 도구

로, 그간 무시되었던 사적 기억들이 역사의 중요 사료로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호소통함으로 재난당한 

아픔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메모리얼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이버 공간

에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 국회도서관이 집

계한 바로는 2,700개의 메

모리얼이 웹사이트에 존재하

는데, 그중에 다수는 중간에 

운영이 중지되기도 하지만 

많은 공간들에서 서로의 스

토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회복을 돕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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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현장분석: 현상 III

   앞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현상 I, II에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식되어있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관련한) 디자인 개념과 프로그

램들을 살펴보았다. 제 4절.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현장분석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언어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대중과 정말 소통하

고 있는가의 실제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사회적 치유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공간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장분석은 먼

저 전체행위를 평가하고 특징짓는 작은 개별단서들을 포착하여 다른 것

들과 비교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므로 본 논문에서 진행하는 현장분석

은 각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대중적 평가를 전제로 놓고, 공간언어

와 관련한 각 공간디자인의 개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현장 분석의 사례를 결정하기 위해 세계적 이슈가 되었던 사회적 재

난을 조사하고 이와 맞물려 디자인되었던 공공 공간들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기념조형물, 기념관, 추모 

공간 10개를 선별하였고 개별 조사를 진행하였다. 추출된 10개 공간 중 

대중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8개의 사례와 함께 2개의 부정적 평가

를 받은 사례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대중

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의 기준을 보기 위함이다. 

   1차 조사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째, 디자인계획 측면

의 연구는 국내외 서적과 DVD, 메모리얼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둘째, 디자인과정에 있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연구는 

관련단체 혹은 디자이너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어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

을 취했고, 셋째, 디자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응 및 공간측면의 연구

는 공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블로그 50여개, 이미지와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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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현장 분석 프로세스  

를 올리는 웹사이트인 구글, 야후, Flickr.com에 방문자가 올린 사진, 댓

글들을 통해 대중이 공간을 보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넷째, 대중의 공간

소통 가능성을 알아보는 현장분석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2007년 8월

(1차), 2008년 7월(2차), 2009년 8월(3차), 2010년 7월 (4차), 

2012년 7월(5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공간과 대중간의 소통방식을 

민속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인터뷰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1. 현장분석을 위한 기준 설정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현장방문의 고찰내용은 공간학적 측면에

서 <장소 만들기 과정 place making process>의 분석의 틀로 사용되

는 4가지 축인 공간지각, 공간미학, 공간심리, 공간행태의 항목들을 기본 

질문으로 놓고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적합한 세부 질문들을 조정하

여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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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연도 디자이너
현장 

방문자수
Google
방문자수

S1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1982
Maya Ying 
Lin

380만
(2006) 

5550만

S2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1995
 Frank 
Gaylord

321만
(2005)

929만

S3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1993
James Ingo 
Freed 

1500만
(2006)

548만

S4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 
Museum

1997
Butzer 
Design 
Partnership

연평균 
35만명 

346만

S5
Jewish Museum, 
Berlin 

2001 
Daniel 
Libeskind

76만
(2010)

166만

S6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2002

Akira Kuryu
연평균 
20만

41만 9천

S7 4.3 평화 기념관 2008 공간건축 14만 5천 76만5천

S8

National 
September11 
Memorial & 
Museum

2012
Michael Arad 
& Peter 
Walker 

100만명
(open후 
3개월간)

1340만

S9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2005
Peter 
Eisenman

연평균 
50만

145만

S10
성수대교 희생자 추모 
위령비

1997 unknown 거의 없음 578

[표 4-18]  현장분석을 위한 리스트 (2012. 12 기준)

2. 현장분석

   10개 현장에서 현장분석표에 따라 조사되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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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Vietnam veterans Memorial   

연도  1982년

디자이너  Maya Ying Lin

장소  Washington D.C. USA

크기  2.00 acres (0.81 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lawn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미만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 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19] 현장분석결과 S1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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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수평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혼용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Black Granite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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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연도  1995년 

디자이너  Frank Gaylord 

장소  Washington D.C. USA

크기  2.20 acres (0.89 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plaza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미만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0] 현장분석결과 S2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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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수평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혼용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Stainless steel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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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연도  1993년 

디자이너  James Ingo Freed, Finegold Alexander

장소  Washington D.C. USA

크기  6 acres (2.43 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plaza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30°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1] 현장분석결과 S3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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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수평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brick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 163 -

S4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연도  1997-2001년 

디자이너  Butzer Design Partnership

장소  Oklahoma City, OK, USA 

크기  6 acres (2.43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lawn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미만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2] 현장분석결과 S4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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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혼용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혼용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bronze,granite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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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Jewish Museum, Berlin 

연도  2001년 

디자이너  Daniel Libeskind
장소  Berlin, Germany 

크기  3.7 acres (1.5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street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다양함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다양함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3] 현장분석결과 S5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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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혼용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zinc-titanium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 167 -

S6
 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  

연도  2002년 

디자이너  Akira Kuryu
장소  Nagasaki, Japan

크기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plaza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다양함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3m 이상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4] 현장분석결과 S6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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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혼용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glass, light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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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  4.3.  평화기념관

연도  2008년 

디자이너 공간건축
장소  제주시, 대한민국 

크기  54.4 acres (22 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plain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30°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5] 현장분석결과 S7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 170 -

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수평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 디자인인가, 추상적 디자인인가. 혼용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granite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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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National September11 Memorial & Museum

연도  2012년 

디자이너  Michael Arad & Peter Walker 
장소  NYC. USA

크기  3.3 acres (1.3 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street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미만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6] 현장분석결과 S8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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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수평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Stainless steel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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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연도  2005년 

디자이너  Peter Eisenman

장소  Berlin, Germany 

크기  3.3 acres (1.3 ha)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street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미만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7] 현장분석결과 S9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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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수평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black granite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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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성수대교 추모 위령비

연도  1997년

디자이너  unknown

장소  서울, 대한민국

크기  unknown

Location 장소성

∙부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plain

∙부지의 경사는 완만한가. ○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안전감을 주는 장소인가. ◎

∙태양, 바람 등에 노출되는 장소인가. ◎

∙주변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재난의 실제현장 혹은 관련된 장소인가. ◎

Access & linkage 접근성, 연결성

∙주요 도로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가. ■

∙주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는가.(ex.거리, 상가, 주거지역 등) ■

∙공간의 시계성이 확보되는가. ○

∙주차장 혹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연결이 쉬운가. ■

∙주차장, 외부도로와 연결된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편리한가. □

∙메모리얼 보행로의 축이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가. ■

∙보행로의 경사: 메모리얼에 서서히 접근하도록 되어있는가. □

∙보행로 포장재, 패턴은 공간의 영역성을 충분히 구분해주는가.  ■

∙입구가 잘 인식되는가. ■

∙입구 진입이 용이한가. ■

∙공간구조가 한 공간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

∙공간과 공간사이의 경계가 분명한가. □

∙공간들의 형태, 위치가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가지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가지는가. □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떠한가 (10°미만/10-30°/60°이상) 10-30°

∙메모리얼과 방문자들의 거리는 어떠한가.(1m미만/1-3m/3m이상) 1-3m 

∙메모리얼의 터치가 가능한 거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가독성이 있는가. ■

∙방문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표 4-28] 현장분석결과 S10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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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value 심미성

∙공간이 청결한가.(부지와 환경전반/ 빌딩의 청결성) □

∙공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충분히 어우러져있는가. ■

∙조경디자인은 잘 되어있는가, 조경의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

∙공간의 볼륨: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스케일인가. ○

∙공간의 볼륨: 수직적 구조인가, 수평적 구조인가. 수직적

∙공간의 스타일: 구상적인 디자인인가, 추상적인 디자인인가. 구상적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공간의 디자인요소가 의도한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상징적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자체가 직관적으로 매력적인가. ■

∙공간 재료가 주는 색채와 질감은 조화롭게 디자인되어있는가. □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granite

∙공간이 방문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가. ■

∙미적 체험이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가. ■

∙공간이 정신적, 영적 체험을 주는가. ■

 Sociability 사회성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친근한 장소, 사랑받는 장소인가. ■

∙지역주민, 혹은 방문자에게 자부심을 주는 장소인가. ■

∙공간과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방문자들 입장에서 환대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인가. ■

∙방문자들의 쉼과 소통을 위한 가구들은 잘 구비되어있는가. ■

 Behavior 행태성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걷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앉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읽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헌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을 터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의 탁본을 뜨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메모리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서로 안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

Legend ■부정적 �보통 ○좋음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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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분석 정리

   앞서 제시한 분석기준에 의거하여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10개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을 방문, 분석한 결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8개의 공간과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2개 공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지의 조건(성격, 경사, 경관, 소음)은 큰 변수가 되지 않았으나,   

접근가능성과 연결성에 있어 중대한 차이를 보였다. 성수대교 추모 위령

비의 경우는 공간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방문과정

에서 위치조차도 찾기에 매우 힘들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다른 트라

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은 도심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사방으로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있으며 외부 보행도로로부터 진입이 아주 유리하여 방문의도가 

없던 이들의 방문도 유도할 수 있었다. 

2.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공간은 전망과 조경 상태가 양호하여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심 한가운데 있어 경관적 가치가 상

대적으로 낮더라도 그것 자체가 부정적 공간이 되는 큰 변인이 되지는 

않았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지의 성격과 

경관가치보다 근거리에 위치하여, 보다 많은 방문빈도수와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내고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메모리얼의 콘텐츠에 따라 방문자들의 근접성은 더 높아졌고 메모리

얼과 방문자 사이의 거리는 더 친밀히 가까워졌다. 보고 읽는 행위에 더

하여 터치하고 탁본을 뜨는 행위를 일으키는 1m 미만의 거리에 있는 메

모리얼들이 멀리서 감상 행위를 유발하는 공간보다 훨씬 방문자의 공감

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4.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커뮤니티에 오픈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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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베를린 유대인학살공원의 경우처럼 거대한 크기의 공간임에도 정확

한 입구의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공간의 위치나 형태의 자연스러운 연속

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공간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홀로 역사적 

기억을 대면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추모의 공간으로서

의 엄숙함과 숙연함의 느낌이 감소하고 오히려 혼돈의 현상이 나타났다.  

5. 수평적인 공간이 수직적인 공간보다 많았고 추상적인 경향이 컸지만 

대중과 소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상적인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을 혼

용한 공간이 다수였다. 이러한 혼용은 오히려 서로의 차별된 특징을 통

해 재현이 어려운 기억과 애도의 감상이 방문자들 안에서 더욱 깊어지도

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었다.

6. 주요재료는 검정, 회색 화강암이 가장 많았으며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브론즈, 티타늄과 같은 금속재료와 물, 조경, 빛과 같은 랜드스케이프 재

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7. 상징적 의미의 전달이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하였으나 방문자가 모든 

은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숭고하고 엄숙하며 영적 

체험을 주는 공간들에 공감하였다.

8. 자각과 격려의 언어가 텍스트화 되어있는 공간이 텍스트 없이 디자인

된 공간에 비해 더 이해도가 높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9. 공간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지역 

커뮤니티에 자부심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0.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공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지와 환경전반의 

청결성이 낮았고 유지, 관리능력이 극히 낮았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

간의 유지, 관리 능력이란 애도의 감성, 치유의 교감을 일으키는데 방해

가 되는 상점 및 정온치 못한 주변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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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 제안

 

    

1. 공간 정의

1-1. 도시 회복적 측면

   첫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도시회복을 위한 재건의 3가지 차원 

가운데 ‘정서적 재건(情緖的 再建)’의 단계에 속하며 ‘기념하는 재

건’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재

난으로 상처받은 도시를 정서적으로 재건하고, 기념하고, 더 나아가 치

유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정서적인 재건을 이루기 위한 공간디자

인은 하드웨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기획, 전시, 운영, 관리 프로

그램)의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되어야한다. 

   둘째, 도시의 회복에 기여하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4가지 측면

에서 자연의 공간, 공동체적 공간, 유희의 공간, 메모리얼 공간으로서 기

능해야한다. 도시는 자연의 공간으로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자연의 요소

를 도입하고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고, 공동체적 공간으

로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며, 유희의 공

간으로서 침체되고 불안한 이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가

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난의 비극으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위로하는 공간으로 역할 함으로써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에 기여해야 한다. 특별히 자연의 공간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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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흙, 돌, 물, 조경 재료 등 보편적인 천연재료, 지속가능한 재료

들과 건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회복력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자세이다. 

   셋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설치기간에 따라 임시적 유형

(temporary type)과 영구적 유형(permanent type), 설치 형태에 따라 

가변적 유형(changable type)과 불가변적 유형(constant type), 초기 

공간 설립자 의 주장에 따라 자발적 유형(spontaneous type)과 공식적 

유형(official type)이 각각 가능하다. 임시적인 공간은 트라우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비공식적 추모공간의 형태와, 비물질적이며 

재현이 순간적인 설치예술 및 행위예술 형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이버공간의 형태(연성기념물)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 반대인 영구적, 

불가변적 공간들인 공식적인 기념비와 기념박물관 등은 구성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만들어져야한다. 

   넷째, 무엇보다 신속한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

생했을 시 임시적, 가변적 추모공간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즉각

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도의 공간은 극대화된 두려움과 상황에서 공동체적 

의지를 갖게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을 경험하게 한다.) 즉각적 메모리얼

이 하나의 공동체가 추모와 화합을 위해 모이는 장소(public gathering 

place)로서 기능하려면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의 대규모 장소보다는 

근거리에 위치해 적극적 의지가 없는 많은 구성원들조차 쉽게 추모 가능

한, 여러 개의 소규모 장소를 커뮤니티 단위로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치

유의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유익하다. 소프트 모뉴먼트로서의 설치예술, 

행위예술 등의 기억의 공간들은 순간적이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때

로 영구적인 기념공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도시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들의 화

해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 ‘도덕적’인 목소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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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폭력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양심의 장

소(site of conscience), 도덕적인 장소(moral artifacts)가 되어야한다.  

   여섯째, 또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유기체처럼 자라가는, 변화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존의 영구적인 기념물들도 사회구성원들의 참

여를 모색하며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바꾸고 필요한 새로운 공간을 추가

해 나가는 리노베이션 과정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1-2. 공간 기능적 측면 

   첫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그 기능에 따라 기념적 공간, 추모

적 공간, 문화적 공간, 교육적 공간, 참여적 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통적 개념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단순히 기념적, 추모적 성격에 

그쳤으나, 바른 역사적 기억인식을 통한 사회적 치유를 위해서 문화적 

공간과 교육적 공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며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들

이 상호소통하며 과거를 대면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참여적 공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적 공간에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의 이해를 돕

는 공간이 따로 계획되는 것이 좋다. 트라우마적 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어린이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나 체험적인 전시들

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통적인 기념공간들도 불가변성

을 버리고 리노베이션을 통해 문화적, 교육적, 참여적 공간을 이후에 추

가적으로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보강을 통해서 기존의 기념공

간들도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공간으로 훨씬 잘 기능할 수 있다. 

   사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참여적 공간은 방문객의 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 기념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도록 유도한다. 방문

객으로 하여금 걷고, 보고, 듣는 차원을 넘어서 만지고, 글을 쓰고,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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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만들고, 붙이고, 쌓고 하는 적극적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공적인 

장소를 사적인 장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둘째, 추모적 공간에는 ‘안식의 공간’과 ‘사색의 공간’이 치유를 

돕는데 있어 중요하게 기능한다. 안식의 공간은 희생자 가족이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안식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색의 공간은 조용히 거닐며 

산책하거나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셋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은 사회구성원들을 모으는 특별한 기념

의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광장과 같은 대규모 장소를 필요로 하기

도 한다.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일상시 안식의 공간으로서 잔디

광장의 역할을 하다가 특별 기념의식의 경우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으로 바꾸어 기능하도록) 다용도 오픈스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2. 공간 계획 

2-1. 공간의 디자인 개념

   첫째,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공간계획, 디자인 개념을 설정하기

에 앞서 가장 우선적,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기억의 탈역사

성, 탈정치성을 띠면서 단지 감성에만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의 바탕위에 디자인하는 것이다. 트라우마적 사건이 자연재

해가 아닌 인위적 계획적 재난인 경우에는 더욱 역사적 진실에 기초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위로받을 대상과 그들이 위로받고자하는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위에 디자인 개념이 세워져야한다. 

   둘째, 희생자들과 가족,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

는’방향으로 디자인의 초점이 맞추어져야한다. 위로와 치유를 위한 디

자인 개념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상실과 부재의 표현,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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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에 대한 기억의 표현, 인간의 존엄성 찬미이다. 상실과 부재의 

표현에 있어, 기념하는 사건이나 대상의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희생자

의 부재’와 재난 이후에 ‘상실된 것’에 대한 애도가 가장 중심적 개

념이 되어야한다. 공간계획자는 이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 상실과 부재를 

구분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재앙을 겪은 이들은 상실되지 않은 

것까지 상실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이 지속되는 트라우마 상

태에 머물게 된다.) 

   희생자 개인에 대한 기억의 표현은 희생자의 이름, 이미지, 스토리를 

새기는 표현과 희생자 개인을 상징하는 공간적 은유들을 통해 사적 기억

을 대면하게 한다. 희생자 개인에 대한 기억의 표현은 희생자의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표현의 내용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화에 대한 찬미는 재난을 통한 어떤 역경도 

극복할 의지를 가지도록 돕는데, 이러한 찬미적 표현은 8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개념과 유사해보이나 실제로 (정치적 역사적 군사적 업적을 바

탕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찬미의 표현과 (마침내 재난과 재해를 극복하

고 회복을 이루어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찬미는 아주 상이한 접근임

을 주의해야한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들은 애도나 위로를 상징하는 공간언어

(symbolism)를 통해 공간에 형상화되며, 공간계획 시 레이아웃, 축, 건

물 앉히기, 형태, 재료의 재질, 색 등을 통해 각각의 기억과 애도의 의미

가 부여된다. 이 때 공간에서 사용될 상징은 심오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의미부여는 피하고 이미 사회적 기억 속에 학습된 쉬운 상징을 사용하고 

적절한 매체를 통해 상징을 전달함으로 방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도록 한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상징들은 일련의 연속적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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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퀀스를 가지고 제시되는 것이 방문자로 하여금 공간해석의 이해를 

훨씬 빠르게 하며 상징적 의미에 따라 추상적 형태와 구상적 형태를 적

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공간의 디자인 요소 

   첫째, 회복을 위한 기억과 애도의 단계에서, 공간을 기억과 연결시키

기에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흔적의 보존'이다. 사건부지의 흔적, 

희생자의 흔적, 역사적 기록의 흔적을 공간요소로 적절히 사용하면 방문

자들에게 기억을 대면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가 될 수 있다. 

사건부지의 흔적은 반드시 보존하고 희생자의 흔적과 역사적 기록의 흔

적은 수집하여 공간 디자인에 적절히 도입하여 적용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성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트라우마적 사건이 일

어난 현장(disaster site)을 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재

난의 실제 현장이나 관련 장소는 방문자와 장소와의 교감을 더욱 극대화

시키기에 유익하다.

   둘째, 치유를 돕는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부지 혹은 주변 환경

과 어울려(Genius Loci)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안식과 사색을 주는 

공간요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이 때에 자연에 관련한 공간 요

소(수공간, 정원, 숲, 길)를 도입하면 치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보

다 효과적이다. 특별히 조경요소들은 방문자로 하여금 안식하고 사색하

도록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메모리얼과 어울리는 조경요소들

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한다. 치유를 돕는 자연에 관련한 공간요소는 직

접적인 자연물로서의 조경요소 뿐 아니라 자연을 은유한 조형적 접근도 

방문자들에게 보다 친밀감과 안정감을 준다. 또한, 애도, 안식, 사색, 명

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소음 스크린으로 역할 가능한 충분한 조경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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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가 좋다. 

   안식을 주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 또 하나는 빛이다. 빛은 트라우

마를 다루는 공간에서 방문자로 하여금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상징이

자 희생자들의 영혼에 대한 숭고한 예우, 영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

며 다양한 조도의 빛을 이용하여 관람자를 몰입시키고 또한 그 여운을 

길게 가지도록 돕는다.

   셋째, 형태적 측면에서 이러한 공적인 모뉴멘트는 공적 기억의 예술

(art of public memory)로서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단순성과 

독창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한다. 공간은 수직적 구조보다 방문자에게 

친근한 스케일의 수평적 구조, 비어진(void) 구조가 보다 안정감을 주

고, 좌우 대칭적 형태보다는 비대칭적 형태가 훨씬 덜 권위적인 이미지

를 주며 랜드마크적인 스케일보다 방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스케일이 

보다 방문자에게 편안함, 친밀감을 준다. 

   넷째, 치유를 위한 애도의 개인적인 표현과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

는 메모리얼과 방문자들 사이의 거리가 1-3m안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소통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 이는 방문자들로 하여금 보고 읽

는 기본적인 행위에 더해 만지거나 쓰다듬고 끌어안는 적극적 행위로 이

어지도록 하며 보다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다섯째, 상호소통적인 프로그램들은 치유를 돕는 공간 디자인 콘텐츠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자인 요소로서 가독성 있는 텍스트 메시지

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데, 텍스트는 보다 강력한 대중적 

자각과 소통의 힘이 있다. 희생자들의 이름, 사적 기억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사건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간곡한 진실규명에 대한 자각

을 호소하는 것과 평화, 복원, 치유, 희망 등의 긍정적 단어를 동반한 미

래형 메시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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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식의 방명록은 남이 쓴 것을 보고 다시 나의 감상을 만드는

‘경험의 교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시의 주체와 관객 사이에서 관

객과 관객 사이에서 감상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방문자의 

흔적까지도 전시물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다. 후에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반응과 느낌까지 자신

의 기억 속에 재생산시키게 하는데 기여하는데, 이러한 소통방식은 일종

의 새로운 집단경험이자 새로운 사료가 된다. 

   감상이 오고가는 방법은 벽, 바닥, 나무와 같은 조형물 등 다양한 공

간적 변형이 가능하며,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방문자의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미래의 희망에 관한 긍정적 메시지를 표현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인터렉티브 공간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오프라인의 소통을 연장시키는 것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애도와 

위로의 공간으로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데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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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 론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은 건축, 조경, 토목 행위가 이루어낸 공간

적, 물리적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념적 공간이자 현상이기도 하

다.  연구자는 논문의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대별, 공간별, 주변현황과 

구성원의 문화차이는 각양각색의 접근과 해결방법을 만들어 왔음을 살펴

볼 수 있었고,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에 대해 전 세계의 모든 도시와 

그 다양한 문화 속에 삶을 영위하는 정서를 포괄하는 공통분모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하였다. 

   공간은 수없이 많은 물리적, 비물리적 겹(layer)으로 쌓여진 층을 가

지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인식된 것

도 있고 시민들 스스로 기여하여 이루어진 겹도 있다. 이러한 겹들이 

무수히 중첩된 도시는 겹 들 간에 서로 반응하면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상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겹들이 서로 변수로 작용

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반응들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

인이 되듯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공간의 설계행위 역시 이데올로기적 

역사관, 특정도시의 문화, 주체 측의 정치적 입장, 디자이너의 경향 등 

다양한 기호들이 복잡하게 구현된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성들 아래 기본적으로 ‘인간(人間)’이 가지고 있

는 공통된 심리적 감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진행해나갔으며 최

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은 결과이다.

   

   본 연구자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변화들과 그 안에 여전히 존

재하는 난제들, 그리고 또 새로운 모색들을 고찰해 보면서 이전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방식보다 이전의 것에서부터 추가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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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발상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다. 본론을 처음 시

작하며 거론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가지는 회복의 난제들은 다음

과 같은 노력들을 통하여 해결의 길이 모색되고 도시의 회복, 사회적 치

유에 기여하는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리라고 본다.

  

   첫 번째 난제인 기억의 탈역사성, 탈정치성의 문제는 여러 사례들과 

담론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 디자인에 있어 가

장 우선적,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였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

의 디자인 개념이 기억의 탈역사성, 탈정치성을 띠면서 단지 감성에만 

호소하는 건축미학의 장으로서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공간 개념에 접

근하기 이전부터 디자이너는 보다 객관적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작업

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난제인 천편일률적 전시의 문제는 첫 번째 난제보다는 많은 

진보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기존의 조형, 전

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상처받은 사회구성원들의 치유에 기여하기 위

해, 기억을 대면하고 애도를 표현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시방법들을 디테일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에 관련한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들은 본문에 자세히 제시되어있다.

   세 번째 형태와 상징화의 간격의 문제는 디자이너가 공간의 주제를 

결정할 때 보다 개인적이고 심오한 주제와 상징에의 접근보다 치유 받아

야 할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과 사건의 목격자들의 입장, 방문자적 입장

에 서는 자세를 가짐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잘못된 역사해석으로 인해, 

혹은 과도한 디자이너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사회적 치유라는 본래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지며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에 있어서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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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충돌하는 담론의 주체들이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이를 인정하고 재

구성하며 치유에 이르는 공간적 해석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의 문화적 소비에 관련한 문제는 트라우마를 진

지하게 대면하는 일과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할 수 없는 딜레

마 속에 디자이너를 서게 한다. 본 연구자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들

이 너무 상품화되지 않도록 몇 가지의 조건하에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기억의 대면과 애도

의 환경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방문자의 수를 제안하고, 방문자들

의 관람태도를 사전에 교육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하여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의 주변 환경요소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또한 디자이너는 방문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 상흔의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에 기여하는 공간적 해법을 너무 가볍게 풀

어내는 것을 경계하여야한다. 역사이론가 라카프라(Dominick LaCapra)

는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empathy)"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트라우마

는 단순히 인식의 대상으로 객관화되기보다 오히려 ‘공감’되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트라우마는 증거는 아니지만 무언가의 진실을 증언한다. 

사회구성원의 수용과 반응을 직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나 공간계획자 스스

로가 연출가적 입장에서 역사적 진실의 대면이라는 대의와 사회구성원들

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하는 공간의 또 다른 목적 사이에서 조절자로서 

역사적 진실에 ‘공감’하는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기념비의 기금마련을 호소하는 글에는 나라를 치유하는 불가능

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complete an impossible mission to 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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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ion) 또 장병들의 세대에게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bring comfort and solace to a generation of Veterans)  펀드를 

모금한다고 되어있다. 본 연구자는 나라를 치유하는 것, 도시를 치유하

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미션인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완수

해가는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도시는 전례 없는 비극에 관한 지식을 확

충, 보급하고, 고통을 겪은 자들의 기억을 보존하며, 트라우마적 사건이 

제기하는 도덕적, 정신적 질문에 대해 관람자들이 숙고하도록 격려하여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그들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시 공간 안에서 트라

우마를 다루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한정되고 고정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잘 짜인 밑그림에 따라 유기체처럼 자라가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공간디자이너의 역할이 역사가의 역할

과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에 잠재된 진실을 부단히 ‘곱씹어 가는 작업'을 

통해 트라우마의 ‘치유를 돕는’ 자로 도시의 회복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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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Resilient City: 

Design of Space 

that deals with Trauma.

Woo, Jiyeon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won Young Gull

  Cities in history have never been without disasters and 

catastrophes and have always been exposed to various kinds of 

traumas from international wars, terrorism caused by political, or 

financial, religious situations,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onflicts between different ideologies, and violence 

by sociopaths. We can see the reality of resilience that these 

cities have embodied when we look into the history of their 



- 198 -

dramatic restoration from catastrophic disasters in the past. 

However, such restorations were focused mainly on the aspects 

of physical reconstruction and hence lack insight of the recovery 

process that the members of the affected community commonly 

experienced, including social healing and emotional 

reconstruction. 

   This thesis premises that cities have a power to restoration 

itself. It is a study on space design that helps citizens recovery 

from trauma. The study was proceeded by looking at the 

perspective changes and the progresses of memorial spaces, as 

well as looking at unresolved dilemmas diachronically to resolve 

such difficult issues.  

   I have applied a theoretical approach, a designer’s approach,  

and a site-analytical approach as research methods as I have 

researched related space design contents that will bring healing 

effects. I have also suggested space designs that will lead to 

healing from trauma (for the cities with the power to restore 

itself).

  I make my discussions and arguments upon the viewpoints of 

historical sociologists who have suggested trauma recreation, 

psychologists who have healed trauma patients as well as the 

shapes of symbols of design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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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d that the space design that deals with trauma should first 

start from its space concept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facts and truths, and also by identifying the population 

pool that is to be comforted. It is important that the people 

providing such comfort should avoid the mistake of only 

appealing emotionally without correct historical and political 

interpretation.

 

   In this thesis, I suggest ideas that will face historical 

memories and also express condolences that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monotonous styles or boring exhibitions of the 

past. These ideas pursue spaces that preserve the traces of 

trauma, respect the individual victims, develop symbols of 

condolence, and provide historical imaginations. They also include 

healing texts of self-awareness and encouragement for people to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nd also proposes a new way of 

recovery that opinions between diverse members intertwine 

through interactive exhibitions.

   It is certain that trauma is not a matter to be entrusted to 

symbolic healing of academic studies and art or to institutional 

projects. It is impossible to reproduce experience of extreme 

pains in a shallow visual space languages. However it has been 

proved, through many case studies and interviews, that contents 

of space design have helped to heal in reconstr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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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tized cities and contributed to emotional recovery and 

commemorative reconstruction. Although space designers stand in 

such dilemma, I hope that we find the ways to reduce the gaps 

between the historical truth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by 

facing the reception and response from the members of society 

and listening to the voices from  both, victims and community 

members, for space solution to contribute to the healing of the 

society.

keywords : trauma, resilience, social healing, remembrance and 

condolence, interaction 

Student Number : 2007-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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