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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명동과 그 계획의 재현과 반복

장소의 기술記述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류 한찬

(1) 건축에 관한 사유, 담론은 재현적인 본성을 지닌 기술이다. 이 때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동일성이라는 형식이다. 그런데 한편 관계 맺기의 

도구적인 역할로서 그쳐야 할 형식은 사후적인 틀을 넘어서 어떤 개념, 

사태 자체를 재단하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장소’개념이 있다.

(2) 상업지역은 가장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 장소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상업이라는 행위가 현대에 이르러 가장 근본적으로 제도화된 관계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소로서 상업지역들을 관리하고 계획

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존 ‘장소’개념의 재현적인 속성과 동일성바탕의 

형식은 상업 장소에 대한 지속성 있는 계획을 어렵게 한다. 단적으로 동

일성 형식에서의 시간적 지속[본질적 태도]과 복수자複數者 속의 동일성

[공통점]의 강조는, 상업의 속성상 지역이 따라야 할 시류에 맞춘 변화와 

지역 내 각 개별 점포간의 차별성을 무색케 한다. 동일성에 대한 다시쓰

기가 필요하다.

(3) 이때 기술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재현 안에서도 동일성 형식의 고착화

를 넘을 수 있는 쓰기 방법을 탐구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탐구의 대

표적인 저작은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이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

로 ‘동일한 것’, ‘일반적인 것’으로 포착 하는 사태들은 해체되고,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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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전 본연의 실증적인 차이를 바탕으로 한 역동성, 반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복으로의 다시쓰기.

  실증적인 차이는 재현적인 쓰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성[강조], 차

이로 동일성 형식에 저항한다. 이 때 어떤 기계적 반복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는 차이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재현의 봉쇄들로 

인해 나타난다. 2가지 봉쇄: 상대적 봉쇄와 자연적 봉쇄. 그리고 다시, 

자연적 봉쇄를 이루는 명목적 개념, 자유의 개념, 자연의 개념. 이들 기

계적 반복은 결과적으로 바깥의 대상, 사태에 있어서의 외연의 규정과 

내포적 속성으로서 술어들의 짝짓기에서의 발산과 수렴의 문제로 요약된

다.

(4)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장소다. 10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동안 

명동은 서울의 대표 격 상업 장소로서의 위상을 유지 해 왔다. 이 때 명

동이라는 장소에 대한 선행적인 탐구는 그 안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한다. 곧, 동일성 형식의 전제에 의해 어떤 도시지역의 장소로서 정

체성은 변하지 않은 것에 내지는 지역 내의 물리적 요소들이 최대한 공

유하는 것들에 있다는 것이다. 이때 선행의 연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

은 결국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필지의 구획과 가로, 건물들이 공유하는 

듯 보이는 세장한 입면 등이다. 하지만 과연 명동은 변하지 않았음에 방

점이 찍히는 공간일까? 도리어 이상 하리 만치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일반적으로 정체성으로 포착되는 이면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일까? 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지켜왔다 말하는 중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명동의 위

기는 어디서 비롯하는 것인가?

(5) 본 논문은 여기서 명동지역의 재현적인 기술들[도시계획]에 대한 반

복으로의 다시쓰기, 분석을 시도한다.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 

(1952년),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1983년),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

구단위계획> (2006년, 2015년). 이들 계획안의 재현은 결과적으로 어떤 

반복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이들 계획을 바탕으로 한 명동의 다

시쓰기는 장소 명동은 연쇄적인 다시쓰기와 반복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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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명동의 역량, 동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이 같은 반복과 그 기저

의 차이-화임이, 명동의 위기라 할 것은 이런 차이-화가 결과적으로 다

음단계의 변화폭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이 

밝혀질 것이다.

(6) 명동에서 실현된 도시계획은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 (1952년),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1983년),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

획> (2006년, 2015년)의 세가지다. 이들 세 계획들은 명확한 재현의 의도

를 띠고 있다.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전후의 복구로서,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경우 재개발에 반대하여 과거의 영화를 복

원하고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욕구에서, 마지막으로 <명동 관광특구 제1

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도심부의 특성을 보존하겠다는 큰 틀의 기획안

에서의 하나로서 재현의 목적을 띤다.

  그런데 이들 각 계획안에서 재현하고자 포착하는 것들은 그 기획과는 

달리 명동지역의 어떤 본질적인 것, 동일성을 유지해 온 어떤 것이 아니

다.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기존의 가로와 필지체계를 유

지하는 선에서 가로의 확 폭과 직선화의 변화만을 주었으나, 이들 차이

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충무로길과 명동길 사이의 이면 가로들의 위계를 

흩트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모양 상 동일하나 실제로는 과거의 선적인 

형상을 면적으로 펼치며 기존의 체계에서 차이-화를 낳았다. 재현을 위

장한 차이-화. 그리고 두 번째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경우 재현은 

가로체계의 보존과 건물의 보존 둘로 요약된다.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기

점이 된 78년의 재개발안의 경우 토지의 합필과 대규모 건축 그리고 대

지안의 공지 확보가 안의 줄기를 이룬다. 이 안과 시범상가 계획과의 가

장 큰 차이는 ‘가로망’의 강조다. 상가의 세장형의 입면의 연속적인 파사

드와 공지간격을 거의 두지 않는, 지역 내에 공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것

은 기존 가로체계의 드러냄이다. 그런데 이 재현하고자 한 가로망은 실

은 명동의 지속적인 틀이었던 것이 아닌 바로 직전의 계획, 52년의 <제1

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 때 가로망의 강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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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 각 개별 상점의 통일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시기 현재 명동형 

입면이라고 불리는 상점 입면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는 다시 

어떤 정체성으로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재현 대상

으로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명동에 있었던 3기의 계획은 재현적인 의도를 품고 있었으

며, 그러나 그것이 명동의 정체성으로 잡아낸 것들은 어떤 본질적인 층

위에 위치한 것이 아닌 직전의 계획안의 결과들 이었다. 즉, 명동의 정

체성은 각 3기에 있어서 연쇄적인 반복의 순간적 단면이었던 것이다. 이

들 단면은 동일성의 형식이 아닌 위장과 반복의 측면으로 읽어낼 때 사

태의 본성에 접근케 한다.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 따른 반복. 또한 이들 

반복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동의 외연이 점차적으로 현재의 슈퍼블록으로 

한정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내포로서 내부의 각 가로와 상점들은 균질

화를 거쳐, 점차로 변화의 동력, 차이-화의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거쳤

다는 것이다.

(7) 명동에서 동일성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다시쓰기를 시도한다. 그

러나 기술이 재현인 이상 이는 직접적인 기술, 지시로는 얻어질 수 없

다.

  이 때 다시쓰기의 첫째 방법은 외연으로 부터의 지시denoting다. 재현에 

따른 기계적인 반복이 외연의 설정과 외연 내부의 내포적 술어들로 인한 

것이고, 어떤 재현-기획에서 외연의 설정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외연의 

설정과 그 바깥으로부터의 기술은 외연 내부의 무한infinite했던 속성을 

고착화[한정限定] 시키지 않는 형태로 재현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바깥으로부터의 기술, 이로써 드러나는 명동은 이면의 가로라는 바깥

으로부터의 정체성으로서 드러난다. 일제 강점기의 형성기 시점에서의 

남대문로의 대로의 이면으로서 본정[충무로길], 황금정[을지로]의 영업지

구 이면의 먹자골목으로서의 명동1가, 1952~1983년 시기, 신세계백화점

의 미군PX의 이면으로서 달러골목과 명동길의 부흥, 중국대사관의 이면

으로서 명동4길, 중앙로의 양장점과 고급상점 그리고 이면의 먹자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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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명동의 정체성이라고 불리운 것을 유지한 지역은 늘 그 직접적인 제

시가 아닌 바깥으로서, 어떤 이면으로서의 지역 이었다. 

  사면의 대로와 내부의 균질화, 차 없는 거리의 시행까지 완전히 슈퍼

블록화 된 명동, 명동의 위기는 자신의 바깥을 잃어버림에서 비롯한다.

(8) 다른 한편의 차이-화.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차이-화의 힘으로 

위장과 전치를 제시한다. 그는 연극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각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무지를 연기하는 앎에 대해 말한다. 의식적인 가면. 다르

지만 같음을 연기하는 가면. 다방으로부터 이어지는 명동의 머무를 수 

있는 실내공간과 소위 명동형形 입면을 연기하는 리모델링은 이 같은 위

장의 예시다. 이들이 제시하는 반복과 차이-화.

주제어: 장소, 재현, 기술
학번: 2014-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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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도입: 장소-상업

“이론을 만드는 것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유형의 두 대상, 텍스트들 

또는 구조화된 실재實在의 상이한 두 층위를 분석하고 분절적으로 드

러내는 데 동일한 용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술어체

계에 대한 창안, 특정한 코드 혹은 어휘의 전략적인 선택’이다.”1)

  어떤 사상[사유상, 생각]思想은 그것이 담지擔持하는 대상을 곧바로 지

시 할 수 없다. 그것은 ‘기호’로써, 또는 ‘언어’, ‘그림’으로 자신이 짝지

어진 대상을, 그 대상의 부재 속에서, 나타낸다representation. A와 이름 ‘
A’2)의 지시 관계 그리고 ‘A’의 정의로서 A3)라는 대응은 일대일의 정태

적 관계-동일성 형식-를 바탕으로 하며, 이 같은 형식의 표상함-기술記述
-을 재현representation이라 한다. 이때 그 일대일의 대응-‘A’는 A이고 또한 

A이면 ‘A’이다-은 A의 동일성identity으로서, ‘A’라는 개념槪念과 ‘A’를 포

함하는 표현에서, 이름 ‘A’의 지시 관계를 고착固着시켜 해석의 안정성 

을 담보한다. ‘A’는 A와 동일하다. 그것은 재현을 가능케 한다.

1) 헤이즈, K 마이클. 봉일범 역.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편저자 서문”. 『1968년 이
후의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3. 11p.

2) 본문에서 A는 A가 지시하는 대상을, ‘A’는 이름 A 그 자체를 지칭한다. 가령 ‘사과가 
맛있다’라는 문장의 경우 실재하는 대상 사과의 맛에 관한 진술이라면, ‘’사과‘는 두 글
자다’라는 말은 이름 ‘사과’에 관한 진술이다. 언어와 개념을 다룰 때 오독을 피하기 위
한 표기. (메이츠, 벤슨. 김영정역. 『기호논리학』. 문예출판사. 1999.) 다른 한편 본문에
서 강조 혹은 일상 언어와는 다를 뜻을 가진 단어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3) ‘A’ iff A. 여기서 iff는 ‘if and only if’의 필요충분조건을 지시한다. 곧 이름 ‘A’와 A
의 일대일 대응-동일성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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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재현은 역으로 개념 자체를 제한하고 한계 짓기도 한다. ‘장소’
는 이 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이름이다. 가령 우리가 어떤 지역을 ‘장소’
라는 이름으로 지칭 할 때 우리는 그 지칭되는 지역을 단순히 어떤 이름

으로 빌어 표상된 어떤 느슨한 경계의 구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빌어 떠올리는 어떤 표상과의 일대일 대응 관계의 무엇으로 생각

하는가? 이 때, 장소는 일종의 동일성 형식에 따른 재현-기술로서, ‘장
소’의 지칭함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향한 도구적 지향이 아니다. 장소는 

근본적 전제가 되는 지평, 장소기술記述로서 다가온다. 공간은 장소로써 

기술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소에 대해 이런 동일성 기술이 옳을까? 동일

성 기술 내에서 장소 혹은 그 이전의 지역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과 요소

들은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가? 혹은 그 같은 위치가 옳은가?

  도시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이해 혹은 계획, 그 번역과 기술記述의 과정

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동일성이라는 형식이다. 일면 바깥과의 연결

같은 이 동일성형식의 대응은 한편으로 그 ‘번역어’를 왜곡시켜 대상

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개념적 재현의 측면으로 실현에서 필연적인 

운동성을 박제한다. 즉 바깥과 이론과의 동일성 형식으로서의 대응이 그 

형식으로서 이론 내부에 있어서 바깥을 바로 기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이같은 형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동일성同一性 identity이라는 형식이다.4) 장소는 동

일성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記述이다. 다른 한편 장소는, 동시에, 자

신의 형식identity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장소가 

왜 동일성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며 자신의 형식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이후 왜 그리고 여기서 상업장소로 넘어

가는 계기 그리고 주요한 질문점들 (2장참조)

  장소가 된 상업지商業地가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를 꼽아보라는 

질문의 답으로, 가로수길, 명동, 홍대 앞 등 상업지역의 이름을 기대하는 

4) 헤이즈, K 마이클. 본 글의 1장 1절 참조.



- 3 -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한편, ‘장소’라는 말에 힘주어 르페브르/ 

과거 전통적이 이론에서 장소로 언급하는 장소들의 역사성 다른 한편, 

가장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 장소는 상업영역이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

는 근대 이후의 사회를 도시-국가-상품의 구성으로 파악한다. 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직은 모든 것을 상품화 한다. 이때 그 사회 속 공간과 시

간 역시 교환이라는 기제를 바탕으로 재편된다.5)그리고 이는 현대 도시

로 이어진다. 장소 전통 입장의 실존은, 다시 상품과 교환이다. 상업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으로서의 제도화된 관계이다. 이는 

외적으로 교환으로만 살고 교환에서 그리고 소비를 통한 경험. 상업지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나 현존하는 방식에 있어 일종의 장소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것이 언명되듯 구체적으로 계획에서 드러난다. 어떤 ‘장소’

의 상상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장

소인가, 일의성과 재현의 기제는 상업지역을 

  특히 상업지역에서 문제가 된다. 동일성 두 가지 동일성과 그 재현하

고자하는 기대하는 그림, 장소에 대한 고민은 제법 부족한편 특히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일성’, ‘재현적 태도’ 다시, 장소

가 된 상업지가 있다. 상업 장소가 있다. 어떤 지형에서 이해되고 있느

냐의 문제

-장소에 대한 괴리 이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선 관리계획

장소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관리계획을 보아야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의 형식들의 기저를 이루는 그림을 장소개념이해

와 함께 포착

-개념적 비판을 통해 대안제시

-동일성 이야기[르페브르의 리듬이 직접적으로 교환을 언급하듯 현대는 

동일성의 시대가 아니다. 교환과 다-주체를 바탕으로 할 때는 동일성이 

아닌 차이와 반복]

-전통적 장소와 현대 상업장소의 연결지점 그리고 차이. 전통 장소의 동

5) 앙리 르페브르. 정기헌 역. 『리듬분석』. 갈무리. 2015. 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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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재해석(비판)이 필요

-1장 속 목적, 배경, 대상, 방법

-대상: 대상은 신생계획이기(장소만들기) 보다는 이미 있는 장소에 대한

관리계획

-장소에 관한 지향이 있다. 로시에게 로쿠스 슐츠에게 게니우스 로키가 

있다면 그것들은 어떤 축적물이고 또 시간성 내지는 어떤 본질주의적인 

것으로서 도시 공간 그리고 공공 혹은 집단 도시를 대표할 집단에 장소

가 되었다면 현대적인 장소는 상업이다.

1.2. 연구의 대상

  상업 지역은 가장 현대적인 장소이다. 그리고 또한 상업 장소는 장소 

기술의 동일성 형식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이의 제기이다. 왜냐하면 어

떤 상업 장소의 힘은 주변의 맥락과 사회의 시류에 발맞춘 변화와 차별

화된 각 상점 점포의 다양성에서 오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속성은 동일성이라는 형식으로의 기술과는 맞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도시에서 상업 장소의 중요성으

로 인하여, 우리는 그 같은 장소를 재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구는 이 같은 상업 장소 그리고 그 장소의 재현적 기술을 대상으로 한

다.

  이 때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이며 오랜 상업 장소이다. 연구는 명동과 

명동지역의 장소 기술을 대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재현

적인 장소 기술이자 실제 지역 공간에 영향을 끼치는 실현된 도시 계획

을 그 전 후의 명동이라는 지역의 맥락과 더불어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의 대상) 명동은 서을의 대표적인 상업 장소다. 이 때 연구의 대

상은 명동이다. 그런데 일상적인 의미 맥락에서의 명동이 아닌 해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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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명동 이렇게 흩어보고 전체를 포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 차

이/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흩어보는 방법론 자체가 중요 그리고 기존의 

계획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명동 역시 그 대조군으로서 해체된 명동1 vs 

해체된 명동 2 vs 기존계획의 명동

-대상에서 왜 명동인가?

-반복으로 해체하는 이유? 1장에서 재현비판을 통해 동일성들을 해체하

는 것 먼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반복개념을 가져와야 그래야 

‘대상’을 설명할 때 해체한 대상으로 설명한다. 물론 여기서 ‘범위’

와 방법을 말할 때 묶어내는 방식이라거나 어떤 기준으로의 해체인지는 

2.2.에서

①일반적인 ‘장소’관리계획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걸 파지는 않는다 

장소성 일반으로 나아가는 것은 5.3.에서 여기서는 상업장소부분만 일단 

문제삼자. 하지만 더 문제는 상업 일반적인 장소관리계획 들에서도 그 

안의 ‘상업지역’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 포착

②상업지역에서 관리계획& 동일성

-동일성 중에서도 특히

a. ‘본질’적 동일성 -> “반복”

b. ‘복수성’사이의 공통 동일성-> “차이”

+)로 위의 a,b 에 대한 재현적 태도로서의 ‘동일성’

③그 기반(앞서의 ①②)이 되는 장소관련 기본 논의들 (지역특성 연구들 

& ‘장소’관련 이론들) + 도시계획사

1.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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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장소, 명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경향이 발견

된다. 지역에서 변하지 않았던 것-그 표상 혹은 형상-들 지역의 많은 요

소들에게서 최다로 공유되는 것-공통점-들은 어떤 동일성으로 명동의 장

소 기술의 주요한 대상들 내지는 술어들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명동의 세장한 필지조직, 가로체계, 흔히 보이는 입면 유형 가로 

폭과 건물높이의 D/H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요소들, 원어

적인 의미에서 정체되어 있는 대상identity들이 상업 장소 명동에 대한 유

의미한 장소 기술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그와 같은 형식으로서의 대상과 

술어들의 포착과 기술이 앞으로의 명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선취-선先-재

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업 장소에 대한 동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으로 귀결한다.

(1) 첫째로 대상인 명동과 명동의 재현적 기술의 동일성 형식에 따른 요

소와 그것의 비판을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판적 분석은 명동에서

의 재현적 기술(계획)의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기술의 내용사이와 

그 기술과 기술의 결과물 사이를 향한다. 그리고 이는 곧, 동일성 형식

에 대한 비판적 방법론의 시도이다.

(2) 재현적인 기술에서 재현의 목표(대상)은 곧 그 장소 기술로서 나타내

고자 하는 정체성identity일 것이다.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내용적으로, 

(1)의 비판을 바탕으로 동일성 형식으로의 기술이 아닌 장소로서 명동의 

차이-화와 반복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로써 명동이라는 지역이 

어째서 오랜 기간 위기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어며, 또한 어떻게 

그 같은 오랜 위기 속에서도 대표적인 상업 장소로서의 위상을 지켜 왔

는지에 대한 한 단서를 제시 하고자 한다.

(3) 건축 그리고 도시의 계획 그리고 이해의 측면에서 재현 자체는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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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라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떤 재현의 기술, 어떤 장소 기술을 가질 것이냐-무엇에 대

하여 명사로서 규정하여 무엇을 술어로써 서술 할 것이냐-의 질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 장소의 동태적인 속성에 맞도록 동일성의 고착화를 넘는 기술 방법

에 대한 탐구이다.

  장소 명동에 대한 다시쓰기.

  (연구의 목적) 동일성 형식을 장소 기술에서의 동일성 형식 //본 글은 

그러므로 목적은 다음으로 귀결한다. 연구의 목적은 일단 여기서는 ‘동

일성’이 반복으로 해체되는 것 이렇게 다르게 보는 방식자체의 시도가 

목적. (내용적 목적외에 방법론의 드러냄이 목적이다.) 그런의미에서 1차

적으로는 (1)기존의 동일성으로 해석되어온 꿈들의 해체와 그것이 주는 

유의미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해체를 통해 명동의 민낯,‘장소’를 대

체할 ‘장소’로서 명동 드러냄 이목적 그리고 나아가 (2)기존의 동일성

으로는 포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포착이 목적.

즉 내용적 측면의 목적(앞서의 저 (1)과(2)) 그리고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유의미성 ((1)과(2)를 드러냄으로서)그리고 그 제안이 목적이다.

이같은 것이 드러내는바 ‘동일성’장소의 형식 아닌 ‘하나의 단일개

념’‘동일성의 형식’이 아닌 ‘패턴으로 드러내는 것’, 즉 하나의 기

술법記述法을 보임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쓰기, 다른기술記述.

  개념槪念, 그것의 형식에 관한 현대적 사유는 차이의 강조 동일성과 재

현의 비판. 차이와 반복의 머리말

-『차이와 반복』  장소와 도시공간에 적합 틀 ‘반복’, ‘차이’, ‘상

업’, ‘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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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 비판

(2) 반복과 차이

(3) 감성론적 종합



- 9 -

2. 연구설계

2.1. 『차이와 반복』 그리고 <사건 범주 발생론>

  먼저 『차이와 반복』에서 재현을 통해 포착하는 반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재현의 4중의 가상)

  재현再現-동일성 형식에 맞춘 쓰임記述-이전의 날것으로서의 ‘반복’은 

어떤 사태일까? 『차이와 반복』의 사유는 ‘반복’에 덧입혀진 왜곡을 풀어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반복’은 재현의 형식 속에서 유사성, 

동일성, 대립, 유비의 네 가지 기제機制들로써 나타난다. 재현된 ‘반복’의 

모습. (1)먼저 유사성, 이름 ‘반복’으로의 재현에서 각 대상[혹은 사태]의 

항들은 각각에 분배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계열로서 포섭된다. 

재현된 ‘반복’은 유사한 항들의 나열로써 된 계열인 것이다. (2)이때 바탕 

되는 유사성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동일성-개념槪念6)-이다. ‘반
복’의 각 항들의 유사성을 말함은 그것은 어떤 바탕이 되는 원형-개념적 

동일성-과 닮은 것들이라는 바탕에서 비롯한다. (3)이 때 유사성을 빠져

나가는, 각 항들 사이의 차이-다름-이 있다. 이 차이는, 한편, 대립되는 

술어 간의 취사선택에 따른 개념적 차이-어떤 기준이 되는 동일한 바탕 

위에서만 유의미한 종속된 차이-로 통제된다. 즉, 유사성의 계열-‘반복’-

6) 들뢰즈에게 그리고 『차이와 반복』에서 개념槪念은 대표적인 재현의 방식-동일성 형식에 
따른 기술이다. 이는 어떤 운동-태運動-態 그리고 다양체와 관계 하는 이념理念적 사
유에서의 대상들과 대비된다. 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
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 일반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나 판단
을 성립시키기도 한다’(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개념이 판단과 관계할 때, 이념은 행위와 관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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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들 a와 a’의 차이는, 각 항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이전에, 계열

에서 유사성의 기준이 되는 ‘원형’-개념-과 각 항[a 혹은 a’] 사이의 거

리로서 드러난다. a[혹은 a’]가 이때 그 거리를 기술하는 하는 것이 술어

들의 대립이다. (4) (유비에 관하여는 보충필요)

  (1)행위의 이유 될 바탕[행위이유ratio agendi]의 규정으로서 지각의 유사

성, (2)인식의 효율성 그리고 편익[인식이유ratio cognoscendi]으로 반영되는 

개념의 동일성, (3)생산이유ratio fiendi로서 술어들의 대립, (4)존재이유 [존재

이유ratio essendi]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화 하는 판단의 유비의 넷이다. 이 

이유들로서 재현은 어떤 도구적 합리성을 인정받는다.7)

(가상에 의한 왜곡)

  이상이 재현에 따르는 기술記述에서 ‘반복’이다. 이때 ‘반복’은 어떤 일

반성이 이룩하는 계열과 구분 없이 드러나며, 이는 ‘반복’이라는 개념槪念
-개념槪念으로써 포착한 ‘반복’-의 익숙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제

시, 재현은 하나의 왜곡된 상이다. 재현의 규정, 개념적 포착은 ‘반복’의 

실제적인 계기를 잡아내지 못한다. ‘반복’의 참된 역량, 본성, 근본적 사

태는 이들 포착으로부터 빠져나간다.

(4가지 봉쇄)

(차이 그 자체와 심층적 반복)

(『차이와 반복』의 구도)

  도시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이해 혹은 계획, 그 번역과 기술記述의 과정

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동일성同一性 identity이라는 형식이다.8) 이때 

7) 충족이유율
8) 헤이즈, K 마이클. 본 글의 1장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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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는 동일성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記述인 한편,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형식identity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이의제기다.

2.2. 연구의 범위와 방법9)

  기술記述은 재현이다. 또한 계획 역시 어떤 모상模像으로서의 선취라는 

점에 있어서 재현이다. 즉, 우리는 재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 

수단에 있어서도 지향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재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대안은 존재 할 수 없다. 다만, 재현이라는 기술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재현 이전의 실증, 지금 그리고 여기의 다름 들10), 그 차이-화의 

동인에서 비롯하는 반복의 역동성을 포착, 기술 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론의 측면에서 주의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변천사 추적이 아님이

다. 재현이라는 것과 의도가 중요. 즉 물리적 상황 바깥의 의지, 의도의 

반영. (보충)

  재현의 시도는 동일성의 지속이 아닌 도리어 어떤 차이-화와 위장에 

의한 반복으로서 실증(실현)된다. 일단은 그것이 기계적인 반복, 심층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는 반복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9) 본 절은 들뢰즈의 저작 『차이와 반복』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절 전반을 통해 『차이와 
반복』의 논의는 요약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이를 위해 각 문장마다 따로 각주를 
표기하는 것은 불합리 할 것이다. 본 각주를 통해, 직접 인용된 구들을 제외한, 『차이와 
반복』에 대한 절 전반의 참조사항을 묶어서 제시 한다: 들뢰즈, 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25-86pp. 553-584pp. 595-633pp. 

10) 들뢰즈는 이를 영국 소설가 새뮤얼 버틀러의 풍자소설 제목을 불러 Erewhon으로 나
타낸다. “경험론은 개념을 어떤 마주침의 대상으로, 지금-여기로 다룬다. 그보다는 오히
려 결코 다 길어 낼 수 없는 것들, ‘지금들’과 ‘여기들’이 항상 새롭고 항상 다르게 분
배되는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생겨나는 어떤 Erewhon인 것처럼 개념을 다룬다고 해야 
한다.” (들뢰즈, 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20-2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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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한 재현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어떤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완전히 똑같은 두 대상이 없듯이 한 대상에 대한 

온전한 기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들뢰즈는 기술되는 대상을 ‘외연’으로 대상에 대한 술어적 기술

을 ‘내포’라고 부른다. 이 때 하나의 외연-대상-을 온전히 재현하고자 하

는 시도를 생각 해 보자. 대상의 온전한 특수성을 위해서 그 대상에 대

한 기술은 무한한 수의 술어-내포-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한한 수’로 인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우리는 무한한 개수

의 술어로 기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사 무한한 개수의 

술어로 기술 한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술어는 처음 기술하고자 한 대상

에 독점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상의 술어로서도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의 한계

를 인정하고 유한한 술어로서 대상을 기술(재현)함으로써 당초 목표로 

했던 온전히 특수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취한 그 동일한 술

어군群을 공유하는 다른 대상의 등장-반복, 다른 것이되 유한히 취한 술

어로 인해 어떤 동일함, 유사함으로써 떠오르는 것의 등장이라는 사건-

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무한한 술어의 나열 중에서 그 술어를 

동일하게 취하는 다른 유사한 것들의 계열-반복들-을 받아들이는 것. 결

론적으로 동일성 형식에 따른 기술-재현-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필연적으로 다르되(차이-화의 과정을 겪었으되) 동일한 것으로 표상되는 

어떤 반복을 낳게 된다. 재현이 온전한 어떤 동일성identity으로 읽힌다면,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숨은 다름 혹은 술어의 결핍을 숨기고 위장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소 기술의 동일성 형식-재현-의 비판은 이제 재현적 기술 그 자체로

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재현적 기술이 결핍하는 술어(곧 동일성으로

부터 결격되어 차이-화 할 바탕)가 무엇인지, 재현의 대상이 혹 다른 어

떤 곳에서 취한 술어가 있는지 위장의 이면을 살핀다. 재현적의도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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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계획들, 명동에서 이루어진 세 번의 계획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

업>과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기술들은 어떤 대상의 재현을 꾀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을 어떤 술어로서 

재현하는지, 그러므로 어떤 반복으로서 드러나는지 분석한다.

  한편, 『차이와 반복』 이 같은 재현의 실패, 반복으로의 드러남을 실제

의 저항력으로 표현한다. 나아가 이 같은 실재하는 것 제 각각, 어떤 존

재성-강도intensite-으로 드러나는 힘을 재현으로 포착되기 이전의 참된 

차이, 차이-화의 역량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의 구체적인 기술은 철학

의 영역이며, 그곳은 책의 대부분의 장이 바쳐지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앞서 목적으로서 제시한 반복으로의 다시쓰기 그리고 그 대상-술어 기술

의 관계를 살펴, 실재하는 대상의 차이-화에 대한 도시 건축적 요소로서 

표상을 대신한다. 기술의, 기술로서의, 재현이 어떻게 실상은 기저의 어

떤 차이-화를 품고 있으며, 다시 그 기술이 도시적 실제로서 재현되어 

반복으로 나타나는지 추적한다. 소망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의도치 

않은 것으로서의 반복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장소 기술로서 반복을 나타

내는 기술법의 단서를 얻는 것이다.

  (1)언어철학의 의미론적 관점에서 대상과 재현요소-언어 내지는 그림 

형태로 표현, 지목되는 대상-와의 지시관계를 바탕으로 각 계획안과 이

를 바탕으로 한 기존 의미관계와 계획의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작업과 사건 범주 발생론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다시쓰기.

  (2)재현대상과 재현물-역시, 언어 내지는 그림 형태로 표현되어 대상을 

지목하는데 쓰이는 요소-그리고 그 대응관계의 구도와 재현 반복의 관계

를 (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명한다. 

  연구는 동일성 형식-재현-을 향한 비판이지 다시쓰기다. 그 단초적인 

성격이 목표라고 해도 그 방법론은 반복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에 줄을 

댈 수 밖에 없다. 연구는 차이와 반복의 뼈대에 기댄다. 단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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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다룰 범위 그리고 그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 절에서 대

상지, 명동이라는 전체, 그리고 그 부분들―사건들(지금들), 공간들(여기

들)―은 각기 일상적인 자신의 자리들, 그 시간적 위치적 맥락으로부터 

풀려나 평평하게 펼쳐진다. 이때 대상들은  반복의 문양, 한 패턴으로의 

배치를 기다리며 단일한  지평(장소-성의 구조?) 위에 놓여 있다. 

  (연구의 방법) 본 글의 연구 방법론, 그 기본 골격을 맞추는 것은 재현

을 통해 일반성과 구분없이 된 반복을 복원해 내는 차이와 반복의 논리.  

 ‘일반성’으로 재현되는 개념적 포착으로부터 ‘반복’을 『차이와 반복』에
서 속 재현 속 반복을 포착 해 내는 논리의 구조다. 그리고 이후 심층의 

차이화 왜 재현 속에서 포착하는 반복이 중요한지. 기본적으로 사유는 

개념을 다루고 재현적 재현적사고에 우리는 익숙 물론 운동성 다이나믹 

때문에 이념적 운동적 사유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재현으로부터의 

반복포착이 중요  반복역시 이미 재현에 의해 왜곡된 채로 시작된다 (그

래서 더욱 들뢰즈의 사유가 중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 동일성형식

으로 쓰인 반복은 크게 의미없다. 다른 것을 모를 것 한편으로는 반복도 

단순히 동일한 것의 지속을 같도록 떼어내어 나열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

문이다. 동일성으로 쓰이기이전의, 동일성과 대등한 형식으로서의 반복.

  재현再現-동일성 형식에 맞춘 쓰임記述-이전의 날것으로서의 ‘반복’은 

어떤 사태일까? 『차이와 반복』의 사유는 ‘반복’에 덧입혀진 왜곡을 풀어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반복’은 재현의 형식 속에서 유사성, 

동일성, 대립, 유비의 네 가지 기제機制들로써 나타난다. 재현된 ‘반복’의 

모습. (1)먼저 유사성, 이름 ‘반복’으로의 재현에서 각 대상[혹은 사태]의 

항들은 각각에 분배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계열로서 포섭된다. 

재현된 ‘반복’은 유사한 항들의 나열로써 된 계열인 것이다. (2)이때 바탕 

되는 유사성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동일성-개념槪念11)-이다. ‘반

11) 들뢰즈에게 그리고 『차이와 반복』에서 개념槪念은 대표적인 재현의 방식-동일성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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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각 항들의 유사성을 말함은 그것은 어떤 바탕이 되는 원형-개념적 

동일성-과 닮은 것들이라는 바탕에서 비롯한다. (3)이 때 유사성을 빠져

나가는, 각 항들 사이의 차이-다름-이 있다. 이 차이는, 한편, 대립되는 

술어 간의 취사선택에 따른 개념적 차이-어떤 기준이 되는 동일한 바탕 

위에서만 유의미한 종속된 차이-로 통제된다. 즉, 유사성의 계열-‘반복’-
에서 항들 a와 a’의 차이는, 각 항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이전에, 계열

에서 유사성의 기준이 되는 ‘원형’-개념-과 각 항[a 혹은 a’] 사이의 거

리로서 드러난다. a[혹은 a’]가 이때 그 거리를 기술하는 하는 것이 술어

들의 대립, 곧, 이에 대한 이 때의 거리는 술어간의 취사선택 기술記述에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로는’ 다수성의 확보 개념없는 차이 말

말말로 유사성의 계열-재현으로서 ‘반복’-을 유지한다. (4)반복은 유사한 

것들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대립을 통해서 각 기제는 반복의 멍에 기술

techne 재현의 왜곡에는 그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바탕으로부터 비롯한

다. 이때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5장 이 때 이들 각 기술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바탕에는 재현을 정당화하는 도구적 합리성에 따른 근거들

이 있다. 이를 정리 해보면 어떤 도구적인 기획의 충족이유율 즉 이는 

인식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 한다. 곧, (1)행위의 이유 될 바탕[행

위이유ratio agendi]의 규정으로서 지각의 유사성, (2)인식의 효율성 그리고 

편익[인식이유ratio cognoscendi]으로 반영되는 개념의 동일성, (3)생산, 어떤 

개념의 다수화 생산가능성을 위한-가령 ~과 같은-[생산이유ratio fiendi]    

술어들의 대립, (4)존재이유 [존재이유ratio essendi]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화 

하는 판단의 유비의 넷이다. 은 그것은 어떤 도구적 합리성. 을 인정받

는다.12) 충족이유율, 도구적 원리, 즉 이같은 도구적 측면은 도리어 이같

은 왜곡을 합리화 하나 그 동일한 이유에서 이들은 도구적 측면의 변질

에 따른 기술이다. 이는 어떤 운동-태運動-態 그리고 다양체와 관계 하는 이념理念적 
사유에서의 대상들과 대비된다. 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
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 일반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나 판
단을 성립시키기도 한다’(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정의와
도 일치한다. 개념이 판단과 관계할 때, 이념은 행위와 관계한다.

12) 충족이유율 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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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자신이 재현한 반복이 근본적인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재현된 반

복이라는 것 곧 차후적인 것 행위 이전의 포착, 표현 재현 

representation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이 재현에 따르는 기술記述에서 ‘반복’이다. 이때 ‘반복’은 어떤 일

반성이 이룩하는 계열과 구분 없이 드러나며, 이는 ‘반복’이라는 개념槪念
-개념槪念으로써 포착한 ‘반복’-의 익숙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제

시, 재현은 하나의 왜곡된 상이다. 재현의 규정, 개념적 포착은 ‘반복’의 

실제적인 계기를 잡아내지 못한다. ‘반복’의 참된 역량, 본성, 근본적 사

태는 이들 포착으로부터 빠져나간다. 가령 반복개념이 실제적인 반복에 

선행하는가 즉, 반복자체는 허상이고 그것을 위와 같은 재현적 틀로서 

포착할 때 반복은 모습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반복의 실제적 계열, 연쇄

가 재현에 선행하는가? 반성적 사태에 머무름 재현적 포착이전의 반복에

서 유사성의 계열이 반복을 이끌어내는 사태일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차이화의 힘. 즉 반복의 본성을 이루는 심층적 힘, 계기를 뚫어내

는 사태에 관하여 포착해야 한다. 각 단계의 왜곡들 이런 왜곡에서 결과

적으로 반복은 어떤 일반화된 계열, 그러나 행위의 관점에서는 반복이라

는 것의 본질인 어떤 운동성과 차이화의 역량. 보다 자세히 먼저 각 단

계에서의 왜곡을 살피면은 이렇게 주목할 것은 부정에 의한 표현 이는 

역으로 말하면 실증적 힘의 저항 곧 참된 반복으로 나아갈 힌트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 ‘반복’은 어떤 유사한 것 그리고 극단적으로 동등한 

것들의 나열로, ‘일반성’과 구분 없이 재현된다. 한편으로는 닮은 듯 보

이는 이 둘, 그러나 각각의 표면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기들로써 비롯

한다. 먼저 ‘일반성’에 관하여, 그 것으로써 묶어내는 계열들, 각 항들의 

질적인 유사성과 양적인 등가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의 핵심은 각 항들 

간의 교환 및 대체 가능성이다. 일반성 특수자의 보편성 그러나 반복은 

특수한 것과 관계한다. 그런데 유사성을 기준으로 할 때 마치 실험처럼 

반복적인 것은 유사성들의 동등한 양적인 질서를 통한 반복, 일반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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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반복이 본래지니는 재생 운동성 n승의 역량은 없는 듯 유사성

의 질서에서 일반화되어 법칙화된다. 그러나 그 같은 반복은 이미 ‘귀

결’로서의 반복으로 그 본질적인 ‘시작의 계기’에 미치지 못한채 박

제된 것이다. 즉 귀결이 아닌 행위의 측면에서 선행하는것 다른계기 일

반화와 반복의 다름 일반은 일반-화 동일화의 문제, 항간의 교환가능 반

복은 증여와 절도, 행위를 기반하는 훔쳐냄, 차이화를 바탕하는 문제? 포

착 이전의 계기 이는 마치 실험에 있어서 유사성으로부터 동등성으로의 

동등성의 양적인 측면과 반복. 두번째 측면 ‘원형’이 도입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유사성은 근본적으로 원형과 관계 시키는데 대상이 다 

다르다고 할 때 유사성은 대상들간의 직접비교이기보다는 모든 대상을 

포섭하는 ‘원형’의 상정으로부터 비롯한다. 즉 representitive의 도입, 

재현 법칙, 그것은 반복적인 어떤 계열들에 대한 일반화를 언명하는 것

이 된다. 반면, ‘반복’의 경우 일반성과의 구별,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이

라 하였을 때 그것이 관계하는 것은 동등성이 아닌 특수성, 가령 동일한 

것들의 연속체 내지는 나열에서 우리는 반복을 포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최소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사성, 동등성으로써의 기술은 곧, 재현적인 ‘반복’의 두 번

째 측면, 어떤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의 전제로 나타낸다. 개념적 

동일성. 셋째 측면, 4중의 가상, 곧 대립의 부정성, ‘개념없는’차이 동

일성에의 대립으로서만 드러남. 그리고 이 때 대립에서 반복은 오직 어

떤 부정 그리고 결핍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지접은 세 번째 측면 부정적 측면에서의 

반복 왜? 반복 자체의 힘이 재현적 굴레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찢고 드러

내는 모습 반복 길들이고자 함. 심층의 반복의 제시 그리고 차이와 반복

에서 그방법은 이런 구조 3개의 봉쇄 재현이 반복을 말말 반복 자신의 

실증적힘으로 드러나는 표지.

  3번째 단계에 주목 그리고 기계적 반복. 재현에 의한 왜곡,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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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시작은 재현으로부터, 1은 왜곡 상을 엄밀히 포착하고 걷어내

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언어가 그 본질에 있어서 이미 재현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의 사유가 동일성과 재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때 단서 역할을 할 것은 어떤 ‘저항’, 기계적 반복, 대립에 관하여, 부

정성에 관하여 이다. 부정성은 한편으로는 반복을 부정적인 것 그러므로 

동일한 형식에 대해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하나 다른 한편 그것은 재현적 

형식이전에 그것으로 포착불가능한 자신의 계기로서 반복의 저항력 같은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원리로서 술어적인 대립, 부정성에 의한 반복 

관하여 보다 상세히 살핀다. 그리고 그 심층의 참된 반복, 왜곡 상에의

해 부정으로만 포착되는 어떤 것이 아닌 그 자신 힘을 가지고 생성으로 

나아가는 반복. 

  3단계의 기계적 반복으로부터 진짜 반복까지 그리고 차이 그자체. 다

른 한 편 이 같은 개념적인 탐구는 실증적 사실 이외의 규정과 형식들에 

관한 사변으로, 개념적 정초다. 다만 한 단계 아래서 차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반복을 외생적으로 포착하는 경우 사실의 문제를 통해 반복에 

접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수사관도 절대적으로 똑같은 둘을 찾을 

수는 없다. 

  이상이, 『차이와 반복』 에서, 동일성 형식의 왜곡으로부터 벗어난 반

복의 기술 구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술적이 기초개념들을 제안했

다.”(595p) 이것이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틀이 되는 한편, 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바탕, 논의가 놓이는 구도를 포착해보아야 한다. 물론 들뢰

즈에게 차이와 반복의 사유에서 이것은 중간지대. 목적 그리고 개념적 

사유측면에서 본 글과는 다르다. 

  (연구의 범위) 명동은 오랜 역사 이슈 많고 연구목적에 맞추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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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서 명동을 재단한다. 다루는 데이터 계열의 시간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대상으로서의 계열이름을 제한해야 한다. 먼저 재현으로 부터

의 복원 우선은 시기적 구분 해체와 대상으로서 명동의 계획을 기준으로 

일종의 반복과 차이화의 의지 표명 매니페스토 공간적범위는 상대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각 위치를 독립적으로 다룰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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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동 계획과 동일성 비판

3.1. 제1중앙 토지구획정리사업: 첫 번째 재현과 반복

3.1.1. 사업안의 개요와 재현적 기술

  명동의 첫 번째 재현再現적 기술記述, 처음의 반복은 <토지구획정리사

업> (1952-1958)으로 인해 표면화 된다.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서울都市計劃街路網圖>는 1960년에 서울시청 도시

계획과에서 제작한 1:15,000의 도시계획관련 지도이다. 광장과 가로망 계

획이 인쇄되어 있는 반면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채색되어 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해 작성된 이 지도의 저본底本은 1953년에 서울도시계획가

로망도에 사용된 것과 같은 지도이다.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동대문지구, 서교西橋지구, 제1중앙지구, 제2중앙

지구, 한남.대현지구, 용두.번대지구, 공덕.사근지구, 청량리.신당지구가 

색을 달리하여 표시되어 있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시가지가 파괴된 전후戰後라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시가지 내의 

구획정리가 주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1952년 시작된 구획정리는 

일차적으로 전쟁 피해가 집중된 을지로 3가, 종로 5가, 충무로, 관철동 

등의 제1중앙지구와 원효로, 행촌동, 왕심리 등 제2중앙 지구에서 실시

되었다. 그리고 용두. 번대지구, 공덕. 사근지구, 청량리. 신당지구 등은 

해방 전 토지구획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해방과 전쟁

으로 중지되었다가 전후 복구이후 사업이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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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지역은 이 중 최우선 복구지역인 제1중앙지구 충무구간에 포함된

다. 사업의 개요에서는 지구에 대한 여건과 사업의 목적을 ‘도심의 중심

지역으로 상업이 번성하고(...) 밀집하였으나 좁은 가로 등의 불편한 상황

으로 인하여 전쟁을 맞아 이번에 전소되었다. 이 때 신속한 민간의 복귀

와 아울러 조속히 건축 될 것이 예측되는 바, 이번 기회에 급속 정리하

여 구태의연한 복구를 방지, 토지를 개량하고 제반시설을 완비하여 근대

도시로서의 용태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구의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진바 

상업지구로서의 영원한 복사福社를 증진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바’라고 설명한다.13) 전파全破이전 서울의 최고 중심 번화가의 복구, 재

현과 도시시설 측면에서의 개량의 둘이 사업의 목표로서 제시된다.

그림 00.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4) (1960년)

13) 『서울 土地區劃整理沿革誌』.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 1984. 189p.
14) http://g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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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00. 제1중앙 토지구획정리지구15)  그림 00. 폐허의 명동 1950년대 <국가기록원>

  사업안은 재건과 복구를 그 최우선 목표로 한다. 사업안은 가로망의 

재현은 목표로 하는데 도시 기반의 복구라는 의도와 일치한다.

  선행의 연구에서는 사업에서 재현해 내는 가로망에 관하여 근대적 가

로망의 삽입이라거나16) 상업지역으로서의 프로그램적 특성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도시형태의 이입으로서의 변화17)라는 등의 단절적인 평가 역

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1924년의 <경성부 직업 안내도>와 

1936년의 <지번구획입대경성전도>등의 자료를 볼 때 적절치 않아 보인

다. 도로의 직선화로 인한 가구의 균질적인 정형화 과정이 있었음은 사

실이나, <경성부 직업 안내도>에서 각 점포의 이름배열 방식과 오리엔테

이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 가구들의 구획(충무로에 면한 4, 5, 15번

의 가구의 배치와 중앙로 우측변의 12, 14, 15번 가구의 3분할 그리고 

중앙로 우측 가구의 2열 배치)의 모상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번구획입대경성전도>의 가로형태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가로형태

를 비교 해 본다. 이 때 정리 사업에서의 가로형태는 기존의 가로형태를 

기준으로 각 가로를 연장하거나 서로 이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충)

15) 『서울 土地區劃整理白書』.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 1990. 181p.
16)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49p.
17) 성우철. “명동 지역의 도시구조 특성에 따른 건축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 27(1). 2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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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의 피해복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조밀한 건물의 배

치 합벽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계획안

의 주를 이룬 것은 기존의 가로체계에 대한 재현과 이 때 이들 가로에 

대한 근대적치장, 즉, 가로의 확폭과 직선화에 대한 욕구였다.

  확폭되고 직선화된 가로가 형태상으로 이질적이어 보이나 위와 같은 

사업 이전의 지역에 대한 이해나 가로 형태로 볼 때 사업은 가로형태에 

대한 재현적 기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18) 이 때 어떤 변화들에 의한 차

이라면 이는 오히려 외연으로의 포착과 재현에 따른 내포의 균질화의 측

면으로 인한 위장적인 반복으로 보아야 한다. 차이-화와 반복. 

그림 00. 지번구획입대경성전도 제5호. 명동부분19) (1936년)

18) 이와 유사한 연속성에 관한 해석을 공유하는 것으로 노수미·오효경·김기호의 “필지의 
분합을 통해 본 명동 도시조직의 변화특성” 『한국 도시설계학회』 (2006)이 있다.

19)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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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적측량도20) (1952년)

그림 00. 경성부 직업안내지도21) (1924년.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20)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48p.
21)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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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명동 가로체계 (1940년대 왼편) (1952년 오른편)22)

  재현적 장소기술로서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때의 재현 대상은 

가로체계이며 

(외연에 관하여)

  정리 사업에서 외연의 규정은 큰 틀에서는 충무로영역을 포함한다. 이

는 단순히는 전쟁의 피해가 컸던 지역을 묶어낸 결과로 보이나 제1중앙 

토지구획 지구선정에 있어 현재 을지로동과 함께 묶이는 블록인 충무로3

가 구역을 포함한 결과다.

(내포에 관하여)

  (11구의 사선형 골목 품은 가구)

  가로망의 재현은 피난 이후 돌아온 이들에 의한 빠른 명동의 복구를 

22) 노수미·오효경·김기호. “필지의 분합을 통해 본 명동 도시조직의 변화특성”. 『한국 도
시설계학회』. 2006. 1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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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했을 것이다. 

  상점의 분포 변화로서 드러나는 위계의 약화와 명동 상업가로 영역의 

면적인 확장.

 

그림 00. 다방 분포 비교 (1940년대 왼편) (1960년대 오른편)23)

3.1.2. 사업안에서 반복과 차이-화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가로체계의 재현은 그러나 몇 가지 주요

23)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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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가로의 확폭은 결정적으로 가로의 D/H비율의 변화, 위요감의 변

화를 초래한다. 지역에 있어 2~3층의 비교적 낮은 상점 건물군이 유지되

는 상황에서 2m의 가로 폭으로부터 4-6m로의 가로 확폭은 비율적으로 

큰 변화다. 

  중앙로 뒤편 켜와의 연계와 위계의 약화. 명동 영역의 확장은 가로의 

직선화와도 관련있다. 가로의 직선 화는 뒤편 켜와의 시각적 소통을 가

능케 하며 시각적 거리감을 변화시킨다. 

3.1.3. 사업의 재현과 반복

  명동에 대한 첫 번째 재현과 반복의 구간 데이터 1978년의 보고서  도

로의 확폭 확장, 구조의 안정화라는 정리사업과 함께 맥을 같이하며 간

선도로 확폭 관련이 꾸준히 등장 명동을 고립화. 차없는 거리 1970후반

부터 간간히 시작, 간선도로의 확 폭 이후 명동은 거리에서 슈퍼블록화. 

일종의 ‘재현된 아카디아 카펫’단 이 경우 카펫을 깐 것은 잔디가 아

닌, 잔디 심듯 심어진 상점과 소비자. 본래는 길로서 의의

-2-5장은 구체적으로 명동을 다루는게 아니라 ‘명동의 어떤 동일성’을 

다룬다. 그리고 그 동일성의 패턴화(3장)을 통해 그와 연관한 4장의 다른 

패턴 밝힘 까지다.

3.2.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두 번째 재현과 반복

3.2.1. 계획안의 개요와 재현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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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현재 ‘명동’으로 기술되는 영역, 명동 1·2가, 충무로 1·2가 

그리고 저동 일대의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이 실효처리 된다. 1977년, 일

대의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2년만의 일이다. 수치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강남개발로 인한 도심기능의 분산 그리고 70년대 오일쇼크에 따

른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구역 내 각 토지들의 높은 지가다.24) 이

는 70년대 재개발사업의 요지였던 도심시가지 고층화·건축물의 대규모

화25)에 필수적인 선행조건, 소규모 필지들의 공동개발을 어렵게 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 계획 실패의 심층, 이면에는 재현을 지향하는 기술이 

있다.

“명동에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걸 저지한 것이 우리 선배들. 그분들이

랑 우리가 회합을 해가지고 한 680명이 모여서 명동은 우리가 그대로 

놔두자 그래서 (...) 명동을 하나의 백화점식으로 가꾸어보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보자는 결의가 돼서 (...)”

김장환, 전 명동상가번영회 회장26)

  1978년 명동 상가 건물주 600여명은 명동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명동보존위원회’로 명명한다. 그리고 모임

은, 다시, 1982년 ‘명동상가번영회’를 발족한다. 보존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기획 사이, 1983년, 번영회는 서울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속에서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한다.27) 계획안은 번영회에서 초빙한 학

계의 인사들과 조경·인테리어 등 각 계 전문기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24)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51p.
25) 당시 명동지역의 재개발계획안 자체는 끝내 고시된 바 없다. 재개발구역 지정 실효고

시의 기술적 근거가 바로 계획의 입안 및 지정고시의 지연이었다. (『명동: 공간의 형성
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51p.) 하지만 계획의 대략의 전모와 지향은 1966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재개발지구·고도지구·미관지구 관련 사항들과 1978년의 <명동 
재개발계획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6)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156p.
27) 백용창·고호석. “추구편익에 따른 축제 시장세분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지역 거리

축제 참가자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000. 9(1). 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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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작성 되었다.28) 장소 명동의 두 번째 재현적 기

술, 반복의 바탕.

  (계획안의 재현과 반복)

  계획안의 재현적인 의도는 앞서의 인터뷰와 78년 재개발안의 거부 등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재현의 모상은 무엇인가? 계획

안은 명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78년의 재개발 계획안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

  재개발에 반대한 명동 보존위원회 발족시의 초기 기조는 기존의 명동 

건물의 보존이다. 재개발로 인한 신축은 이전 명동의 분위기를 해칠 것

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 이었다.29)

  시범상가 조성계획안의 표면적인 내용은 크게 상점 외관의 통일적인 

정비와 보도의 포장과 가로시설물의 확충 그리고 중앙로와 중앙로 가로

변 상점가 개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재 명동 거리의 가로경관과 명동 입구로서 중앙로의 위상은 모두 이 

계획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8)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1983. 3-4pp.
29)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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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에 따른 매장 전면부30)

30)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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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에 따른 입면31)

그림 00. 명동 중앙로 시범상가 조성계획안32)

(보도포장 및 가로 시설물 표시)

31)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1983.
32)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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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명동 중앙로 시범상가 조성계획안 모형 사진33)

  계획안의 표면적 기술 외에, 안이 재현하고자 하는 모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78년의 재개발 계획안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당초 건물에 대한 보존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시범상가계획안은 증축

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증축과 외관 리모델링에 관한 행

정적인 지원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지점까지 보인다. 그 외에 명동 내부

가로를 보행자 전용으로 계획하려는 점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을 보인

다.

  78년의 재개발 계획과 83년 시범상가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가로를 대

하는 태도다. 재개발 계획의 경우 명동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해 언급하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각시

킬 수 있는 외부공간이 없음을 당시 명동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재개발계획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근거로 명동의 주 

33)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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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를 명동길로 파악하며 길의 중요성을 현 명동 블록 너머 미도파 백

화점과 명동성당 건너의 구간까지로 연장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충무로

길을 그 다음 중요 가로로 계획한다. 그러나 83년 시범상가계획은 철저

히 중앙로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가로 체계에 대한 이해와 중앙로의 우위 그리고 계획안의 피겨 앤드 

그라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시범상가 조성계획은 기존

의 가로 형태의 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 계획안

이 획지 내의 공개공지 확보와 함께 다양한 조형의 건물 군을 시험하는

데 반해 시범상가계획은 기존의 가로형태를 강조하고 가로변의 입면을 

통일적으로 계획 조성한다.

그림 00. 재개발 계획안 조감도34)

34) 『명동 재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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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재개발 계획의 가로체계 파악35)

35) 『명동 재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78. 또한 이 부분 도면이 흥미로운 
것은 재개발 계획안에서 보행자 관련 도면과 하수도 현황 관련 도면만 아래쪽이 북쪽으
로 향하도록 도면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퍼져나가는 흐름을 표현하고자 한 도면의 
경우만 방향을 뒤집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78년의 계획안은 블록너머로의 연속성 내
에서 명동길을 명동의 중심 가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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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78년 재개발 계획안(위)과 83년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피겨 앤 그라운드 다이어그램

3.2.2. 계획안에서 반복과 차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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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3.2.3. 계획의 재현과 반복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실현은 중앙로의 내부화와 명동 내부가로의 균질

화를 초래한다. 이는 다시 한 번 명동에서 주가로의 이면이라는 공간이 

사라짐을 뜻한다. 한편으로 명동 블록의 내부에서 바깥의 역할을 하던 

중앙로 변과 명동길 변에 있던 의류, 구두 등의 패션 상점이 명동 내부

의 상점이 되어 블록 전체로 퍼져 명동 내 업종 분포를 균질하게 장악한

다.

  명동은 이제 전체로 한 덩어리로서 움직인다. 그 같은 상황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90년대 초 ‘패션 1번지’, ‘한국 제일의 번화가’의 명성

을 강남과 압구정에 내주면서도 명동은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군

으로서 번화한 상점가로 자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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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1960년대 의류점 분포지도(왼편) 1960년대 구두점 분포지도(오른편)36)

그림 00. 1995년 명동상가안내도37)

36)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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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세 번째 재현과 반복

3.3.1. 계획안의 개요와 재현적 기술

  2000년, 명동은 국내의 7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당초 관광특구지

정 계획의 후보군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명동지역이 특구로 지정 된 배경

에는 명동상가번영회의 요청과 노력이 있었다.38)

  계획안은 환경 정비형 계획이라고는 하나 실제적인 내용은 노후화된 

건물의 정비를 위한 공동개발권역을 묶어내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 (보

충)

37)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38)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3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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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명동은 국내의 7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당초 관광특구지

정 계획의 후보군에서 제외 명동지역이 특구로 지정 된 배경에는 명동상

가번영회의 요청과 노력이 있었다.39)

3.3.2. 계획안에서 반복과 차이-화

  간선부와 내부가로의 구분과 슈퍼블록화.

  부분적으로 영역화 하고 끊어낸 외연(대상)과 용적률, 높이 등 각 영역

의 속성의 통일.

39)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3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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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동의 차이-화化와 반복

4.1. 명동기술: 차이-화와 반복의 연쇄

4.1.1. 반복의 연쇄

  앞서 3장을 통해 각 시기의 명동의 계획들은 각각 재현을 향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계획인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 (1952년)에서는 전파된 

기존 명동의 복구를 위한 기반으로서 기존의 가로 형태를 재현하고자 하

였으나, 위상학적인 외연 형태 포착과 가구의 일반화(단순화)는 유사한 

형태 내에서의 가로간의 위계 약화와 내부가로의 균질화라는 차이-화를 

품에 안은 반복으로 재현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60-70년대 명동의 번

영 속에서 일제 강점기 선적인 가로에서 시작된 상점가의 면적 영역적 

확장을 수용케 하는 바탕을 이루었다. 이는 이후 명동1, 2가 구역의 슈

퍼블록화를 예고한다.

  두 번째 계획인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1983년)은 재개발계획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한 그 시작부터 어떤 재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다. 계획의 주체였던 명동상가번영회((구) 명동보존위원회)에서 밝히는 기

조에 따를 때 보존(재현)의 대상은 현존하는 건물과 필지군 그리고 명동 

그 자체였다. 하지만 실효 처리된 재개발계획에서의 안과의 비교를 통할 

때 계획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바는 직전(1952년)의 계획안의 결과물-가

로체계다. 시범상가 조성계획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결과물인 가로형상

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입면을 균일하게 통일한다. 

‘명동 전체를 하나의 백화점으로 꾸며보자’는 기획은 곧 이전의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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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를 바탕으로 한 요소들의 일반화와 이를 위한 중앙로 가로의 내부화

로 나타난다. 

  세 번째 계획인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환경 정비형 계

획으로 수립 되었다. 계획은 한편으로는 제일 처음의 목표로 ‘정체성의 

유지와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계획은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

의 재건축과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역내 대부분의 대지를 공동개발구

역으로 묶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신축의 요구에는 한편 기존의 세장

한 입면을 보존 할 것이라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83년의 계획의 결과물

이라 할 수 있는 통일적인 입면의 재현. 나아가 차 없는 거리의 확보와 

간선도로부와 내부가로를 구분한 계획은 두 번째 계획의 균질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명동 지역을 하나의 슈퍼블록으로 재현 대상으로 규

정한 계획.

  이들 연쇄는 단순한 변천이 아니다. 직전 계획안에서의 형성물들은 곧

바로 재현되어야 할 목표이자 어떤 정체성identity으로 가장되고 반복된다. 

그것은 어떤 누적도 지속도 아닌 연쇄적인 차이-화에 따른 계열이고 반

복이다.

그림 00.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적측량도40) (1952년)

40)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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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78년 재개발 계획안(위)과 83년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피겨 앤 그라운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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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에 따른 입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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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전면부 계획42)

그림 00. 명동 지구단위계획 전면부 예시43)

41)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1983.
42)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1983.
43)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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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명동 지구단위계획 입면규제44)

그림 00. 명동 지구단위계획 개략적인 계획 지구별 구분45)

44)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2015.
45)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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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차이-화와 역량의 감소

(외연의 고착화)

  다시 세 번의 계획안을 살핀다. 이 때 계획안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

위, 명동 그리고 상업가로의 외연은 점차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내포의 균질화)

  세 번의 계획안을 통한 반복은 이전 상황에 대한 어떤 차이-화를 바탕

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차이는 기계적인 재현의 기제에 대한 저항적

인 차이-화로 결과적으로 명동은 그 각각의 요소들이 균질화되는 방향으

로 변해왔다.

(차이-화의 역량과 잠재적 변화폭)

  외연의 고착화와 내포의 균질화는 결과적으로 명동에서 다음 회의 반

복의 동력을, 어떤 차이-화 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명동이 자신에 대해 꾸준히 제기된 위기의 목소리 속에서도 

어떤 상업 장소로서의 위치를 어느 정도 지켜온 것에 대한 한 설명이 될 

것이다. 명동은 자신에 대한 장소 기술을 꾸준히 반복하며 소비 해 올 

수 있었으나, 그 기술은 다음의 이어쓰기-반복의 가능 수를 줄여가는 방

향으로 쓰여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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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재개발계획 바탕 지적 현황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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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연의 설정과 바깥의 논리

  이제는, 비록 그것이 쇠퇴에 관한 것 일지라도, 심층의 차이-화의 역

량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기계적 반복 기저의 그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외연으로부터의 다시쓰기.

  명동에 대한 바깥으로부터의 기술을 시도한다. 바깥의 대상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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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기술記述-재현-도 외연의 한정限定도 피할 수 없다면, 그 한정 내

에서 외연의 내포로써 취해지는 술어의 위치관계를 바깥과 경계에 대한 

것으로 뒤집는 것으로 장소기술의 고착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반복이라는 대상을 고착화시키지 않으면서 부정不定의 패턴46)을 단순

화한 구조로서 외연으로부터의 반복.

(1)형성과 이면의 관계

a. 남대문로에서 황금정(을지로)으로 이어지는 간선대로의 전차로와 조선 

관광코스의 이면으로서의 명동.

그림 00. 경성안내도47) (1929년)

46)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에 관한 논의 참조. (알렉산더, 크리스토퍼. 한진영 역. 
『영원의 건축』. 안그라픽스.)

47) 『이방인의 순간포착: 경성 1930』. 서울: 청계천문화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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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경성 기념 엽서48) (충무로 남대문로 측면 입구. 왼편) (충무로 현 중앙로 측면 
입구. 오른편)

그림 00. 본정통 중심의 도로망 체계변화49) (1910년 왼편) (1930년대 오른편)

여행루트: (A)는 미국인을 안내하고 쓴 여행협회 회원의 루트, (B)는 상

해중앙선전강습소여행단上海中央宣傳講習所旅行團일행의 답사 루트다.

(A) 경성역-조선호텔-덕수궁-명월관-화신백화점

48) 『이방인의 순간포착: 경성 1930』. 서울: 청계천문화관. 2011.
49) 전종한. “도시 ‘본정통’의 장소기억: 충무로, 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2013.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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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성역-호텔, 여관-조선신궁朝鮮神宮에 참배-중국영사관中國領事館-조선

총독朝鮮總督방문-조선시정朝鮮施政선전영화관람-아서원雅叙園에서 설연設宴
-지원병훈련소志願兵訓練所50)

b. 회현동 (남산변의 일본인 주거지와의 연계에서 시작된 배후지)

  조선 말기, 일본세력은 완강하게 외국인의 한성거주를 저지하던 조정

을 누르고 궁궐에서 먼 남산 언저리에 정착할 권리를 얻는다. 그들은 곧 

거류민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충무로, 명동, 남대문시장의 배후 주거지

로 남산 언저리를 개발한다. 회현동은 주거지이면서, 경성 제일의 화류

가이기도 했던 곳이다. 

  이후 퇴락한 회현동은 오히려 남대문시장과 명동에서 벌어먹는 사람들

에게 일자리에 가까우면서도 싼 임대료로 방을 구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동네였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한량들에게는 명동의 환락가에서 시작

한 밤의 유흥을 계속할 수 있는 편리한 곳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회현동

은 안정된 주거지로서의 성격을 잃어 갔다.

  강남개발로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침체된 이후로는 서비스업 지원기지

로서의 회현동의 젖줄은 마른다. 1977년 회현고가차도가 퇴계로 위에 세

워진 이후로는 단절은 더욱 심화되고, 남대문시장과 명동의 기능이 바뀌

면서 회현동 안 동네에는 자수, 단추와 양복주머니 달기, 종이심지 만들

기 같은 가내 하청업소들이 들어오고, 소공동 재개발에서 밀려난 화상들

도 옮겨온다.51)

  그리고 역으로 주거지역을 주된 입장에서 본다면 본정통(충무로 길)은 

남산변의 일본인 거류지역의 생필품 등의 일상품을 판매하는 쇼핑장소로

서의 이면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들과 화류계 인사들의 영향으로서 

명동지역의 고급 상점거리로서의 위상역시 이들과 함께 높아졌다고도 볼 

50) 『이방인의 순간포착: 경성 1930』. 서울: 청계천문화관. 2011.
51) 한국도시연구소 편. 『한국도시론』. 박영사. 1998.



- 55 -

수 있다.

 

그림 00. 회현동과 명동 (초기 일본인 거류지 왼편)52) (1910년까지의 일본인 거류지의 
확장)53)

c. 업무지구의 뒤편으로서 명동길

  충무로길이 본정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상품판매 등의 상업이 주를 이

루었다면 명동길은 상대적으로 덜 번화한 가로로 명동1가 지역 업무시설

을 위한 요식업과 다방이 주를 이뤘다. 일명 메이지마치 먹자골목.54) 그

리고 이러한 용도 배치는 1970년대까지 이어진다.

d. 이면가로의 다방과 명동의 아우라

  현재까지 대표적인 명동의 아우라를 형성하는 것은 문인 예술인들의 

다방문화다. 이 때 이들이 활동하던 다방들은 직접적인 번화가에 위치했

기 보다는 번화한 상점가의 이면에 집중된다.

52) 전종한. “도시 ‘본정통’의 장소기억: 충무로, 명동 일대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2013. 48(3).

53) 정수인.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2005.
54)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1. 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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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전후 미군PX의 입지와 명동

(2)내부완결성과 바깥으로부터의 맥락과의 단절

a. 퇴계로의 확장 (1953년)

b. 남대문로의 확장 (1978년)

c. 소공동 롯데타운

d.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과 중앙로

e. 현재 명동 블록의 바깥 길

  숙박업소의 출입구 등 보행 량이 거의 없는 맥락이 부재한 가로변.

  다른 쓰기의 방법 바깥으로 열린계와 느슨한 경계 그리고 반복적 외연

4.3. 차이-화 기술(2): 의식적 위장과 전치

  차이-화의 역량 그 두 번째로 기술될 것은 의식적 위장과 전치다. 그

것은 명동이라는 재현적 외연에 대한 내포들, 건축물과 각 실내의 요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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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 요약

(1) 건축에 관한 사유, 담론은 재현적인 본성을 지닌 기술이다. 이 때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동일성이라는 형식이다. 그런데 한편 관계 맺기의 

도구적인 역할로서 그쳐야 할 형식은 사후적인 틀을 넘어서 어떤 개념, 

사태 자체를 재단하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장소’개념이 있다.

(2) 상업지역은 가장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 장소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상업이라는 행위가 현대에 이르러 가장 근본적으로 제도화된 관계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소로서 상업지역들을 관리하고 계획

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존 ‘장소’개념의 재현적인 속성과 동일성바탕의 

형식은 상업 장소에 대한 지속성 있는 계획을 어렵게 한다. 단적으로 동

일성 형식에서의 시간적 지속[본질적 태도]과 복수자複數者 속의 동일성

[공통점]의 강조는, 상업의 속성상 지역이 따라야 할 시류에 맞춘 변화와 

지역 내 각 개별 점포간의 차별성을 무색케 한다. 동일성에 대한 다시쓰

기가 필요하다.

(3) 이때 기술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재현 안에서도 동일성 형식의 고착화

를 넘을 수 있는 쓰기 방법을 탐구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탐구의 대

표적인 저작은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이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

로 ‘동일한 것’, ‘일반적인 것’으로 포착 하는 사태들은 해체되고, 그 재

현이전 본연의 실증적인 차이를 바탕으로 한 역동성, 반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복으로의 다시쓰기.

  실증적인 차이는 재현적인 쓰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성[강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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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동일성 형식에 저항한다. 이 때 어떤 기계적 반복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는 차이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재현의 봉쇄들로 

인해 나타난다. 2가지 봉쇄: 상대적 봉쇄와 자연적 봉쇄. 그리고 다시, 

자연적 봉쇄를 이루는 명목적 개념, 자유의 개념, 자연의 개념. 이들 기

계적 반복은 결과적으로 바깥의 대상, 사태에 있어서의 외연의 규정과 

내포적 속성으로서 술어들의 짝짓기에서의 발산과 수렴의 문제로 요약된

다.

(4)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장소다. 10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동안 

명동은 서울의 대표 격 상업 장소로서의 위상을 유지 해 왔다. 이 때 명

동이라는 장소에 대한 선행적인 탐구는 그 안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한다. 곧, 동일성 형식의 전제에 의해 어떤 도시지역의 장소로서 정

체성은 변하지 않은 것에 내지는 지역 내의 물리적 요소들이 최대한 공

유하는 것들에 있다는 것이다. 이때 선행의 연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

은 결국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필지의 구획과 가로, 건물들이 공유하는 

듯 보이는 세장한 입면 등이다. 하지만 과연 명동은 변하지 않았음에 방

점이 찍히는 공간일까? 도리어 이상 하리 만치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일반적으로 정체성으로 포착되는 이면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일까? 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지켜왔다 말하는 중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명동의 위

기는 어디서 비롯하는 것인가? (보충)

(5) 본 논문은 여기서 명동지역의 재현적인 기술들[도시계획]에 대한 반

복으로의 다시쓰기, 분석을 시도한다.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 

(1952년),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1983년),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

구단위계획> (2006년, 2015년). 이들 계획안의 재현은 결과적으로 어떤 

반복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이들 계획을 바탕으로 한 명동의 다

시쓰기는 장소 명동은 연쇄적인 다시쓰기와 반복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장소 명동의 역량, 동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이 같은 반복과 그 기저

의 차이-화임이, 명동의 위기라 할 것은 이런 차이-화가 결과적으로 다

음단계의 변화폭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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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질 것이다.

(6) 명동에서 실현된 도시계획은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 (1952년),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 (1983년),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

획> (2006년, 2015년)의 세가지다. 이들 세 계획들은 명확한 재현의 의도

를 띠고 있다.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전후의 복구로서,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경우 재개발에 반대하여 과거의 영화를 복

원하고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욕구에서, 마지막으로 <명동 관광특구 제1

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도심부의 특성을 보존하겠다는 큰 틀의 기획안

에서의 하나로서 재현의 목적을 띤다.

  그런데 이들 각 계획안에서 재현하고자 포착하는 것들은 그 기획과는 

달리 명동지역의 어떤 본질적인 것, 동일성을 유지해 온 어떤 것이 아니

다. <제1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기존의 가로와 필지체계를 유

지하는 선에서 가로의 확 폭과 직선화의 변화만을 주었으나, 이들 차이

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충무로길과 명동길 사이의 이면 가로들의 위계를 

흩트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모양 상 동일하나 실제로는 과거의 선적인 

형상을 면적으로 펼치며 기존의 체계에서 차이-화를 낳았다. 재현을 위

장한 차이-화. 그리고 두 번째 <명동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경우 재현은 

가로체계의 보존과 건물의 보존 둘로 요약된다. 시범상가 조성계획의 기

점이 된 78년의 재개발안의 경우 토지의 합필과 대규모 건축 그리고 대

지안의 공지 확보가 안의 줄기를 이룬다. 이 안과 시범상가 계획과의 가

장 큰 차이는 ‘가로망’의 강조다. 상가의 세장형의 입면의 연속적인 파사

드와 공지간격을 거의 두지 않는, 지역 내에 공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것

은 기존 가로체계의 드러냄이다. 그런데 이 재현하고자 한 가로망은 실

은 명동의 지속적인 틀이었던 것이 아닌 바로 직전의 계획, 52년의 <제1

중앙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 때 가로망의 강조는 

그 이외 각 개별 상점의 통일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시기 현재 명동형 

입면이라고 불리는 상점 입면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는 다시 

어떤 정체성으로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재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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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명동에 있었던 3기의 계획은 재현적인 의도를 품고 있었으

며, 그러나 그것이 명동의 정체성으로 잡아낸 것들은 어떤 본질적인 층

위에 위치한 것이 아닌 직전의 계획안의 결과들 이었다. 즉, 명동의 정

체성은 각 3기에 있어서 연쇄적인 반복의 순간적 단면이었던 것이다. 이

들 단면은 동일성의 형식이 아닌 위장과 반복의 측면으로 읽어낼 때 사

태의 본성에 접근케 한다.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 따른 반복. 또한 이들 

반복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동의 외연이 점차적으로 현재의 슈퍼블록으로 

한정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내포로서 내부의 각 가로와 상점들은 균질

화를 거쳐, 점차로 변화의 동력, 차이-화의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거쳤

다는 것이다.

(7) 명동에서 동일성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다시쓰기를 시도한다. 그

러나 기술이 재현인 이상 이는 직접적인 기술, 지시로는 얻어질 수 없

다.

  이 때 다시쓰기의 첫째 방법은 외연으로 부터의 지시denoting다. 재현에 

따른 기계적인 반복이 외연의 설정과 외연 내부의 내포적 술어들로 인한 

것이고, 어떤 재현-기획에서 외연의 설정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외연의 

설정과 그 바깥으로부터의 기술은 외연 내부의 무한infinite했던 속성을 

고착화[한정限定] 시키지 않는 형태로 재현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바깥으로부터의 기술, 이로써 드러나는 명동은 이면의 가로라는 바깥

으로부터의 정체성으로서 드러난다. 일제 강점기의 형성기 시점에서의 

남대문로의 대로의 이면으로서 본정[충무로길], 황금정[을지로]의 영업지

구 이면의 먹자골목으로서의 명동1가, 1952~1983년 시기, 신세계백화점

의 미군PX의 이면으로서 달러골목과 명동길의 부흥, 중국대사관의 이면

으로서 명동4길, 중앙로의 양장점과 고급상점 그리고 이면의 먹자골목 

등. 명동의 정체성이라고 불리운 것을 유지한 지역은 늘 그 직접적인 제

시가 아닌 바깥으로서, 어떤 이면으로서의 지역 이었다. 

  사면의 대로와 내부의 균질화, 차 없는 거리의 시행까지 완전히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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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화 된 명동, 명동의 위기는 자신의 바깥을 잃어버림에서 비롯한다. 

(보충)

(8) 다른 한편의 차이-화.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차이-화의 힘으로 

위장과 전치를 제시한다. 그는 연극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각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무지를 연기하는 앎에 대해 말한다. 의식적인 가면. 다르

지만 같음을 연기하는 가면. 다방으로부터 이어지는 명동의 머무를 수 

있는 실내공간과 소위 명동형形 입면을 연기하는 리모델링은 이 같은 위

장의 예시다. 이들이 제시하는 반복과 차이-화.

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연구의 한계) 연구에서 한계는 한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 방법적인 측면에서 포착된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 본 연구의 분석이 다루는 대상은 제한적이다. 본 

글은 3개의 재현적 기술을 주 대상으로 한다. 비록 이들 기술이 실행에 

옮겨진 계획이라 하더라도 글로써의 기술은 본 연구 대상의 한계를 드러

낸다. 계획과는 별개로 직접적인 연관 없이 명동에서 이루어진 물리적 

재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재현으로부터 반복의 포착까지에서 체계적인 틀을 

차용하였고 그 심층의 반복을 일으키는 힘이라 할 차이-화에 관하여는 

예시적 사례와 간접적인 유추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이 부분이 연구의 

방법론이 기대고 있는 『차이와 반복』에서도 대부분의 장을 할애하여 탐

구하는 부분임을 볼 때 그리고 실제적인 계획에 있어 직접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이 차이-화의 역량임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의 체계부

족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상업 

장소에 대한 동일성 형식 측면을 비판하고, 이를 반복의 측면에서 재구

성하며 그 이면의 차이-화라는 동인에 관한 이슈를 던지는 데에서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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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법의 측면에서 다시 쓰기는 섬세한 기술을 요구한다. 또한 글이 재

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면서도 글이라는 형태가 그 자신 재현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어려움이다.

  (연구의 의의) 다시, 어떤 연구의 한계는, 언제나, 다른 한편 그것이 담

는 생각의 최전선과 같은 곳에 위치한다.

  연구의 시사점은 앞서 살펴본 명동의 반복과 같이 어떤 외연과 내포의 

관계에 따른 조건들이 있어야만 지역의 동태적인 정체성을 기반 한 활성

화가 담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명동은 지역 정체성을 기반

으로 한 쇠퇴 지역의 재 활성화 방안의 연구에 한 단서를 던진다.

  그리고 이는 앞선 장(1장)을 통해 밝힌 목표들과 통한다.

5.3. 맺기: 장소-성場所-性, 

장소 기술에서 동일성 형식의 해체와 복수성複數性

  맺으며 본 글이 관계하는 지형과 그 위치에 관한 짧은 절을 덧붙인다. 

그것은 계획에서의 동일성 비판은 곧 장소성의 비판으로 나아간다.

  장소-성의 개념의 제안. 이것은 장소성과는 다르다. 장소성sense of 

place로 부터의 일반화는 반성의 대상을 도리어 각 사물들 그리고 주체

들의 내부로 그 영역을 좁힌다. 우리는 장소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속성, 그것의 반성을 필요로 한다.

  논의의 확장이다. 동일성 형식은 곧 ‘장소’이름의 구조 장소-성과 

연결. 기획. 방향성.

  서두에서, 장소의 개인적 측면 복수 주체 측면 서두언급, 계획에서의 

동일성 비판은 곧 장소성의 비판으로 나아간다.  이 때 그 방향성은 장

소로 향한다. 상업 장소 파악에 있어서의 동일성 형식, 이 때 장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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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판을 보다 큰 논의의 틀에서 위치지어 보자 본 글에 어떤 위치적 성

격을 부여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은 시론試論일 것이다. 장소-성의 개념의 

제안 이것은 장소성과는 다르다. 장소성으로의 일반화는 반성의 대상을 

도리어 각 사물들로 주체들의 내부들로 그 영역을 좁힌다.

(장소-성)

  장소-성場所-性, 흔히 placeness 혹은 sense of place로 옮기는 장소성과

는 다르다.

  복수성과 단수성. 지속개념에 대한 반복. 공간에 있어서 지속보다는 

반복.

(동일성의 해체와 복수성)

  장소-성의 한 단면으로 동일성의 해체를 통한 복수성, 다양체의 구조

를 단편적으로나마 서술 해 본다.

  일반적인 장소기술을 바탕으로 한 계획의 어려운 점은 동일성 형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속성들의 내부화에 있다. 장소 연구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될 배경 자료를 경험적인 것들로부터 취합 할 때, 기본 틀을 이

루는 것은 장소 그리고 경험자로서 주체의 동일성이다. 그런데 이 때 이 

두 동일성은 어떤 경험적 자료로 부터도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 배경되는 전제의 그림으로부터 비롯한다.55) 그런데 이 때, 

어떤 개인적인 경험의 특수성은 모든 공간적 위치에 장소성을 부여하게 

된다. 곧 장소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속성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닌 

Ubiquitous해 지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계획하고자 하는데 구조

적 문제를 초래한다. 동일성 형식의 전제에 따라 장소는 어떤 특수한 무

언가에 따른 것이어야 할 터인데, 그 같은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무색하

도록 한 개인의 동일성에 의해 모든 곳은 장소로서 기술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각 개인과 장소의 시간에 따른 해체-복수성-와 반복

55) 흄, 데이비드. 김정숙 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성, 정념, 도덕 본성론』. 동서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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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곧 각 개인과 각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러나 반복되는 배치의 계열은 각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곳

이 장소로서 기술 가능한 순간에 이의를 제기할 바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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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on and Repetition of 

Myeongdong and its Planning

A Cr itical Study on the Descr iptive Structure

 of the Concept ‘ Place’

Hanchan Ryu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is on the Concept ‘Place’. We often use the word 

‘concept’ or ‘conceptness’ yet it seems there is yet to have 

studied its conceptual structure. I call it Descriptive Structure. Through 

study of Commerical place Myeongdong and its planning’s description 

of space, this paper tries to look for the Descriptive structure behind 

the concept ‘place’, which we often neglected. And as the Study 

goes Myeongdong reveals that its Representational features on Planning 

actually results in different yet somehow similar Place-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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