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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화로 인한 묘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 변화에 관한 연구

- 파리와 서울의 비교를 통해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기세호

지도교수 백진

죽음은 삶과 떼어놓을 수 없다. 죽음은 인간 삶의 최후에 발생하는 단

발성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삶 그 자체와 긴장을 유지한다. 그

러나 현재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삶은 죽음과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 죽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

는데, 어째서 도시에서는 죽음을 관장하는 공간들을 찾아볼 수 없는가?

왜 현대 도시에서 죽음(의 공간)은 삶(의 공간)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다

시금 도시 내부에 죽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이것이 앞으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다.

죽음의 의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묘지는 공통적으로 죽은 자들의 안식

처인 동시에 산 자들과의 대면의 장소였다. 때문에 묘지의 배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도시의 안팎에 걸쳐 나름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배치의 과정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

이의 거리(距離), 결국 도시와 묘지 사이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데 거리에는 철학자 메를로-퐁티의 말처럼 질적 측면(깊이)

과 양적 측면(너비)이 존재하고, 묘지와 도시 사이의 문제 역시 거리 개

념의 이러한 두 측면 사이의 긴장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글의 본론에서는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파리와 서울이

라는 두 도시의 묘지를 역사적으로 비교하였다. 두 도시의 묘지가 근대

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묘지를 대하는



- ii -

태도, 즉 묘지에 대한 거리감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이전의 파리와 서울의 묘지의 배치와 쓰임새를 살펴보면 전혀 다

른 문화권임에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묘지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 가까이 위치하였고, 죽은 이들은 계속해서 산 사람들과 긴밀한 관

계를 맺으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종종 묘지의 관리를 위한 권력자들

의 개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존재했지만, 도시가 묘지를 대

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죽은 자와의 관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 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묘지의 문

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기차의 등장으로 세계는 축소되고, 공간은 균

질해졌으며, 도시는 전례 없이 팽창했다. 그리고 그처럼 거대해진 메트로

폴리스는 이제 유기적 전체가 아니라 네트워크로서 경험된다.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통수단을 통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시는 파편적으로 느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묘

지는 제도적 통폐합을 거쳐 도시 바깥으로 추방되고, 도시가 더 커지면

다시 도시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근

대화된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현상이었으며, 파리와 서울 역시

시기와 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파

리와 서울은 그러한 전체적 흐름을 공유하면서도, 묘지 개혁의 최종적

단계에 해당하는 대규모 원거리 묘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도시 풍경을 갖게 된다. 파리는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시작된 묘지 개혁이 19세기 중반에 들어 더더욱 박차를 가하면

서 도시 바깥에 대규모 묘지의 신설 계획이 세워진다. 하지만 오스만 남

작의 과감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여전히 죽은 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파리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 때문에 파리

는 19세기의 개혁으로 탄생한 묘지들이 여전히 도시 안에 남아 있으면서

시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이후의 신규 묘지들 역시 최대한 도심

가까이에 만들면서 삶의 가까이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파리는 근대

이후의 도시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새로운 거리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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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낸 셈이다.

반면 서울은 해방 이후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거기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강한 개발 압력

으로 인해 그나마 도시 안에 있던 일제 강점기의 공동묘지들마저 모두

도시 밖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로 인해 현재 서울에는 일반 시민이 쓸

수 있는 공설 묘지, 혹은 봉안당이 전혀 없으며, 도시 풍경 속에서 묘지

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서울의 묘지는 이제 일상생활로부터 단절되

고 네트워크상의 하나의 노드(node)에 불과하게 되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새로운 거리감을 조율할 틈도 없이 묘지들이 모두 추방된 것

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서울은 공적 차원에서 묘

지나 봉안당의 신규 설립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 자와 죽은 자의 오래된 관계가 모두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약 20여 년 전부터 서울 안에도 다시 죽은 자들을 위한 장소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공적 차원이 아닌 사적 차원에서 종교 시설에 부설되는

봉안당의 형식으로 다시 묘지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의 묘지는 공적 차원에서 도시 밖으로 추방된 묘지와, 사적 차

원에서 다시 도시 안에 만들어지는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의 두 가지 형

태로 이원화 되어 있다.

특히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 중에서도 도심지에 가까이 위치하는 성당

부설 봉안당은 현재 도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장묘 시설

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 시설들은 사회적 인식과 법규적 제약 등으로 그

잠재된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겉으로는

완전히 추방된 듯 보이는 서울의 장사 시설이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서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즉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시설들은 앞으로 서울 안에 새로운 묘지 혹은

봉안당을 마련할 때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근대화, 묘지, 봉안당, 납골당, 모리스 메를로-퐁티, 기 드보

르, 거리(距離)

학 번 : 2014-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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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죽음의 무도 : 중세시대에 유행한 죽음의 보편성을 표현한 그림 (출처 :

Vincent Kastav, The Dance of Death, 1471)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Death is the side of life which is turned away from us.”1)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언급처럼 죽음은 삶과 떼

어놓을 수 없다. 가장 꺼려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기에, 죽음은 인간 삶의 최후에 발생하는 단발성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삶 그 자체와 긴장을 유지한다.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의 유럽

처럼 삶이 죽음과 매우 가까웠던 시기는 물론이요, 산업화 이전 대부분

의 전통 사회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과 맞닿아 있

었다.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죽음과 그들이 잠들어 있

는 공간의 장소성은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일깨운다. 그러나 시

간을 건너뛰어 21세기의 서울을 포함한 여러 대도시에서의 삶은 죽음과

단절되어 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 죽음 자체를 피

할 수는 없는데, 어째서 도시에서는 죽음을 관장하는 공간들을 찾아볼

1) Rainer Maria Rilke, “Rainer Maria Rilke to Witold von Hulewicz (Nov.13,

1925)”, Letters of Rainer Maria Rilke, vol.2, trans. J. B. Greene and M. D.

Herter Norton (New York : W.W.Norton, 1947),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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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가?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 탓에 우리 시

대는 산술적으로는 가장 많은 죽음을 경험해야 할 상황이고, 가장 많은

사자(死者)들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 속에

서 죽음과 만나는 것은 기껏해야 종합병원 장례식장 정도이다. 왜 현대

도시에서 죽음(의 공간)은 삶(의 공간)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다시금 도

시 내부에 죽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이 앞으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고 난 후 죽음을 맞이한다.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나름의 장례 절차를 거쳐 곁에서 떠나보내고, 그들

에게 적절한 자리를 부여해 준다. 장례라는 의식을 치르는 방법과 거기

에 깔린 생사관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

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죽은 자들이 안치되는 장묘 시설 역시 행위의 다

채로움에 걸맞게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

하고 근대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대하

는 방식은 하나의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사회가 절대신을 믿든, 토

테미즘에 근거한 원시성을 보여주든, 아니면 조상 숭배 신앙을 갖든 대

부분의 전통 사회는 죽은 자들을 산 자들의 영역에서 떠나보내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근처(近處)에 두고 있다. 즉 죽은 자에

대한 완전한 망각도 아니요, 죽음 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도 아니다. 죽

은 자들은 그들 나름의 자리를 부여받아 산 자들의 삶에 계속해서 참여

한다.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곁에서 두 번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대체

로 공동체나 도시의 주변부에 형성되었던 죽은 자들의 공간은 항상 산

자들의 공간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름

의 장소성을 가졌다. 산 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활 주변에서 죽은 자들

과 교감하고, 대화하며 살았다. 죽음은 그들에게 두렵고 꺼림칙한 것인

동시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삶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죽음을

담는 공간은 삶을 위한 공간인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도시를 둘러싸며 만

들어졌다.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긴장을 유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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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대 이후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변화는 산

자들의 도시뿐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 역시 바꾸어 놓았다. 증기

기관 및 기차의 발명을 시작으로 도시는 급속히 팽창했고, 기존의 공간

과 거리에 대한 관념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근대 이전에도 기술은 꾸준

히 발전했고, 도시의 규모는 대체로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상징

되는 근대적 기술의 등장은 그러한 점진적 변화의 고리를 끊고 도시로

하여금 단번에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만들었다. 현재의 도시는 더 이

상 과거의 도시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균질해진 공간은 도시를 편

집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했고, 이제 도시는 하나의 유기적 전체가 아니

라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로 인식된다. 사람들은 지하

철과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뛰고, 그 사이

의 공간은 생략되어 버린다. 즉 도시는 파편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도시 속에서 묘지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통폐합을 거쳐 도시

바깥으로 밀려났다.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고 쉽게 갈 수 있으니 더 이상

비싸고 이용 가치가 높은 도시 안의 땅을 점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새로 생기는 신규 묘지들 역시 도시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만

들어졌다.

얼핏 생각하면 과거에도 죽음을 위한 공간은 도시의 주변부에 주로 존

재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주변부에 위치하니 달라진 것이 없

어 보일 수도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죽은 자들은 산 자들과는 다른

장소를 부여받고, 그 위치는 도시 안팎에 걸쳐 있긴 했으나 많은 경우

도시의 가장자리였기 때문이다. (배치상의 이와 같은 피상적 유사성은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어렵게 한다.) 하지만 산 자들과 죽

은 자들 사이의 관계는 전적으로 다른 양태를 보인다. 우리는 더 이상

일상생활의 도중에 죽은 자들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삶과 죽음 사이

의 긴장감이 사라진 것이다. 과거의 도시는 그 규모가 작았기에, 도시의

내외부가 서로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작동했고, 사람들의 삶의 폭 역시

도시 전체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각종의 장소

들까지를 포괄했다. (여기에는 죽은 자들의 공간뿐 아니라 논과 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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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생산의 공간, 신성을 띠는 종교적 공간, 각종의 쓰레기를 처리

하는 공간 등등의 많은 주변부적 공간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의 거대도시는 애시 당초 그러한 경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통해 네트워크상의 노드와 노드를 이동하고 파편적으로 도시

를 점유한다. 설사 도시와 도시를 횡단하더라도 그 경계부는 지하철이나

광역버스와 같은 교통수단 안에서는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경계공간들을 촉각적으로 경험하지 않기에 그곳들은 그냥 지

나쳐가는 곳, 기껏해야 파노라마적 풍경으로 인식될 뿐이다. 즉 현대 도

시인에게 도시의 내부와 외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며, 실제

도시인이 느끼는 도시의 경계는 더 이상 성벽이나 행정구역선으로 규정

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대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설사 죽음을 관장하

는 공간들이 물리적으로 도시의 경계부에 위치하더라도 그 존재를 느끼

지 못한다. 도시의 경계가 더 이상 도시민의 삶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

다. 묘지나 봉안당과 같은 죽음을 위한 장소들 역시 교통수단으로 연결

된 하나의 노드로 전락하여 도시 바깥에 외따로 존재하게 된다. 도시인

들의 삶의 외연은 도시의 외연과 더 이상 겹치지 않기에 이제 묘지는 일

상의 경계가 되지 못하고, 일 년에 한 두 차례 방문하게 되는 목적 지향

적 공간이 된다.

이것은 결국 도시인들의 삶의 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묘지

의 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산 자들과의 관계성이 아닌, 지가나 설립의

용이성 등이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시신 역시 어딘가에 기능적으로

처리하면 그만인 일종의 쓰레기처럼 다뤄지고 있다. 삶과 죽음은 서로에

게 바탕이 되지 못하므로 각각의 의미는 두께를 잃고 오직 순간만이 존

재하는 일시적 이벤트처럼 소진된다. 죽음이 삶의 연장이고 삶의 이면이

라면, 삶의 폭을 결정하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일 것이며, 일상

의 삶에서 그러한 죽음의 공간을 마주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삶의 스펙

트럼에 큰 영향을 준다. 근대화 이후의 현재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의 사

람들의 삶은 결국 균형을 상실한 반쪽짜리인 셈이다. 밝고, 화려하며, 보

기 좋고, 수익을 창출하며, 즐거운 것들만을 가까이 두고 그 반대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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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저히 외면하는 현대 도시는 결국 죽음을 삶에서 멀찌감치 떼어버렸

다. 이제 사람들은 죽은 자의 기일이나 명절에만 그들을 방문하고, 일상

속에서는 죽음을 잊은 채 철저히 삶에 매몰된 생활을 한다. 현대 거대

도시에서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 사이의 상호 규정적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이다.

죽은 자들이 누울 자리는 산 자들이 결정하지만, 산 자들의 삶의 방향

은 죽은 자들이 제시할 수 있다. 이제는 삶의 폭의 회복을 위한 죽음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죽음의 공간에 대한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죽음

과의 거리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죽음이 삶에 접하는 과거

와는 다른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머리에 제시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프랑

스 파리와 우리나라 서울의 묘지 배치의 변화는 이러한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두 도시 모두 근대화, 산업화라

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한 큰 흐름에 상반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 두 도시의 묘지 배치에서 드러난 삶과 죽

음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글이 죽음의 공간의 재배치

를 위한 예비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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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장에서는 우선 죽음을 관장하는 시설들의 역사와 유형에 관해 살펴

본다. 산 자들의 도시(polis)에 대비되는 죽은 자들의 도시(necropolis)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이나 고고학에서의 연

구에 대한 개략적 접근을 통해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묘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본다. 장례와 장묘의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르지만 이 글에서 그 모두를 다룰 수는 없다. 전반적인 내용은 개별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묘지라는 시설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된 조사의 대상인 파리와 서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묘지는 본래 죽은 자들의 안식처인 동시에 산 자들과의 만남

의 공간이었음을, 그리고 도시적 차원에서는 그와 같은 산 자들을 위한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한다.

3, 4, 5장에서는 근대 이전, 근대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묘지 배치 방

식의 변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다룬다. 프랑스 파리와 우리나라 서울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묘지 개혁이 일어

나고 정원식 묘지의 체계가 갖추어진 파리와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우리

의 서울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파리와 서울은 완전히 다른 문

화권에 속하고, 죽음에 대한 관념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장례와 장묘의

방식 등에서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본론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

지만, 파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4세기말 이래

로 교회 묘지가 장묘의 방식에 있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항상 화장보

다는 매장이 중심이 되었고, 근대화 이후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

에서도 봉안당 보다는 정원식 묘지가 중심이 되었다. 반면 서울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들의 선산과 가묘가 상징하는 것

처럼 가문 중심의 묘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선산을 마련하기

힘든 일반 서민들의 공동묘지, 혹은 집장지(集葬地) 또한 도시 주변에 무

수히 있었다.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서울은 묘지로 쓸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정부 주도하에 매장에서 화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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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례, 장묘 문화가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의 묘지는 예전과 같은 무덤

이 아니라 대부분 봉안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차이가 큰 도시의 묘지를 비교하는 이유에는 두 가

지가 있다. 첫 번째는 파리와 서울과 같이 출발부터 상이한 두 도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공통적인 변화를 거쳤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이다. 이

글의 1차적인 관심사는 개별 도시의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기 이전의 공

통적 기반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도시들 사이의 비

교가 요구된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거대한 변화는 세부적인 ‘내용’의 차

이들을 훨씬 뛰어넘는 공통적 변화를 초래한다. 삶과 죽음의 의미가 갖

는 구체적 차이 역시 그러한 삶과 죽음이 갖는 공통의 공간적 형식 안에

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리와 서울처럼 전혀 다른 두 도시조차 공통적

으로 갖고 있던 묘지 및 죽은 자들에 대한 관념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근대화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 이를 위해서 파리와 서울처럼 매우 다른 두 도시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좋은 참조지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공통의 변화 속에서도 두 도시가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는 방식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파리와 서울은 역사상

의 거대한 변화를 함께 공유하면서도, 그 흐름 안에서 자리하는 위치가

상당히 대조적이다. 가장 먼저 도시 묘지에 변화가 발생했고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한 파리와, 20세기 들어 급격한 타율적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의 태도는 현재의 도시 풍경에 그대로 반영되

어 있다. 파리에서는 근대화 이후의 달라진 공간 인식, 도시 경험 속에서

도 공적, 제도적 방식을 통해 도시와 묘지의 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의 묘지는 공적 공간에서의 완전한 배척과 사적 공간에서의

조심스런 회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묘지와 관련한 현

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파리와의 비교를 통해 이 점이 더욱 분

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거시적, 도시적 차원에서

두 도시의 묘자 배치를 비교한 후에는 미시적, 건축적 차원에서의 차이

역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배치’라는 말은 우선



- 8 -

적으로 도시적 의미를 갖지만, 각 시기별로 이와 쌍을 이루어 건축적 차

원의 의미 역시 함께 다루었다.

3장에서는 먼저 근대 이전 전통 사회에서 위의 도시들이 묘지를 어디

에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배치 방식에

깔려 있는 공간과 거리에 대한 관념,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과거 묘지의 배치는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땅의 관계를 짜내어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묘지는 이

승과 저승, 문화와 자연 사이의 경계적 역할을 수행했다. 때문에 죽은 자

의 안치 장소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산 자들의 영역과 일정한 긴

장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 긴장관계는 4장과 5장에 걸쳐 살펴볼 내

용에서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보다 더 근본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거리와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함께 살펴본

다. 근대 이후 절대적 지위를 확립한 과학적, 객관적 공간성에 대한 비판

을 토대로 자신의 현상학적 공간론을 펼치는 메를로-퐁티의 성찰은 공

간과 거리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의 이중성을 다루는데 중요한 시사점

을 준다.

4장에서는 근대화시기에 이 도시들에서 일어난 묘지 개혁 운동에 대해

서 알아본다. 시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세

계의 대도시들은 기존의 묘지들을 통폐합하고 이전하는 등의 묘지 개혁

을 시도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들이 관련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시 자체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묘지의 배치 문제 이전에 근대화

로 인한 도시의 확장, 공간과 거리 개념의 변화, 그로 인한 도시 경험 방

식의 변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파편화된 현대 도

시의 모습을 여러 작품을 통해 표현한 바 있는 상황주의 예술가 기 드보

르(Guy Debord, 1931-1994)의 맵핑(mapping)작품을 분석한다. 또한 앞

장에서 다룬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계속하여 기차의 등장과 함께 시작

한 근대적 공간, 근대적 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이와 같은 변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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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도시의 묘지들을 재정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아본다.

5장에서는 묘지 개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본

다. 파리는 몇 차례의 성공적인 묘지 개혁 이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규모의 신규 묘지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

었다. 이후의 신규 묘지들은 그와 같은 시민들의 태도를 고려해 가능한

한 도시 가까이에, 일상생활의 가까이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는 일제에 의한 지배와 해방, 전쟁과 개발독재 시기 등을 겪으면서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급격하고 압축적인 변화상을 보여주며, 주지하다시피

죽음의 공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때문에 나름의 적절

한 해결책을 찾은 파리와의 비교를 통해 먼저 현재 서울의 공설 장묘 시

설들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하지만 서울 역시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공적 차원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에는 사적 차원에서 나타나

고 있는 반대의 현상을 살펴본다. 즉 묘지에 대한 서울의 극단적 태도가

남겨놓은 틈새에서 다시 생겨나고 있는 종교시설 부설 봉안당을 조사하

였다. 공적으로는 죽음의 공간을 모두 밖으로 몰아내어버린 서울이지만

그 속에서는 제도적 틈새, 혹은 가능성을 살려 도시 곳곳에 눈에 잘 띄

지 않게 봉안당이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종교 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봉

안당으로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

에 새로이 들어서고 있는 거의 유일한 형태의 장묘 시설이라 할 수 있

다. 현재 서울 안에 있는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을 조사하고 이러한 시

설들을 가능하게 한 법규적, 제도적 내용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시설

들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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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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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묘지의 역사와 유형

2.1. 묘지의 역사

이 장에서는 먼저 본론에서의 논의에 앞서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묘지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무엇보다도 오래되었다. 또

한 역사시대에 들어서면서는 각 문명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특

성을 보여준다. 그 분량과 깊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인

류학이나 고고학에서의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정도만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고찰의 주요 대상은 서양의 묘지와 우리나라의 묘지로

한정했다. 본래는 문화마다 제 나름의 장례와 장묘 방식이 존재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서양의 장묘 방식이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 영향을 미쳤다. 장례 방식은 현재에도 문화마다

차이가 크지만, 현대적 장묘의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서양의 묘지 역사를 우선 살펴보고, 이와 차이를 갖는 우

리 문화에서의 묘지사를 간략히 알아보겠다.

본래 묘지는 인간의 정주와 함께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인류

의 대부분이 아직 수렵, 채집을 통해 살아가던 시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거나 적당히 처리를 하고 그 장소를 떠나버렸다. 즉 무덤이 만들

어지기는 했으나 그 장소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죽은 자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의 처소를 마을이나 도시 가까이에 마련해야 했던 것

이다. 즉 묘지의 역사는 정주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매장의 풍습은 서아시아에서 발굴된 네안데

르탈인의 유해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만 년도 더 전의 인간들도 장례의식을 치른 후 꽃으로 장식된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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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마의 카타콤 : 왼쪽) 비냐 코디니의 콜룸바리아(Columbaria of Vigna Codini),

로마, 오른쪽) 폼포니우스 힐라스의 콜룸바리아(Columbaria of Pomponius Hylas), 로마

(출처 : 임석재, 기독교와 인간 (파주 : 북하우스, 2003), 145.)

음식과 사냥도구 등과 함께 매장하고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약 1만

년 전의 크로마뇽인들에 이르러서는 죽은 자들을 특정한 장소에 묻기 시

작했다.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석관이나 묘지의 형태는 고대 이집트에서

부터 유래한다. 초기에는 단지 구덩이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성이 더해져 무덤은 죽은 자의 집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최초로 장의사라는 직업이 생겼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장례에 관한 여러 관습들이 생겨났다. 로마인들은 시신을 위생상의 이유

로 시내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도시 밖에 신성한 장소를 정하

여 묘지로 삼았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시외에 마련한 가

족묘에 죽은 이들을 매장했다. 특히 이들에게 묘지는 신성한 곳으로 여

겨졌고, 결혼서약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고대의 초기 기독교도들

은 카타콤(catacomb)이라 불리는 지하묘지를 만들었다. 포쏘르(fossor)라

불리는 카타콤에서 묘지를 조성하는 전문적인 집단이 존재했는데, 그들

은 묘지를 장식하는 예술가이자 장례를 담당하는 성직자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았다. 4세기말 경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남에 따라 카타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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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지상에 묘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그 안

이나 경내에 묻히게 되었다. 교회 자체가 원래부터 성인이나 순교자들의

무덤이기도 했던 만큼 신자들은 그들의 곁에 묻히고 싶어 했다. 즉 4세

기부터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묻히는 것이 일반

화된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시내에, 특히 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교회 안

에 죽은 자들을 묻었는데, 오랫동안 계속된 이와 같은 방식은 묘지 공간

의 부족과 위생적 문제를 야기했다. 중세의 교회는 치외법권적 영역이라

국가의 영향력도 미치기 어려웠고, 교회의 안팎에 시신들이 널려있게 되

었다. 관은 땅속 깊이 묻히지 못하고 무덤 위에 무덤이 겹쳐서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6세기경에 최초로 유골만 추려 안치하는 봉안당이 등장

하여 그나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초기 미국의

청교도들 역시 대체로 교회의 뜰에 매장을 했는데, 장례식이 유일하게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이었기에 의식을 매우 성대하게 치렀다. 18세

기경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근대적인 위생관념은 시신과 묘지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초래했는데, 이미 꽉 차버린 교회 묘지를 대

신해 다른 방식의 묘지에 대한 시도가 생겨났다. (이는 19세기에 들어서

면서 새롭게 등장한 위생관념, 의과 대학에 해부용 시체를 팔아넘기는

무덤 도둑들에 대한 대응 등과도 연관된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범으

로 관리되지 않는 시내의 교회 묘지가 거론되면서,2) 이를 대신할 정원식

묘지를 가까운 교외에 조성하기 시작한다. 이 묘지들은 도심보다 비교적

넓은 땅에 아름다운 조경을 하고 전문적 관리를 하여 기존의 묘지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했다. 서양의 묘지는 현재에도 대체로 이와 같은

전통을 따라 조성되고 있다. 죽은 자는 화장 등을 통해 추려진 유골로서

봉안당에 안치되거나, 아니면 도심을 어느 정도 벗어난 곳에 조성된 정

원식의 묘지에 묻힌다.3)

2) “19세기 영국 대도시들에서는 도시의 교회 묘지에 묘가 너무 밀집해 들어서게

되자 묘 터 파는 이들이 술에 취해 일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새 묘 터를

파면서 기존 묘의 썩지 않은 관과 시체를 자를 때 나는 구역질나게 지독한

악취를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다.” (출처 : 마이크 파커 피어슨(Mike Parker

Pearson), 죽음의 고고학, 이희준 역 (서울 : 사회평론, 2009), 31.)

3) 강동구, “서양 묘지의 역사”, 생사학 (blog), 2007년 8월 21일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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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는 서양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묘지

혹은 봉안당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고대 씨족 사회의 고인돌에서부터 조

선시대의 선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생사관 또한 오랜 역사만큼이나

특유의 장례, 장묘 문화를 갖고 있다. 선사시대에는 지역과 신분에 따라

다양한 묘가 만들어졌는데, 구덩이만 파고 시신을 매장하는 토장, 돌로

쌓아 만든 적석총, 큰 돌을 운반하여 얹어 놓은 고인돌, 항아리를 포개어

만든 옹관묘 등이 있었다.「삼국지」위서 동이전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집 안에 다섯 달 동안이나 두면서 장례를 치르며,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백제에서는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 동

안 장사를 지낸다고 하여 3년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신라에서는 시

신에 염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4) 하지만 고려시대 이전까지

의 대부분의 평민들은 주로 봉분이 없는 평토장을 썼기 때문에 눈에 띄

게 남아 있는 묘지는 많지 않아 장묘의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

다. 이후 고려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도참설(圖讖設)의 영향으로

인해 조상의 묘를 잘 모셔야 한다는 풍수사상이 전파되었고, 이는 조선

시대에 들면서 장례와 장묘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양반가와 재력

이 있는 사람들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에 선산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이는 가문 대대로 전해지며 관리되었다.5) 반면

선산을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은 도시나 마을 주위에 일종의 공동묘지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혈연관계를 불문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였

다.6)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서양식 묘지 및

봉안당이 전래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묘지의 역사는 인류의 정착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고, 지금까지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FuB7&articleno=5572509&c

ategoryId=29066&regdt=20070821133532&totalcnt=14 의 내용을 요약정리

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장례문화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31-33. 의 내용을 요약정리

5) 이상진, 한국 분묘문화 개론, (서울 : 민속원, 2006), 63-64. 의 내용을 요약정리

6) 다카무라 료헤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 서울학연구, no. 15

(2000), 133.



- 16 -

이어져 오면서 문화에 따라 고유의 관습들을 만들어 냈다. 고대와 중세

와 현재가 다르고, 서양과 동양이 다르고, 기독교와 유교가 다르고, 추운

지방과 따뜻한 지방이 다르다. 사학(死學)에 관련된 책들에는 세계 각지

의 온갖 장례 풍습과 장묘 시설들을 연구, 조사하여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죽음의 의식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생전의 그의 업적에 걸맞게 처리하는 데 온갖 정열을 쏟아 부었는가 하면, 남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 지붕을 허물

어 시신을 덮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7)

죽은 자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쏟아 붓는 문화도 있는 반면, 최소한의

표식만을 남겨둔 채 떠나버리는 문화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죽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발견할 수

있고,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남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망자를 위한

(지붕이 허물어진) 집 사이의 유사성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즉 묘지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물, 혹은 공간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7) 니겔 발리(Nigel Barley), 죽음의 얼굴 : 원시문화에서 현대문명까지 죽음을 통해
본 인류의 문화, 고양성 역 (서울 : 예문,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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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묘지의 공통된 특성

2.2.1. 묘지의 의미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매장(埋葬)을 하든, 최근의 추세에 따라 화장(火

葬)을 하고 유골만을 안치하든, 아니면 세계 각국의 풍습에 따라 조장(鳥

葬), 천장(天葬), 야장(野葬), 풍장(風葬) 등을 하든, 아니면 현대적 기술

을 활용한 우주장(宇宙葬)이나 냉동장(冷凍葬)을 하든 모든 장례는 결국

죽은 자들 떠나보내는 의식이고, 그들의 처소로서 지정한 곳이 묘지이다.

즉 죽은 이들을 천천히 잊어가기 위해, 급작스런 망각도 아니고 영원한

기억도 아닌 점진적인 이별을 위해 세심히 고안된 장소가 묘지인 것이

다. 일부의 경우처럼 정확한 공간으로 묘지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바다

나 우주, 들판 등의 공간적 배경 전체를 죽은 이가 잠든 곳으로 생각함

으로써 묘지 고유의 장소성을 포기하진 않는다. 이는 인류가 정착 생활

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온 공통된 풍습이다. 묘지의 마련은

죽은 자들에게 살아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사후의 삶의 거처, 즉 두 번째 집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인류

의 가장 일반적인 시신 처리 방식이었던 매장에서 두드러지는데, “매장

행위 자체는 시신을 그 땅에서 떼어낼 수 없는 고정된 부분으로 만듦으

로써 물리적으로 망자를 마치 땅에다 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

다.”8)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렇게 심어진 망자는 그곳을 자신의 영역으

로 삼아 나름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산 자들과 계속해서 관계한다. 인류

학자들의 지적처럼 “거의 모든 문화에서 죽음을 삶의 연장이라고 본다

.”9)는 것은 결국 여러 장법이 지닌 기본적인 의미 역시 같다는 것을 나

타낸다.

(1)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2)죽은 사람의 생

8) 마이크 파커 피어슨(Mike Parker Pearson), 앞의 책, 34.

9) 니겔 발리(Nigel Barley), 앞의 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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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공덕에 대한 회고이고, (3)초도망령(超度亡靈), 즉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하

여금 안식을 얻게 하고, (4)신앙과 금기의식을 통해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에 대한 공포 심리의 해소와 죽은 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기리는 것이다.10)

이것은 묘지가 죽은 자의 안식 공간으로서, 그의 사후의 새로운 거처

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산 자가 죽은 자들을 애도, 회고하고, 죽음을 대면

하는 장소라는 것, 즉 묘지는 산 자들을 위한 장소적 가치 또한 매우 크

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묘지는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만나는

일종의 대면의 장소이며 관계의 장소인 것이다. 죽은 자를 찾아온 산 자

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묘지는 없다. 묘는 결국 산 자와 관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2.2.2. 묘지와 종교 시설과의 유사성

장사와 관계된 행위나 의례, 시설물 등에서도 죽은 자 자체를 고려하

는 측면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측면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11) 마치

일반적인 주택에도 집 주인의 생활을 위한 공간과 손님의 접대를 위한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후의 생활에도 필요할 것이라 생

각되는 각종 물건들을 함께 묻고 무덤 내부를 진짜 집처럼 꾸미는 행위,

고대의 순장의 풍습, 시신의 눈 위에 올려 주거나 입 속에 넣어 주는 금

화와 같은 저승길의 노잣돈, 혹은 부활을 기원하며 행하는 시신의 미라

화(mummification) 등은 죽은 자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한편 죽은 이를

기리는 글을 적은 묘비나 제사를 위한 제단, 혹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공간적 시퀀스, 다양한 외부 장식, 사자(死者)의 얼굴을 본뜬 데스마스크

(death mask)나 흉상 등은 산 자를 위한 것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

덤을 흔히 죽은 자의 집이라 칭하지만 그 집은 사실 죽은 자들의 생활이

10) 박태호, 세계묘지문화기행 : 박태호의 장묘문화탐방 (서울 : 서해문집, 2005),

352.

11) 실제로는 두 측면이 한데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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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계 여러 나라의 묘지 : 맨 위 왼쪽) 말레이시아 말래카 지방의 자궁의

형태와 유사한 중국식 무덤, 맨 위 오른쪽) 낙태된 태아의 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일본의 지조상, 가운데 왼쪽) 카메룬의 도와요족이 조상의 유골을 모신 마을 외곽의

오두막, 가운데 오른쪽) 가나의 아칸족이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모아 놓는 장소, 맨

아래 왼쪽) 나이지리아의 조상을 모신 사당, 맨 아래 오른쪽) 마다가스카르

마남본드로족의 묘지, (출처 : 니겔 발리(Nigel Barley),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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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덤에서 유래한 원형 교회인 모솔리움 : 성 코스탄차(St. Costanza), 로마,

350년경 (출처 : 임석재, 앞의 책, 199.)

아니라 산 자들의 방문을 통해 비로소 경험된다.

이는 비슷한 혹은 겹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시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분명해진다.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덤은 종교적 건물의 유형과

유사하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이 둘, 즉 신과 죽은 자는 동일시되는

경우도 많다.) 종교 시설이 무덤 자체가 아니었더라도 신이나 초월적 존

재의 거처라는 점은 유사하고, 이는 마치 무덤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반

대로 사자(死者)를 숭배하는 문화가 아니더라도 무덤은 신성한 장소, 함

부로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서 여겨진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그러

한 측면에서 볼 때 세계의 많은 묘지들이 교회의 유형 분석에서 논의되

듯 중앙집중형과 선형의 공간 구성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

다. 원래부터 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무덤이었다. “신

도나 순교자의 매장 문제는 예배 집회와 함께 기독교 건축에 요구된 2대

중요 사항”12)이었고, 초기의 많은 교회들은 성인이나 순례자들의 묘지

위에 직접 지어졌다. 이 때문에 교회 건축은 무덤 자체에서 유래한 모솔

리움(mausoleum)의 중앙집중식의 유형과, 집회 및 의례 기능에서 유래

한 바실리카(basilica)와 같은 선형 공간의 유형이 결합된 것이다. 기독교

12) 임석재, 앞의 책,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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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축의 이러한 유형성은 다른 종교의 건축물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

다. 건축의 유형에 관해 많이 언급하기도 한 알도 로시(Aldo Rossi)는

그의 책 『도시의 건축』에서 스페인 코르도바의 회교사원 메스쿠이타

(Mezquita)가 13세기에 가톨릭 대성당으로 바뀌어 쓰이기도 했음을 주목

한다.13) 기독교 교회의 등장 이전의 로마에는 헤로움(heroum)이라는 무

덤과 신전의 기능을 겸하는 시설이 있어 후대 교회 유형의 선례로 꼽히

고, 유대교에는 네페시(nefesh)라는 신전 무덤의 양식이 존재한다.14) 기

독교적 전통과는 뿌리가 다른 유교적 문화의 우리나라의 묘 역시 망자의

거처라는 의미에서의 중앙집중식과, 산 자들과의 대면을 위한 목적에서

방향성을 가진 공간구성이 함께 존재한다. 무덤 자체는 봉분으로 둥글지

만, 비석과 상석은 정면을 지시하며 후손들과 만나는 방식을 정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봉분형이든, 탑형이든, 거석형이든, 땅 속에 자리한

돔(dome)형이든, 크기가 크든, 작든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묘는 죽은 자

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심성의 공간인 동시에, 산 자를 향해 열려 있는

방향성을 지닌 공간이다. “묘의 방향은 매장이 주된 장례 방식인 세계

종교들에서 중요한 요소”15)였고, 이러한 묘의 방향은 죽은 자가 향하는

방향인 동시에 산 자와 만나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묘지의 공간

유형은 고대의 거대 유적만이 아니라 현대의 작은 일반 묘는 물론, 죽은

자들의 집합 주거랄 수 있는 아파트식, 벽식 봉안당같은 경우도 전체적

구성을 고려하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간의 협소함은 무덤을 작은 봉안

함으로 대체했지만 시설 전체는 기존의 경우와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

다.16) 시대와 문화에 따라 장례도 변하고, 장묘의 방식도 변하고, 묘지의

13) 알도 로시(Aldo Rossi), 도시의 건축 (서울 : 동녘, 2003), 92-93.

14) 임석재, 앞의 책, 157, 194.

15) 마이크 파커 피어슨(Mike Parker Pearson), 앞의 책, 16. “이슬람 매장들은

시신이 메카와 키블라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중세 및 근대 초기의 우대교

매장들은 머리를 남쪽으로 한 남-북향이나 서-동향을 주축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공동묘지의 출구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그리스도교 매장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동쪽의 신을 향해 일어나도록 머리를 서쪽으로 한 서-동향으로

놓는다. 로마 시대 이후 영국 및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의 이교 세계에서는

매장들이 대체로 동-서향 혹은 북-남향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긴 집 주거들의

두 방향을 본뜬 것이었다.”

16) 이는 훌륭하게 조성된 묘지이든, 조잡하고 장삿속에 치우친 묘지이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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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형태도 변하지만, 묘지의 유형은 사실상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묘지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묘지임을 알아본

다. 몇 천년동안 무덤의 근원적 의미는 바뀌지 않았고, 근본적 공간 유형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서론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묘지는 예나 지

금이나 죽은 자들의 안식처이자 방문객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대화의

장소이다. 이는 묘지가 존재하는 근본이유로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완전

히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묘지는 만남의 장소로서

존재할 것이다. 종교시설은 중세 이후에 그 영향력이 감소했음에도 여전

히 사람들에게 도시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데, 왜 죽음을 관장

하는 묘지나 봉안당은 홀대받는 것인가? 현재 우리는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묘지는커녕 소규모 봉안당조차도 찾기가 힘들다.17)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묘지나

봉안당 자체가 도시로부터, 삶의 공간으로부터 멀리 내몰렸기 때문일 거

라는 것, 둘째는 이 공간들이 꽁꽁 숨겨져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거시적, 도시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미시적,

건축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장인 3장에서부터 5장까지 파리와 서울을 대상으로

묘지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 거시적, 도시적 차원에서의 변화

와 미시적, 건축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함께 살폈는데, 근대 이전, 근대화

시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묘지의 도시적 배치와 건축적 쓰임새

를 조사하였다.

거의 공통된 사항이다.

17) 현행 관련법제 하에서 도시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장묘시설은 종교시설의

부속 봉안당 정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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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근대 이전의 도시와 묘지의 관계

3.1. 묘지 배치의 기본 원칙

3, 4, 5장에 걸쳐 파리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시와 묘지의 관계가 어떻

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묘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

본다. 먼저 3장에서는 아직 도시의 규모가 작은 근대 이전의 경우에 묘

지가 도시의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학, 고고학에서의 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죽음(의 공

간)의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짚어보았는데, 앞서도 참고한 바

있는 마이크 파커 피어슨(Mike Parker Pearson)의 『죽음의 고고학』에

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했다.

죽은 자들의 거처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권에서나 몹시 중요한 문제였다. 죽은 자들은 떠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

는 않으며, 여전히 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

다.

망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우리 기억 속에 살면서 우리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

리는 망자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다시 이야기하고 그들의 집에 살며 그들이 만들

어내고 썼던 장소들에서 일하고 논다. 우리가 망자의 유해를 어디에다 놓는지는

대개 그들이 기억되는 동시에 잊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요모조모 따져 정한

결과이며 우리는 그로써 죽음과 망자에 대한 태도, 나아가 장소와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고 구축한다.18)

죽은 자들을 천천히 잊어가기 위해서는 묘지의 배치가 중요하다. 문화

와 시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묘지는 산 자들로

부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마련된다. 특히 사람들이 밀

18) 마이크 파커 피어슨(Mike Parker Pearson), 앞의 책,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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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현재에도 네크로폴리스가

존재하는 영국 글래스고 (Glasgow

Necropolis) (출처 : Ken Warpole, Last

Landscapes (London : Reaktion Books,

2003), 83.)

그림 8 글래스고 네크로폴리스의 위치 :

큰 원이 시가지, 작은 원이 네크로폴리스

(출처 : “Glasgow Necropolis", GOOGLE

MAPS, 2016년 11월 25일 접속,

https://www.google.co.kr/maps/place/%EB%

8D%94+%EB%8B%88%ED%81%AC%EB%

A1%9C%ED%8F%B4%EB%A6%AC%EC%

8A%A4/@55.8621954,-4.2607989,14.68z/dat

a=!4m5!3m4!1s0x488846a9faa821f1:0xfd89b

b9ee3ec610d!8m2!3d55.8626851!4d-4.23112

08)

집해 사는 도시(polis)의 경우에는 묘지가 그 주변을 둘러싸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죽은 자들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necropolis)를 형성한다.

네크로폴리스는 곧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로서 죽은 자들이 위치해야

할 곳이었다.

리치(Leach)는 문화(이승) : 중간지대 : 자연(저승) 이라는 응집된 삼중 구조 개

념으로 이런 원리들을 합체하여 일련의 경계 범주들을 설정하였다. 시신은 불태

우고 먹거나 아니면 땅속, 하늘 위, 담 너머 혹은 신전 묘당의 지성소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범접할 수 없는 저승과의 경계에 위치한 중간지대에 묻어야 할 터였

다.19)

그곳에서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삶에 계속해서 관여하고 그들과 대화

19) 위의 책, 88.



- 25 -

그림 9 로마 철기시대의 취락과 묘지와의 관계 및 거리, (+, -, = 표시는 취락보다

높은 고도인지, 낮은 고도인지를 나타낸다.) (출처 : 마이크 파커 피어슨(Mike Parker

Pearson), 앞의 책, 235.)

한다. 죽음은 터부시되는 동시에 삶의 연장으로서 결코 소홀히 다루어지

지 않았다. 죽음(의 공간)과 삶(의 공간) 사이의 긴장의 방식은 여러 종

류의 의례와 상징물 등을 통해 드러난다.

망자는 산 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통과의례의 한 부분

이다. 그래서 그 유해를 흔히 시내를 건넌 곳, 섬, 산 자들의 장소보다 위, 아래 혹

은 멀리 떨어진 곳 등 특정 장소에 안치한다. 보르네오의 이반족을 보면 공동묘지

가 대개 산 자들의 긴 집에서 시내를 건넌 맞은편에 위치한다. 메리나 족에서는

무덤과 집을 기본 네 방위를 기준으로 서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음으로써 양자

의 분리를 달성한다.20)

그 위치는 기능상의 유리함이나 접근의 편리함과 같은 차원 이전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적 상징성의 차원에서 결정된다.

20) 위의 책,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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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유해를 어디에 놓을지는 대개 기능상 유리한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망

자의 안치 장소는 어떤 사회에서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리 안에서 중대

하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마련이다. 망자는 영 혹은 조상으로서 이 세상에 거주

할 수 있기에 여전히 사회의 활기찬 성원일 수 있으며 망자의 유택은 그들의 물

리적 잔적이 놓인 장소에 반드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략) 망자의 안치는

인간 사회가 그 조상, 땅, 산 자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하게 짜내어 표현하는 가장

가시적인 활동들 중 한 가지이다.21)

즉 묘지는 아무 곳에나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었고, 그 장소들은 일종

의 경계적 공간으로서 문화와 자연, 이승과 저승, 성스러운 장소와 세속

의 장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경계는 곧 도시의 경계가

되기도 했는데, 도시의 외곽이나 성벽을 둘러싸고 만들어졌던 네크로폴

리스라 불리는 묘지들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결국 묘지는 도시의 경

계를 나타내는 표지인 동시에 도시민들의 삶의 경계가 되기도 했다. 당

시의 도시 규모는 현대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작은 규모의 하나의 폴리스(polis)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도시민들은 성

벽으로 규정되는 도시의 안팎을 넘나들며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등

의 일상생활을 했고, 그 주변에는 항상 묘지가 존재했다. 이는 곧 도시의

경계가 도시민의 삶의 경계와 일치했던 전통사회에서 묘지가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묘지는 적극적으로 삶의 공

간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도시 풍경의 하나를 이루었다. 그러한 모습은

파리와 서울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1) 위의 책,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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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묘지

분포 추정도, 왼쪽) 1~3세기의 묘지,

오른쪽) 3~5세기의 묘지 (출처 : 홍석기,

프랑스 묘지제도 및 그 문제점 (발행지

불명 : 발행처 불명, 199-), 5.)

그림 11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주요

교회내 묘지 분포 (출처 : 위의 책, 8.)

3.2. 근대 이전 도시에서의 묘지 배치

3.2.1. 파리의 근대 이전 묘지 배치

센느(Seine) 강의 좋은 환경에 자리한 파리의 원주민들은 현재 씨떼

(Cité) 섬과 그 남쪽의 언덕에 마을을 형성했다. 부락의 남쪽에 형성한

묘지는 1-3 세기에 약 5개가 있었고, 3-5세기에 6개가 새로이 생겼다고

추정된다. 즉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 전환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

소뿐 아니라 죽은 자들의 장소 또한 일정한 곳에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다. 로마의 직접적 지배가 있기 전까지 묘지들은 대체로 주거지 근처의

숲과 언덕에 만들어 졌는데, 이처럼 높은 곳에 모셔진 조상들이 평지에

서 농사를 짓는 후손들을 굽어보며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유래한다고 한

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로마의 직접적 지배와 더불어 그들의 법령에

의해 금지되었다. 주거지 주변의 매장을 금지한 법령으로 인해 이제 묘

지는 시의 외곽 지역에 설치되었다.

파리는 중세를 거치면서 프랑스의 수도로서 발전했는데, 인구가 증가

하여 도시의 영역이 늘어났고 그 경계에는 성벽을 쌓았다. 특히 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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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농상 묘지 (출처 : Richard

Etlin, The Architecture of death : the

transformation of the cemetery in

eighteenth-century Paris (Cambridge :

MIT, c1984), 25.

그림 13 이농상 묘지 1786년 2월 21일의

풍경 (출처 : 위의 책, 4.)

시기별로 쌓은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어 도시의 점진적인 확장 과정을

잘 보여준다. 약 5세기경부터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주교가 교회 내부

와 주변의 묘지 사용을 적극 유도했는데, 이는 로마의 법령으로 인해 외

부로 이전되었던 묘지들이 다시 성곽 안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의 내외부에 만들어진 묘지들은 19세기 초에 대대적 정비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약 250여개, 3400ha의 면적으로 파리의 이곳저곳에 분포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면적은 부족하여 파리 중심부의 이농상

(Innoncent) 묘지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도 여전히 도

시의 중심부인 레 알(Les Halles) 지역에 해당하는 과거의 이농상 묘지

는 초기에 약 1400m
2
의 면적으로 10세기부터 18세기까지 파리 시민의

대표적 공동묘지로 쓰였다. 당시에는 담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자유로이

산책하고 데이트를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빨래를 널거나 시장이 들

어서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농상 묘지 안에 매장을 위한 땅이 부

족해지자, 이미 부패하여 유골만 남은 시신을 수습하여 벽장식 건축물을

만들었다. 일종의 봉안당인 이 건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유골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수는 묘지의 폐지 이전까지 2백만구에 달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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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리의 묘지들은 최초의 정주민들이 씨떼섬 주변에 정착했을

때부터 그 주변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중세시대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 프랑스의 수도가 되기까지 계속 그 가까이에 존재했다. 역사

적, 문화적 조건이 바뀌면서 묘지들은 성벽의 안에 있기도 하고, 밖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한가운데에 있을 때도 있었다.

도시가 서서히 커지면서 묘지들의 위치도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밀려났

지만 오래된 묘지들은 여전히 도시에 남아있었고, 도시 경계 즈음에는

새로운 묘지들이 생겨났다. 17세기 무렵 파리의 도시 경계와 주요 교회

묘지들의 위치를 보면 도시의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교회의 경내에 위치하는 묘지 이외에도 교회에

소속된 외곽의 묘지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묘지들 또한 있었을 것이므로,

성벽의 바깥에는 더 많은 묘지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시

가 커지고 건물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흔적을 덮어버렸기에 상

세한 정황은 알기 어렵다. 즉 18세기 말까지 파리에서 묘지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팽창했으며, 도시의 확장에 따라 외곽으로 약간씩 밀려나긴 했

지만 항상 도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도시 속에 위치하던 근대 이전의 파리 묘지들은 엄숙하고 경건

한 장소이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었다. 중세의

파리는 무덤의 수가 산 사람들의 숫자에 필적했으며, 이로 인해 전염병

과 질병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기도하던 신도들이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가스로 질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묘지는 계속해서 시민들의 바로 곁에 만들어졌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186년부터 죄 없는 사람들의 묘지(Cimetiére des

innocents)에 시민들의 시신을 묻었다. 그런데 1780년 어느 날 그 묘지 바로 옆

공동주택 지하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그 후 온 동네에 아주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고 많은 주민이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

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마침내 시 관리들이 나서서 원인을 조사했는데, 묘지

에 시신이 너무 많이 매장되어 무게를 견디지 못한 묘지 지하실 벽이 무너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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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농상 묘지 내부의 봉안당

(출처 : “Holy Innocents' Cemetery”,

WIKIPEDIA, 2016년 12월 5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Holy_Innocents'

_Cemetery)

렸고 그 바람에 부패된 시신 2000구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실로 밀려들어왔던 것

이다.22)

로마 시대의 금지령으로 도시 외곽

에만 묘지를 조성했던 기간을 제외하

면 죽음의 공간은 거의 항상 삶의 공

간 가까이에 존재했다. 특히 도시 한

가운데 위치했던 이농상 묘지의 사례

가 보여주듯 묘지는 결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현재의

사람들이 묘지에 대해 가지는 딱딱한

태도보다도 훨씬 자유롭고 활발한 방

식으로 무덤과 묘비 주위를 거닐었다.

중세의 생활상에 대한 묘사로 이름이

높은 『중세의 가을』에서 하위징아

(Johan Huizinga)는 그 풍경을 다음

과 같이 묘사한다.

15세기 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곳(이농상 묘지)은 마치 1789년의 처절한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같은 곳이었다. 매장과 발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지만,

이 묘지는 공공 산책로이며 만남의 장소였던 것이다. 봉안당 옆에는 상점들이 있

었고, 회랑에는 수상쩍은 여자들이 어슬렁거렸다. 교회당 곁에는 벽화를 둘러싸고

여자은둔자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없었다. 가끔 탁발수도회 설교자가 찾아와

설교할 때도 있었다. 이 장소 자체가 중세식 설교의 장이라 해도 될 법한 풍경이

었다. 성체행렬에 나가는 아이들이 모이는 일도 있었다. 파리의 한 부르주아는 그

수가 12,500명이었다고 보고한다. 저마다 손에 초를 들고 죄 없는 아이를 받들어,

묘지에서 노트르담 사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다. 축제도 여기에서 열렸다.

이렇듯 여기에서도 전율을 느끼는 것이 예삿일이었다.23)

22) P.D.스미스(P.D.Smith), 도시의 탄생, 엄성수 역 (서울 : 옥당, 2015), 96-97.

23)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중세의 가을, 이희승맑시아 역 (서울 :

동서문화사, 2010),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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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농상 묘지의 터에 들어선

시장 (출처 : 위의 웹사이트)

그곳은 추모와 애도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과 소풍을 가고,

장터가 열리고, 매춘부가 호객행위를

하는 등등의 모든 종류의 도시적 일

상생활이 벌어지던 곳이었다. 그 둘의

경계는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다. 현

재에도 묘지공원이 존재하지만 실질

적으로 이는 공원보다는 묘지의 분위

기를 더 강하게 띠고 있다. 묘지 개혁 이후에 생겨난 정원식 묘지가 그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묘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현대적 의미의 공공

공원이 나타나기 전인 19세기까지 공동묘지는 여가행위의 장소로서 도시

민들의 일상을 담는 진짜 공원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우리로서는 선뜻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지만 이농상 묘지와 같이 도심에 위치하던 묘지

들은 시민들의 도시 생활이 영위되던 대표적 공공 장소였다.

3.2.2. 서울의 근대 이전 묘지 배치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는 그 문화적 배경이 앞서의 파리, 런던과 완전

히 다르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묘지가 도시와

맺고 있던 관계는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이것은 앞서 인류학, 고고학에서

의 고찰에서 보았듯 문화와 시대의 차이점 이전에 모든 무덤은 죽은 자

와 산 자들의 만남의 장소였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는 서양의 도시에 비해

근대화가 늦었기 때문에 전통적 도시의 구조가 늦게까지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략 17세기까지의 상황을 살폈던 앞서의 경우와 달리 20세기 초반

까지가 이 장에서 살필 내용에 포함된다.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한반도

에 인류가 거주했었고, 백제는 차치하더라도 조선의 도읍으로 한양이 기

능한 것만 해도 600년이 넘었으니 묘지의 역사 역시 그만큼 오래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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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 : 매장을

금지한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은평발굴 그 특별한

이야기 (서울 : 서울역사박물관, 2009),

17.)

그림 17 명당도 (출처 : 송현동, 서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36.)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왕릉이나 권력자

들의 무덤이 아닌 일반인들의 공동

묘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잊

혀지고 허물어져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파리를 비롯한 서양 도시의 묘

지의 경우 묘지가 교구 교회의 경내

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된 묘

지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경우는 사정이 다

르고, 또한 개발과 변화의 속도가 비

교할 수 없이 빨라서 과거 일반인들

의 묘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가 어렵다. 때문에 문헌자료를 통해

서 대략의 위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

었다.24)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

典)』에는 무덤의 배치에 관한 항목

으로, 민가로부터 100보 이내의 지역

에 묘를 쓰는 것을 금하는 조항과,

한성부의 관할 지역인 도성안과 성

저십리25) 안에서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저십리 안의 입장(入葬) 금

지령은 도성 안에서는 잘 지켜졌지

24) 이하 역사적 사실들에 관한 기록은 박태호, 서울 葬墓施設 100年史 (서울 :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3)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 주를

이룬다.

25) 문안으로 불리던 사대문 안쪽과 성곽에서 10리(약 4km)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동쪽으로는 중랑천, 서쪽으로는 양화진과 고양의 덕수원, 남쪽으로는

한강, 북쪽으로는 북한산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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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서울 시내에 과거 장묘 시설이

위치했던 곳 (출처 : 박태호, 앞의 책, 100.)

만 도성 밖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임금도 이를 적당히 묵

인하였다고 한다. 즉 법적으로는 성저십리라는 일종의 행정구역이 기준

이었지만 사실상 성벽이 기준이 되었던 셈이다.

한성부에서 매장이 금지된 금산(禁山)(사산(四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몰래

매장한 것을 적발하고 무덤을 뭉개버리겠다고 왕에게 보고하자 기왕에 쓴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쓰는 것만을 단속하라는 명이 떨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성저십

리의 입장(入葬)금지 구역에 몰래 매장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한성부에서 이를 단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26)

금산은 산줄기와 그 주변을 보호

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었지만 이

미 고려시대부터 권세가들은 묘지

를 이용해 임야(林野)를 사점(私占)

해 왔다.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

어져 묘지를 통해 양반들은 선산으

로 쓰기 좋은 산지를 점유해버렸고,

이는 특히 서울 주변에서 심했다고

한다.27)

한편 가문의 차원에서 선산을 마

련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마을 단위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공동산(共同

山, 묘지)을 이용했다고 하며, 그러한 공동묘지들이 조성된 장소는 광희

문 밖 신당동, 금호동 일대와 서소문 밖의 애오개에서 와우산 일대, 용산

과 이태원, 미아리 등지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무덤의 구역에 관한 규정

에 벼슬아치는 사방 100보(步)에서 50보까지를 쓸 수 있었던 반면, 서민

은 사방 10보까지로 한정하였는데, 이 때문에 빽빽하게 만들어진 묘지는

자연히 공동묘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이마저도 마련하지

26) 류시원, 조선시대 서울시장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 (서울 : 한국문원, 1997),

129-134.의 내용을 박태호, 앞의 책, 117.에서 재인용.

27) 다카무라 료헤이, 앞의 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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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그곳에서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적당한 묘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빈민들은 보통 그 지방에 있는 공동묘지 내

에 비교적 좋은 위치라고 본 장소를 골라서 거기에 시체를 매장한다. 공동묘지는

보통 북망산 내지 무주공산이라고 부르고 다소 인가가 집합한 도시나 촌락 근처

에 하나 둘 씩 있는 것 같다. (중략) 공동묘지는 묘지를 선정하기 어려운 결과 빈

민들이 도저히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적당한 묘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국유지

의 일부를 골라서 매장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28)

이처럼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묘지들은 양반의 선산과는 달리 혈연

이나 가문과 무관하게 만들어졌고, 도시 인근에 쓸 수 있는 땅 대부분은

이러한 묘지들로 가득했다.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을 뿐이지 아마도

그 수와 양의 측면에서 이러한 백성들의 묘지가 양반들의 묘지를 훨씬

능가했을 것이고, 도시와 마을의 풍경을 만드는 주요 요소였을 것이다.

별도의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선말의 묘지 상황은 일

본이 땅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록되기도 한다.

1903년 남대문 정차장(현 서울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예정지역에 분묘 1,600여기가 있었던 것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고 하며, 1904년 일본군이 한국주차군사령부(韓國駐箚軍司令部) 병영 건립 시

구한국정부에 용산 지역의 땅 300만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內(務)部의 명령을

받은 한성판윤이 기사를 대동하고 일본군 군용예정지에 들어갈 땅을 정밀 조사하

여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중략) 이 자료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분묘숫

자 1,117,308塚(基)이다. (중략) 이곳에 120만기에 육박하는 분묘가 있었다는 사

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지할 만한 사실은 용산 지

역 -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현재 주한미군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 - 이 공동묘지였음이 분명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분묘가 있었다는 점이

다.29)

28) 위의 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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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위치를 알 수 없는 한성부 시절

공동묘지 전경 (출처 : 박태호, 앞의 책,

37.)

그림 20 은평구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공동 묘지터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세기 초반의 서울에서 묘지는 도성 바깥을

둘러싸며 수십 만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묘지는 상당수가 다음

장에서 다룰 일제의 묘지 개혁 정책 속에서도 살아남아 해방 당시에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 주변의 묘지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

아들여졌을까? 분명한 것은 파리의 경우처럼 시장이 들어서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일상생활의 터전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서양의 경우보다 죽은 자들은 대대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때문에 죽은 자들의 장소인 묘지 역시 함

부로 건드리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것이

묘지와 도시(혹은 마을)의 소원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

로, 죽은 자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묘지는 매우 정성껏 관

리되었다. 조상의 무덤을 위한 선산을 마련하고 문중에서 관리하던 양반

들뿐만 아니라, 혈연과 무관하게 마을 인근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쓴 일

반 백성들도 유교와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 묘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

다.

29) 박태호, 앞의 책,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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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는, 죽은 자는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산 자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 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한국

인의 특별한 죽음관을 설명하는 한 가지 특징이다. 한국 사회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는 조상숭배를 근

간으로 하는 ‘제사’와 ‘묘지 가꾸기’가 있다.30)

이러한 풍속은 죽은 자에 대한 애착의 정과 사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생전에 유력했던 사람의 영혼은 사후에 더욱 강력해진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 현실사회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자의 영혼에 대한 막연한 외경의 관념 등에서 이

들 조령(祖靈)을 받드는 여러 가지 의례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례는 일반

적으로 개별적, 가족적 숭배가 대세를 이루었지만, 씨족, 부족, 국민 등의 집단 전

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31)

이러한 제사는 원시시대부터 행해지던 것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더욱

체계화되고 관습화된 것이다. 특히 조상의 묘에서 직접 지내는 묘제로

인해 묘지는 자주 방문해서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곳이 되었다. 특히 조

선시대에는 유교식 제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태조 때부터 이미 가묘제도가 실시되었고, 고대로부터 그 흔

적을 찾을 수 있었던 3년상 제도 역시 다시 주목받아 역대 왕들에 의해

강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선 사대부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3년상은 사대부와 서민 모

두에게 적용되었는데, 때에 따라 현실적인 이유로 100일상만 치르는 경

우도 있었지만, 16세기 중반 이후로는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관습들은 죽은 자와 그들의 거처인 묘지를 끊임없

이 삶의 터전 안으로 호출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의 가묘 제도가 종교

와 사회의 중심에 서면서 ‘인간의 죽음이란 죽은 자를 산 자로부터 영원

히 격리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도록 한다’라는 믿음으로

30) 송현동, 앞의 책, 21.

31) 이상진, 앞의 책,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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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조선시대의 가묘 :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주로 살림집 안의

동북쪽에 배치한다. 죽은 자를 위해 산

자의 거주지 안에 마련한 장소인 셈이다.

(출처 : 송현동, 앞의 책, 76.)

그림 21 묘제 :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4대 명절에 지냈다. (출처 : 한국 국학

진흥원, “묘제”, 조선의 가례, 2017년 1월

17일 접속, http://form.ugyo.net)

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32)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해야 했던 묘지는, 앞서 보았듯 얼마간의 이

격거리는 있었지만 주거지나 마을 근처에 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묘지는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치고 지나치게 되

는 대상이었고, 경외의 대상이긴 했지만 결코 낯설진 않았다. 죽은 자에

대핸 예의만 잘 갖춘다면 산 자들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수시로 챙겨야 하는 제사와 벌초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방문하여 추모와 사색을 할 수 있었고, 농사일의 와중

에 무덤가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으며, 동네 아이들은 잔디가 깔려 있

고 양지 바른 무덤가에서 뛰어 놀기도 했다. 바닥에 해골이 뒹구는 가운

데서 좌판을 벌리고 물건을 팔기도 했던 파리의 묘지와는 다른 모습이지

만 근대 이전 우리의 묘지도 삶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

다.

32) 송현동, 앞의 책,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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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대 이전 묘지 배치가 보이는 공통의 거리감

이상의 논의와 사례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공통점은 죽은 자(를 위한

장소)와 산 자(를 위한 장소)의 사이에 형성되는 특유의 거리감, 긴장감

이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당연히 차이점을 보이지만, 인류학자들이 지적

하듯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너무 멀지도, 너

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아무리 가까워진다고 한들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으며, 아무리 멀어진다고 한들 일상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 적당한

거리가 항상 유지된다. 묘지가 도시와 맺는 관계는 결국 이러한 거리감

을 통해 드러나는데, 사실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묘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적 형성물들이 각각의 성격에 따라 도시 안팎에서 할당된 자리

가 있었다. 그리고 묘지는 많은 경우 도시의 경계, 혹은 일상의 한계 지

점에 마련되었다가 도시가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다시 도시 안으로 편입

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적 배치 방식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세계와 공간

을 인식하는 방식, 멂과 가까움을 규정하던 방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한 전통적 거리감, 현재에도 우리 삶의 바탕이 되지만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공간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거리(距離)라는 근본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부터 먼저

살펴본 후, 이것이 묘지의 배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본다.

3.3.1. 거리(距離)의 두 측면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의 2부에서 자신의 공간관에 관한 논

의를 펼치면서 거리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룬다. 먼저 그는 우리가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상자 속의 공처럼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님

을 말한다. 즉 공간은 데카르트나 칸트적 사유의 전통에서처럼 객관적

인식의 형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문에 우리는 정위(正位)

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한다. 수학적 좌표처럼 공간은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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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투시도법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공간 :

소실점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직선들로부터

형성되는 체계 속에서 거리(距離)는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객관적

차원에 속한다. (출처 : Hans Vredeman de

Vries, Perspective, 1605)

그림 24 투시도법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사물이 갖는 다양한 차원을

내보이는 세잔의 그림 : 이 속에서

각각의 사물이 우리와 맺는 관계는

고유의 거리감을 갖는다. (출처 :

Paul Cezanne, Still Life with Fruit

Basket, 1886-8)

비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도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무생물이 아니

다. 현상학적 사유의 전통적 문제 설정 구도에 따라 그도 역시 세계 속

의 존재, 역사 속의 존재처럼 공간론에 있어서 공간 속의 존재를 말한다.

때문에 그에게 공간은 존재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

제나 그 자체로 선행하는 것이며,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

게 말한다. “공간에 정위된다 함은 대상의 우연적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대상으로서 의식하는 수단이다. (중략) 우리는

존재를 존재가 위치지어짐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33)다.

이러한 태도는 공간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거리 역시 세계에의 존재인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동안(즉 살아가는 동안) 성립하는 지향적 거리(혹은 깊이)와,

사물들 사이의 거리(즉 너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과 같은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33)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u-Ponty),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2),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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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에 지적한 대로, 객관화되고 경험에서 분리되어 너비로 변한 깊이, 즉

사물들 사이의 또는 평면들 사이의 관계로서의 깊이에서 이 깊이에 의미를 부여

하고, 사물 없는 매개의 두께인 원초적 깊이를 재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따라서 깊이는 초우주적 주체의 사고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된 주체

의 가능성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34)

깊이를 나에 대하여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관객에 대하여 그것을 너비의 견지

에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다. (중략) 깊이를 측면에서 고찰된 너비로

다루기 위해서, 등방적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체는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야

하고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포기해야 하며, 자신을 동시에 도처에 있다고 생

각해야 한다. 편재하는 신에 대하여 너비는 바로 깊이와 등가이다. (중략) 깊이는

사물과 나 사이의 어떤 불가분리한 결합을 알려주는데, 이것에 의해서 나는 대상

들 앞에 위치 지어지는 반면, 너비는 얼핏 보기에 지각하는 주체가 포함되지 않는

대상들 자체 사이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35)

이곳에서 그는 거리에는 깊이의 측면과 너비의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깊이는 나와 대상(사물) 사이의 지향적 관계로서 입장(立

場) 혹은 관점(觀點)을 가짐으로써만 성립한다. 반면 너비는 세계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배제한 단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간격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너비라는 것은 신의 시선 아래에서만

성립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일반적으로 거리와 깊이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고, 너비는 이에 대비되는 객관적 거리로 규

정한다.36)

34) 위의 책, 403-404.

35) 위의 책, 387-389.

36) 용어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명히 하자면, 이 글에서는 깊이를 질적 거리와,

그리고 너비를 양적 거리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다. 깊이와 너비는 분명 명확한

구분이지만 문맥에 따라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고,

또한 거리라는 하나의 개념이 질적 차이와 양적 차이에 따른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질적 거리와 양적

거리가 실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적

구분이다. 하지만 그 태도에 따라 대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고, 세계 속에서

그 대상의 배치 역시 전적으로 다른 양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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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는 현실에서의 일상적 삶이 사람들에게 이미 항상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병리학

적 사례들을 여럿 예로 들기도 하는데, 메스칼린이라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평소 친밀하게 느끼던 사물은 엄청나게 커지고 가까

이 위치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물들은 축구장만해진 방은 저쪽 끝에

서 아주 작게 보인다고 한다. 중독 상태에서는 직접적 환각으로 증폭되

어 나타난다 뿐이지 실제 우리가 느끼는 세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는 친밀한 대상을 가깝게, 소원한 대상을 멀게 느낄 뿐 아니라, 언어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실제적인 배치 역시 가능한 한 그렇게 한다. 가까움과

멂은 단지 치환 가능한 수치만이 아니라, 결코 대체 불가능한 나와 대상

간의 고유의 관계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 언어 용법에서도 가까

운 사이와 먼 사이라는 것은 단지 대상과 나와의 실제 이격거리만을 가

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대상이 나에게 갖는 의미, 친밀도, 함께 보낸 시

간 등에 의해 가까움과 멂이 반대로 규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3.3.2. 묘지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사이의 긴장

그렇다면 다시 묘지의 문제로 돌아와 이러한 생각을 적용해보면, 앞서

언급한 도시와 묘지 사이의 긴장감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질

적 거리와 양적 거리 사이의 긴장감이며, 그것은 대체로 전자를 우선시

하는 일반 도시민들과 후자를 우선시하는 권력자 혹은 관리자 사이의 긴

장감이다. 기실 죽은 자를 아무리 가까이 두고자한들 부패하는 시신을

곁에 두고 함께 살 수는 없는 법이며, 이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이격 거

리를 요구한다. 또한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랬듯 위생상의 이유로 묘지를

멀리 만들 것을 권고하더라도 혈연과 기억으로 이어진 끈을 쉽게 끊어버

릴 수는 없는 것이다. 죽은 자를 가까이 두고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힘과 죽은 자를 멀리 두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힘은 항

상 서로 대립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반 도시민과 권력자 사이의 긴

장감으로 이어진다. 어떤 도시의 주체는 그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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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의 일반적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과거에는 훨씬 더

했을 것이다.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데에는 항상 소수 힘 있는 사람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시적 형

성물의 유형에 대해 연구한 알도 로시(Aldo Rossi)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사실, 도시에서 구체화되는 도시적 형성물과 이상적 제안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종종 대립하기도 하는 과정이 계속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의

역사나 실현된 도시적 형성물의 역사는 언제나 지배 계층의 역사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37)

바텀-업(bottom-up)적으로 항상 자신들의 도시를 형성해온 도시민들

의 묘지에 대한 태도와 업-다운(up-down) 방식으로 도시에 어떤 전체적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지배계층의 묘지에 대한 태도는, 앞서 메를로-

퐁티의 깊이(질적 거리)와 너비(양적 거리)의 구분에 유사하게 대응된다.

그리고 근대 이전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대립이 있을 때 언제

나 전자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룰 근대의

묘지 개혁 이전에도 권력자들에 의한 묘지 개혁, 개선의 시도는 무수히

있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강한 저항에 직면했고 권력자들 역시 이를

존중하거나 적어도 위반 사항들을 묵인해 주었다. 앞서 보았듯이 성저십

리 안의 입장 금지령을 어긴 경우에도 대체로 왕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

파리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근대 이전의 묘지 개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거나 실패를 반복했다. 파리의 경우 797년에 샤를마뉴

(Charlemagne) 대제가 교회 내의 매장 금지령을 선포했고, 1283년엔 필

립 오귀스트(Phillippe Auguste)가 이농상 묘지를 비롯한 모든 묘지에 담

장을 설치토록 하여 무분별한 묘지의 확장을 저지하고 묘지를 관리하고

자 하였다. 1560년엔 의회에서 묘지 정비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여 묘지

를 통폐합하고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37) 알도 로시(Aldo Rossi), 앞의 책,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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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묘지 개혁 시도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 부족과 종교계의 반발로 실

패했다. 권력층이나 지배계층은 도심에 즐비한 묘지를 그다지 좋은 시각

으로 보지 않았던 반면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묘지를 자신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묘지를 대하는 당시의 일반 시민들과 지배

계층의 시각차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풍수지리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사대부와 일반서민 할 것 없이 묘지의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

했고, 이는 왕도 어쩌지 못한 문제였다. 조선시대 쟁송의 70%는 산송,

즉 묘지의 문제를 두고 벌어진 것이며, 불법적인 암매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무덤이 만들어지면 그 장소를 쉽게 옮기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때문에 서울 근교의 거의 모든 영역은

묘지가 들어섰고, 사대부의 산소가 선점한 나머지의 땅은 일반 백성들의

공동묘지로 뒤덮였다. 파리의 경우에도 아무리 역병이 돌고, 악취가 풍기

고, 가축이 땅에서 파낸 유골 조각들이 거리를 굴러다녀도 일반 시민들

은 묘지를 멀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풍경을 수백 년 동안 당연하

게 생각했으며, 묘지는 그들에게 엄연한 일상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들에

게 묘지는 자신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과 자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장소

로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묻힐 장소로서 강한 애착을 갖는 곳이었다.

이는 서양의 경우에 도시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묘지의 역할도 했기 때

문에 그들의 종교관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묘지가 도시 속에

서 지금의 공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던 만큼 직접적인 유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 만큼 묘지는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풍경을 이루는 중요

한 요소였다.

반면 왕이나 정치가, 지식인과 같은 지배계층에게 도심의 공동묘지는

그 의미가 좀 달랐는데, 그들은 묘지를 기본적으로 관리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왕이라 해서 항상 죽음을 터부시

하고 화려함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죽음을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 묘지를 대하는 인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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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는 일반 시민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자신들의 묘는 더 크고 화

려했을망정, 죽음과 묘지에 대한 공통의 관념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일

반인들의 묘지라 하여 쉽게 없애고 이전시키지는 못했다. 반면 권력자로

서의 그들에게 묘지는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불결한 곳이었다. 관리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이상 묘지는 도심과 적절한

(즉 전염병과 부패 가스 등의 영향에서 벗어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교외에 존재해야할 터였고, 최소한 관리되고 다듬

어져서 혐오감을 주지는 않아야 했다. 이는 그들의 시각 속에도 묘지를

대함에 있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입장과 관리자로서의 입장이 혼재함

을 보여준다.

이상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볼 때, 근대 이전에 묘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 시각 사이의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기본

적으로는 묘지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묘지는 수 천 년 전부터 그러했듯 죽은 이들의 거처이자 산 자들

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계속 의미를 유지했고, 가까울 때에는 주거지 곁

에, 멀어졌을 때에도 도시 성벽 바로 바깥에 존재했다. 도시를 관리자의

시각으로 내려다봐야 하는 일부 계층에 있어서 때때로 묘지의 개선 및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이 또한 근본적 개혁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니 처

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듯하다. 사람들에게 묘지는 언제나 삶의 범위

안에 혹은 그 경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었고, 메를로-퐁티의 용어를 빌

리자면 너비가 아닌 깊이, 양적 거리(예를 들면 위생상의 안전거리)가 아

닌 질적 거리(즉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의 측면)를 우선시하여 배치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도에 18세기 무렵부터 서서히 변화가 생겼다. 근

대가 시작된 것이다.38) 파리의 경우, 절대왕권 하에서도 완전한 개혁이

38) 근대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논의가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 그 정확한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위생 관념을 포함한 여러 근대적 관념이 등장하고 기차와 철도가 나타난 유럽의

19세기 무렵, 그리고 우리나라의 20세기 초중반의 상황을 논의의 주된 배경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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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던 도시 내 묘지 문제가 프랑스 대혁명 후의 혁명 의회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바뀐다. 서울의 경우는 일제에 의해 20세기 초중반

무렵에 최초의 묘지 정비가 이루어진다. 여기엔 의학의 발달과 근대적

위생 관념의 전파, 지식인들의 계몽 운동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무

엇보다도 도시 자체가 거대한 규모로 팽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데, 단순히 계몽이 되어 묘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계몽적 차원에서의 인

식의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일반인들의 일상적 삶의 수준에서도 느

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시작

을 알리는 대표적 사건은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의 표현

처럼 “공간을 살해”했다는 기차와 철도의 등장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역사적 전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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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근대화로 인한 도시 확장과 묘지 개혁

4.1 간격의 상실과 도시의 팽창, 그리고 묘지 개혁

4장에서는 각 도시에서 근대화로 촉발된 묘지 개혁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묘지 정비 정도가 아니었는데, 수백 년 동

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들도 어쩌지 못한 것들이 단시간에 뒤바뀐 것

이다. 이것은 묘지의 문제 이전에 사람들이 공간과 거리를 인식하는 방

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그와 같은 공간감의, 거리감

의 변화가 발생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짚어본 후, 앞서 다룬 도시들에서

실제의 묘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다시 이러

한 대변혁이 의미하는 바를 근본적, 철학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여기에는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자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참고하며, 이와

함께 상황주의 예술가 기 드보르(Guy Debord)의 예술작품을 함께 분석

한다.

4.1.1. 기차의 등장과 간격의 상실

근대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인

한 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 종교개혁과 잇따르는 수많은 분쟁, 고전경제

학의 성립과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등장,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여러

혁명들로 인한 구체제의 붕괴와 정치적 변동, 대항해 시대 이후의 제국

주의의 팽창과 아메리카의 식민지화 등이 근대화의 과정에 자주 언급되

는 세계사적 주요 사건들인데, 이러한 큰 흐름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

적 매듭이 지어지기 전까지의 격변기 속에서 서로 얽히고설키며 사람들

의 생활상과 사고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 그 정확한 시기와

정의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다양하며 각각의 분야별로 중요한 사건들 역

시 달라서 하나의 전체상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지만, 논의를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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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 도시 공간에 대한 경험의 양

상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묘지의 배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

적 사건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앞장의 말미에서 잠깐 언

급했듯 지식인이나 지배계층 위주의 계몽 운동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의

공간 이해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기차와 철도의 등장일

것이다. 기차와 철도가 처음 등장한 19세기의 유럽을 우선적으로 이 장

의 논의의 배경으로 삼는다.

기차는 1814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에 의해 처

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유럽 전역으로, 세계로 뻗어나간 철도망을 따라

기차는 근대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이 된다. 특히나 기차는 다른 더 크고

빠른 교통수단들보다도 바로 눈앞에서 굉음을 내며 직선으로 질주하는

쇳덩어리의 위력이 생생하게 느껴졌기에 더욱 강한 상징성을 가진다.

하이네는 전통적인 공간-시간-의식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 순간을 잡아냈다.

1843년 파리에서 루앙과 오를레앙으로 가는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그는 <무시

무시한 전율,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 혹은 전례 없

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느낌>을 언급하였다. 그

리고 그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

의 색채와 형태를 바꾸어놓은 숙명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관 방식과 우리의 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

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 (중략) 내게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산들과 숲들이 파

리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미 독일 보리수의 향내를 맡고 있다. 내 문

앞에는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39)

기차의 등장은 말 그대로 세계의 축소, 공간의 살해로 느껴졌다. 철도

여행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볼프강 쉬벨부쉬(Wolfgang

Schivelbusch)는 하이네의 말을 빌린 위의 인용문에 이어 이번엔 말라르

39) 볼프강 쉬벨부쉬(Wolfgang Schivelbusch), 철도 여행의 역사, 박진희 역(서울 :

궁리, 199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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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Stephane Mallarmé)의 언급을 예로 들며 기차가 가져온 충격과 새로

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떨어져 있는 지방 행정 구역들이 철도로 인해 물리적으로 파리에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하이네의 공간에 대한 상과 비슷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대한

의식은 철도로 목적지에 신속하고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발달하게

된다. 파리에서부터 기차로 도달할 수 있는 지방 행정구역은 파리인들에게는 기

차를 통해 실제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지방은 말라르메의 잡지에 표현되어 있

는 것처럼, 기차의 산물 혹은 부속물로 드러난다. <노르망디, 그것은 브르타뉴와

마찬가지로 서쪽 노선에 속한다.> (중략) 말라르메에게서 이 표상은 극단적으로

표현된다. (중략) 열차표 구매는 극장 입장권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 그 표를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지방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극장에 속하는 무

대처럼, 지방은 철도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파리의 역 입구에서 목적하는 지방으

로 가는 길은 극장 입구에서 특별관람석에 이르는 길만큼 경향적으로 짧아지게

된다.40)

시대의 징후를 앞서서 포착하는 시인들은 기차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공간의 경험, 거리감의 변화를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로 공간은 살해당했

고, 지방은 말 그대로 극장 속 무대처럼 이어지는가? 마차나 도보 여행

처럼 촉각적으로 더듬어 가는 중간 단계가 생략된 기차를 통한 이동은

확실히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방을 직접 도시와 꿰매어 붙인 것처럼 생

각된다. 실제로도 우리는 자신의 거주지와 일터를 중심으로 도시의 이곳

저곳은 물론 손쉽게 지방 어디든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의 공간에 대한 촉각적 경험은 기차에서 내린 그 땅에서 비로소 다시 이

루어진다. 중간의 땅들은 생략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삶의 영역이 나의

집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근대 이전과는 명백히 다르다. 내 삶의 영역들

은 철도와 같은 실로 꿰어진 여러 개의 덩어리들로 나뉘며, 나는 필요에

따라 이곳과 저곳을 넘나든다. 이처럼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 세계를 의

미화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를 더듬어 가는 방식의 변화는 초기의 충격

40) 위의 책,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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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신 이후로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유발한다. 지방이 철도

에 부속되면서 인간의 활동범위는 더욱 넓어졌지만, 그 범위에 속하는

공간 모두가 과거와 같은 방식대로의 거주의 공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세계에 대한 이와 같은 달라진 인식의 방식과 점유의 방식은 실질

적 삶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친다. 기차의 등장 이후, 시인들이 포착해낸

징후에 뒤이어 발생한 구체적 삶의 문제들은 이제 철학자들의 사유의 핵

심 테마가 된다.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기술과 산업화로 인

한 인간 문명의 변화에 대해 깊이 통찰했다. 그는 1950년에 발표한 “사

물”이란 글에서 거리의 문제, 구체적으로 간격의 상실 혹은 제거

(distancelessness)가 일으킨 삶의 변화상에 대해 본원적인 질문을 던진

다.

시간과 공간에서의 모든 간격이 축소되고 있다. 전에는 사람들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이 걸려서야 갈 수 있었던 곳을 이제는 비행기를 타면 밤사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몇 년이 지나서야 들을 수 있었던 사건, 아니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사건들에 대해 오늘날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순식간에

알게 된다. (중략) 인간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긴 거리를 주파한다. 인간은

가장 먼 거리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자신 앞 최단의 거리에

갖다놓는다. 그러나 성급하게 모든 거리를 제거한다 해서 가까움이 생겨나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까움이란 거리가 축소된다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필름의 화상이나 라디오의 음향을 통해, 떨어져 있는 거리로 볼 때 우리

와 최소의 거리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먼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거리상

말할 수 없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작은

간격이 곧 가까움은 아니다. 큰 간격이 곧 멂은 아니다. 가장 긴 거리를 최단의

간격으로 축소시킨다 해도 얻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까움이란 무엇인가? 간격의

부단한 제거를 통해서는 오히려 차단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가까움이란 무엇인

가? 그것이 결여되면 멂마저도 부재하게 되는 그러한 가까움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간격 없음 안에로 응축되어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것이 갈가리 찢겨나가는 것

보다 더 섬뜩하지 아니한가?41)

41)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사물”, 강연과 논문, 이기상, 신상희,



- 50 -

하이네가 기차의 등장에 따른 놀라움을 표한 지 1세기만에 하이데거는

어떤 섬뜩함을 느낀다. 그는 작은 간격(short distance)이 그 자체로 가

까움(nearness)은 아니고, 큰 간격(great distance) 역시 그 자체로 멂

(remoteness)이 아니라고 말한다. 산업화 이전의 인간에게 근거리의 세

계는 곧 나에게도 가까운 내 생활 속의 세계였고, 원거리의 세계는 나와

별무상관인 상상속의 세계였다. 오래된 고대나 중세의 지도 속에서 미지

의 땅은 상상속의 괴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표현되었다. 허나 산업화

이후, 거리의 양적 차이가 당연히 질적 차이를 수반하던 과거의 일치관

계는 깨어지고, 이제 세계는 매체에 따른 압축 정도의 차이만을 갖게 되

어 사물들 사이의 기존 간격, 전통적 거리감이 사라진다. 이제 절대적으

로 멀리 있어서 닿을 수 없는 곳이란 없다. 지도의 구석에 항상 나타나

던 괴물들의 자리는 정확한 스케일과 좌표들로 대체되고, 천릿길 떨어진

애인을 사모하는 이별가와 같은 중세적 거리감 역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동시에 가까이 있더라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한 멀리 있는 것을 기술을 통해 가까이 가져오더라도 그로 인한 거리의

축소가 진정한 가까움은 아닐 수도 있다.

4.1.2. 균질화된 공간과 도시의 팽창

이처럼 상실된 거리감은 곧이어 공간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공

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바뀌게 된다. 하이데거 철학의 중요

한 논의 중 하나인 장소의 상실(placelessness) 역시 이와 같은 간격의

상실(distancelessness)과도 이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공간은 예전처럼

땅 위를 직접 걸으며 연속적으로, 촉각적으로 경험될 뿐만 아니라 기차

와 같은 교통수단을 거쳐 띄엄띄엄 파편적으로 경험된다. 이에 대해 철

학자 에르빈 슈트라우스(Erwin Straus)는 풍광공간(Landschaftsraum)

과 지리적 공간(Geographischer Raum)이라는 개념 구분을 통해 공간

박찬국 역 (서울 : 이학사, 2008),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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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를 설명한다.

<풍광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출발해 다른 장소에 도달한다. 그

각각의 장소는 눈에 보이는 이웃 장소들과의 연관을 통해서만 규정된다. 우리는

한 부분 공간에서 다른 부분 공간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의 장소에서는 결코

전체를 관망할 수 없다. (반면에) 지리적인 공간은 하나의 닫혀진, 그리고 그런

한에서 전체 구조 속에서 조망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 공간 안의 어떤 장소든 전

체적인 구조 속에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통해 규정되는데, 특히 이 공간을 질

서 짓는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장소가 결정된다. 지리적인 공간은 체계화되

어 있다.>42)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이웃하는 장소들과의 연관 속에서 고유의 질적

차이들을 동반하는 장소로서 파악하지 않는다. 위도와 경도로 정확하게

지정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공간들은 그 각각의 질적 차이들 보다는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상의 수치적 차이점들로 인식된다. 이제 공간들은

제 나름의 아우라(aura)를 잃고 말 그대로 균질(均質)하게 취급당한

다. 그리고 균질해진 공간은 필요에 따라 쉽게 편집된다.

그리고 편집가능성은 곧 팽창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과거와 같은 하

나의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도시는 종종 나무와 비교되듯 매우 더디게

성장한다. 묘지를 비롯한 모든 도시적 형성물 각각에 자리가 배당되고,

이것들은 서로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

대로 쉽게 바꿔버릴 수 없다. 고유의 질적 차이를 갖던 과거 도시의 규

모는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서 성립했다. 인구의 규모 자체부터 달랐을

뿐더러 그들이 가꾸어갈 수 있는 세계의 규모 역시 그에 따라 한정되었

기 때문이다. 유기적으로 짜여진 근대 이전의 도시들은 지금처럼 거대해

진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편집가능해진 근대 이후의 도시

는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이 관계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기술력 또한 갖추고 있다.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나름의 개성을

갖고서 내외부가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던 과거의 도시들은, 이제 더 이

42) 볼프강 쉬벨부쉬(Wolfgang Schivelbusch), 앞의 책,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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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843년 무렵 파리 오를레앙 철도의

파노라마식 풍경 : 기차의 등장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파노라마식 풍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차는 총알에 비유되어

공간을 관통하고, 그렇게 관통되는 공간은

이제 단지 파노라마의 풍경이 될 뿐이다

(출처 : 볼프강 쉬벨부쉬(Wolfgang

Schivelbusch), 앞의 책, 73.)

상 삶의 방식이 새겨진 바탕이 아

니라 총체적 파악이 거의 불가능

한 하나의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되었다. 도시는 이제 자란다기 보

다는 팽창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

게 된다. 물론 도시가 팽창한 원

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근대화의 과정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차

의 발명으로 인해 간격이 제거되

지 않았다면 도시가 그처럼 단기

간에 폭발적으로 커질 수는 없다.

즉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간격

의 상실, 공간의 균질화는 도시

팽창을 가능케 한 가장 근본적 조건인 셈이다.

이처럼 거대해지고 균질해진 도시 공간에서 묘지의 위치는 어떻게 바

뀌었는가? 파리와 서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근대화시기에 일어

난 묘지 개혁은 모두 기존의 묘지를 통폐합해서 외곽으로 밀어내는 작업

이었다. 애초에 묘지가 위치하던 예전 도시의 경계지역들은 근대 이후

팽창한 도시에서는 오히려 도심에 가까운 곳이 되었고, 엄청난 개발 압

력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각종 계몽운동, 근대적 위생관념의 전파 등에

힘입어 이 묘지들은 도시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 취급받기 시작한

다. 파리와 서울에서의 묘지 개혁 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

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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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대화 시기의 묘지 개혁

4.2.1. 파리의 묘지 개혁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파리 도심에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묘지들은 18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19세기에 들어 대대적으로 도시 바깥

으로 밀려난다. 그때까지의 묘지 개혁 시도는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계

속 실패했다. 그러다가 비로소 1776년에 성공적인 첫 번째 묘지 개혁이

이루어진다. 국왕이 직접 나서서 묘지 정비에 관해 선언을 했는데 종교

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주교나 수도사, 각 기관의 창설자 등은 교회

및 해당 기관의 시설 내에 매장을 허락하는 예외를 두었다. 이 선언문의

두 가지 핵심은 건강 및 위생에 대한 도시적 고려와, 묘지공간의 적극적

미화였다.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위생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리되지 않는 묘지와는 다른 기념물, 비석, 조각물 등으로 장식

된 아름다운 묘지의 조성을 권장했다. 이 선언을 통해 도심의 많은 묘지

들이 당시의 교외로 이전되었는데, 이농상 묘지도 당시의 이전 정책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이전된 옛 묘지의 터는 일반적 사용을 위해

선 15년간, 상업적 사용을 위해선 10년간 사용을 금지하였다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국왕의 선언에 따라 당시의 교외에 마련한

지하 동굴 묘지가 바로 현재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까따콩브

(Catacombes)인데, 사실 당시에나 교외였지 지금은 도시 안에 위치한다.

여기엔 도심의 묘지를 정비하면서 나온 약 8백만 이상의 유골이 보관되

어 있는데, 총 면적은 720ha에 달하며 고대 로마의 지하 무덤을 본 따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혁은 최초의 대규모 묘지 정비이기는 했

지만 기존의 묘지들을 대규모 지하 공간인 까따꽁브에 몰아넣은 정도였

을 뿐 새로운 묘지의 형식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종교계를 비롯

한 여러 집단과의 타협과 협상을 통한 온건한 개혁이었다.

새로운 묘지가 등장하게 된 본격적 묘지 개혁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작되었다. 혁명 국회는 국왕의 선언으로도 개선되지 않던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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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파리의 3개 대묘지 분포도

: 1) 몽 마르뜨르(Mont Martre,

1825), 2) 뻬르 라셰즈(Pére

Lachaise, 1804), 3) 몽

빠르나스(Mont Parnasse, 1824)

(출처 : 홍석기, 앞의 책, 17.)

그림 27 19세기 중반의 뻬르 라셰즈 묘지의

풍경 (출처 : Richard Etlin, 앞의 책, 347.)

의 여러 묘지들을 폐지하고, 여러 기관이 별도로 보유하던 묘지들을 국

가 소유로 이관했으며, 새로운 묘지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당시 파

리 성곽의 바깥에 새로운 대규모 묘지 3군데를 계획했는데, 바로 이 묘

지들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뻬르 라셰즈(Pére Lachaise, 1804), 몽 빠

르나스(Mont Parnasse, 1824), 몽 마르뜨르(Mont Martre, 1825) 묘지이

다. 이 3개의 대표적 묘지들은 정원식으로 꾸며진 최초의 현대식 묘지들

로서 이후 다른 묘지들의 조성 방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본래 정원식

묘지는 1711년에 영국의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지만 그동안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1804년 파리에 뻬

르 라셰즈 묘지가 등장하면서 최초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위의 3개의 대규모 묘지만으로는 불충분했다. 이후에도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났으며, 새로운 묘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특히 산업 혁명 이후의 도시 팽창의 스케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거대했는데, 18세기까지 대략 50여만 명 수준이었던 파리시의

인구는 19세기 들어 300만 명에 육박하게 되고, 그 면적도 두 배 이상으

로 늘어난다. 도시의 경계는 자연히 커지게 되고, 성곽 밖에 있던 묘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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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파리에서부터 메리-쉬르-우와즈

묘지까지 직통으로 연결하고자 했던

전용 열차 노선 (출처 : “La gare

funéraire de Montmartre à Méry-sur-Oise,

suite et fin d'un projet macabre de

vandalisation”, Autour du Père Tanguy

(bog), 2015년 2월 13일 작성,

http://autourduperetanguy.blogspirit.com/hist

oire_de_paris/)

그림 28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메리-쉬르-우와즈(Méry-sur-Oise)의 묘지

계획 예상 조감도 (출처 : “Un projet du

baron HAUSSMANN”, Amis et Passionnés

du Pére Lachaise, 2010년 9월 28일 작성,

https://www.appl-lachaise.net/appl/article.php

3?id_article=3156)

은 다시 도시 안으로 편입되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3개의 대규모 묘

지 역시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처럼 도심에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또 하나의 대규모 묘지 설립 계획이 세워진다. 1853년 나폴레옹 3세에

의해 파리 지사에 임명된 오스만 남작(Baron Haussmann)은 여전히 중

세의 모습을 간직했던 파리를 근대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오스만 계획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

계획을 통해 파리는 기존의 낡은 모습을 탈피하고 근대 도시로서의 모습

을 갖추었는데, 여기에는 시가지 개조만이 아니라 새로운 묘지의 신설계

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파리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메리-쉬르-우와

즈(Méry-sur-Oise)라는 곳에 2000ha에 달하는 대규모 묘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의 왕래를 위해 전용 철도 노선을 개설하고 특별 열차를 배정하는 계획

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존 묘지내의 매장지 부족난

을 해소하고, 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지로서 구입 가격이 저렴하며,

그 지역의 토질이 시체를 빨리 부패시키는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대단

위 묘지설치에 따른 공간구성에서 빈민이나 중하류시민에게 무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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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를 기증할 수 있다.”43)는 이유로 이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계획에 대해 결정적으로 파리 시민들은 매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묘지 제도를 연구하는 홍석기는 “프랑스의 국민 의

식이 죽은 자를 가까이 모셔 놓고 언제라도 수시 쉽게 방문 추모하는 풍

습이 깊이 뿌리 박혀있기 때문”44)이라고 말한다. 즉 대규모 묘지 개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도 아직 사람들에겐 묘지를 가까이 두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이다. 시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데모에 결국 계획

은 무산되었고, 실패의 주 원인을 묘지와 방문자 사이의 거리에 있다고

판단한 계획가들은 파리에 보다 근접한 교외에 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후 파리에서의 묘지 설립에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파리

의 시민들은 기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원거리 묘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도시 계획가나 관리자들은 그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

다. 기실 3대 묘지의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묘지 개혁은 이제 막 팽창하

기 시작한 당시 도시의 외곽에 신규 묘지를 설립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

묘지들은 도시 밖에 있었다곤 하지만 도시에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

는 거리였고, 행정구역이 더 커진 현재에는 모두 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

다. 하지만 메리-쉬르-우와즈 묘지는 최초로 열차를 타고서만 갈 수 있

는 묘지였고, 도시와 융화되지 못한 최초의 고립된 묘지로서 계획된 것

이다.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이 묘지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냄으

로서 묘지가 도시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거리를 분명히 제한한 셈이다.

이로 인해 이후에 생긴 신규 묘지들은 19세기 초의 3대 묘지를 기준으로

그 바깥에, 그러나 가능한 한 도시에 가까운 위치에 조성되었다.

이처럼 파리에서의 묘지 개혁은 크게 3가지의 계기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까따꽁브의 설립을 가져온 절충적 묘지 정비, 둘째는 뻬르

라셰즈, 몽 빠르나스, 몽 마르뜨르 묘지로 대표되는 정원식 묘지의 등장,

그리고 셋째는 메리-쉬르-우와즈 묘지의 설립 실패가 보여주는 묘지 개

혁의 한계이다. 이 외에도 작은 규모의 묘지 정비나 실패한 개혁은 훨씬

43) 홍석기, 앞의 책, 18.

44) 위의 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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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만 중요한 사건은 이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온

건하게 시작한 개혁이 점차적으로 그 정도가 강해지다가 메리-쉬르-우

와즈 묘지 계획에 와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파리는 근대화 이후의

상황에서 도시에 묘지를 배치할 때의 적절한 거리를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2.2. 서울의 묘지 개혁

서울의 묘지 개혁은 기본적으로 일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일병합 이

후 일제의 식민지체제 하에서 조선은 묘지 정책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나 군

사시설을 짓고, 광산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 사업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필요한 땅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던 묘지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앞

장에서 인용했듯이 일제가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묘지 상황이

기록되기도 했던 것이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당시까지의 풍수사상에

바탕을 둔 미신을 타파하고 묘지의 위생적 관리와 주변 경관을 보호한다

는 취지에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

123호)을 발포한다. 총독부는 “타인의 토지에 매장하거나 타인의 묘지를

발굴해서 자기 묘를 쓰는 범죄가 많다는 점, 분쟁이나 소송이 끝이 없다

는 점, 묘지가 산재해서 풍교 및 위해가 있는 것과 경작지를 소모시킨다

는 점”45) 등의 이유를 거론했다. 이 규칙에 따라 묘지의 신설은 지방 공

공단체가 아니면 허가를 하지 않고 모두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하였

으며, 또한 조선시대의 화장 금지령을 폐지하고 이를 권하는 내용도 포

함되어 있었다. 구 한성부 지역은 이에 따라 모두 19곳의 공동묘지 허가

를 받았는데, 그 대다수는 이미 이전부터 공동묘지로 쓰이던 곳으로 추

정된다. 이후 여러 차례 행정적 개편을 거쳐 1914년 경성부고시 제 10호

로 신당리 묘지(일본인 전용, 중구 신당동 일대), 아현리 묘지(일본인 전

45) 송현동, 앞의 책,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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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마포구 아현동 일대), 미아리 묘지(강북구 미아동 일대), 수철리 묘지

(성북구 금호동 일대), 신사리 묘지(은평구 신사동 일대), 이태원묘지(용

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일대) 등의 6곳이 지정되고, 경성부조례

제 15호로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를 공포하여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이전까지 산재해 있던 묘지들을 당시 서울의 동서남북 외

곽에 일본인 묘지 2군데, 조선인 묘지 4군데로 통폐합 정리한 것이다. 그

러나 여기에는 수차례의 추가 개편이 뒤따랐는데, 이렇듯 잦은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애초에 일제가 공동묘지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지의 팽창

이나 묘지의 수급상황 등의 고려를 면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일본인 전용 묘지였던 신당리와 아현리 묘지는 도시가 커짐에

따라 도시 계획에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또한 조선인 공동묘지였던 나머

지 4개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이태원과 수철리

묘지에 이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규칙은

당시 조선의 장례문화 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

제에 의해 조상과 가족의 묘를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말살되고

있다는 생각에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총독

부는 1918년과 191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

에서 공동묘지 이외의 사설묘지도 인정을 했고, 3000규모 이내의 가족

공동묘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46)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묘지 계획에는 도시민

들의 생활을 고려한 측면도 보이는데, 조선인 전용 묘지의 경우는 도심

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수철리, 서쪽은 신사리, 남쪽은 이태원, 북쪽은 미

아리에 배치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일본인 전용

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신당리와 아현리 묘지가 각각 동쪽과 서쪽

을 맡고 있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동묘지의 권역을 설정하고 도심

에 가깝게 배치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는데, 기존에 서민들이 쓰던 공

46) 위의 책, 94. 이 제도는 선산을 소유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일반인들이 공동명의로 문중 산을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때문에 이후의 공동묘지는 그처럼 문중 산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으로 인식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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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927년 경성부 관내도에서 볼 수

있는 초기 서울시 장묘시설 : 경성부 시절

제작된 지도 중 장묘시설의 위치가 표기된

유일한 지도, 오른쪽)신당리 화장장, 가운데

아래)이태원 공동묘지, 왼쪽) 아현리 화장장

(출처 : 서울 역사 박물관 (박태호, 앞의 책,

책날개 에서 재인용))

동묘지를 계승하여 개편한 만큼 이

때까지는 그 배치에 있어서 산 자

들과 죽은 자들 간의 전통적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일제에

의한 강압적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수백 년을 이어온 긴밀한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결

국 일본인 묘지와 조선인 묘지 모

두 구한말의 한성부를 이어 받은

경성부의 외곽 즈음에 위치하면서

도시를 둘러싼 형세를 이루는 것이

다.

이후 도시가 더 커지면서 묘지

문제는 한 번 더 대규모 개혁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36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크게 확장된

경성부는 한성부 시절의 성저십리

지역을 거의 포함할 뿐 아니라 현

재의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양

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의 일부까지를 편입해서 처음으로 한강 이

남까지 도시가 확장된다. 이에 따라 관할 공동묘지는 다시 17개소로 늘

어났고, 경성부에서는 이를 다시 5개소로 통폐합하려는 「묘지통제계

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일제는 좀 더 근대화된 묘지

를 도입하고자 했고, “묘지는 인생 최후의 쉼터로서 시설을 정비하여 유

가족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 조상에게 경애하는 것이 인류사회에 중요

한 일”47)이라고 규정하며 공동묘지를 조경시설로서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

시 계획에 통합시키는 등, 당시로서는 선진적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

47) 위의 책, 49.



- 60 -

그림 31 1950,60년대의 망우리 공동묘지의 모습과

성묘객 (출처 : 송현동, 앞의 책, 112-113.)

는 이 계획은 태평양 전쟁

의 발발로 인해 시작도 하

지 못한 채 중지되고 만다.

이후 해방이 되면서 묘지

의 관리 문제는 서울시로

승계된다. 그런데 서울시의

관리 하에서 일제 치하에

있을 때보다 더 급격한 변

화를 맞이한다. 일단 해방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묘지

는 전혀 관리되지 못한다. 무연고 분묘가 급증하고, 불법 묘지도 엄청나

게 증가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된 1960년대에 들

어서야 비로소 국토의 개발이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묘지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다. 1961년 12월에 「매장 등 및 묘

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일제 때의 제도가 그대

로 쓰였다. 이후 이 법률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묘지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국가는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묘지의 산재를

막고 묘지의 자유로운 처리 등을 위해 묘지 설치 장소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했다. 이 와중에 묘지를 인가 없는 외진 곳, 도시 외곽에 설치하도

록 유도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묘지가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분리되면서

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48)

특히 1968년의 개정안을 통해 묘지나 봉안당의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

을 분명히 했는데, 그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48) 송현동, 앞의 책,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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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둘째,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셋째,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합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 넷째,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다섯째,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하천

구역. 여섯째, 농경지 조성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개간 예정지. 일곱째, 산림법

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 국유림, 보안림 및 채종림. 여덟째,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49)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묘지나 봉안당을 도시나 마을과 유리된 외딴 곳

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묘지를 도시에서

축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산업화를 통한 국토의 개발이

다. 일제 치하에서도 묘지 개혁은 근본적으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시설

의 건립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행해졌는데, 해방 이후에도 묘지는 각

종 산업 시설의 건립과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여겨져서 이전되고 폐지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 묘지 개혁이 실시되면서 묘지는 이래저래 도시에

있어 걸림돌로만 인식되고 푸대접을 받아온 셈이다. 그러나 그 푸대접의

정도는 해방 후 주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오히려 훨씬 심했다. 앞서 일제

가 행한 묘지 개혁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형식적이나마 묘

지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인지하고 존중하긴 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산업화를 향해 내달리고 있던 6,70년대의 서울에서 묘지는 단지 개발의

장애물에 불과했고, 이전을 할 때조차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해방 후 서울시에서 행한 미아리묘지 이장은 일제 하 경성부가 이태원묘지를 이

장할 때와는 절차상의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조선인 전용 이태원묘

지를 이장할 때 경성부는 일본인 경성부윤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

운데 승려가 집전하는 위령제를 개장 전후에 각각 성대하게 거행한 반면, 서울시

의 미아리묘지 이장에서는 동포임에도 그와 비슷한 기록조차 발견할 수가 없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공동묘지 문제를 다루는 옛 경성부와 현 서울시 당국의

49) 위의 책,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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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국의 공동묘지에 방치되어 있던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합동 안치하기로 함을 알리는 기사 :

무연고 분묘가 있던 공간은 차량 통행로와

배수로 등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공동묘지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 “공동묘지 무연고 묘(墓)

정비”, 동아일보, 1986년 4월 4일 기사)

인식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후의 많은 묘지를 폐지, 이

장하는 과정에서도 무연분묘를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이장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정책적 부재 또

한 1960~70년대 서울시의 급격한 팽창과 개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갔다.50)

크게 보아 묘지의 개편과 통제

역시 일제의 침략과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겠지만, 그들도 오랫동안

이 땅에 새겨진 산 자들과 죽은 자

들 사이의 짜여진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물론 여기엔 묘지의

강제 이전에 따른 사람들의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묘지 개혁은

그와 같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

에 대한 고려를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그 많았던 도시 안의 묘지들은

모조리 이전되거나 통폐합되어버리

고, 중랑구의 망우리 묘지만이 서

울시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공

동묘지로 남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매장의 방식을 통해서는

묘지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

에 정부가 주도해서 화장 위주의

장례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봉안당

형식의 묘지를 위주로 공급이 된

다.

50) 박태호, 앞의 책,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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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제가 추진한 이태원 묘지의

이전에 대한 비판적 기사 (출처 :

“평토(平土)될 이태원북망(梨泰院北邙)

몰려날 혼백(魂魄)들”, 동아일보, 1936년

4월 18일 기사)

이처럼 20세기의 100년 동안 서울

이 겪은 묘지 개혁은 매우 급격한

것이었다. 앞서 파리의 사례가 보여

준 것처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

영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개혁과

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물론 원래 묘

지의 개혁이라는 것이 도시 계획가

들이나 관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므로, 묘지를 대하는 시민들의 전

통적 시각 보다는 관리자, 권력자들

의 조망적 시각이 더 우선되기 마련

이다. 하지만 파리의 경우에는 그러

한 계획이 기존 도시의 묘지에 개입

해야 할 정도를 시민들이 분명하게

제시하여 도시와 묘지 사이의 관계

를 명확히 규정한 반면, 서울은 전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일

제 치하의 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도시의 묘지는 최소한이나마 존중을

받으며 정비되었고, 사람들의 일상생

활에 가까운 장소에 조성되었다. 타

율적 개혁이긴 했지만 묘지는 여전

히 사람들의 삶과 관계 맺을 수 있

고,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반면 해방 이후의 급격한 묘지의 폐지와 이전 정책들은 일제 치

하에서도 가까스로 유지되어 온 도시와 묘지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린 셈

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서울은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죽음의

풍경이 사라진 도시가 된다. 파리의 사례에서 오스만 남작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중단된 대규모 교외 묘지 계획이 서울에서는 너무도 쉽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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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버렸다. 현재 경기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시립 묘지나 봉안당

은 자동차나 지하철을 통해서만 방문하게 될 뿐 도시와의 밀접한 관련성

을 상실했다. 우리는 정신없이 진행되던 산업화의 와중에 파리 시민들처

럼 도시와 묘지의 적절한 거리를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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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묘지 개혁에서 드러나는 거리감의 변화

기차의 발명은 간격의 상실을 가져왔고, 이는 풍광 공간과 지리적 공

간을 구별토록 만들었다. 도시는 하나의 지리적 체계로서 인식되어 균질

화되고, 팽창한다. 이제 도시는 과거와 같은 유기적 전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좌표체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묘지는 개발 압

력과 도시미관에 대한 고려, 위생 관념의 전파 등등의 이유로 인해 통폐

합되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기차로 대표되는 교통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적 뒷받침이 가능해졌기 때

문에 비로소 묘지를 도시 바깥으로 멀리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근

대 이전 절대 왕권을 가진 시기조차도 묘지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권력

자들과 일반 도시민들 사이의 묘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들 모두가 공통의 거리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근대 이전 전

통 사회에서의 거리라는 것은 멂과 가까움의 상호 규정적 성격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묘지를 추모와 기억의 장소로서 가까이 배치하고자 하고자

하는 힘과 위생, 미관, 관리 등의 목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힘 사이의 균형 지점에 묘지는 배치되었다. 그곳이 바로 너무 멀지도, 너

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긴장감을 갖는 장소였다. 그런데 근대 이후 기

차의 발명은 일련의 도시적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묘지 자체를 멀리 떼

어놓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 즉 권력자나 일반 시민이나 할 것 없

이 모든 사람들의 공간감, 거리감이 변화했기 때문에 비로소 묘지의 개

혁과 이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일반 시민들과 권력자 모두에게 가

까움과 멂의 개념이 달라졌고, 그러한 세계 인식, 공간 인식 속에서 묘지

는 멀리 밀려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팽창하고 묘지가 외곽으로 이전되면 무엇이 문

제가 되는가? 근대 이전에도 묘지가 도시 외곽 즈음에 위치했던 것은 마

찬가지이다. 교회의 묘지처럼 도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성벽 밖의 구덩이에 집단 매장지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주

요 시설이 들어찬 도심보다는 가장자리에 더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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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에도 비슷하다. 묘지 개혁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묘지들은 파

리나 서울 할 것 없이 모두 당시의 확장 중이던 도시의 경계 부근에 생

겼다. 이는 근대 이후에도 도시와 묘지의 위상학적 관계가 크게 달라지

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도시 속에서 이와 관련

해 전통 사회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

인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앞에서 다룬 메를로-퐁티의

이야기를 확장함과 더불어 상황주의 예술가 기 드보르(Guy Debord)의

맵핑(mapping) 작품을 통해 변화된 도시 공간 속에서의 삶의 새로운 양

상을 살펴본다. 도시와 묘지의 관계 역시 이러한 근본적 도시 경험 방식

의 변화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4.3.1. 기 드보르의 작품이 보여주는 도시 경험의 변화

근대 이후 도시적 삶의 새로운 양상은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의 작품에

서 주제화되었다. 특히 문학과 회화, 사진, 영화처럼 주인공 혹은 주체의

입장에서 겪는 도시적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가 각광을 받았다. 그

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작품은 기 드보르가 1957년에 작업한 지도를 이용

한 맵핑 작품이다. 그는 파리 시내를 정해진 목적 없이 자신의 눈길을

끄는 것들을 따라 여기저기 거닐고 난 후, 그 방황의 기록을 지도 위에

표현한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위로 잘라 흐트러트린 후 빨간색 점선으

로 이것들을 다시 연결한다. 자세한 설명 없이도 이 작품은 근대 이후의

도시에서의 공간 경험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며, 여러 가지 생각의

단초들을 던진다. 그러나 이를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

로 분석해 보자. 일단 처음 드는 의문은 그가 왜 지도를 자신의 도시 경

험에 대한 표현의 수단으로 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에 지도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을 담보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나와 대상

간의 지향적 관계를 다루는 질적 차원의 거리나 공간 보다는 사물들 간

의 너비, 양적 거리를 다루는데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도시 속에서의 개인의 공간적 경험을 떠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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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근대 이후의 팽창한 도시 속에서, 변화한 공간 경험의 양상을 표현한 기

드보르의 맵핑 작품 (출처 : Guy Debord, Discours sur les Passions de l’amour, 1957)

가? 도시 속을 방황하는 개인의 경험을 표현하기에는 회화나 사진과 같

은 1인칭 시점의 수단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로 드보르

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회화나 사진을 이용해 표현한 작품도 많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에는 방황하는 주체가 느끼는 순간의 시점만이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뭔가 달라졌음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그 전체상

에 대한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드보르의 작품을 사례로 택한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우리의 도시 경험은 단편적인 시각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시각은 인간이 공간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고 도시를 경험하

는 데에도 가장 우선적인 감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을, 세계를, 도시

를 시각을 통해서만 경험하지 않으며, 시각을 통해서 주로 경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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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조차도 근본적으로는 공간을 살아가는 몸의 차원에서 통합된다. 다시

메를로-퐁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메를로-퐁티는 공간성을 규정하는

근원적인 조건으로서 ‘공존’을 말한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것

이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공간성의 성립에 있어 가장 기본이

라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각각의 감각들은 각각의 공간성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데, 바람소리에 섞인 새의 지저귐은 그 나름의 청

각적 공간을 형성하며,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그 위에 앉아 있는

새를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에 대한 경험이다. 모든 감각은

각각의 “장(場)”에 속하는 것이다. “시각은 어떤 장에 구속된 사고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감각이라고 부른 것이다.”51)

그러나 각각의 “장”을 가진 감각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 감각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며, 그 감각에 속한 공간성 역시 한데 통일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일의 바탕에는 몸(의 공간)이 있다. 그리고 드

보르의 이 맵핑 작품 역시 이처럼 눈이 아닌 (눈을 포함한) 몸 전체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다. 깊이, 즉 질적 차원의 거리는 흔

히 사진이나 회화와 같은 시각적 매체를 통해 분석되지만, 깊이 그 자체

가 시각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감

각인 시각조차도 그 성립 가능성을 의존하고 있는 몸의 차원이 존재한

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몸의 차원으로까지 어떤 공간을 체화하며 살아내

는 것을 우리는 거주함의 의미로 여긴다. 그는 원주민이 세계를 인식하

는 방식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

원주민들에게 종족의 야영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표준화된 어떤 대상과

의 관계에 의해서 그곳을 위치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표정(지표)들의 표

정(지표)이다. 그것은 마치 나에 대하여 나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잠시 잠들어 있다가 내가 인수하여 나 자신의 것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 어떤 힘

과 결합하는 것과 같이, 어떤 평화나 기쁨의 자연적 장소를 향하듯 그곳을 향하는

것이다.52)

51)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앞의 책, 331.

52) 위의 책,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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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은 마치 내 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과 같이 공간과 세

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즉 세계 전체에 거주하는 것이고, 세계 전체가 자

신들의 집인 셈이다. 몹시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당

연한 이야기이다. 현대 문명 속의 우리 자신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 그리

고 자신의 몸이 거주하고 더듬어 온 집이나 동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손,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은 시각의 차

원보다 앞서는 것은 물론이고 촉각의 차원보다도 먼저이다. 나는 내 손

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자연스레 알고 있다. 자기 몸의 연장

으로서 받아들인 대상과 장소는 이미 나에게 각인되어 있으며, 마치 장

님이 지팡이를 자신의 눈(혹은 손)과 같이 여기듯 우리는 거기에서 공간

감, 깊이감을 갖는다. 물론 세계 전체를 자신의 몸처럼 여길 수 있다는

원주민들에 비길 순 없겠지만, 이처럼 세계로 나아가는 몸의 차원의 공

간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거기에 속해 있다. 인간은 3차원 공

간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물체가 아닌, 세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

가는 존재, 세계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즉 몸과

세계의 사이에서 지도가 생성(mapping)된다. 드보르의 작품은 바로 이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지도와 맵핑은 단지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규준틀을 만들고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도는 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의 기록이고, 맵핑은

바로 그 관계 맺기의 행위 자체이다. 때문에 지도는 우선적으로 나를 중

심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이며, 기록의 도구이기 이전에 세계에의 존재가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 즉 거주의 방식이 된다. 어쩌면 내가 어떤 장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그 장소에 내가 거주하느냐 그

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생활에서 흔히 쓰는

약도(略圖) 역시 내가 그 장소를 체화하지 못했다면 그릴 수 없다. 지도

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땅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리 의미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네비게이션 등의 도움으로 어떤 곳이든 쉽게 도달할

수는 있어도, 그곳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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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도는 내가 세계에 거주하기 위하여 그 공간을 장소로 바꾸어 나가

는 과정의 물리적 표현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맵핑은 양적 거리와 객관

적 공간을 다루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나와 세계와의 지향적 관계를 포

함하는 질적 거리, 의미화된 공간을 다루는 방식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실

제로 물리적 지도를 제작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맵핑을 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도와 맵핑이 갖는 의미에 주목한다면, 앞서 드보르가 자

신의 작품에 지도를 활용한 이유가 드러난다. 그 역시 지도가 갖는 객관

성뿐 아니라 몸의 차원에서의 지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 해석의 가능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좀 더 일반적

인 해석으로, 지도 위에 새겨진 화살표를 방황의 기록으로 읽는 방법이

다. 특정한 장소와 위치의 고유한 의미가 희석되고 균질해진 도시 공간

속에서 드보르는 순간순간 눈길을 잡아끄는 길거리의 상황에 맞춰 걸음

을 옮기고, 몸은 건물과 건물사이, 블록과 블록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흘러간다. 애초의 목적도 없었을 뿐더러 걸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체계도 없는 도시 속에서 스스로의 정위는 어려워지고, 길은 잃어버리는

게 당연해진다. 드보르는 이를 단순히 움직임의 궤적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도를 조각조각으로 잘라 흩어놓는다. 하나의 동선에 속하

지만, 그에게는 매순간 눈길을 사로잡아 잠시 머물렀던 그 장소들이 통

일된 전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움직임은 이어지지만 공간들은 파

편적으로 경험되고 서로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상실한다. 거주의 닻을

내리기 보다는 계속해서 흘러갈 뿐이다. 점유하기 보다는 잠시 머물다가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이 작품을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작품의 스케일을 더

크게 본다면, 조각난 지도들을 각각 도시의 특정 지역을 걸으며 방황한

기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배경으로 한 거주의 장소들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방황의 무목적성이나 장소성의 상실보다는(물론 그러한

함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삶의 영역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로 레벨에서의 경험에 따른 흘러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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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로 산재(散在)된 점유의 장소, 거주의 장소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쩌면 하루나 이틀 동안의 자신의 일상에 따라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를 이동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면 이때 드보르의 맵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흩어져

있는 지도 조각들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것이다. 전자의 해석에서 지

도는 원래 한 덩어리였으나 주체의 방황을 통한 비유기적 도시 경험으로

파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를 드보르는 가위로 지도를 잘라 흩어놓

음으로써 표현했다. 하지만 후자의 해석에서, 지도의 파편들은 그 사이

공간이 생략된 더 광대한 지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애초에 그

파편들끼리 절취선을 공유하지 않는다. 전체의 지도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만을 선별적으로 잘라낸 것이고, 이는 실제의 도시 전체가

아닌 내가 파악하는 도시의 전체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 해석은 앞에서

하이데거를 빌려 언급했던 거리 개념의 변화와 좀 더 밀접하다. 이처럼

파편화된 노드들의 네트워크로서 도시를 경험하는 세계야말로 하이데거

가 말한 작은 간격이 가까움이 아니고 큰 간격이 멂이 아닌, 즉 간격이

상실된 세계인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해석 모두 도시 경험의 파편성을

말하지만 그 성격은 미묘하게 다르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후자에 더 가깝다.

앞서 인류학자들의 말을 빌려 시신을 매장한다는 것은 망자를 땅에 심

는 것과 같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는 죽은 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자

기가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던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

의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존재였다. 어쩌면 도시 자체가 그러

한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거대한 나무라고 볼 수 있다. 그 땅에 심어진

사람들, 그 땅에 뿌리내린 도시는 나무가 나이테를 늘리듯 천천히 자라

면서 뿌리는 깊어지고, 줄기는 굵어지며, 잎은 무성해진다. 죽은 자들 또

한 그 체계 속에서 나름의 자리를 부여받은 도시의 구성원이었다. 그러

나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간격을 제거해버린 각종 기술의 발달은 삶의 뿌

리들을 여기저기로 옮겨 심은 동시에 그곳들을 철저히 필요에 따라 오갈

수 있도록 연결한다.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에서 내리게 되면 그 곳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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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삶의 뿌리가 내려지며, 흐름 중의 매듭이 지어진다. 교통수단을 통

해 지나쳐가는 매듭과 매듭 사이의 공간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드보르의 맵핑은 방황과 흐름의 의미보다는,

하이데거적 의미에서의 간격이 사라진 세계 경험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

이 된다. 내가 사는 동네의 범위 밖에 존재하여 버스든 지하철이든 교통

수단을 통해서 도착하게 되는 모든 장소들은 일종의 식민지와 같은 곳인

셈이고, 나에게 있어 두 번째의, 혹은 세 번째의 동네가 되는 셈이다. 그

렇다면 이 경우에 도시의 경계, 식민지를 포함한 연방의 국경은 지도 조

각들 전체의 절취선 즈음이 된다. 실제 도시의 물리적 경계, 혹은 행정

적 경계와는 전혀 다른 인지적 경계(psychogeographical map)가 형

성된다. 그리고 이 경계야 말로 내 몸이 세계로 나아간 거리,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이며, 원주민들의 공간 경험과 비슷한 경험

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임계점을 넘어섬으로써 이제 도

시와 그 바깥의 경계는 과거처럼 내부와 외부의 전이가 발생하는 장소가

아닌 그냥 방치된 장소에 그친다. 도시의 내부는 철저하게 내부로서 기

능하고, 외부는 이와 무관한 별세상이다. 또한 그 경계는 아주 일부의 사

람들에게만 체험되는 외딴 공간이 되어, 광역 교통수단들 속에서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장소가 된다.

4.3.2. 달라진 도시 공간에서의 묘지 배치의 변화

이렇게 본다면 근대화 속에서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는 묘지들은 단지

그 주변화, 외부화의 과정이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고만 볼 수가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추방이다. 도시의 경계가 삶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던

근대 이전의 도시와 비교해, 근대 이후의 도시는 삶의 경계와 전혀 무관

한 광대한 경계를 가지며,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 속의 몇몇 곳들을 장소

화할 뿐이다. 그리고 그 몇몇 지점들 사이는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으로

연결되어 당사자에겐 생략된 채로 존재한다.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경계 즈음에 존재하던 묘지들은 현재의 대도시에서도 그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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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경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민들의 삶의 경계와는 전혀

무관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묘지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사이의 긴장

감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상호적으로 규정되던 가까움과 멂의 의미는 상

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하나의 척도로 통일된 객관적 거리와 균질해진

공간은 근대적 공간성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임계점을 돌파하며 급속히

팽창한 근대 이후의 대도시는 더 이상 하나의 유기적 전체가 아닌 여러

차원으로 분절된 복수의 도시들의 중첩처럼 되었고, 도시는 필요에 따라

쉽게 편집되어 드보르의 맵핑처럼 교통수단의 노선에 따라 줄줄이 꿰어

진 파편들로서 경험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처럼 자신의

몸으로 더듬어 거주하는 친숙한 삶의 영역은 과거처럼 자신의 정주지에

뿌리박힌 중심성을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일종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삶의 경계에 위치하지 못하는 죽음의 공간은 때때로 필요에 따라

방문하는 목적성의 공간이 되었으며, 삶의 공간을 위한 바탕에 참여

하지 못한다. 죽음과의 만남은 나름의 두께를 형성할 기회를 잃고 일회

적 이벤트로서만 존재하며, 더 이상 죽음은 삶에 반영되지 않는다. 묘지

와의 지향적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고, 개발가치가 낮

아 지가가 싸다거나, 인근 지역의 밀도가 낮아 관리가 쉽다거나, 매입이

쉽다거나, 교통수단을 개설하기 쉽다거나 하는 객관적, 수치적 측면들이

배치에 있어서의 주요사항이 되었다. 묘지의 배치는 도시와의 지향적 관

계성, 질적인 의미의 거리가 아니라 단지 여러 객관적 요소들을 고려한

효율성, 양적 의미의 거리만이 고려된다.

이젠 지하철을 타고 멀리 교외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 구태여 묘지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묘지는

이제 토지의 가격과 토질의 상태, 그리고 확보 가능한 면적 등 효율성이

먼저 고려되었고, 도시와의 거리라는 측면은 교통수단의 마련으로 간단

히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실제 묘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묘지가 도시에 접해 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

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절대적 시간, 공간의 양이 아니다.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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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장소로 물러나면서 묘지는 더 이상 일상생활의 장소가 될

수 없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서만 방문하는 곳이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

에 있는데, 이처럼 목적 지향적으로 배치된 묘지는 더 이상 도시적 일

상생활의 지평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의 끈이

끊어진 것이다. 가까움과 멂이 상호 규정적이듯 삶과 죽음도 서로에 대

해 의미의 바탕이 된다. 삶의 지평 속에서 제 위치를 잃어버린 죽음은

삶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는 “지평(horizon)”을 잠재워

지는 동시에 대상에 감겨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감겨들어가는 지평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지평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대상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악수는 손이 하지만, 그 손에는 몸 전체가 감겨 있다.

대상들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숨기지 않고서는 보여줄 수 없는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는 대상을 더 잘 보기 위하여 주위를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형(形)에서 획득하는 것을 지(地)에서 잃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한다.53)

이는 도시적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추모와 애도의 목적

을 갖는 묘지가 도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사람들이 실제 그곳을 그

목적으로 방문하는 횟수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목적을 갖고 찾아가

는 행위에는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멀어지게 될 경우 묘지는 하나의 식민지, 파편

이 될 뿐이고, 도시에 감겨들지 못한다. 묘지는 도시의 곁에서 삶을 지켜

보지 못하며, 도시를 되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한다. 이는 거꾸로 묘지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평성을 상실한 만남은 순간의 스

침에 불과하며, 죽은 자와의 만남은 일시적 이벤트에 그친다. 그러한 만

남은 공간 속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도 두께를 형성하지 못하고 쉽게

대체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 이전처럼 산 자들의 도시(polis) 주변

에 죽은 자들의 도시(necropolis)가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삶이 도시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유기적 전체를 형성할 때에는, 삶의 바탕 어딘가에

53)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앞의 책,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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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쓰이든

어느 정도 경원시되어 조금 떨어져 존재하든, 묘지는 목적을 갖고 찾아

가지 않더라도 항상 눈에 밟히고 시민들의 도시 인식 속에, 도시 맵핑

속에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워진 영역이었다. 때문에 당

시의 사람들에게 묘지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 존재했다. 도시 지평의 일부가 되는 묘지가 자신의 가족묘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간을 배경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삶에 감겨 있

는 자연스러운 바탕으로 인식했다가도, 그 죽음이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

했을 때에는 거기에 주목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

선은 나름의 두께를 형성한다.

그러나 지하철로 연결된 도시(metropolis) 속에서 묘지는 단지 하나의

지하철역(metro station)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곳에 명확한 목적을 갖

고서만 찾아가며, 묘지는 오직 내 개인의 슬픔과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뿐이다. 지평이 없으면 대상에 주목할 수 없듯, 타인의 묘지와 죽

음 일반에 대한 전체적 지평 없이 가족의 죽음, 더 나아가 자신의 죽음

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이는 현재 죽음과 관련한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서울에서 극적

으로 드러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파리는 묘지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와 묘지 사이의 적정 거리를 찾았

다. 반면 서울은 해방 이후의 정신없는 산업화의 와중에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도시 안의 묘지들이 모두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이전되어

버렸다. 시기는 다르지만 기차의 등장에서부터 도시의 팽창으로 이어지

는 근대화의 큰 흐름을 공유하고 묘지 개혁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파리와 서울은, 마지막 단계 즉 교통수단을 통해서만 연

결되는 대규모 교외 묘지의 설립에 와서 결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 것

이다. 이는 그대로 현재의 도시 모습에 영향을 끼친다. 지금의 서울은 반

성과 성찰의 공간을 거의 잃어버리고 오로지 삶의 화려함만으로 채워져

있다. 이를 위한 장소가 반드시 묘지일 필요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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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제하고 들어서는 도시 속의 공간들 중에 이를 대신할 만한 것이 드

문 것도 현실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두 도시에서의 묘지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의 묘지가 갖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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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현재의 묘지 배치 상황

5.1. 파리와 비교한 서울 묘지의 문제점

근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파리와 서울의 묘지 배치는 급격하

게 달라진다.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파리와 서울의 묘지 개혁은 그 시기

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지만 초, 중반까지는 기존의 전통적 관습과 인식

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도에 머물렀다. 파리의 3대 묘지나, 서울

의 6개 묘지(일본인 전용 2곳과 조선인 전용 4곳) 모두 도심에 산재하던

묘지들을 정리하여 당시의 도시 경계로 이전한 것이지만, 아직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였다. 도시와 가까이 있던 묘지는 여전히

삶과 긴밀히 연결된 장소였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전통적 거리감

역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최종적 묘

지 개혁에 대한 두 도시의 대응은 결정적으로 달랐다. 파리 시민들은 전

용 열차 노선을 갖춘 교외의 대규모 묘지(메리-쉬르-우와즈 묘지) 설립

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이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전쟁과 산업화의 와중에 관리되지도 못하고, 도시 발전에 방해만 된다고

여겨진 서울의 묘지는 시민들이 채 관심을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조리

교외 멀찍한 곳으로 이전되어 버렸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이후의 신규

묘지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재 두 도시는 각각 가장 최근에

성공한 묘지 개혁을 기준점으로 삼아 신규 묘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때

문에 파리는 과거에 비하면 묘지들이 도심에서 밀려나 교외 가까이로 이

전된 셈이지만 여전히 도시 안에 많이 남아 사람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도심 묘지가 모두 바깥으로 이전되거나 아예 사라져버

린 서울은 죽음의 풍경이 없어진 오직 삶(젊음)만을 위한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묘지는 기 드보르의 맵핑이 보여주는 것처럼 파

편화된 네트워크상의 하나의 노드로 전락하여 특정한 날에만 일부러 방

문하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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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현재 파리의 묘지 배치 : 흰

사각형이 1800년대 초기에 설치된 것이고,

색이 짙어질수록 근래에 설치된 것, 사각형의

규모는 크기를 나타냄 (출처 : 박태호, 앞의

책, 103.)

5.1.1. 파리의 현재 묘지 배치

오스만 남작에 의한 메리-쉬르

-우와즈의 대규모 묘지 계획이

실패한 이후로 파리의 신규 묘지

들은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3대

묘지(뻬르 라셰즈, 몽 빠르나스,

몽 마르뜨르)를 기준점으로 삼아

만들어졌다. 도시에 좀 더 근접한

묘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더 이상 도

심에는 묘지가 들어서지 못하는

대신 외곽의 묘지들이라도 완전

히 도시 바깥으로 내몰리지는 않

고, 도시의 안팎에 걸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근대화 이후 묘

지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사이의

긴장이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묘지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관리자적 태도에 항상 우선시 하던 근대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묘지를 완전히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도시 바깥으로 추

방해 버린 것도 아니다. 밀도가 높은 도시 중심부에는 묘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지만 도시 외곽에서는 여전히 묘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셈으로 도시와 묘지 사이의 적절한 거리가 새로이

조율된 것이다.

또한 프랑스 혁명 이후 1804년의 법령에 따라 교회 소유의 모든 묘지

들이 국가로 이관되고 종교기관에는 장례에 관한 권한만을 부여했다. 그

리고 100년 후인 1904년의 법령에 따라 도시 각 지역의 묘지에 관한 소

유, 관리권은 자치구로 다시 이관되었다. 이 때문에 파리 대부분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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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상 공공의 통제 하에 놓여 운용된다. 그래서 묘지에 관한 규정

역시 자치구의 행정법전에 포함되어 구체적 조례를 통해 운영, 관리된

다.54) 그 내용에는 기존 묘지의 사용 연한을 임시, 시한부, 영구 분양으

로 나누고, 그 기본 면적 역시 2m2로 규정하여 묘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시한부 분

양 묘지의 사용을 권장하고, 무연고 묘지를 조기 파악하여 재사용하며,

화장과 봉안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부족한 묘지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까보(caveau)라 불리는 가족묘의 형식을 사용해 매

장의 밀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땅의 면적이 좁을 경우 깊이를 깊게

파서 여러 개의 관을 쌓아 매장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지하 아파트와 같

은 형식인 셈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묘지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여러 자치구가 연합하여 광역자치구 묘지를 조성하기도하

고, 인근 자치구의 묘지를 시한부로 사용하기도 한다.

파리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 묘지 면적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앞서 말했

듯이 밀도가 높은 도시 안에 묘지를 두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화장보

다는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는 파리 시민들의 문화와도 관계가 있다. 묘

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사용기간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장

에 필요한 공간은 봉안당에 필요한 공간 보다 훨씬 넓다. 19세기말부터

화장을 보급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행해졌으나 종교계의 부정적 견해로

잘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이다. 1964년에 프랑스 가톨릭의 화장 금지령이

해제되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화장률은 1980년의 0.9%에서

1990년에는 5% 정도가 되었고, 현재는 20%에 가까운 정도로 천천히 증

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된 장묘 방식은 매장이며, 봉안당

과 화장장은 공동묘지의 일부에 마련되어 있는 정도에 그친다. 이처럼

파리는 철저하게 공적, 제도적 차원에서 묘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

스템이 짜여져 있다. 그 결과 현재 파리시와 그 인근에는 전술한 3개의

도시 묘지와 함께 20개소, 420ha의 크고 작은 묘지들이 분산되어 있다.

54) 프랑스 전역의 약 35,000개의 자치구들은 각각 최소 1개의 자치구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사실상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곳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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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갖은 노력을 통해 도시 안에 자리 잡은 이 묘지들은 공간적

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은 이곳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프랑스의 장묘 관련 제도에 따른 묘지의 유형은 전통묘지, 정원·공원묘

지, 삼림묘지, 기념·박물관묘지, 경관묘지의 크게 5가지로 나뉜다.55) 전통

묘지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의 묘지로서 돌담 등으로 둘러싸인 묘지

안에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무덤 및 도로로 구성된 묘지이다. 만들어진지

오래된 것이 많아 녹지도 상대적으로 적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편이다.

정원·공원묘지는 뻬르 라셰즈 묘지부터 생기기 시작한 유형으로 이후 서

양 묘지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으며,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말 그대

로 묘지를 정원, 혹은 큰 규모의 경우 공원처럼 꾸미는 것으로, 도시에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삼림묘지는 독일의 전통 묘지 방식이

전래된 것으로, 숲에 묘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기념·박물관묘지는 정원묘

지가 조각품, 건축물, 기념탑 등을 갖추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지

정되는 묘지이다. 경관묘지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묘지의 특성을 지형에

맞게 활용하여 만든 혼합형 묘지이다. 프랑스 전체로 보면 여전히 전통

묘지가 가장 많지만, 파리와 같이 묘지가 많은 관심과 관리를 받고 여러

차례 개혁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풍부한 녹지 공간을 품은 정원·공원묘지

나 기념·박물관묘지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묘지들은 도시 안에

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조각품이나 기념물 등으로 분위기를 조

성하여 말 그대로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묘지들이 구체적으로 어

떻게 도시민들의 쉼터로서, 여가의 장소로서 활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뻬르 라셰즈 묘지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자.

19세기 초 묘지 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가장 오래된 정원식 묘지인 뻬

르 라셰즈는 매년 3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이다. 1804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전통묘지를 포함하더라도 현

재 파리의 묘지들 중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며, 파리 시내의 묘지 중엔

면적도 가장 크고, 때문에 파리 시민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묘지이다. 파

55) 홍석기, 앞의 책,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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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는 뻬르

라셰즈 묘지 : 묘지 경계 바로 밖으로

주거단지와 지하철 역 등이 보인다.

(출처 : “Pére Lachaise Cemetery",

WIKIPEDIA, 2016년 12월 14일에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P%C3%A8re_

Lachaise_Cemetery)

그림 36 뻬르 라셰즈 묘지 내부의 화장장과

봉안당 (출처 : 박복순, 박태호 외, 火葬後

納骨 : 봉안·자연장 등의 발전 방안 연구

(서울 :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10), 313.)

리의 자치구들 중 20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묘지 경계 바로 바깥엔 3개

의 지하철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와 상업시설을 포함한 도시공간이

바로 이어진다. 원래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만 해도 이 묘지는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시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았고, 그

결과 1804년 개장 당해엔 총 13기의 무덤만이 있었다. 그러던 것을 유명

인사들의 무덤을 포함한 기존의 묘지들을 일부 이전해 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묘지가 점차 인기를 얻게 되자 1850

년까지 5차례에 걸쳐 면적이 확장되기도 했다. 또한 이곳엔 봉안당과 화

장장 설비까지 갖추어져 있다. 화장률이 아직 높지는 않지만 도시 외곽

의 먼 곳까지 나가지 않아도 화장 설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되고 인기가 높은 만큼 신규 매장

을 위한 자리는 매우 부족하다. 묻힐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오

랫동안 기다려야 자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묘지로서

새로운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모객들도 활발히 다녀간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 한 달에 두 번 꼴로 추모객이 방문하여 시든 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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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공원처럼 꾸며진 묘지 (출처

: 위의 웹사이트)

그림 39 죽은 자들을 위한 기념비 (출처 :

위의 웹사이트)

꾼다거나 무덤을 청소한다거나 하며 관리를 한다. 오랫동안 찾는 사람이

없는 무연고 분묘는 유골을 정리하여 봉안당으로 보내고, 다시 신규 매

장 신청을 받는다. 매장된 경우와 봉안당에 안치된 경우를 모두 합하면

그 수가 약 2백만 이상이라고 한다.56)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는 묘지가 도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의 눈엔 몹시 낯선 풍경으로 다가온다. 담장 하나를 사

이에 두고 한쪽엔 아파트가 있는데 반대편엔 유골을 산골하는 추모의 정

원과 무덤들이 있는 것이다. 주거지로부터 법적인 최소 이격거리인 35m

만 확보한다면 도시 안에 묘지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사람들도

이러한 풍경을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묘지가 도시 공원처럼

마련되어 있다 보니 유족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 정성스레 가꾼

나무와 조경, 잔디밭뿐 아니라 각종 조각상, 기념비처럼 만든 묘비 등은

묘지를 여느 도시공원에 못지않은 훌륭한 쉼터로 기능케 한다. 즉 유족

이나 추모객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거

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터부시하지 않는 것이다. 휴식과 사색의 장소로서,

데이트나 산책이 장소로서 시민들에게 활용되는 묘지는 일상생활의 바탕

이 되며,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서 자연스레 인식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개인적인 슬픔과 추모의 행위를 통해 삶과

56) 이상은 위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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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화장장 옆의 열주식 봉안당 (출처 :

박복순, 박태호 외, 앞의 책, 314.)

죽음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 관조할 수 있는 타인의 죽음

을 통해 비로소 그 관점을 위치

지을 수 있는 지평을 형성한다.

어쩌면 뻬르 라셰즈 묘지와 같은

도시 속의 정원식 묘지들은 이러

한 역할, 즉 개인적 추모를 넘어

선 죽음에 대한 일상적 통찰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5.1.2. 서울의 현재 묘지 배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 이후 서울의 묘지는 거의 관리되지 못했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4.19혁명 등의 정치, 사회적 격변을 겪으면서 묘지는

약 2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개발 독재의 시대에 도심의 무허가 주

택 철거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구획정리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울 안에 있던 대부분의 묘지들은 폐지, 이전되었다. 산 사람들의

집도 마구 철거해버리는 상황에서 묘지의 문제는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다. 묘지는 팽창한 현대 서울 안에서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고 있었

고, 그 면적도 커서 개발의 압력을 버틸 수 없었으며, 정신없이 앞으로만

내달리는 고도성장의 와중에 아무도 그 장기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

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로 현재 서울시의 공공 장사시설 6군데는 모

두 도시 바깥에 멀찍이 떨어져 존재하거나 가까스로 행정 경계 안에 걸

쳐 있는 형편이다. 파리의 사례에서 봤던 메리-쉬르-우와즈 묘지와 같은

원거리 대규모 묘지가 기존의 도심 묘지들을 모두 대체해 버린 상황이

다.

시립 장사 관련 시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묘지는 용미리

제 1,2 묘지, 벽제리 묘지, 망우리 묘지, 내곡리 묘지의 5군데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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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현재 서울의 시립 묘지, 봉안당

및 화장장의 위치 (출처 : 저자 작성)

데 현재는 모두 만장되어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5군데 중 망우리 묘

지만이 겨우 서울의 경계에 걸치다

시피 있을 뿐 모두 도시로부터 멀

찍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게다가

이 묘지들은 1998년 여름의 수해를

계기로 묘지의 신규 공급은 완전

중단되었고, 기존 묘지들의 보수 및

공원화만 이루어지고 있다. 화장시

설은 용미리와 벽제리 묘지 가까이

에 함께 있는 서울 시립 승화원과,

최근에 청계산 자락에 설립된 서울

추모공원의 2군데가 있다. 시립 봉안당의 경우는 총 6군데가 존재하는데,

시립 승화원 건물 안에 있는 제 1,2 추모의 집, 용미리 시립 묘지 경내에

함께 존재하는 4개의 추모의 집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만장되고

일부 남은 공간을 국가 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화장이 가장 일반

적인 장사 방식인 상황에서 시립 봉안당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잔디나 수목, 화초 등의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자연장과, 추모의 숲이라 지정된 일정한 장소에 유골을 뿌리는 산

골이다. 자연장지는 용미리 시립 묘지 안에 마련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고, 산골의 경우는 용미리 제1묘지 안에 있는 추모의 숲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시립 장사 시설은 거의가 만장이고, 아직 여유가 있는

자연장이나, 특별한 공간이 필요 없는 산골만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시설들은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위주로 바뀐 점을 활용

해 기존의 묘지를 봉안당이나 자연장 부지로 이장하고, 남는 부지를 의

료, 연구시설과 신규 봉안당 시설로 다시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봉안

공간의 신규 공급 계획이라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멀

리 떨어진 기존의 장소를 재편성하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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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용미리 제1묘지의 전경 (출처 :

“용미리 제1묘지”,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2016년 11월 4일에 접속,

http://www.memorial-zone.or.kr)

그림 43 승화원 추모의집 전경 (출처 :

위의 웹사이트)

시립 장사 시설과 더불어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로는 각 구청별

로 설립한 봉안시설인데, 문제는 현재 11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

중 서울 안은커녕 가까이 있는 것도 없다는 점이다.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동구에서 사용 중인 예은 추모공원은 충북 음성군에 있으며,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에서 사용 중인 효

원 납골공원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다. 이 시설들 또한 설립 과정에서

봉안당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 갈등을 겪었으나, 협의를 거쳐

현재는 어쨌든 구립 봉안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이 서울시와 관련된 공공 장사 시설의 현황이다. 종합하자면 현재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매장이든 화장 후

봉안, 자연장 혹은 산골이든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안치될 수 있는 방법

은 없는 것이다. 시립 시설은 자연장과 산골만 용미리 묘지까지 가서 이

용할 수 있고, 구립 시설은 봉안당을 이용하기 위해 충북이나 경기도 화

성까지 가야 한다. 봉안이나 자연장 혹은 산골을 하기 전에 이용하는 시

설인 화장장이나마 2012년부터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 추모공원의 설립으

로 시립 승화원에만 몰리던 수요를 분담하게 되었다.57)

57) 이러한 시설 이외에 서울시 안에 있는 장사 관련 시설로는 동작구에 있는 국립

서울 현충원이 있다. 하지만 현충원은 그 목적상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공동묘지로서 기능하지는 않으며, 국립묘지라는 특성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분위기가 다른 모든 점에 앞서 고려되기 때문에 이 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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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용미리 묘지를 재편성하여

복합 단지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출처 :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의료연구’시설 들어선다.”, 아시아경제,

2012년 4월 4일 기사)

그림 45 지방에 설립된 서울시의 구립

봉안당 (출처 : “충남으로 가던 서울

납골당, ‘일단멈춤’”, 오마이뉴스,

2006년 1월 3일 기사)

이러한 서울의 상황은 파리와 비교해서 명백한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기존에 도시 안에 있던 묘지들이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짐으로써 과거의

기억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통해

막았던 대규모 교외 묘지의 설립을 서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해버

렸고, 그렇게 한번 도시 바깥으로 추방된 묘지는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혀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58)

그러나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관계가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을까? 파리도 이제 더 이상 도시 중심부에는

묘지가 존재하지 않고, 3대 개혁 묘지를 경계로 그 바깥으로 신규묘지가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근대화 이후 도시와 묘지의 새로운 거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서울 현충원 또한 매장은 완전히 만장이고, 봉안 공간 역시

얼마 남지 않아, 이용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는 대부분 대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다.

58)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1998년에 후보지 실사가 시작되고 2001년에 민관합동으로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립반대 소송으로 6년간의 법적 분쟁을 겪었다. 양재 IC보다도

외곽에 위치하여 거의 서울의 끄트머리에 있는데다 청계산 자락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여론을 달래느라 건물을

거의 땅에 묻다시피 한 설계안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소송을 비롯한 주민과의

합의를 하느라 건물의 준공은 2011년 12월에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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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립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시민들의 저항이 있

었다. 서울의 경우도 아무리 격동의 20세기를 보냈다고 하지만 죽은 자

들에 대한 산 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히 사라지

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는 공설 묘지가 아

닌 사설 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설 묘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건

축법에 규정된 용도 구분에서 기인하는데, 그 하나는 종교시설 부설 봉

안당이고, 다른 하나는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묘

지 관련 시설이다. 이 두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에서 다른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들어설 수 있는

지역에도 차이가 생긴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그 시행

령에 각종 지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나와 있다.59) 그 내용을 정리하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종교시설 부설 봉안당만이 허용

되고, 공업지역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녹지지역에는 종교시설 부설 봉안

당뿐 아니라 일반 묘지관련 시설이 모두 허용된다. 이는 결국 법적으로

는 도시 안에도 녹지지역이라면 일반 사설 봉안당 등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도시 안

에 있는 것은 모두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 뿐이다. 이는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의 경우 건축 허가가 필요 없고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반면에

일반 묘지 관련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미 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

다 보니 허가가 나지 않거나, 아예 설립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반

면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의 경우는 신고만 해도 설립이 가능하고 녹지

지역만이 아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이 훨씬

수월하다.60) 이 때문에 현재 서울 안에 존재하는 사설 장묘시설은 모두

59) 보다 구체적인 법규적 조건은 부록의 표를 참조.

60) 물론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지라도 봉안당 설립 계획이 알려져서 좋을 건

없는 상황이라 대체로 지역사회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다. 부록에 실은 태릉

성당의 경우가 바로 이처럼 주민들과 갈등을 겪다 설립이 무산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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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파악된 바로는 현재 서울에 총 12군데 가량의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

이 존재한다. 부속 시설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사설 봉안당은 서울 안에

는 전혀 없으며, 교외의 경기도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 결국 이와 같은

형태로 도시 속에 봉안당이 들어서게 된 데에는 법규적 이유가 큰 것이

다. 원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관련 시설의 설립을 제한하

고 있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도 설립을 제한한

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각각의 용도 지역에 따라 어떤 시설이

설립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해당용도 지역 내에서 허용이 되

는 시설일 지라도 결국에는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 때문에 허가를 얻지

못하고 공설, 사설 할 것 없이 모두 설립이 무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

지만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의 경우는 설립 가능 지역도 주거, 상업, 녹

지 지역을 모두 포괄할 뿐 아니라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

에, 지역 주민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이

되었다. 물론 법적 제한을 비교적 쉽게 통과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주민

들이 봉안당 설립 계획을 알게 되어 이에 극렬히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 역시 도시 안에서 설립이 녹록치는 않은 것이다.

이런 봉안당은 현재 서울 안에 12곳 정도가 존재한다. 경기도 인근에

도 여러 시설이 있지만, 이 글의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서울 안에

존재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교별로는 불교 사찰에 부설된 봉안

당이 7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천주교 성당에 부설된 봉안당으로 4

곳이 있다. 그리고 성공회 성당에 부설된 시설이 1곳 존재한다. 다른 지

역에는 개신교 교회나 원불교 사찰 등에 부설된 봉안당도 존재한다고 하

지만 아직 서울에는 들어선 곳이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도적 틈새를 뚫고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온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은 앞서 파리의 묘지들처럼 도시 안에서 시민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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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서울 시내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의 위치 (오른쪽 위에 x표시된 태릉

성당의 경우는 설립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우) (출처 : 저자 작성)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못하

다. 봉안당이 다시 삶의 가까이에 배치됨으로서 유족이나 추모객들은 방

문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져 자주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시설들

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밖으로 전혀 모습을 드러내

지 않는다. 이 시설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들은 종교 시설

의 부설 형식으로 존재하는 봉안당인 만큼 각 종교재단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그 규모와 관리 방식, 안치 비용이나 안치 자격 등이 상이하다. 처

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규모를 늘려간 곳도 있고, 신도들을 위해서만 소

규모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완전히 개방된 곳도 있는 반면, 관리자를 거

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존재한다. 현재에도 홍보를 하면서 운영하

는 곳도 있지만, 이미 만장되어 드문드문 예약자를 받기만 하는 곳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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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사찰 부설 봉안당 (동작구 흑석동 달마사) : 왼쪽) 사찰 전경, 가운데) 봉안당

건물, 오른쪽) 봉안당 내부 (출처 : 내부 사진은 달마사 봉안당 홍보 팜플렛, 나머지는

저자 직접 촬영)

그림 48 성당 부설 봉안당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성당) : 왼쪽) 본당 건물, 가운데)

지하에 봉안당이 있는 교육관 건물, 오른쪽) 지하 봉안당 내부 (출처 : 교육관 건물

사진은 성당 웹사이트 (“포토게시판”, 절두산순교성지 웹사이트, 2016년 10월 9일

접속, http://www.jeoldusan.or.kr), 나머지는 저자 직접 촬영)

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 차이점 이전에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는

데, 어느 종교단체의 어떤 시설이건 봉안당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것이다. 일단 봉안당의 존재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종교 시설이 인터넷 홈페

이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봉안당과 관련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

도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간략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시설

을 방문할 때에도 제대로 된 안내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한눈에 알 수 있어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었던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최소한의 안내표시만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찾을 수 없어서 관리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위치를 알아내야만 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봉안당의 존

재를 숨겨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오직 관계자들, 즉 해당 시설에 근

무하는 사람들과 신도들 및 유족들만이 그 존재를 알고 알아서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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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것이다. 이는 대표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봉안당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종교시설에 부설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해당 종교가 무엇인가에 따라

서도 시설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종교가 도시(세속)를

대하는 태도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위치하는 장소도 다르

고, 시설 내부의 분위기도 다르다. 천주교와 성공회를 한데 묶는다면 불

교 사찰에 부설된 봉안당이 7곳, 성당에 부설된 봉안당이 5곳인데, 사찰

과 성당의 차이가 봉안당에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사찰에 부설된 봉안

당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찰은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

책 이후로 산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대상의 사찰 역시 지역구

분상 자연녹지지역이 5곳,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2곳이었는데, 모두 산속

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산이 시작되는 산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산

중에 위치하는 경우는 일부러 찾아가는 신자가 아니라면, 인근 등산로에

서 연결되어 일부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르는 정도이다. 이는

산이 많은 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도시의 경계 안쪽에 들어와 있다고 하

더라도 도시민들의 접근이 저절로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다. 반면 주거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시설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 까닭에 대부분의 사찰들은 봉안당으로 쓰이는

독립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 현대식으로 지어져 건물의 일부를

봉안당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채로 구성된 전통 사찰의 배치

방식에 따라 봉안당도 하나의 채를 부여받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다. 때문에 일단 사찰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내를 둘러보는 와중에 봉안

당의 존재를 인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처음 찾아오기는 어렵지만 일

단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이다. 또한 독립된 채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찰에 부설된 봉안당은 모두 지상에 존재하고, 이로 인해 채광

이나 환기, 접근의 용이성과 같은 환경적 조건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그

러나 실제로 이러한 좋은 조건을 잘 활용하여 내부 공간을 구성한 경우

는 드물었는데, 수백 수천 개의 봉안함을 채워 넣느라 공간적 여유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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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모습이었다. 벽면을 온통 빼곡히 채우고 있는 봉안함들은 추모

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을 남겨 놓았으며, 이로 인해 충분히 자연

광이 들 수 있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광등 조명에 의지하는 경

우가 많다.

반면 성당에 부설된 봉안당들은 사찰의 경우와 대체로 반대되는 조건

을 갖고 있었는데, 우선 성당 자체가 도시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

기 때문에 봉안당 역시 도심에 존재한다. 종교의 성격상 성당은 사찰에

비해 훨씬 자주 방문해야 하고, 이 때문에 주거지 가까이에 위치해야 한

다. 또한 천주교나 성공회 등은 산중에 있는 불교에 비해 데이케어 센터

와 같은 복지 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도시적 배치상으로는 봉안당이 도시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인 셈이다.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거점이 되고자하는

여러 성당의 활동 모토에 비추어 봉안당도 하나의 사회 복지시설로서 잘

녹아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당의 봉안당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봉안당이 지상에 있건 지하에 있

건 간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 있는 탓이다. 이는 봉안당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학교보건법의 규정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장사 관련법과 건축 관련법들을 제외하고도 봉안당의 설립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 현행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인근 200m 이

내에는 화장장이나 봉안당 등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은평구에 있

는 구파발 성당의 경우는 이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시킬 수 있었는

데, 예배당의 뒤편에 봉안당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로 200m를 벗어날 수 있었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도 숨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당의 봉안당은 사찰과는 반대로 도시 안에 깊숙이 들어

와 있지만 드러내 놓을 수도 없고,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봉안당

이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안쪽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내부공간의 환경적 조건은 대체로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다. 빼곡히

들어찬 봉안함과 대체로 좁은 공간은 인공조명과 기계 환기설비, 습도조

절 장치 등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경건한 분위기는 있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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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머물며 생각할 수 있는 추모의 장소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5.1.3. 소결

이상으로, 전통사회에서부터 근대화의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

안에 도시에서의 묘지의 배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파리와 서울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시기별로 같은 스케일로 정리하여 비교하

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하지만 이 표에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먼저 두 도시에서 근대화가 일어난 시기가 다르고, 구할 수 있었던 과거

자료의 범위도 달라서 같은 시간대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대화

이전의 파리는 17세기의 모습을 토대로 했으나 서울은 19세기 말까지 전

통사회의 모습을 유지했다. 또한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 역시

파리는 19세기이지만 서울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지도에 표시된 묘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도시의 어느 시대

나 더 많은 묘지가 아래의 지도에 표시된 영역 바깥에 존재했다. 이 지

도에 표시된 것들은 도시에 가까운, 혹은 도시에 속한 묘지들만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경계의 문제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20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에 도시 경

계 역시 엄청나게 커졌다. 하지만 파리는 19세기 말의 도시의 행정 경계

를 현재까지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리라는

도시의 세력권이 작은 것은 아니다. 현재의 행정 경계 너머의 영역인 일

-드-프랑스(Ile-de-France)까지 파리의 영향권으로 염두에 두여야 할 것

이다. 다만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기도 면적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전

체를 도시의 경계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면서 두 도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근대 이전에는 두 도시 모두 그 경계의 안팎으로 묘지가

널려 있었다. 서울의 경우는 한양 도성 안쪽으로는 묘를 쓰지 못하게 했

지만, 교회 묘지의 형식이 많았던 파리는 도심 깊은 곳까지도 묘지가 들

어와 있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개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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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파리와 서울의 시기별 묘지 위치 (출처 : 앞의 지도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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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존의 묘지들을 통폐합하고 당시의 도시 경계 바깥으로 이전하게

된다. 구체적 시기와 규모, 개편의 방식 등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근대화를 거쳐 현

대로 오면서이다. 파리는 메리-쉬르-우와즈 묘지의 설립이 실패한 이후

로 신규 묘지를 도시 가까이에 설립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묘지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울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급격한 묘지 이전 정책으

로 인해, 20세기 초반의 개혁 당시의 묘지들까지도 모두 사라졌고, 더 이

상 도시 가까이에 묘지가 들어서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하지만 죽은 자

와 산 자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은 서울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법과 제도의 틈새, 사람들의 관심의 틈새를 뚫고 묘지가(정확히

는 봉안당의 형식으로)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왔다. 공적 차원에서는 완

전히 배제된 묘지가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와 조

용히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서울은 두 가지 차원의 묘지가 서

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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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울 안에 묘지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

이처럼 현재 서울 안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묘

시설이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 뿐이라면, 우리는 그 현실적 가능성에 주

목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더라도 묘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원지동 화장장 설립의 과정에

서 본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잇따를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공

적 영역에서 도시의 묘지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에도 생기고 있는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이 갖는 가능성

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 이 시설들을 크게 사찰

의 봉안당과 성당의 봉안당으로 나누어 보았다. 각각의 장단은 있지만

여기서는 성당 부설 봉안당의 사례에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당의 봉안당이 사찰의 경우보다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훨씬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성당 봉안당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의 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 시설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5.2.1. 성당 부설 봉안당의 한계와 가능성

현재 서울 안에 있는 5군데의 성당 부설 봉안당 중 대한성공회 서울교

구 성당과 구파발 성당, 흑석동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당은 중구 정동의 서울 시청 건너편에 자리

하고 있어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성당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61) 문화재

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62), 그 위치상 접근하기도 좋아 많은 사람들

이 이곳을 방문한다. 하지만 그 지하에 봉안당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

61) 1922년 9월 24일 착공했는데 자금문제로 1926년 50%정도만 완성된 상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4년에 원 도면을 찾게 되어 추가 공사를 시작,

1996년에 원래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62) 1978년에 서울시지정 유형문화재 제 35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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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당의

지하층 평면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봉안당) (출처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당 홍보 팜플렛)

그림 52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당

봉안당 내부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53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당

봉안당 내부의 예배 공간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51 국세청 별관 터 공원화 계획

조감도 (출처 : “옛 국세청 별관 터의

변신… 지상은 잔디광장, 지하 3개층은

문화공간”, 조선일보, 2015년 10월 9일

기사)

람은 드문데, 규모도 작을뿐더러 현재는 만장되어, 기존 사용자의 계약기

간이 끝나면 새로 안치될 예약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식의 집이라

고도 불리는 봉안당은 트란셉트 부분에 있는 성당 안내실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데, 규모도 작고 할당된 공간도 좁

아 그다지 좋은 환경이라 볼 수는 없다. 기계 설비로 온도와 습도를 조

절하고, 조명은 방문객이 입장을 하면서 켜도록 되어 있다. 500여기 정도

로 봉안함의 수용 규모도 작고, 할당된 면적도 좁아서 성당 안에서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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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공간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성당 본채 건물이 갖

는 역사와 중요성, 위치상의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지하공간의 한쪽 구석

에 조그맣게 마련된 봉안당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성당 앞에 있

던 국세청 별관 건물이 2015년에 철거되고 광장으로 만드는 계획이 진행

되면서 성당이 도심에서 갖는 공적 역할이 더욱 커졌는데, 이제 이곳은

신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쉽게 들러서 쉬다 갈 수 있는 장소가 된 것

이다. 이러한 이점들을 고려했을 때, 성공회 성당의 봉안당은 도시 한가

운데 마련된 유일한 추모의 장소로서 규모는 작지만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작은 예배 공간 하나와

봉안함으로 채워진 어두운 지하실에 불과하다. 광장의 지하부와 성당의

아랫부분이 연계될 수 있다면 봉안당의 활용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구파발 성당은 성당 내부의 독특한 위치에 봉안당이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의실 등으로 쓰이는 대예배당의 제단 뒤편을 봉안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학교 보건법의 규정 때문에 인근의 유치원으로부터

200m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성당 건물의 가장 끄트머리에 봉안

당을 배치하여 법규상의 제약을 피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구파발 성당의

봉안당은 대예배당을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봐서

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와 같이 봉안당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에서 매우 탁월한 해결책으로 성당측에 받아들여졌고, 구청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대예배당과 바로

연결되게 된 봉안당은 대예배당의 경건한 분위기를 공유하며 성당 안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현재는 봉안당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벽과 문으로 나누어 예배당과 별개의 공간으로 기능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파발

성당은 경내에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와 성직자들을 위한 기숙사,

개방된 옥상 정원 등의 시설도 함께 있어서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봉안당이 아직 그러한 역할의 중심부에 편입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 인식이 서서히 바뀐다면 충분히 그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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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구파발 성당의 2층 평면 :

위쪽은 대예배당이고 아래쪽은

옥상정원과 성직자 기숙사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봉안당) (출처 : 성당

안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5 구파발 성당의 봉안당 내부

평면과 봉안함 구역 구분표 (평면에서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 내부) : 제단

양편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 진입하며, 구석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윗층으로 연결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56 구파발 성당 봉안당 내부 전경

: 두 개 층의 좁은 공간에 봉안함이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고, 복도가 있을

뿐이다. (출처 : 저자 촬영)

그림 57 구파발 성당 대예배당의 모습 :

제단 양쪽의 문이 봉안당의 출입구 (출처 :

“사진마당”, 구파발 성당 웹사이트, 2016년

11월 9일 접속, http://www.mygupabal.or.kr)

있는 여지는 있다. 봉안당 내부는 2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빽빽하게 들

어찬 봉안함 사이의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온다. 내부 공간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어서 이곳 역시 복도의 양편에 봉안함이 적층되어 있는 구성이

라는 점은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이다.

흑석동 성당의 봉안당63)은 본관 1층 안쪽에 자리한다. 원래 소예배당

으로 계획된 공간을 2006년에 봉안당을 설치하면서 바꾼 것이다.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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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흑석동 성당의 1층 평면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봉안당) : 원래 소예배당이었던 부분을

봉안당으로 쓰고 있다. (출처 : 성당 내부 안내도)

그림 59 흑석동 성당 봉안당 내부의 모습

(출처 : 김명중, “흑석동 성당과 신축중인

본당외부 모습”, 천주교 서울대교구

웹사이트, 2016년 5월 16일 작성,

http://home.catholic.or.kr/attbox/bbs/album/rea

d.asp?gubun=100&maingroup=1&seq=41&gro

up_id=5&sub_id=3&page=1&id=2033&table=gn

album&user_auth&=R&RecHostcle=&getSeq=

41&keyfield=&key=)

그림 60 흑석동 성당 입구와 로비에서

바로 연결되는 봉안당 (출처: “아버님이

잠들어 계시는 성당”, 필리핀아빠 (blog),

2012년 5월 11일 작성,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

?blogid=0V5CX&articleno=412)

이 성당의 가장 핵심 공간인

2층의 대예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만날 수 있고, 외

부 공간에서 로비만 거치면

바로 쉽게 들어올 수도 있어

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 또한

원래 예배당이었던 만큼 안쪽

엔 작은 제단이 있으며, 봉안

실과 함께 1층에는 사무실,

성물실, 카페 등이 있어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도 있다. 3000기에 달하는 봉안함이 양편에 있는 창문을 모두 막아버려

서 자연광이 들지 않아 인공조명에 의지하고 있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조건은 조사 대상 봉안당 중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흑석동 성당의 경우도 결국 성당 내부의 구획된 공간 중 하나를 봉안실

63) 현재 증축 공사 중이지만 봉안당이 포함된 본당 건물은 원래 상태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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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당하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봉안실이 봉안함의

보관과 이에 접근하는 복도의 기능 이상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산 자

와 죽은 자의 만남이 묘지나 봉안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일진대, 그러

한 만남과 추모를 위한 건축적, 공간적 고려가 보이지는 않는다. 유족들

은 빼곡히 들어찬 봉안함들 사이를 지나 목적지에 다다르면 거기에 방석

을 깔아놓고 기도를 하거나 잠시 추모를 하다가 돌아간다. 만남과 대화

의 순간 보다는 봉안함의 보관과 동선이라는 기능적인 해결에 그친 느낌

이다. 물론 이것은 흑석동 성당의 경우만이 아니다. 외려 흑석동 성당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좁게 할당된 봉안실의 면적과 수천 기에 달하는 봉

안함의 수는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봉안당 내부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이지만 그것이 예배당과 같은 성당의 다른 부분

들과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지는 못하다. 봉안당 뿐만 아니라 성당은

그 전체가 도시(세속)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사색과 반성의 공간이다. 그

리고 봉안당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서 예배당에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봉안당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의 부속실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전혀 엮이지 못할 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관리된다.

이상과 같이 서울 시내 성당의 부설 봉안당들은 각각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성공회 성당의 입지상의

유리함이나, 구파발 성당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독특한 공간 배

치, 그리고 흑석동 성당의 접근성 등은 각 성당의 봉안당이 가질 수 있

는 주요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유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게도 도심에서 죽음의 공간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봉안당의 존재를 드러내놓기가 꺼려지는 탓에 이 공간들은 잠재

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거칠게 말하자면 봉안함을 맡아두고 있는

보관소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들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살린다면 어떠할지를 해외 사례의 참조를 통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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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싱가포르 성모 마리아 성당의

도시적인 배치 : 서쪽의 집합주거단지와

동쪽의 자연공원의 경계에 성당이 위치한다.

(출처 : “The Church of St. Mary of Angels”,

streetdirectory.com, 2016년 11월 22일에 접속,

http://www.streetdirectory.com)

그림 62 싱가포르 성모 마리아 성당이

위치한 주변 도시 조건의 변화를

보여주는 스케치 (출처 : VALCHEW,

“Psychogeography of Church of St

Mary of the Angels”, ASIAN URBAN

EPICENTERS, 2014년 3월 2일에 작성,

http://www.asianurbanepicenters.com/?p=

2585)

5.2.2. 해외 사례

앞에서 그 역사를 살펴봤던 파리의 경우 프랑스 혁명 이후로 더 이상

종교시설 내 묘지를 만들지 못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교회 내 묘지가

더 이상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을 포함해 기독교의 영향

을 받은 여러 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현재에도 종종 교회 내

부에 묘지나 봉안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선정한

싱가포르의 성모 마리아 성당(The Church of St. Mary of Angels)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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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싱가포르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앞마당 (출처 :

위의 웹사이트)

그림 64 싱가포르 성모 마리아 성당의

앞마당에서 천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봉안당 (출처 : Jonathan Choe, “CHURCH

OF ST MARY”, URBAN ARCHITECTURE

NOW, 2012년 2월 21일 작성,

http://www.urbanarchnow.com/search?q=The

+Church+of+St.+Mary+of+Angels#!/2012/02/c

hurch-of-st-mary_21.html)

러한 경우인데,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의해 1950년대부터 운영되어 오다

가 2003년에 증축을 하면서 봉안당 시설을 마련하였다. 도시 배치상으로

이 성당은 서쪽의 집합주거단지와 동쪽의 자연 공원의 중간쯤에 위치한

다. 성당은 녹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주거단지로 둘러싸여 사람들이

접근하기 매우 편리하다. 건축가들이 그린 다이어그램을 보면, 1950년대

에는 숲 속에 있던 성당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높은 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이렇게 바뀐 주변 조건을 통합하기 위해 외부 공간

에 큰 앞마당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대예배당과 맞닿아 있는 이 오

픈스페이스는 전체 시설의 중심축을 형성하는데, 성당으로 진입하는 핵

심 동선이 될 뿐만 아니라 주말 등의 예배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

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크리스마스때에는 이 앞마당 가운데에 트리가

만들어지고, 결혼식이 있을 때에는 하객들이 모여들어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봉안당은 이러한 광장과 같은 성당 앞마당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서울의 많은 종교시설 부설 봉안당처럼 어느 한쪽 구

석에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성당의 중심축이 되는 이 앞마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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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싱가포르 성모 마리아 성당

봉안당 내부의 개별 실들을 연결하는

복도 (출처 : WOHA, “Church of St. Mary

of the Angels, Singapore”, WOHA의

웹사이트, 2016년 11월 22일 접속,

http://www.woha.net/#Church-of-St.-

Mary-of-the-Angels)

그림 66 싱가포르 성모 마리아 성당

봉안당 내부의 개별 봉안실 (출처 : 위의

웹사이트)

터 바로 연결되도록 배치해 놓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봉안당의 천창이다. 지하에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높은 천창의 존재로 인해 봉안당 내부는 매우 밝고 아늑

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또한 이 천창을 통해 지상에 있는 마당과 지하

에 있는 봉안당이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지상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리난간과 유리바닥 아래로 차분한 봉안당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지하의 봉안당에 있는 사람들 역시 천창을 통해 지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지상과 지하,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봉안함에 이르는 최소한의 동선을 마

련하는 것에 그쳤던 서울의 사례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분위

기를 만들어내는 자연광은 물론 각각의 봉안실마다 마련된 천창 아래의

작은 연못과 앉아 쉴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그 옆에 켜진 촛불은 추모와

명상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천창의 역할은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 낯과는 반대가 된다. 외부의 빛을 지하로 끌

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봉안당 내부의 빛이 천창을 통해 지상으로 퍼져

나가면서 마치 중심축을 따라 성당으로의 진입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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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템파 감리교 성당의 도시적인

배치 :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성당이다.

(출처 : “Palma Ceia United Methodist

Church”, GOOGLE MAPS, 2016년 12월

15일 접속, https://www.google.co.

kr/maps/place/Palma+Ceia+United+Methodist

+Church/@27.9199702,-82.5079756,17z/data

=!3m1!4b1!4m5!3m4!1s0x88c2c33079004c13:

0x884fa32443a220d6!8m2!3d27.9199655!4d-8

2.5057869)

그림 68 템파 감리교 성당의 중정에

있는 연못과 봉안함 (출처 : 미상)

역할을 한다.

이 성당처럼 봉안당을 건물 전체의 중심적 주제로 삼아 공간적으로 조

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속 시설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봉안당을 굳이 숨겨놓지 않고 다른 건물 및 도시에 세심하

게 연결시킨다면,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죽음의 풍경을

조직할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 탬파에 있는 한 성당64)의 중정에 아담하

게 위치한 아래의 봉안당은, 삶에 뿌리내린 죽음의 풍경이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먼저 다룬 싱가포르의 경우

도 그렇지만 이 성당과 봉안당 시설들이 건축적으로 화려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자연스럽

게 엮어주는 것만으로도 번잡한 도시에서 한 걸음 물러서 추모와 반성의

장소를 제공한다. 격자로 짜인 주거지 한가운데 있는 이 성당은 안쪽의

64) 정식 명칭은 “Palma Ceia United Methodist Church” 이다. 2001년부터

봉안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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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에 메모리얼 가든(Memorial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봉안당이

조성되어 있다. 가운데 인공 연못을 두고 그 주변을 봉안함으로 구성된

벽체가 둘러싸는 식으로 구성된 단순한 시설이다. 봉안당은 성당 안에서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추모객이 아니더라도 신자와 지역 주민들은 이

성당을 이용하면서 봉안당의 존재를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는 풍경이 산 자들의 공동체 한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룬다. 우

리나라와 달리 마을 한가운데 있는 봉안당이 전혀 이질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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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파리와 서울의 비교를 통해 도시의 묘지가 근대화를 거치면

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두 도시는 전혀 다른 뿌리

를 갖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속하지만,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 도시

와 묘지가 맺는 관계 양상은 비슷했다. 묘지는 일종의 경계적 공간으로

서 도시와 도시민의 삶의 가까이에 마련되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적

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차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거대한 근

대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는 빠른 속도로 팽창했고, 기존의 묘지들은 통

폐합되어 도시의 바깥, 삶의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도시 안팎을

뒤덮고 있던 묘지는 개혁이 추진되면서 도시 밖으로 추방되고, 그러다가

도시가 더 커지면 다시 도시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주된

시기와 실행 주체에는 차이가 있지만 파리와 서울 모두 이와 같은 묘지

개혁의 과정에서 초, 중반까지 상당한 유사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규모

원거리 묘지의 설립이 추진되는 최종 단계의 묘지 개혁에 이르러 두 도

시의 대응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파리의 경우는 오스만 계획의 일환으

로 추진된, 전용 열차 노선까지 갖춘 대규모 교외 시설인 메리-쉬르-우

와즈의 묘지가 시민들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서울은 해방

이후 전쟁을 비롯한 사회 혼란과 국가적으로 추진된 산업 개발의 흐름에

휩쓸려 도시 안의 묘지들은 모두 폐지되거나 도시 멀리로 추방된 것이

다. 결과적으로 두 도시의 이러한 대응의 차이가 만들어낸 현재의 도시

풍경, 즉 죽음의 경관 역시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대규모 원거리

묘지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교훈으로 삼은 파리는 이후 신규 묘

지들을 가능한 도시 가까이 설립하고자 노력했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밀

려났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도시 안에 있는 파리의 묘지들은 유족과 추모

객들이 죽은 이와의 관계를 일상적으로 이어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뻬르 라셰즈 묘지부터 시작된 정원식 묘지의 전통은 묘지를 잘

조성된 도시 공원과 같이 작동하게 함으로써 유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게도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서울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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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과 사적 차원에서 묘지가 정확히 이원화되어 존재한다. 서울 안

의 공동묘지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시립과 구립 시설을 막론하

고 현재 이용 가능한 공설 묘지와 봉안당은 모두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다. 평생 서울 시민으로서 살았더라도 죽은 후엔 정식으로 서울

안에 머무를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는 그

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그처럼 공적 차원에서 사라

진 도시 안의 묘지가 사적 차원에서, 종교 시설에 부설되는 형식으로 다

시 생겨나고 있다. 현행 법규가 남겨놓은 틈새를 활용해 도시 안에 조용

히 설립되고 있는 이 시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 형식도

봉안당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죽은 자들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당 부설 봉안당은 도

시민의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어, 도시 묘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공적 차원에서 도시의 묘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위의 시설들을 통해 도시

안의 봉안당이 다시금 사람들의 삶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이 글 역시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주

제의 특성과 글의 성격상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먼저 인류학이

나 고고학에서의 장례, 장묘에 관한 연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묘지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미

처 파악하지 못한 오류나 내용의 비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글

의 구성에 있어서도 서울을 파리라는 하나의 도시와 비교한 탓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파리와 서울이 묘지 개혁에 있어서 여러모로 대조

적인 성격을 보이는 탓에 두 도시의 수평적 비교를 행하였으나, 논지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시와 문화권에 대한 참조가 필요

할 것이다. 또 두 도시의 근대화 방식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작용했을 텐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공간과 거리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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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복합적, 총체적 관점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조사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자료의 확보

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의 묘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애초에 오래된

묘지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참고할 수 있는 1차 자료들에서도

묘지의 위치 등이 개략적인 추정으로만 나타나 있어 문헌 자료 등을 참

고로 한 것이 많다. 서울의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 관련 정보를 소상히 얻기 어려워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봉안당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운영주체

측에서도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고 사진 촬영 등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

았다. 추후에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충해야할 부분이라고 생

각한다.

현재의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묘지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마을 및 도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는 묘지를 도시 안에, 혹은 가까이에 두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묘지를 삶의 가까이에 둔다는 것은 단지 찾아가기 쉽

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과의 생전의 관계를 다른 방식

으로 계속 이어가고, 젊음과 화려함만을 추구하기 쉬운 도시생활에서 반

성과 성찰을 위한 장소를 유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

고 삶의 지평으로 다시 끌어들여 그 폭을 넓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소수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의 인

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며, 앞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

날지는 미지수다. 이 글은 앞으로 이 도시의 묘지가 그러한 방향으로 변

해야 한다는 일관된 취지에서 쓰였지만, 사실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

무도 모른다. 앞으로도 계속 묘지는 도시 바깥에 머무를지도 모르고, 기

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와 관계를 맺을지도 모

른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다른 가능성들을 탐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섣불리 부정하는 것 역시 아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 안에서 찾



- 110 -

을 수 있는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이고,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얘

기하고자 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든 장소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그들과 공유하던 장소이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그

핵심인 묘지의 배치 문제 역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

다면 앞으로 묘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 관련 정책이 어떤 식으로 만

들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든 간에 산 자와 죽은 자의 관

계를 조직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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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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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능인선원
강남구

개포4동
768 300 30 신도 1995

자연녹지

지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출처 - 능인선원 웹사이트

http://www.nungin.net/

출처 - 능인선원 웹사이트

http://www.nungin.net/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출처 - 법보신문 2004년 8월 10일 기사

http://www.beopbo.com

출처 - 능인선원 웹사이트

http://www.nungin.net/

비고
지하 5층, 지상 3층으로 현대식으로 지은 사찰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

30년 단위 재계약, 현재 거의 만장

<서울 시내 종교 시설 부설 봉안당 정보>



- 117 -

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불교 달마사
동작구

흑석동

300 ~

1350
5 2012

제1종일

반주거지

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경관 봉안당으로 쓰이는 건물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출처 - 달마사 봉안당 홍보 팜플렛
출처 - 달마사 봉안당 홍보 팜플렛

비고

사찰 자체는 1931년에 창건, 봉안당은 최근에 사찰 내 부지에 별도로 건립

바로 옆에 국립현충원이 있음

산책코스를 통해 인근 지역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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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천주교
흑석동

성당

동작구

흑석동
3000 헌금

신도 및

가족
2006

제2종일

반주거지

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증축 공사 이전의 외관

출처 - http://www.catholic.or.kr/ 증축 예상 조감도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출처 - http://www.catholic.or.kr/ 출처 - http://www.catholic.or.kr/

비고

현재 증축 공사중

본당의 1층 안쪽 공간에 봉안당 설치

현재는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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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천주교
절두산

성당

마포구

합정동
6452 1000 신도 2006

자연녹지

지역,

역사문화

미관지구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본당과 박물관 건물의 외관

봉안당이 위치한 교육관 건물

출처 - 절두산 성당 웹사이트

http://www.jeoldusan.or.kr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비고
본당 및 박물관 건물과 분리된 경내의 교육관 건물 지하 3층과 4층에 봉안당 위치

초기에는 약 300기 정도의 봉안 공간만 만들었으나 현재는 6000기 이상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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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불교 봉원사
서대문구

봉원동
4000

300 ~

2500
5 2007

제1종일

반주거지

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대웅전의 모습 봉안당이 설치된 연지원 건물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출처 - 법보신문 2008년 12월 5일 기사

http://www.beopbo.com

비고

초기에는 약 1000기 정도의 봉안 공간만 만들었으나 현재는 4000기 이상으로 확충

한때 서대문구청에 의해 무허가 시설로서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정상운영

경내 별도의 건물에 봉안당 설치



- 121 -

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불교 봉국사
성북구

정릉동

300 ~

500
없음

자연녹지

지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대웅전 앞

출처 - 봉국사 봉안당 홍보 팜플렛

봉안당 입구

출처 - 봉국사 봉안당 홍보 팜플렛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출처 - 봉국사 봉안당 홍보 팜플렛 출처 - 봉국사 봉안당 홍보 팜플렛

비고

경내 별도의 건물에 봉안당 설치

다른 사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평지에 위치

사찰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존재하여 인근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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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불교 여래사
성북구

정릉동
1400

150 ~

350
제한없음 2003

자연녹지

지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외부 공간에 있는 봉안탑과 봉안벽 외부 공간에 있는 봉안벽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순국선열 봉안탑

비고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외부에 있는 봉안당

산책코스를 통해 인근 지역과 연결

항일투쟁 순국선열 위패도 봉안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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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천주교 용산성당
용산구

산천동
840

150 ~

500

신도 및

그 가족
2003

제2종일

반주거지

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본당 외관 성직자 묘지 전경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비고
용산 성직자 묘지 곁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당이 설치

봉안당이 있는 건물이 경사지에 있어 한쪽으로는 외부로 통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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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천주교
구파발

성당

은평구

진관동
756

300 ~

600
5 신도 2012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출처 - 구파발성당 웹사이트

http://www.mygupabal.or.kr

출처 - 구파발성당 웹사이트

http://www.mygupabal.or.kr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예배당의 모습과, 그 끝에 위치하는

봉안당으로 연결되는 문 예배당 뒤에 마련된 봉안당

비고

봉안당이 성당 예배실 제대 뒤쪽에 2개 층으로 설치

이로 인해 학교 인근 200m 이내에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한 학교 보건법의

적요을 피할 수 있었음

봉안당이 성당 부속 데이케어센터, 옥상정원, 성직자 기숙사 등과 바로 가까이 붙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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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불교 흥창사
은평구

진관동
420

200 ~

400
30 제한없음 2002

자연녹지

지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비고

산 속에 위치하는 사찰은 아니지만 부지 앞을 지나는 큰 도로로 인해 주변 지역과 단절

지하철 역이나 인근 아파트 단지 등과 실제로 가깝지만 존재감이 약함

봉안당은 별도의 건물 2층과 3층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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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성공회

대한성공

회

서울교구

중구

정동
540 헌금 신도 1997

제2종일

반주거지

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출처 - 대한성공회 서율교구 웹사이트

http://cathedral.kr

출처 - 가톨릭프레스

http://www.catholicpress.kr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비고

기본 25년에 2회 계약 연장 가능, 최장 75년까지 이용가능

현재는 거의 만장이고 예약신청 가능

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

봉안당은 본당 지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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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명 위치 봉안능력
안치료

(만원)

관리비

(만원)
안치자격 설치일 입지지역

불교 금선사
종로구

구기동

자연녹짖

역

위성사진

및

지적도

외부사진

출처 - 금선사 웹사이트

http://www.geumsunsa.org

출처 - 장례 관련 정보 웹사이트

http://ehyo.co.kr

내부사진

및

기타정보

출처 - 장례 관련 정보 웹사이트

http://ehyo.co.kr

출처 - 장례 관련 정보 웹사이트

http://ehyo.co.kr

비고 보존연한이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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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태릉성당 봉안당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출처 : “학습권 방해하는 성당

납골당 반대한다.”, 오마이뉴스, 2007년 8월

24일 기사, http://www.ohmynews.com)

<태릉 성당 봉안당 설립 과정에서의 주민과의 갈등>

성당에서 봉안당이 적극적 역

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

고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때문이

다. 구파발성당과 같이 여러 제

약과 따가운 시선을 넘어 어렵

사리 시설을 설립한 경우도 있

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봉안당

의 설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

우도 있었다. 태릉성당이 그러

한 경우인데, 설립과정에서 성

당 내부에 봉안당을 설치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 갈등이 생긴 것이다. 주민들은 성당 주변에 학

교가 있기 때문에 봉안당이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면

서 봉안당 설립에 반대했다. 갈등은 매우 심각해서 주민들은 시위와 항

의 현수막을 걸고, 성당을 방문한 추기경의 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의 소

동을 벌였다. 이는 구파발성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 보건법의 규정

때문이다. 직선거리 200m로 규정되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안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와 바로 이

웃하고 있는 성당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성당이 봉안당을 건립하고 있던 당시의 구 학교 보건법에는 봉안시설 관

련 규정이 없었는데, 구청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

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다분히 자의적 결

정이었고, 성당측에서는 이에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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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인근 유치원에서 200m를 겨우

확보한 구파발성당 (출처 : “구파발성당”,

네이버지도, 2016년 11월 8일 접속,

http://m.map.naver.com/search2/search.nhn

?query=구파발성당&sm=hty#/map/1/131395

13)

그림 71 곁의 중학교로 인해 봉안당

설립을 못한 태릉성당 (출처 : “태릉성당”,

네이버지도, 2016년 11월 8일 접속,

http://m.map.naver.com/search2/search.nhn

?query=태릉성당&sm=hty#/map/1/13139956

)

제청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과 종교의 자유 등 침해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

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략) 학교 주변의 납

골시설 설치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죽음이 나와 무관한 일

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정작 우리는 죽은 이들의 공간을 먼 세상으로 떠난 이들

만을 위한 자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

략) 납골시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며 “납골시설이 유해한 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

기 위한 수단은 납골시설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

해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65)

와 같이 말하면서 성당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구청은 소송 와

중에 학교 보건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에 설치 금지 항목으로 봉

안시설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끝내 성당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반려

65) 김소영,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제재규정에 대해 위헌제청”, Legalinsight,

2008년 1월 3일 작성, http://legalinsight.co.kr/archives/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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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런 사태는 봉안당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사태의 법률적 핵심은 학교 보건법의 규정 내용에 있지

만, 실제 주민들에게 중요한 점은 봉안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한

집값 하락 우려였다. 기실 봉안당이 시끄럽거나 통행량이 많은 시설도

아니어서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위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납골시설은 그 자체로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선 아래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다.

집값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필사적으로 설립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당에 부설되는 봉안당은 주거지 가까이 위치할 수

있으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감춰지기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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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Distance between

the Cemetery and the City caused by

Modernization

-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Paris and Seoul -

Kee Se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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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ath cannot be separated from life. Death is not only a one-off

event that occurs at the end of human life, but always maintains

tension with life itself. The life of people in big cities like Seoul,

however, is completely disconnected from death. Why is death in

modern cities away from life? Is the cemetery expelled from the city?

How do you establish a cemetery in the city again? These are the

key research questions that I want to address in this article.

A funeral ceremony is very diverse. However, the cemetery is

always a meeting place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Therefore,

the placement of a cemetery is always an important issue in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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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t any time. The disposition of the cemetery is a way of

exp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and the

cemetery forms its own domai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ity. The

distance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or the distance between the

city and the cemeter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uch a disposition. In distance, however, qualitative (i.e., depth) and

quantitative (i.e., width) aspects coexist as stated by the philosopher

Maurice Merleau-Ponty. The problem between the cemetery and the

city can also be thought of as focusing on the tension between these

two aspects of the concept of distance. To this end, this article

compares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cemeteries of Paris and Seoul.

I focused on how the cemeteries of the two cities changed during

modernization and how their attitude toward the cemeteries changed

in the process.

If we look at the disposition and use of cemeteries in pre-modern

Paris and Seoul, we can find many common things in spit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The cemetery at that time was close 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the dead continued to have close relations with

the living. Sometimes there was some tension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authorities to manage the cemetery, but the attitude of the city

to the cemetery was fundamentally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dead.

However, the fundamental change of urban structure due to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roblem of the cemetery. With the advent of the train, the world has

shrunk, the space has become homogenous, and the city has

expanded unprecedentedly. This expanded metropolis is now

experienced as a network, not an organism. Because people are now

moving directly from one place to another through transportation, the



- 133 -

city is only experienced in fragmentation. In such a situation, the

cemetery is expelled to the outside of the city through merger and

abolition. When the city grows aga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into the city is repeated. This was a similar phenomenon in most of

the modernized cities as in Paris and Seoul. However, while Paris

and Seoul share the same overall flow, they responded quite

differently to th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large-scale remote

cemeteries, resulting in a completely different urban landscape. In

Paris, cemetery reform, which began in the French Revolution, was

actively promoted in the mid-19th century and had plans to build a

large cemetery outside the city. Despite the bold initiative of Baron

Haussmann, however, the plan was canceled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o value the relationship with the dead. Because of

this, the cemeteries of the nineteenth century reforms still remain in

the city and they have relations with the people. Thus, new

cemeteries are being built as close to the city as possible. Through

this process, Paris has found a new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in urban situations after modernization.

On the other hand, after liberation from Japan, Seoul was unable to

manage the cemetery due to social confusion including war. All of

the cemeteries left in the city were expelled as industrialization

began. As a result, there is no public cemetery or ossuary at present

in Seoul, and the cemetery is completely hidden from the city

landscape. The cemetery of Seoul is now disconnected from everyday

life and becomes a node on the network. The cemeteries were all

expelled from the city without a chance to coordinate the new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As that situation

becomes fixed, Seoul has become almost impossible to establish a

new cemetery or ossuary on the publ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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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old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was

not cut off. In Seoul, about 20 years ago, a new kind of place for the

dead began to appear. In the private domain, not the public, the

cemetery is entering the city again in the form of an ossuary

attached to religious facilities. In other words, the current cemetery of

Seoul is divided into two forms : the cemetery, which is expelled

from the city in the public domain, and the ossuary, which is

attached to religious facilities built in the city in the private domain.

Especially among the ossuary that is attached to the religious

facilities, the cathedral ossuary, which is located close to downtown,

is the only cemetery that exists near people's daily life. Currently,

these facilities do not fully realize their potential due to social

awareness and regulatory constraints. However, these facilities show

that cemeteries, which appear to have been completely exiled, enter

again into Seoul, and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is still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se facilities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point when preparing a new cemetery or

ossuary in Seoul.

keywords : modernization, cemetery, ossuary, Maurice

Merleau-Ponty, Guy debor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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