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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장소의 ‘공공화된 공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진 원
지도교수 김 광 현

현대인들은 과거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노예나 여성들과 같은 ‘원치 않는 방문
자들’을 배제했던 것처럼 노숙자, 거리의 갱들, 마약 중독자들을 격리하기를 원
한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는 안전과 그에 따른 격리되고 통제되는 공간이 요구
된다. ‘위험한 광장이나 공원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그 
곳을 사유화하는 것이다.’라는Maarten Hajer의 말처럼 공공 공간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사유화되거나 건축
화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화된 ‘유사(類似) 공공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공적인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도

시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대의 새로운 도시는 세 가지 특성을 띈다. 첫째는 포
스트모더니즘 계열 학자들의 시각으로, 현대의 도시는 파편화된 공간들의 합이
다. 이처럼 파편화된 공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교
통 시설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 시설의 발달은 공간 간의 연결은 이루어
주지만 상호교류나 만남의 기회의 증가까지 가져다주지 못한다. 둘째로 새로운 
도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Michael Sorkin과 같은 사람들은 현대 
도시에서 진실된 공공 공간은 죽었고 그 모방품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이들은 고전적 공공 공간인 길이나 광장, 공원으로의 회귀를 갈구한다. 마지
막으로 새로운 도시는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은 안전에 대한 요
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따라 집합적 사용을 허용하는 통제된 사적 공간, 즉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공간들이 등장하게 된다.
현대 도시의 파편화된 공간과 발달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한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빠르게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의 과정 속에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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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공간들은 그저 풍경으로만 의식된 채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
동과 통행의 공간은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
하고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Marc Augé에 의하면 비-장소non-place란, ‘만약 어떠한 장소가 상관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정체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그렇게 정의되지 않는 공
간’이다. 그에 의하면 비-장소는 주로 이동과 통행을 위한 공간이고, 그 예로는 
비행기, 기차, 자가용과 같은 교통수단과 그 교통수단들이 다니는 경로, 그리고 
공항과 기차역 같은 교통 시설, 그 외에도 놀이 공원, 대형 소매 아울렛, 호텔 
체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이동 과정 
속에 지나게 되는 공간들은 바로 비-장소이다.
현재의 고밀도 도시 속에서는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유사 

공공 공간은 현대 사회에 부족한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Vito Acconci는 이 같은 현대 도시 속에서 ‘대중이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권력에 의해 공공화된 장소’를 ‘공공화된 공간’이
라고 정의한다. 커다란 개방 공간이 대중에게 제공되고 그 안에서 말을 하거나 
앉고 돌아다닐 수 있는 등 다양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쇼핑몰이 공원과 광장을 
대체했다고까지 이야기된다. 이처럼 ‘공공화된 공간’은 유사 공공 공간으로서 공
공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대인들에게 ‘공공화된 공간’은 이동 중에 만날 수 있는 공

간이어야 한다.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만 하는 공간은 공공 공간으
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때문에 비-장소 속에 ‘공공화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은 매우 유리하다. 공공화된 비-장소는 공간으로 머무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건
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축화는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공간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해주는 역할도 한
다.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장소, 나아가 비-장소

적인 성격을 지닌 공공화된 공간들의 건축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방식
은 크게는 도시적인 맥락에서부터 건물적인 스케일, 작게는 공간 자체를 다루는 
것까지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건축화 방식을 현실적 사
례에 적용하게 되면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의 도시는 잉여의 공간이 없이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속에서 과거의 이상적

인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공
공화된 공간’을 공공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면, 공간을 아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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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사 공공 공간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들을 많이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현대 도시 속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장소, 또는 비-장소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들에 새로이 발견한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은 공적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이 된다.

키워드 : 비-장소, 공공 공간, 공공화, 건축화

학  번 : 2013-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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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연구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에는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도시가 

점점 고밀화 되어감에 따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은 점점 부족해지
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능도 없이 텅 비어있는 광장을 원하지 않
는다. 개별자의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에게 그런 공간은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주는 공간도, 자기주장의 공간도,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아니다. 그들은 아
무런 방어막도 없는 공간 속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능과 프로그램으로 
꽉 들어찬 공간 속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만족한다. 이로 인해 잉여의 공간은 부
족하고 도시는 점점 숨 쉴 틈 없이 빽빽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 도시의 숨구멍이 되어 줄 공공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
두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공간이 없다. 공간을 비워둘 여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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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비어 있는 공공 공간이 아닌 새로운 성격을 가진 ‘대체 
공공 공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여전히 과거의 이상적인 공공 공간에만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공공 공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이다.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전통적 공공 공간에는 길, 광장, 공원 등이 있다. 이
에 대하여 마이클 솔킨Michael Sorkin은 전통 도시와 새로운 도시를 비교하면
서 더 진실된 도시, 즉 전통 도시로의 회귀를 꿈꾼다고 말하고 있다.1) 그는 진
정성 있는 공공 공간은 죽었고 과거 공공 공간의 모방품만이 남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시가 존재하게 되었다 말한다. 이에 대해 Manuel De Sola-Morales
는 도시의 진정한 공공 공간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 도시와 외곽 모두에서 집합
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의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무시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2) 따라서 새로운 도시에 맞는 새로운 대체 공공 공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
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공적인 경계와 사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도시 공간에서는 공과 
사가 서로 뒤섞여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래 공적이지 않은 공간에서도 공
적인 사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공적이지 않은 공간에 의도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공간은 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이다. 때문에 우
리는 공간을 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공적이지 않은 
공간을 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대체 공공 공간으로써의 가능성을 지닌 공간은 
더욱 다양해진다.

이 중 특히 주목해야할 공간은 이동과 통행의 공간들이다. 근대 이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교통수단의 발달이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생활하게 된다. 이동은 속
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공간들을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게 된
다. 이러한 통행의 공간은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동과 통행 중에 지나게 
되는 공간들은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 공간들이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물리적인 거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공간

1) Kristiaan Borret, 『ON DOMAINS The Publics, the Private and the Collective』, 
OASE #54: Re: Generic City, 2001

2) Maarten A. Hajer, IN SEARCH OF NEW PUBLIC DOMAIN, NAi Publisher, 2001,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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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간적으로 인식한다. 즉 그곳에 가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가 더 중
요하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갈 때 사람
들은 자신들이 이동하게 될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대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지로 거리를 파악한다. 이러한 시간의 문제는 접근성
과 직결된다. 접근성이 좋은 공간은 다시 말해 그 곳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적
게 걸리는 공간이다. 이동 중에 만나게 되는 공간은 따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공간들이다.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을 새로운 공공 공간은 이동의 과정 중에 만
나야 한다. 그들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어 공공 공간에 갈 여유 따위는 없다. 사
람들은 공공 공간에서 머물다가도 또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와 이동을 시작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은 교통 시설이다. 교통 시설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되는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는 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그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 가지 예로 ‘역세권’이라는 말은 이와 같
은 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이다. 또한 그러한 거대한 유동 인구로 인해 각
종 시설들이 교통 시설과 결합하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다른 시설과
의 결합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능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승객들 외에도 새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흐름을 이끌어 낸다. 사람들은 점
차 이곳에 모여들게 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
다. 이러한 대형 공간 속에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공공 공간과도 같이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미 
대중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은 사람들이 사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
구되는 쾌적한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시설로 대표되는 이동과 통행의 공간 속에 생길 수 있는 
대체 공공 공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 공간의 대체 공간은 원래는 공적
이지 않은 공간이지만 공적이도록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때문에 대체 공공 공
간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유형화하고 정립하는 것 역시 목적으로 
한다. 생성 방식을 규명하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게 되면 특정 공간을 대체 
공공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때 정립되는 방식들은 교통 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공간들은 교통 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 나아가 그러한 특성을 
가진 공간들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더 많은 도시 속 공간들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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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포화 상태의 고밀도 도시에
서 힘겹게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공공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도 결핍되어 있는 
공적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대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자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 가

고 있는 비-장소(非-場所)3)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우선 전반적인 비-장소를 
살펴보는데, 이 때 비-장소뿐 아니라 비-장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후에 범위를 좁혀서 비-장소 중에서도 특히 이동과 통행의 공간이라는 성격이 
극대화된 교통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교통 시설은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접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만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진 공간이다. 그 특징 및 이점은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교통 시설들은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교통의 
결절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공간이다. 그만큼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사람들은 우연히, 나아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모임을 갖는
다.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부터 올 때나 도시 안에서 갈 때 모두 접근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기차역과 같은 교통 시설들은 과거와
는 달리 현대에는 도시 속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도시의 중심에 
단일하게 존재했던 공공 공간들이 현대에는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현상과 비슷
하다.

둘째, 정해진 시간에 운행되는 교통수단들을 기다리기 위해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남는 시간 동안 교통 시
설에서 먼 곳까지 갈 수 없고 대신 주변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 같이 장시간 머
무르는 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교통 시설 주변에 결합되게 되는데, 상업 시설 외

3) 비-장소 non-place 는 Marc Augé가 정의한 개념으로 이동과 통행의 공간으로 대표되
는 장소적 정체성이 부족한 공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2.1절에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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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호텔 체인 등이 위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설 간의 결합으로 인해 교통 시설들은 점차 대형화 되어 가고 있
다. 현대의 많은 시설들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대형 공간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대형 공간을 가진 시설들끼리 결합하면
서 점점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1.2.2 연구의 방법 
2장에서는 각 개념들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정리한다. 첫 번째로 이동과 통행

의 공간을 ‘비-장소(non-place)’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한다. 비-장소란 마크 오
제(Marc Augé)가 정의한 용어로 교통수단과 그 경로, 교통 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장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장소의 상실에서 찾고 이 용어
를 사용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입증한다. 그 후 비-장소의 정의와 예시를 살펴보
고, 나아가 그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화된 공간’,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도시 안에서의 ‘공공
화된 공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공화된 공간’은 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기는 하나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현대 도
시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
공화된 공간’이 갖는 특성들을 분류해 봄으로써 이것이 비-장소와 어떠한 관계
를 갖는지 파악한다. 두 개념은 서로 포함되거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비-장소 내 ‘공공화된 공간’을 찾아보고 분석한다. ‘공공화된 
공간’은 공공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유사(類似) 공공 공간으로서 현대 도시에 부
족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그 의의를 갖는다.

3장에서는 공공화된 비-장소를 통해 ‘공공화된 공간’을 건축화하여 현실적으로 
접근한다. 공간이라는 것은 건축 이전의 개념으로 건축화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
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건축화에 대하여 정의하고, ‘공공화된 공간’이 
건축화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을 해외 사례들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틀
을 마련한다. 이 때 비-장소뿐 아니라 비-장소적 성격을 갖는 공간까지 사례에 
포함하면서 비-장소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비-장소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공
공화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의 영역 역시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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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비-장소 중에서도 교통 시설이라는 예시를 통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을 통해 분석한다. 이 때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까운 사례로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관찰 대상으로 하되, 다른 
국내외 교통 시설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3장에서 마련한 분석의 틀에 의해 공공
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의 한계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1.2.3 연구의 용어
각 용어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문에서 나온 용어를 

번역된 한글 용어와 함께 병기하도록 한다. 이때 번역된 용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번역된 용어를 본문에 사용하지 않고 각주에만 표기하도록 한다. 
번역 용어가 부적절한 이유를 각주에서 함께 설명해 준다. 본문에는 원어(原語) 
그대로의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더 알맞다고 생각되는 번역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대체하되 그 출처
를 분명히 밝혀주고, 알맞은 번역 용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영어, 
또는 원어 그대로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로 표기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세한 
뜻을 풀어서 서술한 각주를 추가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준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거나 새롭게 등장한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한 
사용자와 그 출처를 함께 밝혀준다. 저자가 새로이 번역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
어낸 용어는 그 근거가 된 자료나 출처를 각주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동음이의
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할 시에도 각주로 그 뜻을 풀이해주
거나 본문에서 단어 옆에 한자를 표기해준다. 이미 설명한 단어가 다시 반복해
서 나올 시에는 한국어 표기만을 사용한다.

건축가 또는 이론가의 이름의 경우, 단어와 마찬가지로 첫 등장 시에는 원어와 
한국어를 병기하고 후에는 한국어만을 표기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성과 이름을 
함께 밝혀주고 뒤에 반복해 언급될 경우에는 주로 불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표기
하도록 한다. 이때 생소한 언어로 된 이름은 한국어 발음을 참고한 출처를 각주
로 표시해준다. 여러 방식의 발음이 존재하는 이름의 경우에도 기준으로 삼은 
출처를 각주로 첨부한다. 한국어 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원
어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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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필요한 경우 각주로 원어로 된 원문장(原文章)과 출처를 함께 표시해준
다. 이때에는 본문에는 원문을 함께 병기하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한 문장만을 
쓴다. 본문에 문장을 통째로 사용할 때에는 “” 안에 써줌으로써 다른 일반 문장
과 구분하고, 인용문일 때에는 원문장을 병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각주로 출처를 밝혀준다. 번역한 문장을 쓸 때에는 참고한 한글 도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출처를 함께 표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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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흐름도

2장

비-장소와

‘공공화된 공간’

비-장소

비-장소의 출현

=장소의 상실
비-장소의 예시 비-장소의 특성

‘공공화된 공간’

‘공공화된 공간’의 

등장 배경

‘공공화된 공간’의 

특성

유사(類似) 공공 

공간

공공 영역의 확장

3장

공공화된 비-장소와 

건축화

공공화된 비-장소 = 비-장소 속 ‘공공화된 공간’

‘공공화된 공간’의 건축화 필요성

   
건축화의 개념

건축화되지 않은 

‘공공화된 공간’의 

문제점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비-장소 비-장소적 성격을 갖는 공간

4장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과

발전 가능성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

시설의

도시적 맥락

내부공간의

체류 유도

‘공공화된 공간’의 

디자인

건축화된 ‘공공화된 공간’으로서 비-장소의 발전 가능성

 

5장

결(結)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비-장소적 

성격을 가진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유사 공공 공간을 만들고 공

공 영역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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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장소와 ‘공공화된 공간’

       2.1 비-장소의 개념
       2.2 ‘공공화된 공간’의 개념
       

2.1 비-장소의 개념

2.1.1 비-장소의 출현 : 장소의 상실
길은 계속해서 공간과 공간, 장소와 장소를 연결해왔지만 현대에서 길이 갖는 

의미는 과거와 큰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길은 기본적으로 장소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길이 통하는 모든 장소의 

성질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그 길과 그 길의 종착지의 지리뿐 아니라 그 길 

주변의 지리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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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새로운 길은 본질적으로 20세기의 창조물이며, 인간의 교통 수단

이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장소들을 연결시켜주지 않고 주변 경관과도 

관련이 없다.4)

과거에도 사람들은 길을 통해 이동했지만 근대 이후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빨라진 이동 속도는 교통의 발달로 이동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주변과의 관계
성, 연결성은 점차 약해졌다. 자동차의 등장은 개별자5)들의 움직임을 더 심화시
켰다. 운전자들은 운전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주변으로부터 다른 자극을 받는 것
을 원치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나는 공간들은 그저 풍경에 불과했
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가용 안에 앉은 채 그들 바로 옆을 지나가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한 것을 잊고 살고 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라는 공간들은 하나의 점으로서만 존재하게 되고 이들 
사이를 잇는 것은 면적을 갖지 않는 가느다란 선이다. 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
을 지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1차원적일 뿐이다.

이것은 철도가 등장했을 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으로, 볼프강 쉬벨부쉬는 철도로 
인해 공간과 시간이 소멸했다고 말하고 있다.6)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시공간
이 압축되었다는 것이다. 3차원, 2차원의 공간이 0차원, 즉 하나의 점이 된 것은 
지속적인 압축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콘스탄틴 페퀘르(Constantin 
Pecqueur)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프랑스의 축소된 교통 지리는 현실적인 프랑스의 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지리는 축소된 교통 지리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개별 농가는 한 마을 혹은 한 도시가 된다. 중앙에 마을이 있는 

풍광은 하나의 완벽한 지방으로 된다. 마침내는 이 상상의 지도 위로 모든 것

4) Edward Relph, 김덕현, 김현주, 심승회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198
5) 개별자(個別者)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연과 사회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출처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모두를 포섭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보편자와 달리 개별자는 개개인을 나타낸다. 현대인이 개별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개인주의를 의미한다. 개인주의란 극단적이지 않은 이기심, 곧 인간이 자기 가족과 친구 
등 좁은 영역에만 관심을 갖는 속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이 처음 만들어 썼다. (한국 브리태니커)

6)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 여행의 역사 -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궁리, 1999,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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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도 어플리케이션

들이 끝없이 작은 것들로 수축하고 만다! 루브르, 퐁투와즈, 샤르트르, 아르파

종, 모 등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파리나 혹은 파리 근교의 어느 한 거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7)

개별농가 또는 마을에서 시작한 공간의 단위는 파
리라는 지도상의 하나의 점으로만 확인이 가능하
다. 요즈음과 같이 개별자가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는 이러한 현상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휴대폰
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할 때
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림 2-1]와 같은 최단 
경로일 뿐 주변의 다른 길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
은 없다. 지도 위에는 1차원적인 점과 선만이 존재
한다. 각 장소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점이 
되어 도시 전체에 흩뿌려져 있다. 현대의 장소들은 
이처럼 파편화되어 있다.

최단 경로라 함은 공간이 아닌 시간의 개념이다. 사람들은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길만을 보게 된다. 결국 이동을 하면서도 공간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다.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는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으며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다고까지 말한다.8) 우리는 공간보다
는 시간으로써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간이 갖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간의 종말까지 선포하고 있다. 마르쿠스 슈뢰르
Markus Schroer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근대적인 교통수단
과의 발달로 공간을 극복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9) 그러나 동시
에 공간의 “무의미성”이나 “공간의 가치하락”이 공간과 장소를 혼동한 결과 나
타난 것이라 지적하면서, 공간의 종말은 사실 장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
미하고 있다고 바로잡는다. 결론적으로 그는 공통적 장소가 점점 공간으로 대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10) 사실 상실되고 있는 것은 공간이 아닌 장소이다.

7) Ibid., p.50
8) Ibid., p.53
9) Markus Schroer, 정인모, 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
하여, 에코리브르, 2010, p.189

10) Ibid.,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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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 투안Yi-Fu Tuan에 따르면 공간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와 반
대로 장소는 정지(멈춤)이다.11)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현
대 사회에서 공간이 점차 증가하고 장소가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공간과 장소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이
되어 가면서 뒤섞여 존재한다. 이-푸 투안은 공간이 경험되거나 완전히 익숙해
졌을 때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12)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것들이 모여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공간은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공간이 정체성을 갖는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쁘게 이동하
는 현대인들은 이동 중에 통과하게 되는 공간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장
소라고 느끼지 못한다. 이-푸 투안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현대인은 매우 이동성이 강해 뿌리를 내릴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현대

인의 장소 경험과 이해는 피상적이다. 이것은 틀에 박힌 생각이다. 장소에 대

한 추상적인 지식은 즉석에서 획득될 수 있다. …… 사람이든 장소든 그에 대

한 애착은 순간적으로 획득되지 않는다.13)

결국 현대인들은 공간을 경험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지식은 획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간에 대한 애착은 형성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간이 경험됨으
로써 장소가 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장소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경험되지 않는 공간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이 이동 중에 만나게 되는,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고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공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공간을 장소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공간이 갖는 정체성, 즉 장소성이다. 그러나 
의식되지 못하는 공간은 경험된다 하더라도 장소성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이
러한 장소는 정체성이 없는 장소, 비-장소(非-場所, non-place)라고 불린다. 비
-장소는 마크 오제가 새로이 정의한 공간이다. 그는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도 강
력한 상징성도 부족한, 단지 이동과 통행을 위한 공간들을 비-장소라고 명명한
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비-장소란, “만약 어떠한 장소가 상관적이거나 역사적이
거나 정체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그렇게 정의되지 않는 공간” 이

11) Yi-Fu Tuan, 구동회, 심승회 역,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p.19
12) Yi-Fu Tuan, op.cit., p.124
13) Ibid.,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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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이때의 장소란 인류학적인 장소를 말한다.

장소와 비-장소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는 아니다. 또한 장소는 옳고 비-
장소는 그르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에드워드 렐프 역시 “‘과거의 장소가 좋았고 
오늘날의 무장소15)는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들을 옛날식으로 만들
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 관념’은 너무나 단순하다.”라고 
지적한다.16)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근대 
이후 공적임과 사적임이 뒤섞여 그 경계가 모호해 졌듯이 장소와 비-장소도 완
벽하게 구분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장소가 주변의 장소에 대해 어떠
한 관계성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도시 속에서 도시의 일부로써 존재
한다. 한 도시 내에서 장소와 비-장소는 서로 이웃해 있다. 그러나 비-장소가 주
변까지 비-장소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에드워드 렐프는 무장소성의 표현인 길, 
철도, 공항이 경관과 함께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관을 위압하고 가로질러서 
경관을 토막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 다양한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가
진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 무장소성의 확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17)

그러나 무장소와 달리 비-장소는 오히려 장소를 유발한다. 비-장소는 장소와 
접한 채 존재한다.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이동과 통행의 공간인 비-장소를 지나
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때문에 비-장소는 항상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득
하고 이러한 유동 인구 탓에 비-장소는 장소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장소를 새
로이 창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14) Marc Augé, Non-Places :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VERSO, 1995, 
p.63

15) 에드워드 렐프가 말한 무장소(placelessness)는 비-장소와 다른 개념이다. 그는 무장소
에 대하여 ‘장소가 상업적 개발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경관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고유한 장소감을 상실하였다’고 설명한다. 오늘날의 무장소를 나쁘다고 말
하는 이유가 고유한 장소감을 상실했다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역시 장소성이 없는 비-장소 
역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과거의 장소가 좋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장소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에드워드 렐프의 말을 인용했다.

16) Edward Relph, op.cit., p.250
17) Ibid.,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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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소들은 주변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 하나의 완결된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주변에 열려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장소와 주변을 연결시켜주는 하
나의 순환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움직임이다. 비-장소에서는 사람의 움
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환도 계속된다. 비-장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내외부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Maarten Hajer의 말처럼 이러한 공간
들은 외부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고 그저 거대한 양의 방문자들을 빨
아들이고 다시 밖으로 뱉어내는 것을 반복한다.18)

Maarten Hajer는 퐁피두센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퐁피두센터는 과거의 모습
을 간직하고 있는 파리 도심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외향을 갖고 있다. 주변의 맥
락과 어우러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관계성도 갖지 않는다. 이 공간의 주
목적은 전시이지만 사람들은 대형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이곳은 비-장소이다. 그러나 이곳은 1년에 7백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오는 관
광 명소이기도 하다. 퐁피두센터는 [그림2-2]와 같은 전면 광장을 갖고 있는데 
이 광장은 방문객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그림2-3]을 보게 되면 
광장 밖의 주변에까지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장소는 장
소와 얽혀서 존재할 뿐 아니라 주변에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그림 2-2 퐁피두센터 앞 광장

 

그림 2-3 퐁피두센터 앞 광장과 그 주변

비-장소는 장소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 대신 현대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하나의 공간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의 끝없는 이동성으로 비-장소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 장소는 상실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 다시 새
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비-장소이다.

18) Maarten A. Hajer, In search of new public domain: analysis and strategy, NAi 
Publishers, 2001,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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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하철 동작역 내부 지도

2.1.2 비-장소의 예시
(1) 교통과 관련된 비-장소의 예시

솔킨은 대중교통이 세계에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만들어낸 공간들은 단순히 버스나 교통수단들의 객실뿐 아니라 사이
의 공간이자 빠르게 지나치는 경관의 공간이고, 또한 정지와 불확실성의 공간이
다.19) 이처럼 비행기, 기차, 자가용과 같은 교통수단 자체는 물론이고 그들이 다
니는 경로까지 공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은 모두 비-장소에 포함된다.

반면, 교통 시설의 경우에는 이동과 통행 자체는 아니지만 이동과 통행을 위해
서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공간들이다. 이러한 교통 시설들이 교통과 교통 ‘공
간’을 연결해주는 건물로 존재함으로써 비-장소는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비
행기의 경우에는 공항, 기차의 경우에는 기차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건물로 존
재하는 교통 시설들은 사람들이 비-장소를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더 효
과적이다.

우리가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공간은 이러한 
교통시설이다. 교통 시설은 그 도시에 대한 첫인상이다. 알프레드 고트홀트 마이
어(Alfred Gotthold Meyer)는 기차역을 ‘도시의 현관’이라고 말한다.20) 이는 다
른 교통 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에 갈 때 입국 심사는 공항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통 시설들이 따로 명칭을 갖지 않고 지역명을 이름
으로 쓰는 이유는 그만큼 그 공간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통 
시설은 도시로 가는 관문이자 도시에 속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의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교통 
시설이 예전과 같은 강력한 인상을 갖지 
않는다. 지하철역의 입구를 들어서면서 다
른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느낌을 받
기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가 단순히 지하
로 내려가는 계단일 뿐이며 그 위에 지붕
을 씌워놓는다고 해도 특별한 정체성을 부
여해주지는 못한다. 지하철역의 각 입구들

19) Michael Sorkin, ‘The Architecture of Air Travel’, New York Times, 2002
20) Wolfgang Schivelbusch, op.cit.,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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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지만 지하에서 텍스트나 지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것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각 입구는 그 어떤 지역성도 나타내주지 않으며 
균질하다. 지하철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그림2-4]과 같은 지도를 보면 서로 다른 
번호 외에 각 입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 교통과 관련되지 않은 비-장소의 예시

교통과 관련된 비-장소가 이동과 통행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주변과 관계 
맺지 않는 특성에 더 비중을 둔 비-장소의 분류도 있다. 놀이 공원이나 쇼핑몰
과 같이 외부 환경과 그들이 주는 자극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공간들도 비-장
소라 볼 수 있다. 닫힌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그 곳이 하나의 새로운 도시인양 
돌아다닌다. 아케이드는 비-장소의 경계에 놓여 있다.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가
로에 지붕만 씌운 형태로 주변에서 연결되는 듯 보이지만 문을 닫음으로써 격리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호텔 체인들 역시 비-장소에 속한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익숙한 이름의 호텔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것은 호텔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
니다. 우리는 새로이 접하는 다양한 공간 속에서 기시감(旣視感)21)을 느낀다. 초
-세계적22)인 곳들은 모두 비-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익숙
함은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편안함, 그리고 나아가 자유로움까지 제공한다. 언어
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 적힌 식당 메뉴판을 보며 
말이 통하지 않는 웨이터와 씨름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조우한 맥도날드에게 느
끼는 커다란 반가움은 이러한 익숙함 때문이다. 마크 오제는 이러한 감정이 얻
어지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공유된 정체성 덕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모르는 나라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은 길, 주유소, 대형 가게, 호텔 체인점의 

익명성 안에서만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비-장소 안에서 사

람들은 여러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고 또 일시적인 정체성을 갖는데, 이것은 상

21)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
하게 느껴지는 일. (국립국어원)

22) 렘 콜하스는 공항이 ‘도시 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초-세계적
이며,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초-지역적이다.’라고 말한
다. 이것은 이국적 식료품들이 보편화, 국지적 식료품들이 장거리 교역물이 된 것을 가리켜 
‘제품의 국제화’라고 말한 데이비드 하비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초-세계화는 국제화
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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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익명성을 부여한다. 이 익명성을 통해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

다.23)

교통 시설이 도시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현관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했던 
것처럼 교통 시설 외의 비-장소도 공유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을 띠
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발생된 정체성으로 장소적 정체성인 
장소성과는 다르다. 비-장소를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3) 비-장소 간의 결합

비-장소는 크게 교통과 관련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들이 갖는 공통점은, 내부에서의 이동이 가능한 대형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큰 공간일 수도 있고 여러 공간들이 결합하여 커진 것일 수도 있다. 여
러 공간들이 결합한 경우 각 공간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면 비-장소 
역시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변과의 소통은 필요치 않게 
된다. 이것이 비-장소의 성격을 규정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
해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주변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

역명 자본, 회사명

부천역 이마트

부평역 롯데마트

산본역 뉴코아아울렛

서울역 롯데 아울렛

수원역 AK플라자

신촌역 밀리오레

안양역 롯데백화점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왕십리역 엔터6, 이마트

용산역 아이파크몰, 이마트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평택역 AK플라자

[표 2-1]수도권 내 민자 역사

이러한 결합은 비-장소 간에도 가능하며 그러한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3) Marc Augé, op.cit.,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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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수의 교통 시설들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 시설
이다. 민간 자본으로 시설을 짓는 대신 상업시설을 부가적으로 지어 사용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역은 노후화된 역사를 새로운 시설로 교
체할 수 있게 되고 그 대가로 이러한 민간자본은 일정기간 점용을 허가하여 이
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내 규모가 큰 역들
은 대부분 민자 역사이다.

2.1.3 비-장소의 특징
(1) generic space

generic이란 단어는 상품, 특히 약품이 회사 이름이 붙지 않은,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 generic space란 ‘포괄적이고 흔하여 천편일률적이고 
지루한, 그냥 통상적이며 일반명칭이 붙어 있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24) 렘 콜하
스는 generic city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generic city는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 계속 움직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는 그들의 근본에 실질이 없음을 설명한다.25)

이동과 실질이 없는 근본은 비-장소의 정의와 일치한다. 전 세계 어디의 지하

24) generic space라는 용어는 단순히 ‘보편적 공간’ 이라고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
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36인의 건축적 입장들(건축 공공영역에 대한)』에서 Rem 
Koolhaas의 Generic City를 ‘보편적 도시’로 해석한 데에서 유래한다. generic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출처: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1. 모든 유사한 종류들의 총칭 또는 그와 관련된 것 something that refers or relates to 
a whole class of similar things.

2. 상표가 없이 제조자, 또는 회사 이름이 붙지 않고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약품 또는 상
품 A generic drug or other product is one that does not have a trademark and 
that is known by a general name, rather than the manufacturer's name.

3. 언급된 것의 정확히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전형(典型),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특별하거나 
드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something that is exactly typical of the kind of thing 
mentioned, and that has no special or unusual characteristics.

 위 generic space에 대한 정의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광현 교수님의 블로그
(blog.naver.com/kkhfile)에서 발췌한 것이다.

25) Rem Koolhaas, 권영민 역, 「보편적 도시 Generic City」,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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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역, 철도역, 공항을 가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 generic space라는 
특성 때문이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각각 스페인 마드리드와 중국 상하이
의 역의 내부 모습이다. 천장 조명부터 바닥재의 느낌, 열차 시간이 뜨는 전광
판, 탑승 예정자들이 대기하는 좌석의 모습까지 모두 유사한 형태를 띤다.

그림 2-5 스페인 마드리드 Chamartín역

 
그림 2-6 중국 상하이역

교통 시설이 아닌 상업 시설의 예로는 스웨덴의 저가형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
(IKEA)를 들 수 있다. 이케아는 현재 세계 최대의 가구업체이며 전 세계 42개국
에 345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다. 이케아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그림 3-8와 
같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림 2-7]과 같은 스웨덴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색
과 노란색의 박스형 디자인의 건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건물을 보게 되면 이케아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림 2-8]에 잘 나타나 있듯이 
전 세계의 동일한 건물 형태가 이케아의 정체성 중 하나이다. 이케아의 generic
한, 주변의 맥락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형태를 가진 비-장소라는 특성이 정
체성 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사성이 없는 비-장소라 할지라도 상징성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이용자들에게 익숙함을 제공한다. 

그림 2-7 IKEA 매장
 
그림 2-8 노르웨이 IKEA 광고

(출처 : https://www.facebook.com/ikean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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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외국에서 이 공간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국에 새로이 매장이 들어서자 
익숙하게 이 공간으로 빨려들어 갔다. 이러한 상업 시설 역시 퐁피두센터와 마
찬가지로 그 일대에 새로운 순환을 가져온다. 광명역은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
고 운행되지 않는 역으로 2013년의 승하차 인원은 7,244,032명이었다. 하루에 2
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샘이다. 그런데 이케아 개장 후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방문객들과 1만여 대의 차량이 KTX 광명역 부근으로 몰리고 있다.26)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비-장소의 특성 때문에 현재 광명시의 인근 구역은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기까지 하다.

그런데 에드워드 렐프는 이러한 generic space의 모습을 ‘장소가 상업적 개발
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경관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고유
한 장소감을 상실하였다’27)며 무장소(placelessness)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ge-
neric space는 장소성을 상실한 곳이라는 뜻이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비-장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간이다. 제품들이 국제화되면서 이국적 식료품들이 보편화
된데 반해 국지적 식료품들은 장거리 교역물이 됨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처럼 특수한 질을 갖춘 장소들의 생산이 공간적 경쟁에서 중요해졌다. 도시 
내 generic space의 증가는 도시들의 면모를 비슷하게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
은 세계 어디를 가나 도시마나 유사하거나 이미 알려진 패턴과 틀을 보여줌으로
써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단조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비슷한 느낌의 
공간들 사이에서 공간적 차별화는 중요하다. 때문에 도시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
해서는 특수성이 필요해졌다. 도시들은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부유하
고 영향력 있는 자본이나 사람을 유인하려고 하였다.28)

비-장소는 분명 인류학적 장소와는 다른 공간이다. 그러나 비-장소는 주변에 
새로운 순환,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 새로운 정체성을 지역에 부여할 수 있다. 
에드워드 렐프에 따르면 장소의 이미지란 개인 혹은 집단의 경험 및 그들의 장
소에 대한 의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29)이고 이는 사회화되
어 왔다. 또한 장소의 정체성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의도・개성・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30) 이것은 동시에 공유적이기도 하다. 결국 개개인의 경험이 모

26) http://www.hankookilbo.com/v/a756a864847a4024aac5f17848d5306d
27) Edward Relph, op.cit., p.13
28) David Harvey, 구동회, 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9, p.344
29) Ibid., p.129
30) Ibid.,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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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나아가 정체성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소도 이용자들에 의해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포스터(E. M Foster)
는 기차역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대한 수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녀도 기차역들에 제각각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 기차역은 황홀한 모험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

문이다. 우리는 기차역을 통해서 모험과 햇빛 속으로 나아갔다가, 슬프게도 다

시 돌아온다.31)

현대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각기 다른 시설들이 결합한다. 따라서 공간들이 
갖는 이미지도 뒤섞이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공간에 들어선다 해도 늘
어서 있는 가게들과 식당들을 보고 있자면 이곳이 상업 시설인지 교통 시설, 아
니면 전시가 이루어지는 문화 시설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리고 만다. 언뜻 
보아서는 그 공간의 기능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공간이 단
일한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의 특징은 가장 현대적인 공간 중 하나인 비-장소에서 더 도드라지
게 나타난다. 우리는 대형 교통 시설 안에서도 공항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꼭 동
종(同種) 공간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상업 시설에서조차 공항에 온 듯 
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림2-9]와 [그림2-10]은 각각 공항의 플랫폼을 연상
시킨다. 다른 기능들과 결합하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규모와 그에 따른 내부의 
대형 공간, 그리고 유리 입면으로 둘러싸인 외관은 도시 어디에서나 찾아보기 
쉬운 풍경이 되었다.

그림 2-9 상해역

 
그림 2-10 IKEA

31) E. M. Foster, 고정아 역, 하워즈 엔드, 열린책들, 201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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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 속 군중의 공간

비-장소는 이동하면서 지나게 되는 공간이자 공공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빈센트 프라이스(Vincent 
Price)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대중(mass)과 군중(crowd)으로 구분한다.32)

군중은 그들 사이에서 감정적인 경험을 나누는 무리이다. 또한 crowd의 사전
적 의미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 외에도 친구들, 또는 같은 흥
미나 직업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33) 그 예로 정치적 
집회나 스포츠 경기 관객들 또는 직장에 출근하는 붐비는 무리들이나 쇼핑객들
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통의 목적이나 집합적인 감정을 지닌다.34) 김영옥은 이
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쉽게 흉내 내고 전염성도 강하다고 지적한다.35) 군중 속에서 개인은 무의식적으
로, 그리고 무방비하게 설득에 노출되어 있다.

그에 반해 mass는 단순히 함께 그룹 지어진 다수를 나타낸다. 대중은 격리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엇도 공유하지 않는다. 대중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대량 생산ㆍ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써 엘리트와 상대되
는 개념이다. 이들은 수동적ㆍ감정적ㆍ비합리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처럼 대
중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교류 없이도 사
회 전체 범위를 아우르는 힘을 갖는다.36) 대중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 개별자들
의 집합이므로 이들을 결합시켜주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뿐이다.

한병철은 이와 유사하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성격에 따라 무리(Ansammlung)
와 집회(Versammlung)로 구분한다.37) 이때의 무리는 고립된 개인들로 구성되
어 있고 우연히 이루어진다. 집회는 공동의 정치적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들의 모임이다. 그는 집회 많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며 무리에 결여된 것은 정신

32) mass와 crowd에 대한 대중과 군중이라는 번역은 김영옥의 『PR 커뮤니케이션』 (2003)
을 참고한 것이다.

33)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34) Walter Rose, Crowdsourcing – Unabridged Guide, Emereo Publishing, 2012, 
p.31

35) 김영옥, PR 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p.114
36) Loc.cit.
37)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p.100-101



- 23 -

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중은 무리와, 군중은 집회와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준과 군중을 구분하는 견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2-2]와 같
다.

대중 mass 군중 crowd

Vincent 

Price

(1992)

- 격리된 관계를 갖는 사람들

- 빠르게 이동해 스쳐 지나감

- 소통의 부재

- 감정적인 경험을 나누는 무리

-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이동

- 집합적인 감정을 지님

김영옥

(2003)

공유하는 관심에 의한 독립된 개인의 익

명적인 결합

공유하는 감정 상태에 의한 비이성적인 

결합

한병철

(2014)

(무리Ansammlung)

- 고립된 개인들로 구성

- 우연히 이루어짐

- 정신의 결여

(집회Versammlung)

- 공동의 정치적 행동을 할 능력이 있

는 사람들의 모임

- ‘우리’가 될 수 있음

[표 2-2] 대중과 군중

현대의 공간들이 소통의 부재의 공간이라는 지적은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군
중이 아닌 대중이라고만 보는 데에서 근거한다. 즉,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된 상
태로, 그리고 우연하게 한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동
과 통행의 공간인 비-장소는 사람들이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대중의 공간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비-장소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또 다시 내뱉는 힘
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끌어당긴 직후 곧바로 내뱉어 지기도 하지만 비-장소 안
에 체류하기도 한다. 비-장소 내에서 사람들의 행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Ÿ 스쳐지나감

비-장소는 이동과 통행의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해 다른 곳으로 나아
간다. 목적이 이동에 있는 사람들은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 특히 
배차 간격이 짧은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 고속버스나 기차, 비행
기와 같은 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탑승 시간이 임박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동 양
태를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목적성이 뚜렷한 목적 동선이기 때문에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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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지하철역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림 2-12 영화관 전면 대기 공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변 공간을 풍경으로 인식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러한 사람
들의 무리가 공유하는 것은 탑승 또
는 교통수단의 이용이라는 관심사일 
뿐 어떠한 감정이나 정신의 교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동 중에 
사람들이 마주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남은 의도된 것이 아닌 우
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군중이 
아닌 대중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대중들은 다른 비-장소보다 주로 
교통 시설이라는 비-장소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Ÿ 일시적 체류 (불가피한 체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그럴 때마다 비-장소를 지나게 되지
만 불가피하게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근접한 공간
에 목적이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대기의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고
속버스나 비행기, 기차 등의 교통수단의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이나 영
화가 시작하는 시간 또는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
들이 여기에 속한다. 잠시 동안 이동이 유예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간도 비-장
소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동의 과정에 포함되는 공간이지 출발지나 도착지가 아
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애매하게 
남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 이동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다른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이 함
께 결합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목적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한 시설
을 선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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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하는 공간인 대합실 등에 위치한 좌석들은 별다른 기능이 없이 앉아 있는 
데에만 사용되며 이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거나 만남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만
남을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만 활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개별자로 존재하게 되고 주변과 
어떠한 소통도 이루지 않는다. 이들 역시 군중보다는 대중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동일한 공간에서 기다리는 이들의 목적, 즉 관심사는 같다. 그러나 이들 역
시 어떠한 감정적인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Ÿ 장기적 체류 (의도적 체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단일 공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 머무름이 의도적인 경우
가 많다. 공간 안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장소 안
에서의 머무름은 이동을 동반한다. 예를 들면 쇼핑객들이 그러하다. 쇼핑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장소를 벗어나
지 않는다.

그림 2-13 비-장소 내에서 순환하는 쇼핑객들

 
그림 2-14 비-장소 속 ‘실내 속의 가로’와 ‘실

내 속의 실내’

비-장소는 교통 관련 공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들도 포함
한다. 이때의 비-장소는 공간 자체 내에서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공항
이 공항 도시가 된 것처럼 이러한 비-장소들도 닫혀있는 하나의 도시와 같다. 
도시에는 길과 같은 공적인 공간도 있지만 주택과 같은 사적인 공간도 있다. 이
러한 공간의 분리는 비-장소 내에서도 나타난다. 건물 내부에 가로가 생기고 내
부 속에 또 다시 내부가 생겨난다. 사람들은 ‘실내 속의 가로’, 즉 ‘실내 속의 실
외’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머물지 않는 것
과 같다. 사람들은 ‘실내 속의 실내’38)를 찾아 그 안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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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콘치의 말대로 “어떤 사람은 그곳에 특별히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갈 수도 있
고 다른 사람은 무엇보다 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갈 수도 있다.”39) 특히 계속
해서 새로운 기능들과 결합하는 현대의 비-장소의 특성상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 뒤섞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서로 관심사와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 속을 지나게 되고 또 서로 각기 다른 시간 
동안 동일한 공간 속에 머무르곤 한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하나의 관심사에 
의한 대중으로서 비-장소에 모이기도 하지만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시 말해 
군중이 되기 위해서 그 곳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문은 의도적인 방문으
로 비-장소가 이동하는 중의 과정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방문이다. 이
러한 방문의 경우, 공간 속에 머물게 되는 체류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때문에 
장기적인 체류 속에서 대중이 아닌 군중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행태가 나타나게 
된다.

성격에 따른 분류 행태에 따른 분류

대중

(1) 스쳐지나감

(2) 일시적 체류

(불가피한 체류)

(3) 장기적 체류

(의도적 체류)군중

[표 2-3] 사람들 무리의 성격과 행태에 따른 분류

(3) 정체성 확인의 공간

비-장소를 이용함에 있어 입장을 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 시
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차권이 필요하고 놀이 공원 역시 입장권이 있어야 들
어갈 수 있다. 호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투숙객들로 제한되며 비교적 
입장이 자유로운 쇼핑몰의 경우에도 멤버십이 요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

38) ‘실내 속의 실내’라는 표현은 헤르만 헤르츠버거 (Herman Hertzberger)의  ‘건물 속의 
건물(buildings-within-a-building)’이라는 용어에서 가져왔다. 이에 맞추어 ‘실내 속의 실
외’, ‘실내 속의 가로’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 Herman Hertzberger, 「Collective 
Space, Social Use」, Architectural Positions: Architecture,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SUN Publishers, p.96

39) Vito Acconci, 권영민 역, 「사유 시대의 공공 공간」,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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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지하철 개찰구

그림 2-16 상하이역 입구 보안검색절차

한 정체성 확인의 과정은 이용자들에게는 안전한 환경, 그리고 비슷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부여해주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공간을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도록 만들어준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현
재 서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특정 장소와는 상관없이, 비
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주장한다.40)

Maarten Hajer는 지하철의 회전문, 공항, 백화점, 그리고 도서관과 학교의 전
자 출입구를 새로운 공공 영역의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1) 그는 이러
한 전자 출입구는 공원과 같이 모
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적 공간의 
울타리와 같은 의미라고 말한다. 
이러한 전자 출입구는 사람들을 안
심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전자 출입구를 통과함으로써 자신
의 정체성을 확인받게 되고 공간 
안에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유사한 정체
성을 가진 이들이라는 사실에 안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다.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제한된 자유로움’이다. 
그들은 특정 공간 내에서 감시를 받
고 지켜야할 규칙이 있으며 이에 어
긋날 시에는 통제를 받게 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공간 안에 들어서게 되면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흥미가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살 수도 있다. 또한 원

40) Alvin Toffler, Future Shock (New York:Bantam), 1970, p.91~94 ; Edward 
Relph, 김덕현, 김현주, 심승회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86에서 재인용

41) Maarten A. Hajer, op.cit.,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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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놀이 기구를 선택하고 탑승해 즐길 권리가 있고, 짐 가방이 없는 편안한 
상태로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난 채 비행기를 기다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허가
와 보장이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나아가 이것
은 사람들이 비-장소에게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정
돈되고 깨끗한, 관리 받는 공간 안에 있을 때에 관리 받지 못하는 공간에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고 이를 선호하게 된다.

2.2 ‘공공화된 공간’의 개념

2.2.1 ‘공공화된 공간’의 등장 배경
‘공공화된 공간’은 비토 아콘치(Vito Acconci)가 사용했던 용어로 space that 

is made public, 즉 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정의에는 그 공간이 공적
이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비토 아콘치가 말하길 공공화된 공간이란, 대중
이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권력에 의해 공공화된 
장소42)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과거에
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콘치가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왕족의 공간, 보행자 공
간, 혹은 어떤 단체의 공간 등이다. 과거에 이처럼 공간으로 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은 국가나 절대 왕정이었지만 현대에는 이를 대신해 특정 단체, 특히 
자본이 힘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곧 사유화된 
공간을 가리키고, 이러한 공간이 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유화된 공간이 
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공공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공공화된 공간’을 살펴볼 것이다.

마이클 솔킨(Michael Sorkin)은 현대의 새로운 도시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43) 첫 번째로 현대의 도시에서는 물리적인 지역(local physical)과 문
화적 지형(cultural geography)의 안정된 관계의 소멸, 즉 어떠한 특정한 공간
과의 결합이 약해진다. 이러한 장소는 완전히 국가나 지역에 상관이 없다
(ageographic). 이것은 개방된 장이나 도심의 중심부 어디에나 동일하게 삽입이 
가능하다. Kristiaan Borret는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generic city44)가 

42) Vito Acconci, op.cit., p.93
43) Michael Sorkin,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Hill and Wang, 1992, 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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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속한다고 말한다.45) 렘 콜하스는 generic city의 예로 공항, 특히 스키폴
공항을 들면서 이를 ‘공항 도시’라고 부른다. 가장 대규모의 교통시설인 공항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시설 외에도 상업 시설, 호텔, 편의 시설 등 여
행과 연결되지 않은 시설들이 점점 더 많이 설치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
게 되었다. 이처럼 공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완벽한 유사 도시로서 기능
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주변의 다른 도시 영역과 크게 소통할 필요
가 없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한 공항들을 만나볼 수 있다. 렘 콜하
스는 이를 두고 ‘공항의 도상학적/기능적 관점에서 보자면 공항은 초-지역적이
나 초-세계적인 하나의 중심이다. 도시 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살 수 있다
는 점에서 초-세계적이며,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는 점
에서 초-지역적이다.’46) 라고 말한다.

현대의 새로운 도시는 현대인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로 인해 시
민들에 대한 조종과 감시가 심해지고 사람들 간의 분리도 늘어나게 된다. 솔킨
은 여기에는 기술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기술적
인 방법에는 치안 유지 활동 기술들과 컴퓨터화(전자화, 자동화)가 포함된다. 물
리적인 방법에 따라 여행객들은 어딜 가나 똑같은 공항, 호텔, 사무실을 마주하
고, 쇼핑객과 사무실 직원들이 위협적인 도시 지역으로부터 안전한 통제되는 환
경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솔킨은 이를 두고 ‘도시 계획에서 커뮤니티들의 통합
물이라는 도시의 역사적 역할은 사라지고 대신 선택적인 발전과 구분을 강요한
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도시는 소통의 공간이 아닌 ‘격리’의 공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도시는 시뮬레이션의 도시, 텔레비전의 도시, 그리고 놀이공
원으로서의 도시라고 솔킨은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것이 유
일하게 공식적인 도시적 가치가 되어서 이를 보존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44) generic city는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권영민 역, 
spacetime, 2009)에서 보편적 도시라고 번역되었으나 이는 알맞지 않은 용어라고 판단되
므로 원어 그대로 generic city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45) Kristiaan Borret, ‘ON DOMAINS : The Publics, the Private and the Collective’, 
OASE #54: Re: Generic City, SUN Publishers 2001, p.52

46) Rem Koolhaas, 권영민 역, 「Generic City」,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0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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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디즈니랜드의 인공적인 메인 거리

Disneyland main street 

(출처: http://www.museumofthecity.org/)

도시 디자인 작업은 복제와 도시를 
위장하는 데에만 사로잡혀 있다. 솔
킨이 예로 드는 것 중 하나가 [그림
2-17]과 같은 디즈니랜드의 메인 
거리로 그 곳은 다양한 국가의 거
리를 재현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도시는 과거의 것을 보존하
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거 모방품에 
불과하다. 이것은 공공 공간의 측면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의 공공 
공간인 아고라, 광장(piazza)을 이상적인 공공 공간으로 보고 현대의 공공 공간
은 그 모방품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사람들은 끊
임없이 과거로의 회귀만을 원한다.

솔킨의 말을 정리해보면 현대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현대 도시는 국가나 지역과 관련이 없이 generic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2) 현대 도시는 안전에 대한 요구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3) 현대 도시는 재현을 통한 인공적인 도시이다.

현대의 ‘공공화된 공간’도 이러한 현대 도시의 특징에 따라 새로운 특성을 보이
게 된다.

2.2.2 ‘공공화된 공간’의 특성
(1) 파편화된 공간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은 현대의 도시를 파편화된 공간들의 합으로 본다.  인
간의 정주지가 고밀도의 도심에서 주변의 공간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인간들
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고립된 장소들의 증가로 공간적 분리가 일어
났고 이것이 파편화된 공간들로 이어진 것이다. 리차드 세넷(Richard Sennett)
은 19세기의 도시 계획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개별자들의 집합을 창조했다고 말
한다.47) 현대의 도시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

47) Richard Sennett, 임동근, 박대형, 노권형 역,  살과 돌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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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서울 지하철 노선도

계도 파편화되어 있다.

공간적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파편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교통 시설의 발달은 공간 간의 연결은 가능
하게 해주었으나 상호교류나 만남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
다. 또한 공간 간을 연결함에 있어서도 이동 중에 지나게 되는 공간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졌다. 리차드 세넷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신
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를 원했고 따라서 주변 공간에서 자극
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48) 이 같은 육체와 공간을 분리시킨 것은 속도인데, 
빠른 이동 속도는 주변의 지나가는 풍경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
국 이동하는 인간들에게 공간은 출발지와 도착지라는 하나의 점으로써 존재한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
시가 지하철 노선도이다. [그림 
2-18]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
면 각 역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점은 연결하는 노선들이 선으로 
이어져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출발
하는 역과 도착하려는 역이라는 점
으로 각 공간을 대변해 느끼게 된
다. 이것은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철도역이나 버스 정
류장 역시 도시 내 하나의 점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현대 도시에서 공간들은 파
편화 되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

과거의 공공 공간인 아고라는 도시 내에 하나의 점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
다. [그림 2-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고라를 다른 곳과 구분 짓는 경계는 분
명히 존재했으나 하나의 큰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교
통수단의 발달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고라는 도시의 중심에 단독적
으로 존재했고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고라는 
도시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힘도 약해지게 되었다.

문화과학사, 1994, p.340
48) Ibid., 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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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아테네 아고라, B.C 400년경

(출처 : 살과 돌)

아고라에 모여 의견을 표명하던 사람들은 
도시가 파편화될수록 점점 흩어졌으나 그 
흩어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또 다시 모여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근대의 이런 
‘공공화된 공간’의 사례는 카페나 살롱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카페가 번성했던 
것은 17~18세기의 일로 초기에는 문예적 
비판의 중심지로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과
거 아고라와 마찬가지로 공론이 이루어지
는 장소로 정치적 비판의 공간이 되었다. 
카페는 사유화된 공간이었으나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들었고 공적으로 이 공간을 사
용하였다.

현대의 완벽하게 파편화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끊임없이 이
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공간은 이러한 이동 동선끼리 만나는 곳
이다. 이러한 공간들을 ‘결절점49)’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
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곳에 모이게 되면 그 공간은 ‘공공화된 공간’이 
된다. 사람들이 이동 중에 지나게 되는 공간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 공간이다. 현대의 ‘공공화된 공간’은 이동하는 사람들의 결절점에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결절점은 파편화 되어 도시 곳곳에 위치해있다.

(2) 감시와 통제의 공간

‘공공화된 공간’에 대해 이용객들은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들
은 특정 사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에게 권한이 
있는 공적인 공간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벤치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화
단 위에 걸터앉거나 [그림2-20]과 같이 잔디 위에 눕거나 앉을 수도 있다. 그들

49) 결절점(結節點, Knotenpunkt, nodal point)는 다음의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① 여
러 가지 기능이 집중되는 접촉 지점 ② 둘 이상의 길이나 대오리, 끈, 선 따위가 맺히는 
지점. 즉 서로 다른 기능들이 만나게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통결절점이란 전철/지하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에서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혹은 간선
교통망이 집중되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교통 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말한다. (강동구 의
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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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공원

은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러
나 공적인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공간, 다시 말해 그 공간이 통제되
고 규제되는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아서는 안 된
다. 앉아 있고 싶은 사람들은 앉을 
수 있는 곳, 즉 의자가 놓여 있는 
등의 앉아도 좋다는 표시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이처럼 ‘공공
화된 공간’은 통제의 공간이다.

민주적인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아고라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
서게 되면 모두 평등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에는 일정한 
자격이 따랐다. 마르쿠스 슈뢰르는 이러한 공적 공간 속의 불평등함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지적한다.

공적 공간의 사적 공간화에 대한 개탄 속에서 자주 망각되는 것은 공적 공간

이 어떤 경우든 공공성을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고전적인 공

적 공간 역시 결코 아무나, 그리고 어느 때나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망각되고 있다. 예컨대 여성들에게는 공공 공간의 출입은 언제나 거부

되었기에 만인에게 열려 있는 공공성이라는 표상은 남성적 지각에서 나온 것

이다.50)

이처럼 아고라 내에서 평등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필요했다. 아고
라는 시민에게‘만’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이었다. 때문에 여성이나 노예, 또는 외
국인들은 아고라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따라서 평등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
다. 조금 더 가까운 과거인 카페의 경우에도 그 내부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입장
이었으나 이곳 역시 입장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따랐다. 여자나 노동자는 이곳에
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민주적인 평형을 이룬 것은 귀족과 부르주아 
지식인들뿐이었다. 두 경우 모두 그 공간 안에서 평등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슷한 또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
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 가능한 이상적인 공공 공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50) Markus Schroer, op.cit.,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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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보행로와 공공 어린이 놀이영역의 구분

그림 2-22 도시 곳곳에 위치한 CCTV

았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화된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
인 공원의 경우에도 통제는 존재한
다. Maarten Hajer는 ‘공공 공원 
주변 울타리가 그 곳이 특정 사용
과 행동이 기대되는 특별한 장소이
고 도시의 다른 공공 공간들에 비
해 정밀히 만들어진 규칙들이 적용
되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낸다.’51)고 
말한다. 이것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
의 약속이다. 이러한 공적 공간과 ‘공공화된 공간’의 차이점은 공적인 공간에서
는 시민들이 그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책임감을 느끼
고 스스로를 규제하며 공간을 유지한다. 그러나 통제, 나아가 가로등 및 CCTV
의 설치 등 감시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공화된 공간’과 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은 안전한 환경을 선택해 이동하고 모여들 것이다. 사람들은 위험에 노
출되느니 감시와 통제를 받는 쪽을 
선택한다. 도시 곳곳에 위치한 
CCTV들이 이러한 현대인의 심리를 
대변한다. Maarten Hajer 역시 
“편재하는 CCTV는 그들이 기술적
으로 통제되는 환경의 추구에 대한 
표현”52)이라고 말한다.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감시 체계가 없이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없다.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통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현대인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격리에 대한 요구 역시 마찬
가지이다. 과거에는 그 대상이 여자와 노예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에도 역시 

51) Maarten A. Hajer, op.cit., p.121
52) Ibid., p.124



- 35 -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일반인들은 그들과의 격리를 원한다. Kaat 
Vandervelde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원치 않는(unwanted), 요구되지 않는
(undesirable) 방문자’ 라고 부르고 그 예로 노숙자, 거리의 갱들, 마약 중독자 
등을 제시한다.53) 사람들은 격리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
람들이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안도하게 된다. 위협의 요소
가 적어진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익명성을 획득했기 때문이
기도 하다. 사람들은 감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 아래서 편안함을 느
낄 것이다. 오제는 ‘정체성의 확인 없이는 개별화도 없고 익명성에 대한 권리도 
없다.’54)고 말한다.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통제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들이 익명
성을 얻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공화된 공간’은 공적인 공간도 사적인 공간도 아니다. 근대 이후 공적임의 
경계와 사적임의 경계는 모호해져 왔으며 공적 공간이 사적 행위에 사용되는가 
하면 사적 공간에서 집합적인 사용이 허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유화된 공간에
서는 더욱 더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동시에 더 안전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Kaat Vandervelde 는 “노숙자들은 무료입장
(free-entry)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즉시 쫓겨날 것이다.”55)라고 말한다. 쇼핑몰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아고라에 들어설 때처럼 시민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그곳이 사유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루어진다. 그 판단은 시민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시민들은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러나 많은 수의 시민들이 그 안에 모여든다. 멤버십과 같은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사유화된 공간에도 사람들은 모이고 그 공간을 공적으로 
사용한다. 그 곳에서 그들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쇼핑에만 몰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의 ‘공공화된 공간’은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지만 공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사유화된 공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공공화된 공간’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된다.

(3)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사람들은 그들이 쇼핑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가질 때 즐겁기만을 원하지 외부
의 자극으로부터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놀이공원이다. 

53) Kaat Vandervelde, ‘Dealing with the commodification of urban space : How 
inhabitants can become users instead of clients of their urban space‘, 2013, p.4

54) Marc Augé, op.cit., p.83
55) Kaat Vandervelde,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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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평의회 회의소 내부 (출처 : 살과 돌)

놀이공원이 즐거운 이유는 그 곳이 도시의 자극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
람들은 그 안에서 외부의 다른 걱정들을 잊고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 때 받는 규제는 기쁨의 규제56)로 사람들이 기꺼이 감수하는 규제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장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생활의 위험하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도시의 삶의 
특징인 예측 불가능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을 근절시킨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
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의 공간에서 하는 경험은 인조의 경험이라고 본
다. 마크 오제는 새로운 공간들이 격하당하는 이유 중 하나를 이 같은 진정성의 
부족으로 꼽았다. 과거의 ‘공공화된 공간’이었던 아고라나 카페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대의 ‘공공화된 공간’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고
라에서는 발언은 자유로웠던 반면 육체적 행위가 통제되었는데,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낯선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므로 시민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른 
육체들 사이를 통과하고자 했다. 즉,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낯선 이와의 조우(遭
遇; 우연히 서로 만남)를 의식적으로 피해왔던 것이다. 세넷은 이러한 아고라를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야 할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장소라고는 보았으
나 진정한 ’회합의 장소‘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가 회합의 장소라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의회 회의소(Bouleuterion)였다. 회의소의 벽과 지붕은 그 공간을 
아고라의 소란으로부터 격리시켜 주었으며 엿보거나 넘어 들어갈 수 없게 해준
다. 이러한 공간은 행위의 다양성은 
보장하지 못할지 몰라도 한 가지 
행위에 집중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
준다. 단일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관
람석은 [그림2-23]과 같이 경사지
게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배치는 
의도적으로 감시체제를 형성한다. 
공간이 활용되는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56) “jolly regulated vision of pleasure”, Maarten A. Hajer, op.cit.,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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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비토 아콘치의 정의

‘공공화된 공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없는 공간은 아니다. 오히려 그 공간의 목적에 충실한 행위에 집
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쇼핑몰에서는 쇼핑에 집중할 수 있으며 놀
이 공원에서는 즐겁게 노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진정성을 가진 공
간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다양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2.3 유사(類似) 공공 공간 : 공공 영역의 확장
비토 아콘치는 공공 공간의 정의를 ‘사

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보고 ‘공공화된 
공간’ 역시 공공 공간에 포함된다고 보
았다. 공공 공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대중에게 있느냐 없
느냐에 의해 공적 공간과 ‘공공화된 공
간’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화된 공간’
은 본래는 공공 공간이 아니지만 공공으
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공공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공공 공간이 되지만 본래 공공 공간이 아닌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
화된 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공공 공간이 아니지만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類似) 공공 공간이다.

‘공공화된 공간’은 비토 아콘치의 정의와 같이 공공 공간 안에 포함이 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그림2-25]와 [그림2-26]의 과정과 같이 유사 공공 공간으로서 공
공 영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5 ‘공공화된 공간’의 발생
 
그림 2-26 유사 공공 공간으로서 공공 영역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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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도시는 밀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단독적인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공공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
하다. 이에 대해 이기호는 두 가지의 공공 영역의 확장 혹은 활성화 전략을 제
시한다.57)

(1) 사사화된 공공영역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전략

(2) 사적 공간에서 이미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장소를 공공영역으로 정립하

는 전략

‘공공화된 공간’은 이 중 두 번째 전략과 유사하다. 항상 사적인 공간에 '공공
화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화된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
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해 공공성이 담보되는 곳이다. 공공 공간
이 아닌 곳에 공적인 사용과 기능을 넣어줌으로써 공간은 공공화 된다. '공공화
된 공간'은 유사 공공 공간으로서 공공 공간의 영역의 확대해줄 가능성을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57) 이기호, 「21세기 공공성의 정치학의 재구성」, 공공성 PUBLIC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2008, 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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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

         3.1 비-장소의 공공화 : 비-장소 속 ‘공공
화된 공간’

         3.2 ‘공공화된 공간’의 건축화 필요성
         3.3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3.4 소결

3.1 비-장소의 공공화 : 비-장소 속 ‘공공화된 공간’
2.1.1절에서 비-장소가 장소를 만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장소는 이동과 통

행의 공간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소는 항상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곳에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사막 실크로드를 따라 생겨난 도시들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도시들 중 하나인 페트라(Petra)는 기원전 7세기부터 2세기까지 이 지역에 
살던 나바테아인(Nabataean)이 건설한 사막에 있는 고대 대상(隊商) 도시로, 해
발 950m에 건축된 산악도시이다. 예로부터 이곳은 사막의 대상이 홍해와 지중
해를 향해 갈 때 반드시 거치는 교역의 중간 기착지였다. 그 지리적 이점 때문
에 이들은 사막의 한가운데에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 틈새에 도시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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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크 로드 경로와 주변 도시들

설했다.58) 사람들이 같은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점점 모이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 공간을 창출
해내는 것이다. 이동과 통행의 공
간인 비-장소 역시 공간을 이끌어 
낸다. 이렇게 생겨난 공간은 사람
들이 수렴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
람들이 비-장소가 만들어낸 공간
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공공의 공간59)이 된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공공 공간에 갈 기회를 갖기
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은 이동하는 공간 속에, 지나가는 도
중에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비-장소가 장소를 만들 듯이 공공 
공간, 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공공 공간을 이동 경로와 근접한 곳에 
만들 수 있다면 그 공간은 현대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적 공간이 될 수 있
다.

나아가 비-장소 ‘안’에 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사 공공 공간’을 만드는 것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장소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결합하면서 점
점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완결체로서의 공간은 비-
장소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 비-장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계속 해서 중첩되며 새로운 기능들이 덧
붙여진다.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헤르만 헤르츠버거(Herman Hertzberger)는 이 같은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실내에 있는 도시의 연장선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60) 그 대표적인 예로 19세기의 아케이드나 현재의 ‘공적인’ 쇼핑몰을 드
는데, 그런 공간들에서는 공공 공간마저도 실내로 파고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는 
쇼핑몰을 사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상대적으로 공적’인 공

58)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80&contents_id=1399
59)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 비토 아콘치는 ‘공공 공간이란 생각할 것도 없이 대중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어떠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60) Herman Hertzberger, 권영민 역, 「집합적 공간, 사회적 이용」,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
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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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바로 앞서 말한 ‘유
사 도시’ 속 ‘유사 공공 공간’, 즉 비-장소 내에 존재하는 ‘공공화된 공간’이다. 
그는 대형 공간 안에 여러 기능들이 결합한 것을 건물 안의 건물들로 말하면서 
그에 따른 건물 내의 거리와 광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장소와 ‘공공화된 공
간’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지 않고 서로 겹쳐질 뿐이다.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이러한 사회적 공간은 도시의 모델이며 그 도시적 공간의 요약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건물들은 자그마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61)며 건물 
안을 또 하나의 도시로 보았고, 센트럴 시티나 공항 도시62)라는 명칭을 보았을 
때 이것은 보편적인 시각이 되었다. 비-장소는 이른바 ‘비-장소 도시’가 되어가
고 있다.

그림 3-2 센트럴 시티

 그림 3-3 인천 국제 공항의 공항복합도시 개

발 계획 지도 (일부)

결합을 거듭할수록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은 한 공간 내에서 모든 것
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비-장소의 내부는 잉여의 공간을 가질 가
능성을 갖게 된다. 그 잉여의 공간은 단순히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
지 활동이 가능한, 마치 과거의 광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사람들은 비-장소 안에
서 이동하기도 하지만 공간을 공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머무를 때에도 
비-장소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장소 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을 내부에서 제공해준다. 비-장소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과 결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61) Ibid., p.116
62) 공항 도시는 렘 콜하스가 스키폴 공항을 가리키며 한 말 외에도 인천공항에서 주변 지
역을 개발하여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러한 
표현이 보편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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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유사 가로’가 있고, ‘유사 공
공 공간’ 또한 존재한다. ‘유사 가로’는 이동과 통행이라는 기존의 비-장소가 갖
는 성격을 유지한다. 반면 ‘유사 공공 공간’은 공공 공간과도 같은 성격을 띠는 
‘공공화된 공간’이다.

[그림3-2]는 용산역 내부 대합실의 모습으로, 하나의 대형화된 공간 속에서 비-
장소적인 모습과 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인 ‘공공화된 공간’의 모습을 동시에 찾
아볼 수 있다. 이처럼 비-장소 속에서 ‘공공화된 공간’은 이미 생겨나고 있다. 
비-장소 속 일부 공간들이 공공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장소가 공공화되고 
있다. 공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공공화된 비-장소는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
는, 유사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공간이기도 하다.

비-장소 ‘공공화된 공간’

그림 3-4 비-장소 속에 공존하는 이동 공간과 ‘공공화된 공간’ (용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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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Le parc de la Villette(Paris)

3.2 ‘공공화된 공간’의 건축화 필요성

3.2.1 건축화의 개념
공간은 건축 이전의 개념이다. 따라서 공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

기 위해서는 공간은 실체화하는 과정, 다시 말해 건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축화(建築化)가 갖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63)

건물에 갖추어 놓는 가구나 설비 따위를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일

건축화란 건축물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일련을 과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건축화의 과정이 반드시 
지붕, 벽, 바닥 등을 모두 갖춘 완
결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화의 과정이라 
함은 건축적인 시각으로 건축적인 
조작이나 장치가 적용된 공간을 가
리킨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이 지어
지지 않은 야외의 공간이라 할지라
도 가구나 기타 설비 등을 설치해 줌으로써 건축화 되는 것이 가능하다. 베르나
르 츄미Bernard Tschumi가 디자인한 라 빌레트 공원Le parc de la Villette에
서 내부를 갖는 폴리folly만이 건축화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건축화되지 않은 공
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통적인 공공 공간인 공원과 광장, 길 등은 건축화 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과거 공공 공간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공간이 비워져 있었
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텅 빈 공간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인
들은 그저 무심히, 바쁜 발걸음으로 공간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들의 발걸음
을 멈출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은 이상 그들이 자진해서 갑작스럽게 멈추어 서지

63) 국립국어원



- 44 -

는 않을 것이다.

(1) 영역의 설정 및 기능의 부여

건축화의 중요성을 영역을 짓는다는 데에 있다. 건축화된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공간과 구분이 된다. 꼭 벽으로 닫혀 있지 않아도 바닥에 주변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지붕을 씌워주는 등의 행위는 그 곳이 건축화된 영역임을 분명히 해
주는 장치이다. 아케이드와 같은 지붕만 있는 시설도 건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울타리를 둘러서 영역을 구분 짓는 것과는 다르다. 공간
이 영역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이 텅 비어 있게 되면 그것은 건축화된 공간이
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건물의 전면 광장이 아무런 디자인도 장치도 갖추
지 않은 채 그저 비어있다면 그 곳이 그 배후에 있는 건물의 영역에 포함이 되
어 있더라도 건축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공간이 건축화 되기 위해서는 디자
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건축화의 과정을 거친 공간은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는다. 비어있는 공간이 건축화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와 시그램 빌딩(Seagram Building)은 전면 
광장을 잘 활용한 좋은 예이다.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광장이 건축화 
됨에 따라 광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많은 공적인 움직임들이 
이곳에 모여든다. [그림3-6]와 [그림3-7]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광장의 이
용 자체를 목적으로 이곳에 온다. 건축화의 과정은 광장이라는 영역을 구분 짓
기도 했지만 그곳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3-6 록펠러 센터 광장

 
그림 3-7 시그램 빌딩 광장

록펠러 센터의 광장은 산책로와 함께 건물로의 출입구로 작용한다. 때문에 공
적 공간이 건물로 침투하게 된다. 다이아나 아그레스트Diana Agrest는 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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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의 광장은 디자인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이 공
간이라고 말한다.64) 건물을 찾는 사람들은 건축화된 전면 광장이 있음으로 해서 
건물로 들어서기 전에 길에서의 자연스러운 전환의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외부 공간인 전면 광장을 비워둘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의 현관으
로서 보고 공적인 역할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공적인 성격이 건물 
안까지 관입되게 된다.

(2) 주변 맥락과의 연계성

앞서 언급했듯이 사방이 닫혀 있는 폐쇄적인 건물만이 건축화된 공간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건축화 함에 있어 주변의 맥락이나 주변과의 소
통이 중요하다. 오히려 건축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변 맥락과의 연계성을 만들
어낼 수 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은 기존의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
로는 아케이드와 같이 기존에 있던 길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화 방법이다. 사람들은 이동의 흐름이 끊이
지 않은 채 내부로 들어설 수 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사실은 의도적
인 이끌림에 의해 공간으로 접근한다.

건축화는 일종의 상징이자 기호이다. 사람들은 건축화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판별해낼 수 있다. 그리고 건축화된 공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떠
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아케이드는 사람들에게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떠올리도록 
만든다. 지하도는 사람들에게 끊어져 있는 두 지역 간의 연결을 연상시킨다. 건
축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
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길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길을 
이용했던 전자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건축화의 과정이다. [그
림3-8]과 [그림3-9]의 I.D.S. Center와 Pennzoil Place는 거리가 건물 안까지 
연속해서 들어온 경우이다. 이렇게 거리의 연속은 사람들이 길에서 건물로 자연
스럽게 연결되어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전면 광장의 활용이 사이 
공간에서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길의 유입이라는 방법은 
방향성을 유지한 채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 

64) Diana Agrest, Architecture from without, MIT Press, 1993,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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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일본 홋카이도의 아케이드

내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의 거리를 걷는 것처럼 공간 속을 이동한
다.

그림 3-8 I.D.S. Center (Minneapolis)

 
그림 3-9 Pennzoil Place (Houston)

(3) 쾌적한 환경의 제공

지붕은 외부 환경, 특히 날씨와 같은 자연에 의한 요소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외부 쇼핑가에 지붕을 씌워 
만든 아케이드는 이러한 점을 이용
한 것이다. [그림3-10]는 일본 홋
카이도의 시장의 풍경으로 눈이 많
이 오는 지역의 특성상 많은 거리
가 이처럼 아케이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더운 여름날 그늘 
아래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지붕이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특징은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통
제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영역을 구분 지어 준다는 점이다. 비록 연결된 공
간이지만 지붕이 덮고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은 확연히 구분이 된다. 그
러나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벽 역시 필요하다. 지붕은 날씨로부터는 사람들
을 보호해주나 실내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기에는 노출되어 있다. 
흡연 구역이나 쓰레기장 같은 혐오 시설의 경우에는 벽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실
외에 설치되어야 한다. 완벽하게 통제되는 환경은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일반 공공 공간과 같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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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뉴욕의 IBM아트리움의 대나무 숲

전히 노출되는 것보다는 건축화를 통한 일정한 폐쇄감을 부여해주는 것을 오히
려 선호한다. 뉴욕의 IBM아트리움의 경우 초창기에는 가로에서의 입구, 내・ 외
부를 관통하는 막힘없는 시선과 더불어 그 안에 조성된 대나무 숲이 매우 특징
적인 ‘공공화된 공간’이었다. 그런
데 그 안의 기능에 변화를 주면서 
대나무 숲은 줄어들고 의자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용
자들 중에는 이전의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적절함 폐쇄감은 
사라지고 너무 노출되어 보인다고 
불만을 표하는 이도 있었다.65) 결
국 대나무 숲을 조성하는 건축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그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느끼고 있던 것이다.

3.2.2 건축화 되지 않은 ‘공공화된 공간’ 의 문제점
공간이라는 것은 건축 이전의 개념이다. 건물이 없어도 공간이 될 수 있다. 그

런 의미에서 ‘공공화된 공간’ 역시 아직 건축화 되지 않은 개념이다. 거리, 광장, 
공원과 같은 전통적인 공공 공간들은 대부분 건축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
에 사람들은 공공 공간이 건축화 되면 더 이상 공공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공화된 공간’은 다르다.

(1) ‘공공화된 공간’의 사용

과거의 공공 공간이었던 외부의 공간이 현대에 갖는 문제점은 이들이 사람들에
게 단지 걷는 것 외에는 어떠한 행위의 가능성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대형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
도 없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넓고 개방된 공간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나친다. 사유화되지 않은 공적인 외부 공간이지만 사람들은 그 공간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없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는 단순히 배회하는 것뿐이다.

65) 신병윤, ‘포스트모던도시의 공적·사적공간관계론 본 한국도시공동주거에 관한 연구’,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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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예술전시공간으로 변모된 IBM아트리움

'공공화된 공간'은 사람들이 모이고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
은 소속감을 느끼고 감정적인 공유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은 특
별한 이유가 없이는 한 곳에 오래 멈추어 있지 않는다. 때문에 '공공화된 공간'
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멈출만한 무언가를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공공 공
간과 '공공화된 공간'의 차이점이다. '공공화된 공간'은 공적으로 사용되도록 '만
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건축화'이다. 
건축화 되지 않은 공간도 공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곳에서 사람들
이 체류하도록 붙잡아 두지 못한다.

비슷한 이유에서 초기의 IBM아트
리움의 특별한 프로그램 없음이 지
적되었다. 지나치게 공적인 사용만
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모든 권리
를 대중에게 준 공적 공간은 지나치
게 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대중
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도어 버린다. 때문에 
대중들은 오히려 '공공화된 공간'을 
선호하게 된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
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화된 공간'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공간에서 제공해주던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대나무 숲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공간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건축화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공간은 [그림3-12]과 같이 예술작품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
술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2) ‘공공화된 공간’의 안전

비토 아콘치는 공공 공간과 '공공화된 공간'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공공 공간은 도시 한가운데 놓인 장소이지만 도시로부터 고립된 곳이기도 하

다. 공공 공간은 광장과 같이 골목의 끝이나 막다른 길과는 분리된 개방된 공

간이다. 공공 공간은 어둡고 연기 가득한 방안의 계략이나 음모와는 거리가 

먼, 광장과 같이 밝은 빛의 공간이다. 공공화된 공간은 그 반대의 것에서 시작

된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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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된 공간’은 공공 공간과 달리 ‘밝음’이 보장된 공간이 아니다. ‘공공화된 
공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밝음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 ‘공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공공 공간이 ‘고립’을 
통해 그러한 밝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고립’을 통해서이다. 격리를 통
해서 밝은 공간을 얻을 수 있다.

밝은 공간이란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공간이다. 신병윤은 도시의 새로운 공간들
이 보다 억압적인 감시를 통한 조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범죄에 대한 
공포로 인한 안전 확보 욕구라고 본다.67) 그는 또한 이러한 감시가 도시의 파편
화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들의 주장은 이제 도시의 많은 공간들은 저항하기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를 통한 조정상태가 되었다는 것과 도시 내 조정된 고립장소의 증식으로 

도시가 공간적 분리화현상을 강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다.68)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격리’를 원한
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이유로 ‘공공화된 공간’과 비-장소에서 이루
어지는 감시와 통제를 감수한다. Maarten A. Hajer 또한 위험한 환경에 대한 
해결책은 그 곳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유화 외에도 다른 하나
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그 공간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다.69) 즉 건축화 
역시 밝은 공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 환영받지 못하
는 방문자들을 격리하는 것이 ‘자격’이었다면, 현재는 건축화를 통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비-장소와 그 안의 ‘공공화된 공간’은 많은 사람들
이 지나고 모이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 원치 않는, 
요구되지 않는 방문자에 대한 격리가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 때
문이다. 과거에는 야외의 공간이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
는 공간이었다면 현대에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의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한 자들만이 밖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

66) Vito Acconci, op.cit., p.94
67) 신병윤, op.cit., p.69
68) Loc.cit.
69) “The most simple solution for dangerous squares and parks is to simply 
phase them out by building on them or privatizing them”. Maarten A. Hajer, 
op.cit.,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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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서울역 전면 광장의 노숙자들

그림 3-14 뉴욕의 소니 광장

황이다. [그림3-13]과 같이 서울역
의 전면 광장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역과 연결되어 있는 아울렛 안
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전
면 광장과 건물 내부는 위치상으로
나 접근성 상으로는 모두 같은 조
건을 지닌다. 그리고 서울역과 그
와 연결된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전면 광장을 지나야 한다. 때문에 서울역의 전면 광장 역시 
‘공공화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공공화된 공
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이유는 건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건축화
라는 공간의 안전성 확보는 ‘공공화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된
다. 때문에 건축화된 공간에서 환영받는, 또는 배척받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는 
전면 광장에 머물지 않고 건물 안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간다.

비슷한 사례로 뉴욕의 소니 광장
(Sony Plaza)이 있다. 소니 광장은 
소니사(社)의 소유이지만 뉴욕시가 
사적소유의 공적 공간 제공으로 계
획한 ‘공공화된 공간’이다. 때문에 
공적 공간으로서의 평등한 접근성
이 보장됨과 동시에 소니사의 사적 
이익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했
다. 이 계획은 제안된 시점부터 논
란거리가 되었는데, 소니사가 내세
운 논리는 기존의 아케이드 공간은 쾌적하지 않으며 바람을 막지 못하고 추운 
반면, 새로이 디자인된 공간은 기온조절, 의자의 제공, 공적 화장실의 설치와 같
은 편의시설을 통해 공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소매점들이 공적 공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면 더욱 공적인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니사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
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과 잠재적 고객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자들과 
분리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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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 공간

돌아다니는 공간

대화를 나누는 공간

그림 3-15 쇼핑몰 속 다양한 행위 (COEX)

3.3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3.3.1 비-장소의 사례
(1) 도심 쇼핑몰

쇼핑몰과 백화점의 차이점은 쇼핑몰은 여러 백화점들이 결합한 것이라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쇼핑몰은 비교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교외
에 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에는 그 수요 때문에 점점 도심 속에도 생겨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도심 속의 쇼핑몰과 교외의 상업 시설을 구분하도록 한다.

렘 콜하스가 공항을 공항 도시라고 한 것과 같이 쇼핑몰도 ‘쇼핑몰 도시’로 보
아야 한다.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의 기능도 쇼핑을 
넘어서고 있다. 쇼핑몰은 점점 더 ‘모든 것을 포함(all-inclusiveness)’한다. 때문
에 렘 콜하스와 같은 이들은 쇼핑몰을 공공 공간으로 본다. 쇼핑몰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다양하다. 또한 
그들의 거대한 규모는 커다란 개
방 공간을 대중에게 제공해준다. 
동일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돌아
다니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앉아 
있는 등 다양하게 공간을 사용한
다. Robert N. Wilentz는 이런 
다양한 사용이 가능한 대공간이 
‘전통적으로 자유 토론의 근원지’
였던 공원과 광장을 대체했다 말
한다.70)

도심 속에 있는 쇼핑몰은 도시의 통로로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JERDE가 
설계한 두 쇼핑몰인 San Diego의 Horton Plaza와 서울의 메세나폴리스
Mecenatpolis는 이러한 쇼핑몰의 도심 속 기능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들이다.

70) Rem Koolhaas, 「HARVARD PROJECT ON THE CITY」, Mutations, ACTAR, 2000, 
p.154



- 52 -

Horton Plaza (1985) Mecenatpolis (2012)

평면

주요동선

내부

공공화된 

공간

표 3-1 Horton Plaza (San Diego, US)와 Mecenatpolis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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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쇼핑몰의 평면을 보면 쇼핑몰을 통과해서 도시의 다른 부분으로 나갈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메세나폴리스의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나있
는 입구들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동선들은 
실내가 아닌 실외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더욱 통로의 느낌이 커진다. 이 같은 외
부의 동선은 시선의 교차와 연결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 이러한 
쇼핑몰이라는 공간에는 어떠한 입장 제한도 없으며 어떠한 상업 행위도 하지 않
고 지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을 지남에 따라 상업에 지속적으로 노
출되게 되고 더 선택지의 갈림길이 많아진 메세나폴리스의 경우에는 장소에 체
류할 확률이 더 커진다. 끊임없이 공간 속을 미끄러져 다니던 사람들이 마주치
게 되는 공간 속에 마련된 좌석과 테이블은 사람들이 굳이 상업 활동에 참여하
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을 띤다.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나
타나는 균질한 상업 공간 속에서 ‘공공화된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장치되어 있는 
공간을 쉽게 판별해낼 수 있고 도 ‘공공화된 공간’은 그렇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코엑스COEX를 들 수 있다. 코엑스는 단일층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복합쇼핑몰이었던 공간에서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9호선, 도심공항
터미널이 연결되는 지점으로써 교통의 거점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비-장소성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졌고 리모델링까지 이루어
졌다.

과거 코엑스몰은 단절된 공간으로 도시의 통로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었
다. 대형의 공간은 오히려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었다. 다만 주로 지하의 공간을 
이용하는 특성상 도시의 시각적인 연결은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공각적인 연결만 
보완하면 충분히 도시의 통로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리모
델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동선의 개선이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에 없
었던 출입구를 만들어 전시장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곧바로 코엑스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통과해서 
다른 도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도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내에서의 동선도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며 조금 더 자연
스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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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도시의 시각적 연결이 가능한 코엑

스

 
그림 3-17 도시의 통로로서의 코엑스

상업 시설이 갖는 장점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목적 자체가 체류이기 때
문에 다른 시설과의 접목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업이
라는 시설 속을 끊임없이 배회하게 된다. 때문에 '공공화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곳에 구성이 되어야 한다. 코엑스를 리모델링 하면
서 복잡한 동선의 해결과 함께 문제로 지적된 것이 답답함이었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자연 채광을 위한 천창이 뚫렸으며 시각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시도되었다. 특히 이러한 연결은 광장이라는 대현 공간 속에서 이루어 졌으
며 이것은 '공공화된 공간'을 건축화 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림 3-18 리모델링 이전 코엑스 평면 (B1)

 
그림 3-19 리모델링 후 코엑스 평면 (B1)

코엑스몰의 특징 중 하나는 실내에 광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후 [그
림3-18]과 같이 한 곳에 몰려 있던 광장을 [그림3-19]처럼 더 분산시켜주었다. 
광장은 동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개선된 실내 동선은 이전보다 더 광장에 
집중되었다. 코엑스 측에서는 새로이 만들어진 광장의 개념을 The Urban 
Center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경로가 교차하며 소통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열린 광장을 의도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공간의 의도는 ‘공공화된 공간’이 
갖는 의미와 유사하다.



- 55 -

그림 3-20 COEX Live Plaza

실제로도 [그림3-20]와 같이 '공공
화된 공간'으로서 디자인되고 정체
성을 가진, 이미 공적인 사용이 이
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
다. 때문에 나머지 광장 속에도 공
적인 기능을 넣어준다면 ‘공공화된 
공간’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 교외 상업 시설

대형 소매 아울렛71)은 마크 오제가 비-장소의 예시로 제시한 사례 중 하나이
다. 도시적 맥락에서 이곳은 외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다. Diane Ghirardo
은 쇼핑몰이 공공 공간을 파괴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72)

(1) 소비자들과 가게들을 시내(downtown)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음.

(2) 공공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단지 소비를 지향하는 지역으로 만듦.

대형 쇼핑몰은 그 규모 때문에 도시 외곽에 많이 생기고 있지만 교통 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물리적 거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집에서 가까운 상업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격, 물건
의 품질,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거리에 상관없이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축
화를 통하여 더 쾌적해진 환경 속에서 쇼핑을 즐기고 싶어 선택적으로 그 곳에 
간다. 그러므로 이런 교외의 상업 시설은 오히려 도시의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71) 쇼핑몰과 아울렛의 개념은 다르지만, 외국의 쇼핑몰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심 외곽에 
존재하는 상업 시설이라는 점에서 아울렛과 비슷하기 때문에 교외 상업 시설이라는 하나의 
항목에서 함께 다루었다.

72) Diane Ghirardo,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World of Art), Thames & 
Hudson, 1996, p.66 ; Ghent Urban Studies Team , The Urban Condition: Space, 
Community and Self in the Contemporary Metropolis, 010 Publishers, 1999, p.9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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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Woodbury Outlet, New York, US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쇼핑을 즐긴 후 다시 떠나간다. 사람들의 목
적지이기도 하지만 이동 경로 상의 하나의 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쇼핑
몰은 마크 오제의 말처럼 대형 소매 아울렛을 포함한 상업 시설은 비-장소이다.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이곳은 도심 속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이동과 통행의 공
간이다. 각종 교통수단을 통해 이곳에 접근한 소비자들은 총 8군데의 입구 중에
서 각자 자신과 가까운 입구를 선택하여 아울렛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 안에
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내부를 배회한다. 수많은 가게
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의식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공간 속을 빠르게 스쳐지나간다.

이러한 대형 소매 아울렛 매장은 [그
림3-21]과 같이 하나의 마을처럼 구성
되어 있다. 마치 디즈니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이 그 안에 실제 도시의 거리
를 재현한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사
람들은 그 안에서 도시의 자극으로부
터 자유롭게 쇼핑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안에서 각 매장은 개별 
건물에 존재하고 사람들은 야외의 거
리를 통해서 공간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파편화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도하
고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다.

사람들은 마치 도시 속을 활보하듯이 아울렛 매장 속을 거닌다. 그러나 야외의 
거리와 같이 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울렛의 일부로서 건축화된 부분 중 하나
이다. 놀이 공원이나 교통 시설이 균질한 내부를 가졌듯이 아울렛 역시 균질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림3-22]과 같이 아울렛의 바닥은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굴곡 없는 평탄함을 유지한다.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그림3-23]에
서 나타나듯이 순환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바닥 위에서 사람들은 경로를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순환하게 될 것이다. 이 순환의 과정 동안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양
한 상품들과 각종 상업 시설에 노출되고 이것은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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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Woodbury Outlet의 균질한 바닥

 

그림 3-23 Woodbury Outlet 지도

이러한 아울렛 속도 역시 ‘공공화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실제의 길을 재현
한 만큼 벤치, 조경, 가로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길은 본래 장소이다. 아울렛 
안의 길은 비-장소 속의 길이다. 그러나 실제의 길과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사용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길 자체가 ‘공공화된 공간’이 된다. 이처
럼 ‘공공화된 공간’은 비-장소 속에서 공적인 성격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공공화된 공간’은 결여되어 있는 공공 공간을 대체해
주는 유사 공공 공간이기도 하다.

(3) 호텔 체인

가장 사적인 공간 중 하나 주택이다. 이러한 거주의 기능에 공적인 성격이 더
해진 것이 호텔이라 할 수 있다. 호텔에서의 방은 전혀 공적이지 않지만 호텔의 
나머지 부분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렘 콜하스는 호텔이 여흥과 사회적 기
능을 위한 현대적 기능을 제공해주면서 동시에 집을 유지하는데 드는 에너지로
부터 해방시켜 주는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한다.73)

마크 오제에 의하면 호텔은 비-장소이다. 사람들은 아주 단기간만 그곳에 머문
다. 그리고 그러한 머묾은 이동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호텔 자체가 목적이 되
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들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곳에 머문다. 호텔의 
투숙객들의 입장에서 이곳은 새로운 도시 안을 다니면서 지나게 되는 하나의 통
로와도 같다. 마크 오제가 특히 호텔 체인을 비-장소라고 한 이유는 체인일 경
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던 유사한 외관과 분위기를 갖고 있는 generic space이
기 때문이다.

73) Rem Koolhaas, 김원갑 역, Delirious New York, 2001,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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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호텔 로비 (ETAP Hotel, 現 Ibis 

Budget Hotel)

특히 호텔의 로비는 호텔에서 가
장 공적인 부분에 속한다. 이동과 
통행이 일어나는 공간도 바로 호텔
의 로비에서이다. 투숙객들에게 있
어 이곳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의식
하지 못하는 장소이다. 각 실들은 
사적인 공간에 가깝지만 모든 투숙
객들은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서
는 예외 없이 로비 공간을 지나가
야 한다. 24시간 내내 개방되어 있
는 호텔 로비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과 마주침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연한 만
남이기도 하지만 의도된 것일 때도 있다. 방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각자 다
른 방에 묶는 사람들은 로비에서 만난다. 사람들이 로비 공간으로 모인다. 그리
고 특정한 이유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때때로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 머무
르고는 한다.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머무르고 사용하는 이 공간의 
성격은 공적이다. 비-장소성이 강한 호텔의 로비에 ‘공공화된 공간’이 생겨난다.

3.3.2 비-장소적 성격을 갖는 공간의 사례
(1) 휴게소

마크 오제는 고속도로motorway 역시 비-장소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street은 분명 장소이지만 자동차라는 운송 수단 안에서 지나게 되는 고속도로
는 비-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서 홀로, 개별자로 존재하거
나 일부 제한된 사람들과만 내부 공간을 공유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빠르게 스
쳐지나가는 주변은 그저 풍경으로만 인식된다. 그들의 관심을 끄는 외부의 무언
가는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파편화된 공간이라는 현대 
사회의 특징에 걸맞게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까지 만나게 되는 공간들은 공간적
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특히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 중에서도 그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다. 고속도로의 중간에 위치하는 휴게소는 머물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공간이다. 휴게소는 고속도로와 같은 비-장소는 아니지만 이동 중에 만나게 
되는, 비-장소적인 성격을 갖는 공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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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Solberg는 스웨덴에서 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
는 노르웨이 지역이다. 때문에 건축주인 노르웨이의 고속도로부서(Norwegian 
Highway Department) 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멈추어 서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력적인 부분인 숲이나 해안가의 모양 등 노르웨이 시
골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했다.74)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휴게소 공간이 건축되었다.

그림 3-25 공간을 영역 짓는 나선형 경사로

 
그림 3-26 공공화된 디자인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라는 비-장소 안에서 체류하도록 만들어진 공간
인 휴게소는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 이 휴게소 역시 고
속도로와는 그 영역을 구분 짓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림3-25]의 나선
형 경사로이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나선형의 경사로를 통해 주변과 구분되면
서 이곳은 ‘공공화된 공간’으로서 작동한다.

[그림3-27]의 배치도나 [그림3-28]의 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파편화되어 
산재된 파빌리온들은 그 안에 전시를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역시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휴식 공간 속에서 머물거나 거닐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나선형 경사
로와 만나게 되면 그 동선이 전망대 역할을 하는 타워까지 연결이 된다. 이 전
망대에 올라서면 사람들은 건축주의 바람대로 노르웨이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
을 것이다.

74) ‘It was of outmost importance that the traveler and his family or friends 
would be able to slow down, stop by, and spend some high-quality time 
discovering the Norwegian countryside; the local forest and coastline form a 
attractive, yet largely unknown part of the country..’, Marcia Argyriades, 
‘Solberg Tower and Rest Area by Saunders Architecture’, yatz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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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배치도

 
그림 3-28 파빌리온들과 휴식 공간들

(2) 교육, 연구 시설

Rolex Learning Center는 대학 내에 위치한 시설이다. 이곳을 설계한 세지마
는 현상설계 당선 당시 이곳이 ‘친밀한 공공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Rolex Learning Center는 길이면서 건물인, 즉 건축화 되어 
있는 비-장소이다. 내부의 공간은 기존의 땅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외
부에서 유입된 흐름을 유지한 상태로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
었다. 이러한 지형의 유지는 자연스럽게 단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
다. 경사로가 레벨 차이가 있는 곳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역할을 했듯이 지형을 따른 공간의 구성을 사람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만
들어 준다. 이동과 통행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비-장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곳을 거쳐 다른 곳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
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곳은 또한 하부에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형성함으로써 
[그림3-29]과 같이 어느 방향에서 온 사람이라도 중앙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29 외부에서 유입된 이동의 흐름 (좌), 실내에서의 이동의 흐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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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부 시설들은 버블 클러스터의 형태로 섬과 같이 파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배치는 이동의 흐름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각 프로그램
들과의 접촉을 늘려 관심을 끌고 결국에는 머무르도록 해준다. 이러한 머무름은 
‘공공화된 공간’의 이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이 클러스터들은 [그
림3-30]과 같이 유리로 둘러싸여 그 내부와 외부의 시선이 교차된다. 사람들은 
시각적인 연결을 통해 공간의 맥락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다시 접근
성의 향상으로 이러진다. 외부에서 '공공화된 공간'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곳에 접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30 Rolex Learning Center 클러스터의 유리벽과 내부 ‘공공화된 공간’

이곳에서의 시선의 연결 역시 건물 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림3-31]과 같이 
낮게 깔린 이 건물을 사이에 두고 도시 간의 시각적 연결 역시 이루어지고 있
다. 높은 장소에 오른 방문자는 캠퍼스뿐만 아니라 제네바 호수와 알프스의 풍
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

그림 3-31 Rolex Learning Center, 

Lausanne, Switzerland

 
그림 3-32 Rolex Learning Center와 주변의 시

각적 연결

Rolex Learning Center는 도시적 맥락에서는 도시를 연장하는 도시의 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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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는 체류 시간을 길게 해줄 수 있는 건
축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 내부에 생기는 ‘공공화된 공간’은 
건축화된 ‘공공화된 공간’이다.

(3) 보행자 전용 다리

다리는 멈추지 않고 지나치는 이동과 통행만을 위한 공간으로 비-장소적인 성
질을 갖고 있다. 최근 보행자 전용 다리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음으로써 공적으
로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보행자 전용 다리는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다리들과는 달리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촉 빈도가 높아 공공화될 수 있는 여지
가 높은 공간들이다.

Amsterdam 

Iconic 

Pedestrian 

Bridge

Pedestrian 

Promenade 

Beneath 

Stockholm 

Bridge

Transforming 

the Bridge, 

Cleveland, 

Ohio

[표 3-2 보행자 전용 다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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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의 보행자 전용 다리의 예시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건축되지 않은 계획
안들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부족한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어진 사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2012년 지어진 Festina Lent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천천히 바쁘게75)’라는 뜻으로 이동과 
통행의 공간인 비-장소로서의 다리 안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공화된 공간’과 
의미가 통한다. 이 다리는 규모는 작으나 다리 위의 공간을 만남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인 지붕과 벤치를 제공
해준다.

그림 3-33 Festina Lente,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그림 3-34 보행자 전용 다리 위 ‘공공화된 공간’

(4) 주차 공간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주자창에 다다른 후에야 비로소 
멈추어 선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주차장이 아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머물지는 않는다. 주차장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공간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동과 통행 중에 스쳐가는 한 
장소로서 주차장 역시 비-장소적인 성격을 띤 공간이다.

자동차의 흐름을 유지해준다는 점에서 주차장은 도시의 통로 및 도시를 연장하
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차 공간은 대부분 많은 면적
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지하 공간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주차 건물을 짓는다. 이때 자동차가 접
근하는 문제로 인해 주차 건물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떨어진 곳에 별도의 기능 

75) hurry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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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지어진다. 그러나 스페인 기푸스코아Gipuzkoa주의 Urban Link는 주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건물 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 영역을 제공해 준다.

그림 3-35 Urban Link, Gipuzkoa, Spain

 
그림 3-36 Urban Link의 ‘공공화된 공간’

[그림3-37]와 [그림3-38]은 각각 사람과 자동차의 동선을 나타낸 단면으로 이
와 같은 동선의 분리로 주차장이 주택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나아가 다리
를 통한 지형의 레벨 차 극복과 연결까지 이루고 있다.

그림 3-37 Urban Link의 단면 (사람의 동선)

그림 3-38 Urban Link의 단면 (차량의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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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공공화된 공간’은 건축화 되어야 한다. 공간이 건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영역의 설정 및 기능의 부여

(2) 주변 맥락과의 연계성

(3) 쾌적한 환경의 제공

건축화되지 않은 공간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는지 예상할 수 없게 된다. 감시와 통제가 특징
인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데에 무언의 제약을 느낀
다. ‘공공화된 공간’의 경우 그 공간의 표시해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의 비교적  
자유로운 공적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어야만 실질적으로 공적인 
사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영역의 설정은 공원에 쳐져 있는 울타리와도 같
다. 공간이 단순히 비어있는 애매한 공간으로 남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 거
쳐야 하는 것이 건축화의 과정이다.

또한 건축화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은 방향성이 약하다. 의도적인 동선의 유
도와 방향의 설정은 주변 맥락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비토 아콘치에 따르면 
‘공공화된 공간’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연결되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의 제공은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조건 중 하
나이다. 그들은 기후로부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점 점 많
은 공간들이 통제되고 있으며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비-장소 역시 정체
성 확인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르쿠스 슈뢰
르는 이러한 현대인의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제되지 않은 공간으로부터 퇴진함으로써 사적 공간화가 더욱 추진된다. 시

민들은 점점 더 경비가 잘 된 안전공간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낯선 것, 미

지의 것과 대면하여 놀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듯한 “자기만의 네 벽” 속으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발전을 두고 이미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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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적 세계는 바리케이드 친 도피 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공적 공간이 

어떤 주민 집단에게는 금지된 사적 공간들과 점점 뒤섞이게 되었듯이, 거꾸로 

사적 공간 역시 오래 전부터 하나의 통제 가능한, 외부에 대해 완전히 폐쇄 가

능한 공간, 공적 사안이 들이닥치지 못하는 공간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76)

결국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공공 영역은 사적이면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공
간이다. 비-장소가 항상 사적인 공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항상 
일정한 강도 이상의 정체성 확인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비-
장소는 이러한 현대인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비-장소 속에는 ‘공공화된 공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비-장소가 공공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절에서 관찰한 결과 공공화된 비-장소들은 
건축화되어 있다. 따라서 비-장소는 건축화가 필요한 ‘공공화된 공간’을 건축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조사 결과 비-장소가 아닌 공간이라 할지라도 비-장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
다면 공공화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소적 성격을 갖는 공간의 건축화 현상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건축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공간
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공간의 스케일에 따른 분류 상세 분류

시설의 도시적 맥락

도시의 통로 공간

도시 영역의 확장

내부공간의 체류 유도

다른 성격의 시설 간 결합

맥락에 대한 시각적 예측

‘공공화된 공간’의 디자인

균질한 성격의 전체 공간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제한 공간

표 3-3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현상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그 건축화 방식

76) Markus Schroer, op.cit.,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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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의 [표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분류는 크게 공간적인 스케일에 따라 
나누었으며 그 하위에 상세 분류 항목을 만들어주었다. 공간적인 스케일은 가장 
크게는 도시적인 맥락에서부터 시작하여 건물의 전반적인 내부 공간, 그리고 마
지막으로 ‘공공화된 공간’ 자체를 디자인한 방식을 보는 형태로 공간의 영역을 
줄여가며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적 맥락에서는 공공화된 비-장소가 도시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이때의 공간은 공공화된 성격보다는 비-장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건물 단위에서의 건축화 방식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결합, 그리고 한 건물 내에
서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들 간의 결합을 다룬다. 도시적 맥락에서 건축화 방식
을 통해 끌어들여진 사람들은 건물의 건축화 방식을 통해 내부에 머무르게 된
다. 그리고 그러한 체류를 통해 비-장소 안에서 ‘공공화된 공간’이 디자인되고 
만들어진다. 전반적으로 균질한 성격의 내부를 가진 비-장소는 ‘공공화된 공간’
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제한된 공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건축화 방식은 4장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관찰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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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화된 비-장소 건축화 방식의 발전 가능성

4.1 관찰 대상 :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4.2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 관찰
4.3 건축화 방식의 발전 가능성

     

        

비-장소를 통해 '공공화된 공간'을 건축화하고자 하는 경향과 건축가들의 시도
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장소가 ‘공공화된 공간’을 건축화 하는 방식으로
써 갖는 이점은 이미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화된 비-장소는 현대 도시의 공간 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되면서 동시에 공공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장에서 살펴본 비-장소, 혹은 비-장소적인 성격을 갖는 공간은 크게 공간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그 세부 사례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 기
준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1) 새로이 지어진 건물

(2) 지어질 예정인 건물

(3) 실제로 지어질 예정이 없는 계획안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건축가들이 건축적인 시각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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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공공화된 비-장소를 건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해 현
대 사회에 추구되고 있는 공공화된 공간과 건축화 방식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볼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의 틀은 비교적 '이상적인' 건축화 방식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건축가적인 시
각이 부족하거나 그 시각이 너무 오래 전의 것이라 현대에 맞지 않을 때가 많
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공간들은 새로이 지어진 공간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공간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축화
는 되어 있지만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공공화된 공간'으로 변모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마련한 분석의 틀77)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 사
례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라 함은 우리가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여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관찰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4.1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분석의 틀에 따라 각 항목이 관찰 대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본다. 이때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 분석의 틀에 부합하는 '공공화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부족한 점 또
는 보완되어야 할 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사람들이 ‘공공화된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특별히 선호하
는 공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공적 영역이라는 기능에 맞게 잘 작동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

관찰을 통해 기존의 ‘공공화된 공간’들에게 부족한 점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서 취해야 할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으로, 새로운 공간을 
계획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점까지도 발견하는 것이 가
능하다.

77) [표3-3], 본 논문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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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irport City, Schiphol airport, The 

Netherlands

4.1 관찰 대상 :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본 장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은 비-장소 중에서도 교통 시설을 중점적으로 다룬

다. 교통 시설은 특히 이동과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서 비-장소성이 매우 
강하다. 이때 교통 시설 중 공항과 버스 정류장을 제외한 철도역과 터미널을 주 
대상으로 고려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항의 경우에는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므로 '공공화된 
공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
았다. 공항은 도시적인 맥락 속에서 
장소와 공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
의 독립된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옳
다. 스키폴 공항 Schiphol airport
을 포함한 많은 공항들은 ‘공항 도
시’78)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도시
와 같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도시 속의 도시라기보다는 도시 밖에 있는 또 다른 도시에 가깝다.  공공화된 
비-장소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현대 도시 속에 부족한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항은 도시와 떨어져 분리되어 있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항 안에도 물론 '공공화된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이 도시의 유사 공공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두 번째로, 버스 터미널이 아닌 단순한 버스 정류장은 건축화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곳이 버스 정류장임을 가리키는 표지
판이나 간이건축물만이 존재한다. 지붕과 벽으로 영역을 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

78) Airport City. 렘 콜하스는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을 예로 들면서, 가장 대규모의 교통
시설인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연결되지 않은 점점 더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점점 
커져가는 공항은 도시를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를 가리켜 ‘공항 도시’라고 
부른다. 실제로 공항은 항공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시설 외에도 상업 시설, 호텔, 편
의 시설 등 다양한 기능들과 결합을 이루고 있다.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권영민 역,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1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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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 시티

그림 4-2 도로 가운데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서 버스 정류장은 건축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 
3.2.1에서 다룬 건축화의 개념의 대
부분의 조건은 갖추고 있어 ‘공공화
된 공간’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비-장소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결정
적으로 공적인 공간으로써의 기능 
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버스 
정류장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 [그림4-2]와 같이 도시적 맥락
에서 벗어나 도로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변 맥락과의 연계성 또한 결
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찰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버스 정류장은 
제외하도록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
통 시설 중에는 특히 강남 고
속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삼
는다. 이 버스 터미널은 강남
이라는 접근성이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고, 서울 내 두 
곳에 존재하는 고속터미널 중 
더 규모가 크고 이용량도 많
다. 또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은 크게 경부선을 담당하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호남선을 담당하는 센트럴 버스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
다. 김성홍은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터미널이 공공자본과 상업자본이라는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79)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때문에 인접해 
있는, 입지 조건이 같은, 그러나 서로 대조적인 모습의 교통 시설을 비교하는 것
이 가능하다. 특히 센트럴 버스 터미널 부분은 백화점, 영화관, 호텔 등과 같은 
다른 복합상업건축과 결합하여, 도시 내 새로운 도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하에 
‘센트럴 시티’라 명명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분리되어 있는 공항과 달리 도시 속

79) 김성홍, ‘공공-상업성 뒤섞인 강남의 관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과 센트럴
시티’, 동아일보, 2009,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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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시티의 경우에는 '도시 밖의 도시'가 아닌 '도시 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센트럴 시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합되어 있고 또한 이곳에 접근하
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여러 움직임들이 교차
하게 되는 결절점이다. 김성홍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80)

1) 서울을 들어오고 나가는 여행자 (고속버스 이용객)

2) 지하를 이동하는 시민 (지하철, 지하상가 이용자)

3) 호텔의 투숙객

4) 백화점의 고객

5) 복합시설의 이용객 (메가박스, 파미에스테이션 등)

이곳을 찾는 사람들 중 교통 시설을 이용하려는 여행객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섞여서 존재한다. 때문에 여러 갈래의 흐름
들이 서로 겹치게 된다. 이러한 겹침으로 인해 생기는 결절점은 사람들이 모이
게 되는 공간이다. 만약 이곳에서 비-장소 속에서 사람들의 이동 흐름을 잠시 
멈추도록 하고, 사람들이 머무는 동안 이 공간에 대해 공적인 사용이 가능하도
록 해준다면 ‘공공화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경부선터미널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주 이용객은 대부분 
여행객들이다. 단일한 흐름은 정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람들은 건물 안에 체
류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흐름 그대로 빠져나가 도시 속에서 흩어져 버린다. 
이러한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는 ‘공공화된 공간’이 생길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다. 때문에 이동과 통행의 공간인 비-장소 속에는 ‘공공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
한 건축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 두 고속터미널을 비교하는 것뿐 아니
라 건축가에 의해 건축적 시간 하에 교통 시설 안에 만들어진 의도적으로 건축

80) 김성홍, op.cit.



- 73 -

화된 '공공화된 공간' 역시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4.2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 관찰

4.2.1 시설의 도시적 맥락
(1) 도시의 통로 공간

비-장소는 이동과 통행을 위한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 속에서 비-장소는 건축
화된 도시의 통로로서 존재한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IIT의 
Mccormick Tribune Campus center이다. 렘 콜하스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관점은 부지 이용도를 최대화 하면서 부피를 최소화하는 도심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었다.81) 렘 콜하스는 도로로 나뉘어진 서쪽의 기숙사, 주거 지역과 
동쪽의 캠퍼스 지역의 기능을 연계시킴으로써 침체된 일리노이 공대를 활성화시
키고자 하였다. [그림4-4]는 각 기능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동선을 예상한 것과 
이것을 그대로 평면에 적용한 것이다.

그림 4-4 Mccormick Tribune Campus center, Chicago, Illinois, US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줌으로써 실제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것은 캠퍼스 내에서만 적용이 되었지만 도시 내에 존재하는 비-장소 역
시 이 같은 단절된 지역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 교통 시설로서의 비-장소는 서
로 다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도시 밖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도시의 관문이라 불렸다. 그러나 철
도나 지하철,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시설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도시 자체는 
단절시킨다. 이들이 지나감으로써 도시는 분절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단절

81) CA현대건축사 [편], CA 48 - Rem Koolhaas 렘 쿨하스, 현대건축사, 2003,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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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outerrain, the Hague, Hague, 

The Netherlands

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것도 교통 시설이다. 지하도를 통해서, 역을 통과함으로써 
사람들은 도시의 다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도시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비-장소는 한 도시 내에서 도시의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작용하
기도 한다. 시설들은 아케이드와 같은 형태로 건축화된 통로나 광장을 갖는가 
하면 지하철역이 숫자로서 구분되는 여러 입구들을 갖고 있듯이 도시의 각각 다
른, 여러 부분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출입구들을 갖고 있음으로서 도시의 서로 
다른 부분 간의 연결을 만든다.

비-장소가 한 도시 내에서 통로로 작
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도시의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지하도(트램 터널 
지하도 Souterrain Tram Tunnel)는 
지하철역과 도시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그 시설에 면하고 있는 다른 도시 영역
들까지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렘 콜하스는 외부 도시나 하늘이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연결을 시켜줌으
로써 지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게들이 
터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존하는, 그리고 새로운 주차 공간의 대부분은 각각의 경로를 갖고 서로에게

서 분리되어 있다. 건물인 동시에 인프라스트럭처의 한 요소인 이 새로운 프로

젝트(헤이그 지하도)는 여러 층의 터널로 지하철이 지나는 1250m 길이의 굴

과 2개의 역, 375개의 주차 영역을 갖고 있다. 이 터널-건물82)은 모든 다른 

빌딩이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 터널은 척추와 같

이 서로 다른 조직들을 연결함으로써 도시에 하부 영역을 제공하는 지하 연결

을 만들어낸다.83)

센트럴 시티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입구들이 그것을 입

82) tunnel-building 터널이면서 동시에 건물인, 즉 건축화된 터널을 의미한다.
83) Rem Koolhaas, El Croquis 134/135 : OMA/Rem Koolhaas Vol Ⅱ 1996-2007, El 
Croquis, 2007,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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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헤이그 지하도 남쪽 투시도

증한다. 센트럴 시티는 지상에서 들어오는 9개의 출입구와 고속터미널역으로 연
결되는 10개의 지하철 출입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형 단일 공간으로서 존재
하는 내부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각각의 입구로 단절 없이 연결된다. 주 이동 동
선인 대합실은 키오스크형 상점과 파편화된 좌석의 배치로 주요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키오스크형 상점

대합실 좌석 (공간)

O : 출입구

그림 4-6 센트럴 시티의 출입구 및 내부 평면

(2) 도시 영역의 확장

도시 내에 존재하는 비-장소는 도시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던 영역들의 연결시켜 도시의 연결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도시를 
연장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연장선상으로 비-장소는 도시의 공간을 확
장시켜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하는데, 도시에 새로운 통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이나 지하도 같은 경우는 지상 외에도 지하로도 도시
의 영역을 확장해준다. 헤이그 지하
도는 도시의 조직들 간의 연결도 가
능하게 해주지만 도시에 하부 영역
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하로의 확장 
역시 이루고 있다. 또한 주차 공간
을 지하에 마련하면서 주차로 낭비
될 수 있는 지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역시 가능해졌다. [그림4-7]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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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상의 영역에 추가적으로 지하의 여러 층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때 지하의 주차 공간을 주차의 기능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분리된 동선을 통해 이 시설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 공간으로서의 역
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그림4-8]에 나타나듯이 사람들의 동선 또
한 지상과 지하 두 가지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꼭 지하철역을 이용하
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지하의 공간을 통과해 도시 속을 이동한다.

자동차 동선

보행자 동선

그림 4-8 헤이그 지하도의 횡단면

센트럴 시티 역시 지하의 공간이 확장된 도시 영역으로서 작동되고 있다. 센트
럴시티의 지하에는 3개의 지하철 호선이 지나고 각각의 지하철역은 통로로 연결
된다.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가 존재한다. 고투몰GOTOMALL이라 이름 붙여진 
이 지하상가는 상업이라는 시설을 통해 사람들을 유입하고 동선의 흐름이 끊기
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센트럴 시티는 분명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시민을 배려한 공공성의 부
족이 지적되고 있다. 도시 속의 도시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도시가 갖추어
야할 공적인 부분들은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도시를 연장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김성홍은 이를 두고 “건축의 방만 있고 도시의 광장은 없는 곳이 현재의 
센트럴시티다.”라며 ‘쉴만한 공간이 적어 아쉽다’고도 말하고 있다.84)

센트럴시티를 설계할 때 공중을 위한 가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그림4-9]와 
같이 남북측 전면에 보행자를 위한 광장 및 선큰가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였
다.85) 그러나 이러한 전면 광장은 오히려 도시와 센트럴 시티를 단절시키는 역
할을 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면광장은 고속터미널이라는 

84) 김성흥, op. cit.
85) 현대건축사편집부, 「센트럴 시티 – 호남선버스여객터미널」, CA현대건축 시리즈, 현대건
축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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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광장

남측 광장

그림 4-9 센트럴 시티 남북측 전면 광장

그림 4-11 아토차역 구 역사 전면 선큰 광장과 

경사로

공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보다는 백화점
이나 호텔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을 갖
는 곳을 위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
다. 이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빨리 끌어들이기를 원하
고 때문에 전면광장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전면 
광장이라는 공간은 건축화 되어 있지
도, 공공화 되어 있지도 않다.

그림 4-10 사람들이 머물도록 디자인되지 않은 센트럴시티 북측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토차역Atocha 
Estación은 역 주변으로부터 광장으
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선
의 유입 전략이 좋은 역이다. 구역사
의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붉은 담장
과 난간은 도시와 역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난간은 오
히려 도시의 보행자들을 선큰광장으
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준다. 또
한 도시의 가로는 경사면으로 연장되
어 자연스럽게 역과 연결된다.86) 신
역사에서는 광장을 통해 사람들을 유입하고 이것이 내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
면서 레벨 차를 극복하고 연결한다.

86) 강미주, ‘철도역사(驛舍)의 도시 매개적 공간 연결 방식에 관한 연구’, 2011, p.82

붉은 담장

선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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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 광장

하층부 출입구

그림 4-12 아토차 신 역사의 레벨 차

 
그림 4-13 건물 내부를 통한 레벨 차 극복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전면 광장을 건축화 함으로써 도시 속에 도시가 필요로 
하는 유사 공공 공간인 '공공화된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성질은 건물 내부까지 침투해 비-장소 내에 '공공화된 공간'이 생기는 것을 
유도한다.

4.2.2 내부 공간의 체류 유도
(1) 다른 성격의 시설 간 결합

센트럴 시티는 호남선 센트럴 고속터미널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교통 시설로 
인근에 경부선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철 3, 7, 9호선, 그리고 각종 버스 노선들
과 연계된다. 또한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거점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
다.

유사한 사례로 영국의 Stratford역은 Junilee선과 Central선, 2개의 지하철노
선이 지나고 Dockland경전철과 외부로는 버스까지 연계되는 런던 북동부의 환
승거점이다. 이곳에는 상업 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
을 마친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역을 빠져 나가 각기 다른 곳을 향해 흩어져 버
린다. 또는 이 시설을 단순히 통로로만 인식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는 ‘공공화된 공간’이 생겨날 여지가 없게 된다. ‘공공화된 공간’은 사람들이 모
이는 공간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멈추고 그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Stratford역
은 도시의 건축화된 통로로서는 작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멈추게 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상업과 같은 시설로의 선택지가 없는 한 그저 통로로 남을 뿐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교통 시설에는 교통과 관련이 없는 시설들이 접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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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Stratford Station, London, UK, 도시로의 연결과 멈추지 않는 내부의 흐름

 

[그림4-15]은 영국의 King’s Cross 역 중에서 2012년 새로이 개관한 서측편의 
역의 중앙 통로concourse87)이다. 이곳은 건축화된 통로로서 도시 속을 나아가
면서 스쳐 지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상업 시설을 추가해줌으로써 
사람들의 흐름을 멈추는 역할을 한다. 역 안으로 들어선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
해나갈 수도 있지만 상업 시설 내부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상업 시설은 사람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섬과 같이 파
편화되어 존재한다. 사람들은 상업 영역 사이에 만들어진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
이 가능하다. 원래의 경로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사이 지속적으
로 상업 프로그램들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증가하게 된다.

상업 영역

교통 시설

그림 4-15 King‘s_Cross Station, London, UK

 

만약 상업 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멈추어 모
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공공화된 공간'은 생겨나지 않는다. 사람들을 유도하고 
체류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항상 상업 시설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87) concourse는 역 또는 공항의 중앙 홀과 통로라는 의미를 모두 함유하고 있다. 그 외에
도 일반적인 큰 거리나 대로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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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와 관심을 갖고 선택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들이 스쳐지나가던 중에 
발걸음을 멈추고 일시적으로나마 머물도록 만든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요 동선을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선택지의 유혹을 받는다. 그
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다. King's Cross 역과 센트럴 고
속터미널 역시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 시설       좌석의 제공               키오스크         상업 시설 (2개층)

그림 4-16 King’s Cross Station(상)과 센트럴 고속터미널(하) 비교

[그림4-16]은 King's Cross역과 센트럴 고속터미널 내부를 비교한 모습이다. 
두 시설 모두 중앙의 주요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교통 시설로 나아가
는 입구를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 시설을 두었다. 그리고 주요 동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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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outhern Cross 역과 주변 도시

키오스크가 나타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또한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좌석은 
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장소라는 도시의 통로 
공간을 지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상업과 교통 시설이 비-장소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흐름을 만들었다면 
상업과 같은 시설들이 사람들을 그 안에 머무르고 그 안에서 배회하도록 만든
다. 그리고 그 때 사람들이 이동 중에 마주치게 되는 좌석이 제공되거나 그 밖
에 다른 방식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은 '공공화된 공간'이 된다.

(2) 맥락에 대한 시각적 예측

시각적인 연결은 실제로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사람들
은 시각적 연결을 통해 맥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즉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또는 나아갈 방향에서 앞으로 펼쳐질 것들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다. 시각적인 
연결은 시각적인 유도로 연결된다. 경험을 통해 흐름을 잠재적으로 파악하는 것
도 가능하다. 헤이그 지하도 역시 가능한 자주 지상과 시각적으로 연결을 시켜
줌으로써 지상에 있는 상점들로의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였다.

호주 멜버른의 Southern Cross역은 
멜버른 도심과, 부두를 주거와 여가, 전
시를 위한 구역으로 재개발한 도크랜즈
Docklands 지역을 [그림4-17]와 같이 
이어주는 시각적-직접적 연결점이다.88)

이 같은 맥락의 예측은 교통 시설과 그 주변 간에서도 이루어진다. Southern 
Cross역은 [그림4-18]와 같이 모든 입면에 유리를 끼워 넣어 실내 공간에 자연
광과 시야를 모두 제공한다.89) 외부와 연결되는 시선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되고 사람들은 교통과 관련된 목적이 없더라도 선택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연결은 건물 내부에 들어선 후에도 계속된
다. [그림4-19]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대형 공간으로 존재하는 역의 홀 공간
에서 교통 외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몰아둠으로써 상층부까지 시각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주었다.

88) Antony Radford, Selen B. Morkoc Amit Srivastava, 조순익 역, 현대 건축 분석, 
아키그램, 2015, p. 276

89) ibid.,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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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Southern Cross 역의 유리 입면

 

그림 4-19 Southern Cross 역 내부 그림

투명한 외관이 시각적인 연결을 통해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했듯이 건물 내부의 
투명한 가게 입면들 또한 시각적 연결을 통해 맥락을 시각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유리와 같은 투명한 재료를 이용했거나 아예 개방되어 있는 
입면을 통해 안쪽 깊숙한 곳까지 시선이 닿게 되면서 사람들의 행동은 더욱 선
택적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는, 그리고 지나게 될 공간 뿐 아니라 인
접해 있는 공간 속에서도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4-20 경부선 고속터미널 단면

 
그림 4-21 센트럴 시티 1층 평면 

경부선은 [그림4-20]의 단면도에서 나타나듯이 수직적으로 프로그램이 배열되
어 있어 1층은 대합실로 쓰이고 2층부터 상가가 위치해 있다. 반면, 센트럴 시티
의 경우에는 [그림4-21]의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들이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건물 내부를 통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프로그
램들을 보고 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수평적으로 펼쳐진 프로그램들은 사람
들의 이동을 유도하고 또한 이동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비-장소라는 끊임
없는 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공공화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체류 시간 또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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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Paddington 역, London, UK

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경부선과 같은 수직적으로 적층된 프로그램의 
건물 속에서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성 속에서 필요에 의해 빠르게 이동해 나아갈 
뿐이다.

프로그램이 수직적으로 적층되어 있
단 할지라도 시각적 연결이 이루어지
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흐름을 만
들어 낼 수 있다. Paddington역 역시 
상업 시설을 넓게 분산시켜 놓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 지상층까지 적층시켰
다. 교통 시설 이용객들은 상업 시설을 
거쳐 지상으로 나가게 된다. 이때 모든 
입면에 투명한 유리를 이용함으로써 
시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었다.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업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갖고 이곳으로 향하게 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도 
노출시켜 사람들이 자신이 이동하게 될 동선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상층
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 역시 이곳을 통과해 지나가게 된다.

파미에스테이션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도 Paddington역과 
같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지상 출입구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그림4-23]와 
같이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게 된다.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을 때 자신이 도달하게 될 장소에 대해 이미 인
지한 채 이동한다. 따라서 외부로의 지상층 출입구가 존재하는 최상층에는 [그림
4-24]와 같은 ‘공공화된 공간’이 존재한다.

그림 4-24 지상까지의 시각적 연결 (파미에스테

이션)

 
그림 4-25 파미에스테이션 지상층 (최상층)

투명한 입면

(상업,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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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에버랜드의 균질한 바닥

4.2.3 ‘공공화된 공간’ 디자인
(1) 균질한 성격의 전체 공간

도시의 통로로서 작동하는 비-장소는 그 내부도 길과 닮아있다. 주요한 동선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비-장소 내의 평탄하고 균질한 바닥은 방향성
을 지시하지 않는다. 패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방향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여러 시설들이 결합된 경우에는 특히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균질한 내부를 갖는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
고 뒤섞이게 된다.

이것은 놀이공원에 들어섰을 때 마
주하게 되는 바닥과 유사하다. [그림
4-25]과 같이 놀이공원의 바닥은 놀
이공원의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항상 
평탄하고 어떠한 특징도 띠지 않는
다. 바닥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정체
성도 가질 수 없다. 놀이공원에는 사
람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시설들이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다. 정해진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길을 통해 자유
롭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모두가 각기 다
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이러한 균질함은 바닥 외에도 찾아볼 수 있다. [표4-1]은 교통 시설들의 지붕의 
구조와 외관이다. 구조가 노출되어 전체적인 건물의 측면에서는 정체성을 부여하
고 있는 요소이나 사람들이 그 안을 지날 때에는 여전히 반복적이고 균질한 느
낌을 받게 된다. 건축화된 지붕 아래에서 채광 또한 균질하다. 특정 방향을 향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상업적인 시설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갖기를 원치 않는
다. 그들은 사람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그 안에 체류하면서 소비를 발생시키기를 
원한다. 때문에 상업 시설의 경우에는 공간에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공간이 '공공화된 공간' 역시 공간
의 균질함을 통해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화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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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진다.

King’s 

Cross

Station

Southern 

Cross

Station

Paddington 

Station

Central

Express

Bus

Terminal

표 4-1 교통 시설의 지붕 구조

  또한 이러한 내부에는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을 나아감에 있어 그 위
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키오스크 형의 시설뿐이다. 하나의 커다란 공간
으로 통합되어 있을 뿐이다. 공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비-장소 내
에서 방향성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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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센트럴터미널↔파미에스테이션

수평동선
수직 동선

그림 4-28 경부선 고속터미널 수평, 수직 동선

내부가 갖는 균질함이라는 성질은 접근
성과도 상관이 있다. 센트럴 시티의 수
직 동선이 경부선의 수직 동선과 갖는 
차이는 이동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4-26]과 [그림4-27]에 나타
나듯 계단이 있어 동선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사람들은 진행 방향
을 바꾸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연
속적으로 다른 층에 접근할 수 있다. 계
단 옆에는 경사로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경사로는 계단과 승강기에 대한 의존성을 줄
여줌으로써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림 4-27 센트럴 고속터미널 ↔ 파미에스테이션 연결부

그에 반해 경부선 고속터미널은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림4-28]와 같이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과 수직 이동 동선의 방
향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림4-29]과 같이 건물의 양 끝에 두 
개의 계단실이 따로 존재하고 에스컬
레이터 역시 주요 동선에서 벗어난 곳
에 위치하고 있어 1층에서의 이동의 
흐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접근이 가
능하다. 때문에 진행 방향을 유지하는 
센트럴 시티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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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출입구

: 계단
남쪽 출입구

: 계단

중앙 출입구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요 이동 동선

그림 4-29 경부선 고속터미널 2층 평면

경부선 고속터미널에도 ‘공공화된 공간’이 되기 위해 디자인되거나 구분지어진 
공간이 존재한다. 2층에 [그림4-30]와 같은 고객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목적성 
없는 층간 연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곳은 상업 시설 이용객에 의해서
만 이용되는 공간일 뿐이다. 또한 [그림 4-31]의 옥상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도 
비-장소를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공공화를 이루는 데에서 
벗어나 있다. 이를 통해 ‘공공화된 공간’이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 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곳 모두 1층에서는 그 존재를 알기가 힘든데,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안내판이나 사인이 필요할 것이다. 3시
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안내판과 사인들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으로 움직임
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4-30 경부선 고속터미널 2층 고객쉼터

 

그림 4-31 경부선 고속터미널 옥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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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센트럴 시티의 주요 에스컬레이터

센트럴 시티의 에스컬레이터는 
그림 [3-32]에서 나타나듯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지상 1층의 호남선 센트럴 고속
터미널에서 상층으로는 JW 메
리어트 호텔과 신세계 백화점으
로 연결이 되고, 지하의 분수 
광장까지 연결이 된다. 또 하나
는 파미에스테이션 내에 위치한 것으로 지상 출입구까지 3개의 층을 연결해주는 
곳이다. 센트럴 시티의 에스컬레이터 두 곳은 모두 이동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공화된 공간’으로 이용되기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질함과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간을 균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공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
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화된 공간’에서는 그 곳이 공적으로 이
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허가의 표시가 필요하다. 공공 공간이라는 것은 
본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화된 공간’ 역시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사람들은 가게 입구에 앉아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때에는 공간에 대한 권리
가 대중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는 권력자와의 합의 역시 필수적
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실내 공간을 ‘공공화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허락된 공간만을 ‘공공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공공화된 공간'이 지정되었다면 그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
다. 센트럴 시티의 ‘공공화된 공간’들은 머물 수 있는 좌석과 조명을 모두 갖추
고 있고 실제로도 사용이 잘 되고 있는 센트럴 시티 내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공간 중 하나이다. 이 공간들은 주요 이동 동선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부선 
고속터미널과 같이 안내판이나 사인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상업 시설로 둘러싸
여 있는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흘러가던 사람들은 이동하는 중간에 이곳을 만나
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이 갖추
고 있는 좌석, 조명, 조경과 같은 시설들을 보았을 때 그곳이 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간
은 ‘공공화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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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동선

→ 카페 

내부

카페 내부

→ 출입구 

(외부)

그림 4-36 파미에스테이션 최상

층 카페의 평면 및 동선 연결

그림 4-33 에스컬레이터와 분수광장

 
그림 4-34 파미에스케이션의 에스컬레이터와 

‘공공화된 공간’

균질 공간의 미끄러운 바닥과 천장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유도한다. 
사람들은 공간 속을 미끄러져 지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미끄러움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그 곳이 다른 영역임을 깨닫고 멈추게 된다.

그림 4-35 파미에스테이션 최상층 카페의 바닥과 지붕에 의한 영역 표시

 

파미에스테이션 최상층의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출입구로 
연결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카페로 유도된다. 
이 카페는 입구도 단차도 없이 마치 통로의 일부
인양 자연스럽게 동선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 카
페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나게 된다. 이때 다른 종류로 이루어진 바닥재
와 덧씌워진 지붕이 사람들에게 균질하지 않은 공
간을 인식시킨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공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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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게 된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모이게 된다.

(2)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제한 공간

비-장소는 장소와 달리 장소적인 정체성이 없는 공간이다. 때문에 비-장소는 
generic space로서 주변과 어떠한 연계성도 없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동과 통행의 공간인 교통 시설은 대표적인 비-장소
이고 generic space이다. 도시와 도시,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파편화된 점들
로서 지도상에 표시되는 교통 시설은 교통과의 연계라는 그 기능만 수행한다면 
어느 도시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시설이다.

과거 교통 시설은 비교적 정체성이 분명한 공간이었다. 교통 시설은 도시로 들
어가는 관문이자 현관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일부 반영하는 도시를 대표하는 
곳이었다. 때문에 교통 시설에는 그곳을 나타내줄 표시가 필요했다. 그중 대표적
인 것이 기차역의 시계탑이다. [표4-2]의 기차역들은 대부분 150년도 더 전에 
운영하기 시작한 것들이다. 그들은 몇 번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
이 되었다. 과거 기차역과 같은 교통 시설의 상징이었던 시계탑은 이제 시설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보다는 상징적인 장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2014년 개장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의 파미에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로 교통 시설이 아니지만 버스터미널이라는 교통의 거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착안하여 [그림4-37]과 [그림4-38]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기차
역을 연상시키는 유사한 내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과거 기차역의 
상징이던 시계 장식 또한 설치되어 있다.

그림 4-37 파미에스테이션 내부

 
그림 4-38 Karlsplatz Stadtbahn Station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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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상징화된 교통 시설의 정체성과 ‘공공화된 공간’의 정체성

'공공화된 공간'은 공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표4-2]
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공간은 매우 특징적이고 다른 공간과는 구분된다. 사람들
은 '공공화된 공간'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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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된 공간'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generic space이자 비-
장소인 공간 속에 다시금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
공화된 공간'은 접근성이 좋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한다. 때문에 이 공간은 
전체 시설을 인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비-장소들이 점점 다른 시설과 결합하면서 그 기능이 뒤섞이고 있는 현대에는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화된 공간'
을 디자인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아토차역의 경우에는 신역사
를 새로이 지으면서 구역사를 신역사를 위한 대합실로 이용한다. 이때 교통 시
설이 갖는 거대한 내부 공간을 이용하여 그 안에 열대 식물원을 조성해주었다. 
이 식물원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다. 즉 ‘공공화된 공간’이다. 이제 아토차역에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이 식물
원이다.

그림 4-39 Atocha 역의 열대 식물원

'공공화된 공간'의 디자인은 전체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이미지는 정체성의 부여로 이어진다. 정체성이 없는 비-장소는 
도시의 일부로, 통로로 작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채 지나쳐지고 
있다. 그러나 상업과 같은 다른 시설과의 결합과 보행자들의 관심을 끄는 투명 
벽 속에 노출된 흥밋거리들은 그들의 속도를 늦추고 체류 시간을 늘린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디자인된 건축화된 공간, 균질 공간 속에
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공공화된 공간'들은 그들이 공간을 공적으로 사
용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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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축화 방식의 발전 가능성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들은 교통 시설 외의 비-장소나 또는 비-장소

성이 큰 공간에도 적용이 되며 ‘공공화된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이 방식들이 교통 시설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화된 공간'들이 갖
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센트럴 시티의 전면 광장은 건축화되어 있지도 공공화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마드리드 아토차역처럼 적극적으로 도시의 흐름을 끌어들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센트럴 시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도심 속 많은 전면광장들이 넓은 
공간을 낭비하고 있다.

앞서 관찰된 건축화 방식들은 주로 실내에 한정되어 있다. 건축화된 공간이 꼭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
호 측면에 기인한다. 외부 공간은 날씨나 기타 외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소음과 같은 공해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면 광장이나 옥상 
공간의 활용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림 4-40 요코하마 항만 터미널, 일본

 
그림 4-41 요코하마 항만 터미널의 이용

건축화된 야외 공간 사용의 예시는 요코하마 항만 터미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코하마 항만 터미널 역시 도시 기반을 확장한다는 개념 하에 설계된 시설이
다. 낮게 깔린 건물 형태는 [그림4-40]과 같이 해상으로 뻗어 나가며 도시를 확
장시킨다. 건물의 지붕은 시민 구역을 바다로 확장하는 도시적인 놀이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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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90) 이처럼 교통 시설의 옥상 공간을 이용함에 따라 건물 내부에서는 프로
그램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도시에 새로운 광장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건축
화 되어 제공된 공간은 [그림4-4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비-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됨에 따라 동시
에 '공공화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옥외의 모든 공간에 지붕을 씌우거나 
벽에 둘러싸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날씨와 공해에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이 필
요하다. 사람들은 잠시 햇빛이나 비를 피했다가 다시 이동을 계속할 수 있다.

센트럴 시티 역시 옥상 공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요코하마와 같이 활발한 기능
을 하고 있지 못하다. 낮게 펼쳐져 있는 요코하마 항만 터미널과 달리 10층 높
이의 건물이고 동선이 옥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
근성이 좋은 전면 광장을 건축화 함으로써 도시 속에 도시가 필요로 하는 유사 
공공 공간인 '공공화된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질은 
건물 내부까지 침투해 비-장소 내에 '공공화된 공간'이 생기는 것을 유도한다.

그림 4-42 순환적(no-return) 다이어그램

옥외 공간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 곳이 기존 도시의 흐름과 만나는 곳이
라는 것이다. 때문에 동선이 뒤섞이기 쉽고 자칫하면 이동에 방해가 되거나 복
잡한 경로 탓에 시설에 들어서기도 전에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요코하
마 항만 터미널은 [그림4-42]과 같은 '순환적(no-return)' 다이어그램을 기초로 
국제 항만터미널의 복잡한 동선 패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그 방법은 왔던 
경로를 다시 돌아가지 않고 대신 대안적 경로들을 만들어 이동 도중에 접촉하게 

90) Antony Radford, Selen B. Morkoc Amit Srivastava, op.cit.,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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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건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했다. 이러한 동선 체계는 주민과 방문객, 육상
과 해상,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이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서 일어나게 하면서도 
충돌하지 않게 해준다. 점점 많은 시설들이 결합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비-
장소 내부는 물론이고 도시적인 맥락 속에서도 이러한 동선의 분석은 필수적이
다. 비-장소 자체는 generic space로 장소성을 갖지 않지만 거대한 유동 인구
들을 도시로부터 빨아들이고 다시 도시 속으로 뱉어내는 순환의 과정 속에서 동
선적인 측면에서 본 연결과 관계성은 피할 수 없다.

요코하마 항만 터미널의 옥상 정원이나 공공 광장의 바닥은 터미널과 상점의 
천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즉 아래로 눌린 부분들은 옥상 정원이나 공
공 광장이 되지만, 위로 당겨진 다른 부분들은 터미널과 상점 등의 기능을 수용
할 구역들을 덮게 된다.91) 이처럼 실내와 실외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도시
와 시설의 전이 공간, 즉 이 둘이 섞이게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이곳까지도 
건축화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공화된 공간’이 생성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하는 방식에서 간과되고 있는 또 다른 사항은 현대
인들이 ‘개별자’라는 점이다. 현대인들은 서로 간의 접촉으로 인한 자극을 피하
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육체적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걷거나 
자세를 잡는다. 리차드 세넷은 근대 도시에서 개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개별자
들은 도시에서 침묵에 빠져들었다면서 대화의 무대였던 길거리, 카페, 백화점, 
철도, 버스, 지하철은 시선의 장소로 변했다고 말한다.92)

19세기 유럽의 열차 칸과 길거리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말을 걸지 않는 것은 
권리로, 말을 걸어오는 것을 오히려 침해의 행위로 여겼다. 그 결과 결국 미국의 
열차 칸은 승객들이 마주보지조차 않는, 모두가 앞을 보고 있는 좌석 구조로 바
뀌었다. 또한 부르주아들의 대표적인 공론장이었던 카페는 외부에 테이블을 위치
시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밖에 앉아 지나가
는 군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에 빠지는 개별자가 되었다. 그들
은 눈앞에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교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치 정도로만 보게 
된 것이다.

91) Antony Radford, Selen B. Morkoc Amit Srivastava, op.cit., p.247
92) Richard Sennett, op.cit.,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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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공적인 벤치

그림 4-43 모두가 앞을 보고 있는 열차 좌석

 
그림 4-44 카페의 개별자와 보행자

이처럼 개인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점차 사적인 영역도 중시하고 있다. 현대
의 사회에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적인 것은 옳고 사적인 것은 그르
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사적임 역시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사적임과 공적임이 끊임없이 뒤섞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적인 개인의 
영역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인들의 개별자적인 성향은 그들이 공공 영역 속에 있을 때에도 유지된다.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 속에서 다시 사
적인 영역을 찾으려고 한다. 개인적인 
공간을 추구한다. [그림4-45]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최대한 타인과 떨
어져서 공적 공간을 이용하려는 경향
을 보인다. 다른 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게 다가와 접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한 채 이것을 침해당하고 싶어 하
지 않는다.

이러한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현대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카페이다.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것은 공적인 것 속에서 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인 영역93)을 확

93) 이때의 개인적인 영역(personal space)는 사적인 영역(private space)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개인적이라 함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반
면, 사적인 만남, 사적인 대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적이라는 말은 그와 즉각적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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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했다고 느낀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목적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
라 감정적인 동질감을 느낀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아도 동시
에 느끼는 감정이다. 나아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카페와 같은 공간을 선호한
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안도한다. 모르는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 있지만 [그림
4-46]과 같이 자신만의 개별 테이블을 가짐으로써 개별 영역을 표시한다. 과거
와 같이 문학이나 정치 비평의 장이었던 모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활동의 자유로움을 부여한다. 자신의 자리, 자신만의 개
인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작업
을 하거나 지인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다양한 행위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된
다.

카페가 아닌 ‘공공화된 공간’을 찾는 사람들도 역시 상당수는 개인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온 경우가 많다. 고속버스터미널 내의 ‘공공화된 공간’에서 제공
하는 의자들의 경우 [그림4-47]와 같이 테이블이 부착되어 있는 좌석의 경우 사
람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6 카페의 개별 테이블

 
그림 4-47 테이블이 부착된 좌석

이처럼 비-장소 속에서 ‘공공화된 공간’을 규명해주었듯이 ‘공공화된 공간’ 속
에서도 다시 개인의 영역을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
다.

이 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사적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는 더 좁은 범주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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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대 도시에는 공공 공간이 부족하다. 게다가 빈틈없이 채워진 도시 공간 속에
서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의 통상적인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 영역이 필요하다. 현대 도시에 결핍되어 있는 공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은 ‘공공화된 공간’이다. 공적이지 않은 공간
을 공적인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공공화의 과정이다.

‘공공화된 공간’은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대중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이 모이는 공간이다. 오히려 대중들은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게 된다. 통제되고 감시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공적인 사용에 대한 허
가가 분명한 공간만을 사용한다. 나아가 허가된 공간 속에는 공적인 기능이 부
여된다. 과거의 광장과 같이 그저 텅 비어 있는 공간만 제공해 준다면 그 안에
서는 어떠한 행위도 자유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현대인들
에게 있어 텅 빈 공간은 어떠한 공적인 느낌도 주지 못하고 따라서 그 안에서는 
어떠한 공적인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완벽하게 타인에게 노출된 환경
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격리시키기 위하여 이 공간에서 재빨리 벗어나려고 할 뿐
이다. 때문에 공간을 공공화시키고 나아가 건축화시킴으로써 현대인들이 요구하
는 조건에 맞는 ‘공공화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체 공공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새로운 공공 영역이 기종의 공공 공간과는 달리 이미 존재
하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도시에 공공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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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 도시의 높은 밀도 때문이다. 광장, 공원 등과 공공 
공간을 위한 공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
을 공공화시킴으로써 ‘공공화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은 현대 사회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대체 공공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공간은 비-장소
이다. 비-장소는 이동과 통행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대인들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가장 현대적인 공간이다. 현대 도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동시에 현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동을 위한 공간인 만큼 사람들은 그 안을 빠르게 스쳐지나가게 되고 
그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소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인들의 이동에는 끝이 없고 비-장소 내 사람들의 흐름 역시 끊임이 없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장소로 모여든다. 무수히 많은 순간 비-장소를 지나지만 
대중은 공간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비-장소는 ‘공공화된 공간’이 
되기에 적합한 공간이고 실제로 비-장소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공공화된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비-장소 속에 나타나는 ‘공공화된 공간’은 건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
대 도시에서 이러한 건축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공공화된 공간’
은 공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건축 이전의 개념이다. 텅 비어 있
는 공간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공적 행위도 유발시키지 못했던 것과 같이 건축
화되지 않은 공간 역시 공적인 사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
한 환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건축화는 매우 중요하다.

비-장소라는 이미 건축화된 공간이 공공화되는 것은 ‘공공화된 공간’을 건축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장소는 이미 ‘공공화된 공간’이 나타
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공화된 비-장소의 사례를 관찰함
으로써 건축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은 비-장소보다 더 넓은 범위에 적용이 될 수 
있다. 현대 도시에서 점점 늘어가는 비-장소는 물론이고, 비-장소적인 성격을 가
진 공간들 역시 현대 도시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장을 보는 
마트나 심지어 편의점까지도 비-장소적인 성격을 지닌다. 출근할 때 지나치는 
오피스 건물의 로비 역시 비-장소적이다. 현대인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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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오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길게 머무르지 않고 지나게 되는 모든 공간들이 다 비-장소적인 성
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비-장소로만 한정되어 있던 ‘공공화된 공간’의 건축화 
방식이 비-장소가 아닌 공간에까지 적용 가능한 방식이라면 도시는 더 많은 유
사 공공 공간들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넓은 범위의 공간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찰은 도시적인 스케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비-장소를 도시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비-장소는 장소적 정체성이 없는 공간인 동시에 ge-
neric space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주변의 도시적 맥락과 아무런 연관
도 없이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비-장소는 장소와 동떨어
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사이에 혼재되어 있고, 오히려 장소와 장소를 연
결해주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결은 도시 영역의 확장으로
까지 이어진다. 비-장소라는 도시의 통로들은 지하, 또는 더 높은 층의 공간과 
도시를 연결해줌으로써 도시 영역 안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확
보한다. 도시로부터 연결되는 동선들은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
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비-장소가 갖는 도시의 거의 모든 
방향을 향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입구들이 이것을 반영한다.

특히 시설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비-장소의 경우 그 내부에서도 선택할 수 있
는 동선의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의 시각적인 연결은 사
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동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은 주위로 신경을 빼앗기기 시작한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공간 속을 미끄러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에는 ‘공공화된 공간’도 존재한다. 비-장소의 균
질함 속에서 ‘공공화된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된 공간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하나의 공간을 다른 공간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공공화된 공간’의 건축화 방식은 공간 자체에 대
한 디자인 문제까지 결부된다.

그러나 도시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물 중에는 건축가적인 시각의 반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가들의 사례를 통해 도출해낸 이상적인 건축
화 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도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내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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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의 성격을 바꾸고 뒤섞는 것이다. 현대 도시에서는 많은 것의 경계가 모
호해지고 뒤섞이고 있다. 공적임과 사적임이 그렇고 비-장소와 장소 또한 그러
하다. 이러한 뒤섞임 속에서 모호해지고 있는 또 하나는 ‘공공화된 공간’과 공공 
공간이다. ‘공공화된 공간’은 공공 공간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공 영역
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공공화된 공간’은 공공 공간을 대체해 가
고 있다. 도시 속에 공적이지 않은 공간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공간을 
‘공공화된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어야만 실제 도시 속에 더 많은 대체 공공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공공화된 공간’이 갖는 또 다른 이점은 이 공간이 현대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공간에 대하여 대중들은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
지만 이 공간들을 건축화하는 것은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들은 공
적인 기능이 부여된 안전한 공간을 원했다. 이것은 과거의 공공 공간으로는 충
족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나아가 개인적인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개별자로 존재하
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화된 공간’
이 현대에 걸맞은 유사 공공 공간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공공화된 공
간’의 건축화 과정을 통해 대중의 권리가 일부 회복된다. 공간에 대한 권리가 대
중에게 주어졌다고 여겨질 때 ‘공공화된 공간’은 진정한 의미의 대체 공공 공간
이 될 수 있다.

현대 도시 속의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장소들 사이의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공
공화된 공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화된 공간’으로 공공 공간을 대체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도시 속에 공공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 현대 도
시는 유사 공공 공간인 ‘공공화된 공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공간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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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people have eager to stay safe. As a result, they want to 
be separated from potential danger factor such as homeless or gangs 
in the street. They want the space to be under control. Maarten Hajer 
said that “The most simple solution for dangerous squares and parks 
is to simply phase them out by building on them or privatizing them.”. 
To satisfy people’s needs for the safety, privatized or architecturalized 
spaces should be provided. That is to say, city needs an ‘analogous 
public space’.
To make ‘analogous public space’ for the city, it is also important to 

know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cities. First, con-
temporary cities are the cities consists of fragmentized spaces. To 
make connections between these spaces, transportations such as mo-
torways, train, and subway have developed. Second, new cities are 
artificial. Michael Sorkin insist that there are no authentic public 
spaces but only the imitations of traditional public spaces exist in re-



- 106 -

cent cities. People who have similar opinions with Sorkin claim that it 
is needed to revive old public spaces. For example, plazas or parks. 
Finally, new urban spaces are space of surveillance and control. This 
is because people’s desire for the safety. This is why private spaces 
that permits public use has appeared. As a result, nowadays many 
spaces are not private nor public.
Because of the fragmentized spaces and highly developed trans-

portations, people of contemporary cities never stop. They are always 
moving; continually and rapidly. While they are moving, they barely 
concern about their surroundings. People perceive spaces which they 
encounter while they move, only as a background or scenery. Even 
though these are the spaces where people spend most of the time dur-
ing the day, they never considered as important space.
According to Marc Augé, if a place can be defined as relational, his-

torical and concerned with identity, then a space which cannot be de-
fined as relational, or historical, or concerned with identity will be a 
non-place. For example, all the air, rail and motorway routes, the mo-
bile cabins called 'means of transport' (aircraft, trains and road ve-
hicles), the airports and railway stations, hotel chains, leisure parks, 
large retail outlets are included in non-place. As a result, most of the 
spaces where people pass by during the day is non-place.
One of the major problem of contemporary cities is a lack of public 

spaces. But the problem is, the cities are so dense that there is no 
space left for the public use. That is why we should consider the 
spaces that are already exist in the city which can be transformed into 
‘analogous public space’. ‘A space that is made public’ is where people 
don't have any right or power. Vito Acconci said that it is one kind of 
the public space. Large open spaces such as shopping malls, have re-
placed the plaza, park, and other traditional public spaces. People can 
talk, sit, or wander inside that space. ‘A space that is made public’ is 
space that has possibility to be an ‘analogous public space’. And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People are always busy and they don’t have time to visit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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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ublic spaces are usually away from major flow of human traf-
fic line. If ‘a space that is made public’ is located within a non-place, 
it might be very efficient. A non-place that is made public must be 
architecturalized so that they can offer safe and convenient environ-
ment to people.
By analyzing the samples, it is possible to find out how a non-place 

that is made public, is architecturalized. In conclusion, means of ar-
chiteturalization can be categorized in three levels; city level, building 
level, and space itself. But these are ideal means, and they need to be 
applied to realistic situations so t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oints can be found.
Contemporary cities are packed without leftover space and it is hard 

to make space for the public. If we make already existing spaces pub-
lic, the city is filled with potential public space.

Key words : non-place, public space, publicization, architectural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1.2.2 연구의 방법
	1.2.3 연구의 용어

	1.3 연구 흐름도

	2. 비-장소와 '공공화된 공간'
	2.1 비-장소의 개념
	2.1.1 비-장소의 출현 : 장소의 상실
	2.1.2 비-장소의 예시
	(1) 교통과 관련된 비-장소의 예시
	(2) 교통과 관련되지 않은 비-장소의 예시
	(3) 비-장소 간의 결합

	2.1.3 비-장소의 특징
	(1) generic space
	(2) 대중 속 군중의 공간
	(3) 정체성 확인의 공간


	2.2  '공공화된 공간'의 개념
	2.2.1 '공공화된 공간'의 등장 배경
	2.2.2 '공공화된 공간'의 특성
	(1) 파편화된 공간
	(2) 감시와 통제의 공간
	(3)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2.2.3 유사(類似) 공공 공간 : 공공 영역의 확장


	3. 공공화된 비-장소와 건축화
	3.1 비-장소의 공공화 : 비-장소 속 '공공화된 공간'
	3.2 '공공화된 공간'의 건축화 필요성
	3.2.1 건축화의 개념
	(1) 영역의 설정 및 기능의 부여
	(2) 주변 맥락과의 연계성
	(3) 쾌적한 환경의 제공

	3.2.2 건축화 되지 않은 '공공화된 공간' 의 문제점
	(1) '공공화 공간'의 사용
	(2) '공공화 공간'의 안전


	3.3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3.3.1 비-장소의 사례
	(1) 도심 쇼핑몰
	(2) 교외 상업 시설
	(3) 호텔 체인

	3.3.2 비-장소적 성격을 갖는 공간의 사례
	(1) 휴게소
	(2) 교육, 연구 시설
	(3) 보행자 전용 다리
	(4) 주차 공간


	3.4 소결

	4.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과 발전 가능성
	4.1 관찰 대상 :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4.2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 관찰
	4.2.1 시설의 도시적 맥락
	(1) 도시의 통로 공간
	(2) 도시 영역의 확장

	4.2.2 내부공간의 체류 유도
	(1) 다른 성격의 시설 간 결합
	(2) 맥락에 대한 시각적 예측

	4.2.3 '공공화된 공간'의 디자인
	(1) 균질한 성격의 전체 공간
	(2)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제한 공간


	4.3 공공화된 비-장소의 건축화 방식의 발전 가능성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