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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울의 대표 경관인 남산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왔다 남산의 변화.

에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담겨 있으며 그 변화는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

세기 조선의 건국 때부터 남산은 서울의 지배 경관이었다 그럼에도 남산14 .

전반에 걸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은 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20

루어졌다 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도 세기 들어서면서부터다 선행 연. 21 .

구들의 범위는 부분적이거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성과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했다 서울의 대표 경관임에도 계획과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현재 남산.

에서는 축성 시간대를 고증할 수 있는 성곽과 근대 이후 수많은 시간의 흔적

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유구가 발굴되고 있다 남산이 공원 녹지 개념을 넘어.

도시 재생 문화유산의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남산에 대한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산을 역사도시경관으로 보고 변화 특성과 동시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역사도시경관으로서 남산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태.

도와 관점을 갖는다 첫째 시간적 층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까운 과거뿐. ,

아니라 현재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한다 둘째 남산을 단일한 대상이라기보다. ,

도시와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다 셋째 외형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가치뿐 아니. ,

라 무형적 가치와 영향에 주목한다 넷째 남산에 대해 산 공원 한양도성이. , , ,

라는 다층적인 관점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관점은 남산을 공원으로 국한해서.

고찰하거나 물리적 환경 변화에 주목해온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내사산인 남산의 능선에는 일찍이 한양도성이 조성되었고 근대 이후 남산,

은 서울의 대표 공원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산 공. ,

원 한양도성 각각의 변화 특성과 서로의 이웃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남산 경, ,

관 전체를 가로지르는 변화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 관.

점은 연구의 방법임과 동시에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각 장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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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실과 해석을 병행하는 해석적 접근으

로 진행한다.

산 으로서의 남산에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한 종교적 신성성과 서‘ ’

울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공존한다 산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겼.

던 조선시대에는 남산에서 제사를 지내며 국가의 안녕을 빌었다 일제 강점기.

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시설이 조성된 후 남산 고유의 신성성은 해체되었고

새로운 종교적 장소로 변용되었다 서울의 대표 경관이라는 상징성은 조망 대.

상으로서 조망 장소로서 현재까지 그 가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남산의 공원, , ,

계획이나 경관계획 등 법정 계획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남산의 공원 은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 ’

로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근대 공원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한국인이 원래 남산.

에서 누렸던 행락 활동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혼합된 양상을 보였다 해.

방 후에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공원이 변화되었으며 세기 후반부, 20

터는 복원 문화 교육 관광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남산이 변화되고 있다, , , .

공원으로서의 남산은 문화 정치적 장으로 활용되었다.

남산의 한양도성 은 내사산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물리적 변화뿐 아‘ ’ .

니라 놀이 상징 경관 문화재로서의 보존 개념 유산 가치로의 인식 등 그 의, , ,

미도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변화했다 남산의 한양도성은 그 변화의 흔.

적이 발굴되면서 유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되었다.

산이자 공원이며 한양도성을 포함한 남산 경관의 변화 특성은 상징 문화,

정치 유산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해석된, ,

다 산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지속성을 갖는다면 공원의 문화 정치적 특성과. ,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남산 경관의 변화는 지속. ‘

성 과 변화 수용성 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다’ ‘ ’ .

지속성 이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가치로 유지되는 특성이다 상징성과‘ ’ .

전통을 추구하는 경향은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의 상징성은 남산을 서울과 동일시하며 많은 변화를 유

발하는 동인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양식을 지향하는 전통에 대한 강박은 공원.

과 한양도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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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수용성 은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현‘ ’ ,

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착된다 식민 권력에 의한 종교 시설과 공원의 변.

화 개인의 기념 공원화 민족주의 근대화의 과시 반공 사상의 주입 어린이, , , , ,

신화의 덧씌우기와 같은 새로운 가치가 투사되어 왔다 남산의 제모습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의 상징을 해체하고 자연과 전통을 이식하기도 했다 최.

근에는 사회 문화적 요구에 부흥하여 교육과 체험 문화 관광 문화유산 등의· , ,

패러다임을 담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수많은 변화에도 서울의 대표 경관이라는 상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

한 상징성은 오랜 시간 동안 공원으로서의 남산을 문화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요인이 되었다 공원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흔적은 남산 한양도성의 유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을 해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산. ,

경관의 변화 특성은 지속성 과 변화 수용성 을 갖으며 공존 또는 충돌해 왔‘ ’ ‘ ’

다 현재와 미래의 남산 경관은 가치 있는 특성은 지속하되 동시대상을 표현. ,

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회귀가 아닌 새로움을 담는. ,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가치와 시대상을 표현할 새로움.

에 대해 열린 절차에 의한 합의 창의적 개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역사도시경관은 남산뿐 아니라 사대문안 또는 서울로 범위를 확장하여,

이해해야 한다 서울은 남산 외에도 시간의 층위가 중첩된 건조물 공공공간이. ,

담긴 역사도시다 그러므로 점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이 아닌 역사도시경관 개.

념 하에서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 계획되어야 한다, , .

주요어 역사도시경관 문화경관 남산 산 공원 한양도성 지속성 변화 수용성: , , , , , , ,

학 번: 2008-3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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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배경 목적 범위1. , ,

남산은 서울 어디에서나 보이는 대표 경관이다 서구 도시의 랜드마크가 오.

래된 성당이나 뾰족한 탑과 같은 건조물이라면 서울에서는 남산이 그 역할을

해 왔다.1) 산은 서울을 구성하는 특별한 매력 요소이며 그 중에서 남산은 오

랜 시간 동안 서울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2) 그러나 남산은 조선 건국 이

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다른 내사산과는 달리.

왜 남산에서만 유난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림 이수억 남산이 보이는 풍경< 1-1> , ‘ ’ 1975
자료 유족 소장:

1)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 파주 열화당 미술책방, ( : , 2002), p.54.『 』

2) 년 서울시에서 시행된 서울시 도시 이미지 설문조사 와 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2004 ‘ ’ 2006
서울시 이미지에 관한 다차원 분석 연구 외에 년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 ’ 2011
드마크에 대한 결과로 남산과 서울타워 남산타워 가 위를 차지했다 이형우 남산 서울N ( ) 1 : , “
타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저널 년 월호,” CERIC 2011 8 , pp.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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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양도성 중앙 광장 발굴 조사 현장< 1-2>
자료 필자 촬영: , 2014

그림 한양도성 중앙 광장 토층< 1-3>
자료 필자 촬영: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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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남산의 변화가 서울의 역사와 관계 맺어온 흥미로운 단서를< 1-2>

제공한다 사진의 장소는 서울시 중구 회현동 가 남산 분수대 주변으로 서울. 1

한양도성 중앙 광장 발굴 조사 현장이다 한 프레임 안에 태조 세종 순조 때. , ,

축조한 조선시대의 성곽 일제 강점기의 신궁 배전터 년 세워졌던 이승, , 1956

만 대통령의 동상 기초 년 당시 국내 최대를 자랑하던 분수대 년, 1969 , 1970

교육연구 정보원 당시 어린이 회관 이 담겨 있다( ) .

현 시점에서 남산에 대해 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 한양도성을 빼놓을 수

없다 사적 제 호로 지정된 한양도성은 년 세계유산 잠재목록. 10 2012 (tentative

에 등재된 바 있으며list) 3)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년 월 제출을 목적으로2016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4) 본 연구에서 주목

하는 점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 따라 남산

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유산의 가치 또한 재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림 은 같은 현장의 토층 사진으로 현재의 시간까지 년이 넘는< 1-3> 600

시간의 층위를 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진들에서 알 수 있듯이.

남산 경관은 도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흔적과 오랜 시간의 켜가 누적되어왔

으며 변화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남산의 경관을 이루는 수많은 시간의 층.

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과,

제가 던져졌다.

남산의 흔적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란 기념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문서로“

바꾸어 그 흔적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시도 다” .5) 발터 벤야민(Walter

은 그의 마지막 글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Benjamin) “ ”

전환을 거론했다.6) 역사 인식의 방점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과 사건을“

기록하는 것 에서 기억하기 위한 행위 로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역사를‘ ’ ‘ ’ ” .

대할 때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의 대상 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 ’

3) whc.unesco.org/en/tentativelists/5781

4) 문화재청 보도자료: www.cha.go.kr

5) Michel Foucault, L'archologie du savoir,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 ,『 』
1992), p.26.

6) 최성만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길, ( : , 2014), pp.373-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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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재 이 시간에서 다루어야 할 기억의 대상 으로 보자는 것이다 독일의, ‘ ’ .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 에 따르면 세기 중반 이후(Reinhart Koselleck) 18

근대는 자연적인 시간과 구분되는 역사적 시간 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 .7) 경험

과 기대 즉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경험 공간은 축소되고 미래, ,

에 대한 기대 지평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과정으로 근대를 보았다 년. 1960-70

대에는 역사라는 개념보다는 오로지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치 있다고 여겼,

다 역사 의식은 년대 들어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년대의 시. 2000 . 1980-90

간도 과거로 인식되면서 과거 시간의 지평이 넓어졌고 교과서적 정서인 단일,

한 서사보다는 다원적 역사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8) 유럽에서도 최근의‘

과거 에 대한 관심이 몇 년 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9) 어느 특정 시점뿐 아니

라 현재까지의 시간의 변화를 존중하고 특히 최근의 과거에 주목하여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수많은 시간의 층위와 더불.

어 원 역사경관의 복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

다.10) 과거란 미래를 위한 안내자로서 역할을 한다 라는 단어를. preserve

로 분해해 보면 미래에 기여한다는 개념이 포함된다pre-serve .11)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남산 경관을 시간 층위가 누적된 역사도

시경관 으로 파악한다 남산은 시간의 중첩뿐 아니라(historic urban landscape) .

다양한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역사경관이자 사람과 자연의 상호 관계에 의한

흔적이 누적된 문화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땅은 아무 흔적도 없는 백지가. “

아닌 이상 먼저 살다 간 세대가 남긴 문화유산 위에 덮여서 표현될 수 밖에

7) Reinhart Koselleck, 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tlichen zeiten 한철 역 지, , 『
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 , 1998), pp.393-398.』

8) 강홍빈 시간속에 살다 역사도시 서울 역사도시 서울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 , ,” , ?『 』
심포지엄 기조 강연, 2011, .

9) 유럽에서는 년대부터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인 도코모모1990 (Documentation and
와 같은 기관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s of the Modern Movement) ,

미국에서 년부터 시작한 최근의 과거 보존 연합2000 ‘ ’(The Recent Past Preservation
들은 좋은 사례다Network) : Norman Tyler, Ted J. Ligibel, and Ilene R. Tyler, Historic

Preservation,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 2009), pp.142-144.

10) 안창모 남산이 담고 있는 시대와 경관 한국경관학회 학술발표대회, “ ,” , 2012, p.52.『 』

11) 위의 책Norman Tyler, , p.14.



- 5 -

없다.”12) 남산의 경관을 연구하는 것은 양피지 위에 여러 번 쓰고 지우며 희

미하게 보이는 흔적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장소에 비해 남산에서는 왜 유난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의미와 가치에는 변화가 있었는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며 그것은 현?

재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양한 시간적 층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부?

터 현재까지 남산의 경관에 어떤 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산 경관의 변화 과정을 통해 그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

고 동시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에 던져진 과거 여러 시.

간대의 층위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그 특성은 동시대 남산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과거의 역사와 흔적을 통해 현.

재를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산의 경관은.

과거에 이어 현재 미래에도 끊임없이 시간이 쌓이고 변화해 가는 역사도시경,

관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조선 초에서 현재까지로 폭넓

게 설정한다 남산의 변화는 근대 이후에 주로 많았지만 변화 이전의 남산 경.

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

대 이전 공원 생성 이전의 남산 경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개의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개의 근린공원을 포함하1 4

고 남산과 영향을 주고받는 경계 부분도 포괄한다 서울의 다른 행락지와 같, .

이 남산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행락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공원,

의 뚜렷한 경계를 기록상 확인하기 어렵다 남산공원 이전 일제 강점기에는.

거류민단에 의해 조성된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이 있었지만 남산 남산공원, ,

한양공원 등과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용어 또한 혼용되어 왔다.13) 년 경1940

성 시가지 계획 공원으로 남산공원 가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하나의345,000 ,㎡

남산공원은 개의 근린공원 회현 예장 한남4 ( 604,178 , 74,411 , 144,066 ,㎡ ㎡ ㎡

12) 윤홍기 땅의 마음 서울 사이언스북스, ( : , 2011), p.23.『 』

13) 서영애 손용훈 남산공원 태동기의 공간별 활용 유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31(1),『 』
201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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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 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나뉘어져서 현재에 이289,209 ) (1,786,508 )㎡ ㎡

르고 있다 면적은 총 약 이다. 2,898,372 ( 878,294py) .㎡ 14)

년 남산 제모습가꾸기 계획의 범위가 남산으로 한정된 것에 비해1992 ,『 』

년의 남산르네상스 계획은 남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 즉 도심 대축2009 , 4『 』

과 해방촌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도시 계획상의.

남산공원15) 외에 남산과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부도 범위에 포함한다.

그림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현황도< 1-4>
자료 서울시고시 제 참조 필자 작성: 2009-19 ,

14) 년 남산공원은 기존 남산동과 신규로 용산동을 포함하여 로 확대되었다1955 1,256,600 .㎡
이후 년 장충단공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1984 2,971,546㎡
의 거대한 하나의 공원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해제로 공원 경계가.
변경되었다가 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2009 ‘ ’
로 변경되었다 서울시고시 제: 2009-19.

15) 남산공원의 위치는 중구 회현동 필동 장충동 용산구 후암동 용산 가동 이태원 동 한남( , , ), ( , 2 , 2 ,
동 에 걸쳐 있다 지형은 남동 방향과 북서 방향으로 뻗은 능선을 장축으로 한 타원형 형) .
상으로 최고 높이는 서봉 에는 서울타워 동봉 에는 미군 통신대가 자리 잡(265m) N , (243m)
고 있다 전체 면적의 가 해발 이하이고 이하 완경사가 이다 남산. 86% 200m , 15% 25.5% :
이야기 eboo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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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2.

지리학에서의 문화경관2.1.

칼 사우어 는 자연 경관이 인간의 문화 과정에 의해 변형된 결(Carl Sauer) “

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경관이 문화경관이다”16)라고 일찍이 정의한 바 있다.

문화경관 연구의 목적은 경관을 관찰 기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문,

화라는 힘 또는 매개체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 즉 문화 과,

정을 밝히는 것이다 한 지역의 경관 연구는 한 장소의 특성과 변동을 파악하.

고 다른 지역의 문화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인간 행위의 본질과 각 문화의 본

질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17) 따라서 도시의 문화경관을 해석하기 위

해서는 현대 도시 경관을 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 이론이나 문화 이론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 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18)

마이크 크랭 은 희미하게 지워진 경관을 팰림세스트(Mike Crang) (palimsest)

에 비유했다 팰림세스트는 종이가 귀했던 유럽에서 종이 대신 사용했던 양피.

지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글씨들을 가리킨다 양피지가 워낙(parchment) .

귀해 전에 썼던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글을 덧쓰곤 했는데 희미하게,

지워진 것들과 그 위에 덮어쓴 글씨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팰림세스트

다.19)

본 연구는 남산의 경관을 팰림세스트처럼 시간이 중첩되어 흔적이 쌓인 결

과물로 보고 문화경관 이론 중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관을 텍스.

트로 보고 읽고자 하는 관점과 경관을 상징물로 보고 그 상징성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남산의 경관이 드러내는 상징을 텍스트로 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

16) Carl O. Sauer,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2), 1925, pp.19-53.

17) 이정만 사우어의 문화경관론 현대 지리학의 이론가들 서울 한울, “ ,” ( : , 1993),『 』
pp.71-83.

18) 이정만이 분류하는 경관 해석의 네 가지 측면은 경관의 상징성 경관의 정치 경제학 경관, ,
의 이용 가상 경관이다 이정만 경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리 정보 사회의 지리, : , “ ?” 『
학 탐색 서울 한울( : , 2008), pp.350-365.』

19) Mike Crang,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1998),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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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관점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의 경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고 강조하는 년대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화지리학자들에 의해1970

제기되었다 이들은 사우어로 대표되는 전통 문화지리학이 경관의 시각적 형.

태에 관심을 둠으로써 가시적인 경관 이면의 경관 형성의 다양한 층위를 간과

했다고 비판했다 외부자의 견해를 강조하고 경관의 외적 형태를 중시한 것이.

전통적인 경관 개념이라면 최근의 경관 연구는 경관에 대한 내부자의 정체성,

과 경험을 발견하려는 노력에 비중을 둔다.20)

특히 제임스 던컨 은 전통 지리학자들이 문화를 초 유기체적(James Duncan)

으로 보았던 이론이 문화와 공간의 상호작용 인간 집단의 영향력 등을 간과,

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1) 경관이란 문화 시스템

을 이루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전달 재생산 경험되는 의미 있는 텍스트로서, ,

작동한다고 보았다.22) 그는 캔디안 왕국 을 사례로 한 연(Kandyan Kingdom)

구를 통해 경관을 만든 권력자와 이를 해석하는 사회 집단과의 차이를 설명했

다.23) 지배 계층은 그들이 만든 경관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이념이나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백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리.

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가 자연 처럼 극히 당연하게 느끼‘ ’

게 하는 힘이 경관에 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도시 경관을 무의.

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자연화 효과라고 한다, ‘ (naturalization)’ .24) 따

20) 류제헌 한국의 문화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문화역사지리학회지, “ ,” 21(1), 2009,『 』
pp.107-108.

21) James Duncan, “The Superorganic in American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1980, pp.181-198.

22) James Duncan,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17.

23) 왕은 도시 경관 요소의 재편과 생산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과 위엄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
해서 신화 속의 세계 우주의 모습 당대의 천국에 관한 담론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현세, ,
의 도시 경관에 재현함으로써 영원한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권.
위가 사회적으로 널리 파급되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된 도.
시 경관에 대해 귀족이나 농민들은 왕의 의도대로 읽지 않았다 귀족들은 폭군의 허식 내.
지 미친 짓 정도로 보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농민들은 그러한 건축을 부당하고 억압적,
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위의 책: James Duncan, , 1990, pp.59-91.

24) 윤홍기는 경복궁과 조선 총독부 건물을 둘러싼 경관 변화를 경관 자연화 시키기 와 그 뒤‘ ’ ‘
집어엎기 를 통해 상징물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구했다 완전히 파괴 후 새것을’ .
세우는 형 부분 파괴 후 기존의 잔재와 대비시키는 형 세 번째로는 정복된 사람들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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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많은 경우 경관은 사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인 실물 상태로 변

형시킨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관들은 기존 지배 계층과 그 이념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사고 방식에 의해 다시 해석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경관의 변형이.

나 재해석을 경관의 자연화 뒤집어엎기 라고 한다‘ ’ .25) 이러한 경관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것과 유사하며 장소의 의

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상징적 경관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다.26)

문화경관에는 특정한 사회 집단이 지니는 세계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나 지

배와 피지배의 권력 관계가 투영되어 있으며 그것을 생산하고 유지해 온 사,

람들이 표현한 상징적 의미와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27) 문화는 지배와 종속

으로 점철되는 권력 관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층에 의해 의미가 창조

되어 피지배층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배 집단은 피지배.

집단에게 계급간 갈등의 불가피함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다.28)

경관의 정치경제학적 방법으로 한 사회의 다양한 세력은 자기들이 소속된

집단의 힘을 증대시키거나 확인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경관을 형성하고

이미 주어진 경관도 가능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기를 원한다.29) 이러한

한 비석형으로 구분했다 윤홍기 앞의 책: , , pp.242-244.
조경진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공원의 전개 과정을 장소기억의 상징 투쟁으로 보
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러한 관성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국 공원의 변화를
해석했다 역사가 재현되는 장소들은 특정한 사회정치적 이념을 표방하거나 민족의 정기.
혹은 민족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상징 장소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권력 계층에게 사회 통.
제의 효과적인 매개체가 된다고 보았다 조경진 장소의 기억과 재현 건축 도시 조경: , “ ,” · ·『
의 지식 지형 고양 나무도시( : , 2011), pp.198-199.』

25) James Duncan and Nancy Duncan,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2), 1988, pp.117-126.

26) 이러한 상징 투쟁과 사회적 구성론에 입각한 경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송희은 창경: , 『
궁의 장소성과 상징성의 사회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해경 사( , 2007), ,』 『
회적 구성으로 본 서울의 역사문화경관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27) Denis Cosgrove & Stephen Daniels,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7-8.

28) Peter Jackson,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don:
Unwin Hyman, 1989), p.54.

29) 이정만 앞의 책, , 2008, pp.35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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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경관 창출은 도시발전의 이념과 이미지 상징의 동원을 통해 헤게모니,

를 유지하려는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 및 담론을 통해 이루어진다.30)

데니스 코스그로브 는 경관을 아이코노그래피(Denis Cosgrove) (iconogra-

phy)31)로 보고 실제 지표의 경관보다는 고지도 사진 및 화가들의 그림 등에,

함축된 사회 문화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32) 전종한은 다비

에서 시작된 영국의 경관 연구는 사회학 및 인류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

전해 왔다고 하면서 코스그로브의 이른바 으로서의 경관‘cultural production’ ,

즉 권력과 자본 지위와 표상 혹은 상징으로서의 경관 개념과 문제의식을 같,

이 하고 있으며 상징적 표상으로서의 문화경관을 이해하는 방향이 새로운 경

관 연구의 방향이라고 보았다.33)

경관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도구뿐 아니라 회화 지도와 같은 문화적 산, , ,

물을 포함하는 텍스트이며34) 도시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책이나 영화 농담, ,

광고 생산품 건축 형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 .35) 도시 경

관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읽음으로써 가능하다 나아가 상징 기호 이. , ,

미지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권력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한다.36)

소설 풍경화 영화 등의 재현 매체를 통한 경관 연구는 문화지리학을 중심, ,

으로 지평을 꾸준히 넓히고 있는 추세다.37) 영화라는 재현 매체는 장소와 공

30)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서울 논형, ( : , 2005), p.88.『 』

31) 도상학이라 번역되기도 하지만 윤홍기는 상징성 해석학 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에 더 적‘ ’
합하다고 한다 윤홍기 앞의 책: , , 2011, p.23.

32) Denis Cosgrove, “Iconography,” in R. J. Johnston ed., The Di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2000), p.366.

33) 전종한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서울 논형, ( : , 2005), p.52.『 』

34) Trevor Barnes & James Duncan, Writing World: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London: Routledge, 1999), p.5.

35) John Rennie Short, Imagined Country (London: Routledge, 1991), pp.159-222.

36) 박승규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학회지, “ : ,” 7,『 』
1995, pp.131-145.

37) 장소와 장소 이데올로기에 주목한 존 쇼트는 토마스 하디 의 소설 미국(Thomas Hardy) ,
서부 영화 오스트리아 풍경화를 통해 황야 문명 농촌 도시에 대한 가치와 태도 의미를, , , , ,
분석하였다 앞의 책: John Rennie Short, , 1991, pp.159-222.
이 밖에 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경관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Jacquelin Burgess & John Robert, Gold, eds., Geography, the Media & Popular



- 11 -

간의 성격과 이미지 그리고 권력 관계를 재현하는 대표적인 문화 정치의 경,

관 텍스트다.38) 이 밖에 사진 엽서 고지도 등도 경관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 ,

되고 있다 사진은 주로 집단 기억의 매체로 공식 역사와 공식 기억을 강화하.

는 데 사용되어 왔다.39) 역사 경관에는 공식적인 기록과 일상적인 이야기가

공존하지만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숨겨진 이면의 이해는 어렵다 재현 매체.

를 통해 공식성에 가려진 일상 흔적의 구체성을 엿볼 수 있다, .40)

본 연구는 남산 경관의 변화를 읽고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지리학에

서의 문화경관론을 기저에 두기로 한다 지리학의 문화경관론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남산 경관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산되며 사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용되기도 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외관뿐 아니.

라 영화 소설 엽서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 , ,

그 내면의 의미를 텍스트로 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Cultur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pp.1-32, 123-143.
심승희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 “ - ,”『
지리학회지 13(1), 2001, pp.67-84.』
안종욱 영화를 통한 인천의 장소 정체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11(6), 2005,『 』
pp.501-516.
서영애 조경진 우디 앨런의 영화 속에 나타난 센트럴 파크의 문화경관적 의미 문화역, , “ ,”『
사지리학회지 20(2), 2008, pp.62-78.』
장윤정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장소 재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 (『 』
교 박사학위논문, 2013).
정희선 현실과 시뮬라르크의 경계 넘기 영화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고찰 문화역사지, “ : ,” 『
리학회지 25(1), 2013, pp.86-98.』

38)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서울 논형, ( : , 2006), pp.55-59.『 』

39) 수잔 손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
어떤 사진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고 사진 매체의 특성을 설명했다’ : Susan
Sontag,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서울 이후, ( : , 2004),『 』
p.135.

40) 김재관 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서울 생각의 나무, , ( : , 2007), pp.14-15.『 』



- 12 -

유산 개념의 문화경관과 역사도시경관2.2.

남산 경관과 같이 대도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상인 경

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에서는 문화경관 의 개(UNESCO World Heritage Centre) (cultural landscape)

념을 적용 가능한 도시 차원으로 확장하여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의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유산 개념을 고찰landscape) .

함으로써 남산 경관 해석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 회의1992 41)에서 문화유산42)의 새로운 유형

으로 문화경관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된 경관‘ ’ ‘ (clearly defined landscapes)’,

결합 문화경관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s)’, ‘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다(organically evolved landscapes)’, .43) 탁월한 보편

적 가치를 지닌 문화경관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최초의 국제 규약으로 이를 통

해 문화경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문화경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년 유럽회의 의 문화경관 지, 1995 (Council of Europe) ‘

역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권고 에서 경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경관은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지형적으로 정의된 영토 사이에 일정 기간 동

안 존재한 여러 관계들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연적 요소와 인간 요.

소 그리고 그 둘의 조합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드러나는 결과다, .44)

따라서 경관은 정해진 영토가 개인과 공동체에 의해 인지되는 방식에 의해

41) 제 차 회의 미국 산타페 년 월16 , , 1992 12 : whc.unesco.org.

42) 세계유산은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운영 지침에서 문화와 자.
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유산은 복합 유산 으로 정의한다 문화(mixed heritage) .
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기념물 또는“ , ,
건축물 그리고 역사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 ,
갖는 유적지 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세계유산협약 제 조 조 세계유산을 규정하는” ( 1 , 2 ).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다 탁월한 보편적‘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어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있어 공통적으
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가치를 의미한다 운영지침 항( 49 ).

43) UNESCO World Heritage, Challenges for the Millennium (World Heritage Centre,
2007), pp.39-40.

44)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On the Intergrated Conservation of
Cultural Landscape Areas as Part of Landscape Policies,” 1995, p.2.



- 13 -

정의되고 특성화된다는 점 개인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증명한다는 점 지역 문화 감수성 실천 믿음과 전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 , ,

되는 점에서 문화적 차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5) 이어 2000

년의 유럽 평의회에서의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46)에

서는 경관을 자연적 요인 그리고 또는 인간적 요인의 작용과 상호작용의 결‘ /

과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역 으로 정의한다’ .47)

그러나 세계유산이 유럽 중심이며 기타 지역까지 폭넓게 다루지 못하기 때

문에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좁은 의미의 문화유산만을 나타낸다

는 우려가 제기 되자 세계유산위원회는 년 글로벌 전략을 채택한다 글로1994 .

벌 전략의 주제로는 땅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상호 작용과 문화적 공존 창의적 표현 등에 관해 폭넓게 고려했다, .48)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 지역적 문화적 콘텍스트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같은 해 일본 나라 회의의 결과물인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는 이러한『 』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조에서부터 문화적 유산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1 ‘ ’

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과 유산 다양성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다양성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권장해야 할 사항 조 이며(5 )

문화 유산 다양성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문화와 그들 신념 체,

계의 모든 측면을 존중 조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6 ) .

특히 진정성의 이해는 문화유산의 모든 과학적 연구 보존과 복원 계획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 조 로서 강조한다(10 ) .49) 문서의 말미에 보존

에 대한 정의를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그것의 역사와 의미를 알(conservation) ‘

고 그것의 물질적 보호를 확실히 하며 필요시 유산의 해설 복원과 향상을 도, ,

모하는 모든 노력 이라고 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50)

45) 앞의 글Council of Europe, , 1995, pp.2-3.

46) 유럽경관협약은 세계유산협약을 보완하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UNESCO World
앞의 글Heritage, , 2007, p.115.

47) Council of Europ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2000, p.9.

48) 앞의 글UNESCO World Heritage, , 2007, p.41.

49) ICOMOS,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50) 앞의 글ICOMOS, , 1994,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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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는 의미가 있으며 이 문서는 이후 역사도시경관『 』

의 개념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경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도시 지역이나 인공 구조물을 포함하는 대상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해석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년 후 년 이코모스의 샌 안토니오 선언 에서는 물리적 구조의 중2 1996 ‘『 』

요성은 반드시 유적이 지닌 무형적이고 차별적인 특성과 요소가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고 무형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문화경관의 경’ .

우 패턴 양식 정신적 가치 등 전반적인 특성과 전통의 보존이 오히려 유적의, ,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보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며 도시지역의 문

화경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51)

이와 같이 문화경관의 개념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경관의 개념을 다소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

원회는 대체로 인간과 환경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문화경관만을‘ ’

받아들였으며 인간의 개입이 경관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 영향력에 의미를 부

여하지는 않았다.52)

따라서 변화하는 도시 지역의 유산을 설명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변화에는 역동적 성격을 다룰 중재과정이 필요하며 보존이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다루는 것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중재하는 지적인 과정이기 때문이

다.53)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변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도시경관 은 유산의 의미가 확장되고 인간을(historic urban landscape) ,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접근 방식과 도시보존 개발, ,

관리의 방식이 필요하게 되어 문화경관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역사도시경관은.

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현대 건축 역사도시경관의 관리2005 ‘ - (World Heritage

51) ICOMOS, The Declaration of San Antonio 조 조, 1996. 3 , 4 .

52) 앞의 글UNESCO World Heritage, , 2007, p.117.

53) Francesco Bandarin and Ron van Oers,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Managing
Heritage in Urban Century (Chichester: Willy Blackwell, 2014),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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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정의는 역사도시경관이란 자연. ‘

적이고 생태적인 맥락에서 건물 구조 오픈스페이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기, ,

념물로 나타나며 이는 곧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환경으로서 인간 정,

주지를 구성하는 장소적 역사적 과학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 , , ,

포함하는 개념 이다 역사도시경관은 토지 이용이나 기반 시설 외에도 현재’ . ,

그리고 과거의 사회적 표현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을 포함한다 특히 문화.

경관과 차별점으로는 도시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기능적인 사용,

사회 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경제적 개발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구조적인 간섭, ,

을 도시 전통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점이다.54)

보존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계획 과정에서 개발과 디자인 과정 간의 균형을

위해서 시간적인 인식과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의 구성은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역사적이지 않고 현대적이지도 않은 모조 디자인의(pseudo-historical)

방지를 강조한다 개발을 통한 오픈 스페이스와 현대적 건축물은 도시 특성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전 의미에서 진일보 발전한 개념이다.55)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의사 결정자들과 보존 전문가들이 직면한 문제 중

의 하나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지에 새로운 레이어를 첨가하는 방식의

문제다 이에 대해 게티보존협회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그 질 이 어떠냐. (quility)

에 달린 문제지 스타일이나 재료 컬러 등의 건축적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역사적 대상지에 현대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 현재에는 쓰이지도 않.

는 재료나 스타일로 옛것을 재현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엔나 헌장 에서 강조하듯이 그것은 모방 에 지나지 않. (pastiche)『 』

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레이어는 그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스타. ,

일 건축적 언어가 필요로 한다, .56)

54) 조“Vienna Memorandum,” 2005, 7-13 .

55) 조 조“Vienna Memorandum,” 20-21 , 31 .

56) Susan Macdonald,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Historic Urban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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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The Kunsthaus Graz in Graz, Austria, 2003
자료: www.getty.edu.

그림 는 이러한 논의들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역사 도시 중심에< 1-5> .

위치한 건물로 기존의 맥락과 대조됨으로써 지역의 아이콘이 된 사례다.

존 러스킨 은 시간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오래된 건물이 누릴(John Ruskin) ‘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오래됨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했다’ .57) 대체로 최근의

보존에 대한 개념은 존 러스킨의 오래된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는 복원이란.

Challenges of Inserting New Architecture into a Historic Urban Environment 26(2),
2011,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57) 예술의 변하지 않는 가지 미덕으로 희생 진실 힘 미7 (sacrifice), (trueth), (power), (beautify),
생명 기억 순종 을 제시했다(life), (memory), (obedience) : John Ruskin, “The Ramp of
Memory,” The Seven Lamp of Architecture (London: Hazell, Waston, and Viney,
1891),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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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을 왜곡시키는 모방에 불과하며 모방을 완벽하게 할수록 과거의 가치에

잘못된 인식만을 갖게 될 뿐이므로 어떤 형태로의 복원도 반대한다고 했다.58)

현대적인 보존이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며 현대 사회의 가치 변화에,

기본적인 특성을 두고 현존하는 문화적 물리적 환경적 자원의 잠재적인 범위, ,

에서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이다.59)

제 차 유네스코 총회 에서 채택한36 (Paris, 25 October-10 November, 2011)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는 보다 명확한 역사도시경관에 대한 개념과 접Historic Urban Landscape)』

근 방식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역사도시경관이란 역사 도심이나 집합체의 개.

념을 보다 넓은 도시 맥락 및 지리 환경까지 확장시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들이 역사적으로 중첩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을 말한다 역’ .

사도시경관의 범위는 지형 역사와 현대를 포함하는 건조 환경 도시 기반 시, ,

설 도시 공간 토지 이용 방식과 공간 조직 시각적 관계 그 밖의 도시 시설, , , ,

물을 포함한다 아울러 사회 문화적 가치 경제적 과정 다양성과 정체성과 관. , ,

련된 유산의 무형적 내용을 포함한다.60)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이란 역사 지역을 도시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방식

으로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 구조 자연 형태와 환경 사회적 문화적 가, , ,

치들을 고려한 보존 방식을 의미한다 도시 지역에 대한 조사와 기록 지역 사. ,

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의 파트너십 구축 보, ,

존과 개발이 통합된 계획 수립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 밖에 역사도시.

경관의 보존 관리에서는 역량 강화와 조사 정보 제공 및 소통에 대한 중요성,

도 강조되고 있다.61) 무형적인 요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기록에 근거

한 기초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위한 전

략이 중요하다.62)

58) 위의 책John Ruskin, , pp.194-198.

59) Jukka Jokilehto,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2002), p.295, 318.

60) 조“Recommendation on Historic Urban Landscape,” 2011, 8-9 .

61) 위의 글 조, 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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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사도시경관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접근방법을 홍보하고 연구하는 일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는 비전문가와. New Life for Historic Cities『 』

이해 관계자 사이에 이해를 돕고자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정보지다 그림. <

은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는 문화와 자연적 가치의 상호 관계에 의한 결1-6>

과물로서 역사도시경관을 설명하고 있다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 (Millenium

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에는 수계를 포함한 지형학 도시기반시설 시간Bridge) , ,

성을 드러내는 도시 건조물 공공 공간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가치 다양성, , ,

과 정체성 등의 무형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도시 경관의 다양한 층위< 1-6>
자료: New Life for Historic Cities , 2013, pp.12-13.『 』

62)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Historic Urban Environment Conservation Challenges
and Priorities for Action,” 2009,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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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국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역사도시경관2013 『

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 에 대한 운영 지침과 세부 부칙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했다 환경 변화와 사회 경계적 상황에 부합하는 지역적인 유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

다.6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유산 연구소(WHITRAP)64)에서는 년부터 중2013

국의 상하이 강소성 사천성(Shanghai), (Jiangsu Province), (Sichuan Province),

호주의 밸러레트 파키스탄의 라왈핀디 등 문화적 가치(Ballarat), (Rawalpindi)

가 있는 역사도시를 사례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65) 대상지는 역사

도시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도시 독특한 문화와 건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

지구 등으로 규모와 특성이 다양하며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역사도시경관

의 개념과 접근 방식을 적용하며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양도성이 잠정 목록에 등록되면서 유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추세다 한양도성의 유산적 가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66) 세계유산

위원회의 주요 협약과 논의와 관련된 기초적인 연구,67) 구체적인 대상으로 산

유산 종묘나 창덕궁의 사례를 통한 연구, ,68) 문화재 보호의 관점을 벗어나 도

63) World Heritage Centre, “Report on International World Heritage Expert Meeting on
the Mainstreaming of the methodological approach related to the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pae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2013, pp.1-7.

64) 년에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조직된 비영리 조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유산연구2013
소(The World Heritage Institute of Training and Research for the Asia and the Pacific

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 유산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Region: WHITRAP)
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 유산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기관의 용량을 기.
반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한다, .

65) 역사도시경관 홈페이지: www.historicurbanlandscape.com.

66) 김영수 송인호 동아시아 성곽유산의 특성 분류와 세계 유산 등재 경향 분석 한국전, , “ ,” 『
통조경학회지 송인호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진정성 한양30(4), 2012, pp.81-92, , “ ,”』 『
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자료집, 3 , 2013, pp.7-12.』

67) 세계 유산의 주요 개념과 특성을 분석한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유산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주요 연구가 있다 박진재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 , 『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효상 세계유산( , 2012), ,』 『
협약의 기초 개념 연구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에 관하여 한남대학교 석사- , , (』
학위논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유산협약의 유형 무형 유산 연계 가치 연, 2013), , ,『
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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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생을 실현하는 도시 유산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69) 세계 협약을 비

교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적용 가능한 법제화에 대한 연구70) 등이 있다 특히.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을 서촌에 적용한 연구는 역사도시경관 접근에 대한 실천

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면에서 진일보된 성과다.71)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도시문화나 도시공원에 대한 유산적 가치와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물리적 유산의 범위 또한 단일 건조물에서 도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용적 범위도 무형적 가치를 포함하는 추세다 이와 같이 유산과 관련한 최.

근의 연구는 건축 도시 조경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 개념과 보존 관리 방법과, ,

그 적용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며 이는 건조 환경을 단순히 물리적인 가치로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유산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화로 파

악된다 더욱이 주요 문서와 최근 회의 결과 등이 유네스코 게티보존회 유럽. , ,

경관협의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남산을 가치 있는 역사도시경관으로 파악함으로써 남산이 내포한

다양한 시간적 층위에 주목하고 외형의 변화뿐 아니라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68) 구체적인 대상을 유형화하거나 객관적 수치로 환산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등 실제 적용가,
능한 모델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원석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착: , “
산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박재민 성종상 근대- ,” 24(1), 2012, pp.27-49, , , “『 』

문화 유산의 평가 기준과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1(1), 2013,『 』
김지선 세계문화유산지의 관광 체험 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pp.12-20, , ( ,『 』

장은선 서울 도심부 세계 문화 유산 주변 지역 보존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종2011), , :『
묘와 창덕궁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현 도심부( , 2012), ,』 『
세계유산의 완충구역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유산 종묘과 창덕궁을 중심으로 서울: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9) 강동진은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개념을 정리하였다 강동진 세계문화유산의 완충 구역: , “
관리 개념 정립 국토계획 강동진 도시 재생 관점에서의 도시,” 41(1), 2006, p.18, , “『 』
유산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48(6), 2013, pp.261-265.『 』

70) 류제헌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 자산, “ : ,” 『
으로서 국토 경관의 가치와 역할 심포지엄 자료집, , 2013, pp.11-15.』

71) 채혜인 문화유산 국제 보존 원칙의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 보존 방향 서울, -『
서촌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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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검토3.

남산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2000 .

기는 년의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1992 『 』

고 년의 남산르네상스 계획이 수립되면서 남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 2009 『 』

각되는 시점이다.

서울시 산하 기관 혹은 시 내부에서 이루어진 서울시의 중요 정책에 반영하

기 위한 기초 연구가 주를 이루며 실태와 문제점 분석 정책 방향에 대한 실, ,

증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배. ,72) 안병직과 하재호,73) 정숙영74)의 연

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개선 방향.

에 관한 연구들은 남산의 현황을 이용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접근성을 개선75)

하거나 이용 프로그램76)에 대해 논의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서울 도심의 정체성 연구 역사 문화유산의 변화 기록 및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한 은 언론 매체 분석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담』

72) 남산공원 재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남산공원의 현황 및 이용 실태
에 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남산공원의 미래성 재정비 기본 방향 주요 실천 과제를, ,
제시하며 가장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안 과제인 접근성 개선 및 노후 재이용 시/
설의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경배 남산공원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 『 』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 2004).

73) 서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내사산과 팔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시 가치와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병직 하재호 역사적 자연 환경인 내사: , , “
산과 팔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시정연구 논총 서울터전,” 2007,『 』
pp.483-513.

74)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의 대 핵심 과제인 잠식 시설 이전 및 적지 공원화 사업 자연4 ,『 』
생태의 보전과 자연 학습 공간화 사업 역사 문화 보전 및 문화 기능 도입 사업 보행 접, ,
근성 강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사업 추진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요약한 면에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정숙영 김경배 남산: , , “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도시생태공원으로서의 평가 서울도시연구,” 7(1), 2006, pp.101-『 』
122.

75) 남산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에 관한 설문을 조사 분석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현석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남산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 , “
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6), 2010, pp.229-236.『 』

76) 남산공원의 생성 과정과 주요 현황 공원 이용 프로그램 이용 실태 등을 고찰하고 설문을, ,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덕현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의 비교 연구 생성 과: , :『
정과 사용 현황 중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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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분석하여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 주제와 연구 방법에서 기존 연

구와 차별점을 갖는다.77) 년대 이전의 남산 연구로는 조선시대 풍류 문2000

학으로 경관관을 해석하거나78)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남산과 아파트 경관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79) 경관 관리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

다.80)

남산을 관광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이미

지를 분석하거나81) 대표적인 관광 명소화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기도 했

다.82) 지역사 박물관 조성,83) 해방촌 문화 복합시설 계획,84) 야외 식물원의

활성화 방안 등과85) 같이 남산의 개별 시설이나 이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

구 성과도 이어졌다 년대 말에서 년 간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1900 100

변화를 고찰한 이수연의 연구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86)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 강점기라는 특정 시기를 시간적 범위로2010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는 조선시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로.

77) 서울특별시 서울 도심의 정체성 연구 역사 문화유산의 변화 기록 및 시민 인식 조사를, -『
통한 , 2010b.』

78) 박명자 서울 남산의 경관 가치에 관한 연구 조선 시대의 풍류 문학에 표현된 경관관을, -『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1).』

79) 게쉬탈트의 와 개념을 도시 경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경관 형태의 하나인 산과 시가地 圖
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김기호 게쉬탈트 이론을 적용한 도시경관 관리: , “
에 관한 연구 산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 31(3), 1996, pp.143-156.『 』

80) 이청원 도시 공공 조망점 선정에 있어 문화적 인자에 관한 연구 남산의 조망점을 대상, :『
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0).』

81) 최승담 최영석 전통 문화 관광지의 공간 이미지 구성 요인과 방문객 만족도와의 영향관, , “
계를 남산골 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8(2), 2007, pp. 215-228.『 』

82) 장은영 대도시 도심 공원의 명소화 과정 연구 서울의 확산에 따른 남산공원의 기능 변, “ -
화 경기 관광 연구,” 4(4), 2009, pp.1-13.『 』

83) 장보윤 남대문 남산 주변의 정체성 찾기 위한 건축적 작업 경사지를 활용한 지역사 박, , :『
물관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5).』

84) 조재훈 남산 그린웨이에 대응한 해방촌 복합 문화시설의 친환경적 계획 연구 한양대, (『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5) 이재혁 도시 공원에서의 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남산 야, , :『
외 식물 공원을 사례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8).』

86) 이수연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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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는 근대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인접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디지털 자료의 접근이 용이해진 요.

인도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산 소재 신사의 건립과 활용. ,87) 남

산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계획인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 의 개념 고찰,『 』 88)

근대 공원 태동기의 주요 공간과 활동,89) 장충단공원의 변화,90) 근대 공원과

신사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91) 등 실증적인 도면이나 고문헌을 토대로 소재

와 주제 면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목할 연구로는 남산에 대해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정권의 권력 담론

이 공원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남산의 재구성 박정희 정권의 어린이-『

보건 복지 정책과 남산의 변화 가 있다 박정희 정권이 어린이 라는 기호를· . ‘ ’』

특정 공간의 이미지 요소로 선택한 이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출발

하여 어린이 공원화에 개입했던 시대적 담론과 권력의 논리를 분석했다.92) 남

산을 새로운 관점으로 구성하여 인식의 확장을 시도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의 잠재 목록에 등재되고 남산 회현 자락의 성곽,

발굴에 따라 학제간 소통을 통한 학술대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산의.

근현대 역사의 수난사를 중심으로 한 포럼에서는 남산 역사를 종교적 상징의

장,93) 근현대 생활 문화의 장94)으로 조명했고 남산의 근대화로 본 서울의 수,

87) 안종철 년대 남산 소재 경성 호국 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1930-40 , , ,”
서울학 연구 42, 2011, pp.49-74.『 』

88) 손용훈 서영애 년 경성부 남산 공원 설계안의 삼림공원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전, , “1917 ,”『
통학회지 30(4), 2012, pp.23-31.』

89) 서영애 손용훈 앞의 글, , , 2013, pp.28-37.

90) 김해경 최현임 일제 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 , “ ,” 『
회지 31(4), 2013, pp.95-112.』

91) 박희성 근대기 남산의 공원 변천 과정으로 본 한국 도시공원의 일면 근대 동아시아, “ ‘ ’ ,” 『
수도의 재편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엄, , 2014, pp.17-34.』

92) 이해수, 『남산의 재구성 박정희 정권의 어린이 보건 복지 정책과 남산의 변화- · 』 서강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93) 유기쁨 남산의 근현대 수난사 종교적 상징의 이식과 공간화 남산의 근현대사 수난, “ - ,” 『
사와 미래 서울생태문화포럼 창립 심포지엄, , 2013, pp.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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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을 조명한 심포지엄에서는 조선신궁과 남산,95) 남산 산록 개발에 따른 전

원 도시론96)에 주목하였다 회현 자락 성곽 발굴 성과에 따라 남산 경관의 유.

산적 가치97)와 성곽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학술대회98)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 성과를 고찰한 결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출발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특정 시기에 주목하거나 공간 혹은 시설

에 집중한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양도성 발굴과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유산 개념으로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남산을 공원이라는 측면에 국한해서 연구해 온 한계

를 지니고 물리적인 시설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년대 이후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성과는 본격적으로 이루1990

어지지 않고 있다 공원 이외에 남산의 고유 가치에 대한 고찰과 도시와의 관.

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남산이 가진 다층적인 면에 주목하

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적 범위,

또한 현재까지 폭넓게 설정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 방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94) 김시덕 남산 근현대 생활 문화의 변화 남산의 근현대사 수난사와 미래 서울 생태, “ ,” ,『 』
문화포럼 창립 심포지엄, 2013, pp.193-212.

95) 우동선 이토 츄타와 조선신궁 근대 동아시아 수도의 재편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엄, “ ,” , ,『 』
2014, pp.3-16.

96) 염복규 일제하 조선의 전원 도시론 수용과 남산 남록 개발 논의의 의미 근대 동아시, “ ,” 『
아 수도의 재편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엄, , 2014, pp.35-44.』

97) 서울특별시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 5 , 2014.『 』

98) 서울특별시 도시 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제 차 한양도성 국제 학술회의, , 3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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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전개4.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남산의 변화에 주목한다 남산은.

도시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온 역사도시경관으로 남산을 형성하는,

다양한 층위는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뿐 아니라 역사도시경관 접근 방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관의 무형적 가치를

포함하여 남산 경관을 형성하는 다층적인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남산은 공원이기 이전에 도시의 산이다 산 은 공원의 한정된 경계를 벗어. ‘ ’

나 도시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산이.

도시 중심에 있는 다른 도시 사례들에서 살펴보면 같이 도시의 산은 역사적으

로 도시와 서로 관계 맺으며 변화해 왔다.99) 산으로서의 남산은 공원을 형성

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근현대 도시공원으로서 남산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산이 가진 또 다른 층위는 뚜렷한 경계를 가진 공원 이라는 점이다 남산‘ ’ .

과 남산공원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고 우리는 남산 자체를 공원으로 인식해

왔다 산과 공원으로서의 남산은 자연과 인공 변하지 않는 가치와 변화하는. ,

가치로 구분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장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여기에 또한 층위로는 한양도성 이 있다 한양도성은 남산이 서울의 내사산‘ ’ .

이었기 때문에 조성된 것으로 도시의 확산와 이용적 가치가 우선시 되면서,

훼손되거나 방치되었다 이후 문화재 유산 가치로 재조명되고 있다 남산의. , .

한양도성은 산과 공원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남산의 한양도성이 가.

지는 독립적인 가치와 변화 특성뿐 아니라 남산의 다른 층위와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 공원 한양도성이라는 다층적 관점으로 남산 경관을, ,

읽고자 한다 각 요소의 개별적 특성의 변곡점과 불연속성에 주목하여 각 요.

소들의 변화 특성을 도출하고 요소 간 이웃 관계를 해석하여 변화의 요인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해석한다.100)

99) 부록 사례 도시와 산 참조1. : .

100) 미셀 푸코 의 역사 연구 방법에 따르면 역사의 연구란 문서를 해석하고(Michel Fouca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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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park city wall

그림 산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 1-7> , ,

이와 같이 다층적 관점으로 남산을 해석함으로써 남산이 가진 다양한 속성

과 무형적 가치를 파악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변화 특성을 토대로 인과 관계와

대립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남산은 산이자 공원이며 한양도성의 가치를 가.

진 장소이나 그동안의 연구는 공원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 주력해 왔다 공원.

의 변화만으로는 남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시간의 중첩과 흔적을 총체적으

로 파악하기 어렵다 각각의 층위를 개별화하여 특성을 도출한 후 서로의 관.

계를 비교 검토하는 총체화를 통한 이원적 연구 방법으로 남산의 과거 현재· , ,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기존 남산 연구와의 차별점은 무형적 가치에 주목하고 시간적 공간적 범위,

를 확장함과 아울러 연구의 방법 상 남산을 산 공원 한양도성으로 구분하여, , ,

고찰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다층적 관점은 연구의 주요 방법이자 동시에.

연구의 구조가 된다 장에서 장은 각각 산 공원 한양도성의 관점에 따른. , ,Ⅱ Ⅳ

해석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병렬적 구조다 각 장의 내용은 사실의 기술과 해, .

석을 병행하는 해석적 방법을 통해 각 장의 소결에 변화의 특성을 도출한다.

참 여부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을 조직화하고 분배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
들어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각 요소들 간의 이웃 관계 를 명확. ‘ ’
히 해야 한다 계열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과 관계 대립에 의한 각 요소들의 유형을 드러. ,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연속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인데 극한과 곡선의 변곡점 기능. , ,
작용의 문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과 관계의 변화의 순간을 특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총체화 의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 병치되거나 서로 계기가 되(totalisation)
거나 서로 포개지고 교차하는 개별화가 이루어진다 앞의 책, : Michel Foucault, , 1992,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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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산으로서의 남산 에서는 한국인의 산악관을 토대로 산에 부여한 신성‘ ’Ⅱ

성과 남산을 조망한다 중심산으로서의 대표 경관 이미지는 어떤 요인과 영향.

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면에 산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평가한다.

장 공원으로서의 남산 은 공원 이전과 공원 태동기 해방 이후로 구분하‘ ’ ,Ⅲ

여 고찰한다 성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논의되었거나 수립되었던 공원 계획.

안도 연구에 포함시켜 공원으로서의 남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남.

산이 공원으로서 변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과 그 특성을 도출한다.

장 한양도성과 남산 에서는 축성 훼손 발굴 복원에 이르는 물리적인 변‘ ’ , , ,Ⅳ

화와 함께 원형 경관이 내포한 한양도성의 의미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현

재에 이르렀는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현재 회현 자락 발굴에 따른 쟁점과 시.

사점을 고찰함으로써 남산의 한양도성이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장 결론에서는 각 요소들 간의 이웃 관계 즉 서로 주고받은 영향과 세,Ⅴ

요소의 변화를 가로지르는 특성과 역사도시경관 남산의 동시대적 의미를 도출

한다.

본 연구는 문헌 매체 자료 사례 연구 현장 답사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다, , , , .

문헌으로는 조선왕조실록 경성부사 서울육백년사 외에 각종 여행, ,『 』 『 』 『 』

기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을 참고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수립된, .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 은 보고서 전문을 번역하여 고찰하고 년 남, 1991『 』 『

산 제모습찾기 구상과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강홍빈 현(』

서울 역사박물관장 이 제공한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를 활용한다 이 밖에) .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울문화재단 등의 관련 자료와 준공 서류 등을 검토하고, ,

계획에 참여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병행한다.

최근의 쟁점과 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등의 자료집 토론문을 활용하고 남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주요 국제 회의 자료 등도 활용한다 매체 자료로는 신문 기사 엽. ,

서 잡지 관광 안내도 영화 회화 고지도 지적도 수치지도 도시계획도 등, , , , , , , ,

을 이용하며 국가기록원 규장각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 등의 온라인 자료, , ,

를 활용한다 남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도 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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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서의 남산.Ⅱ

신성성의1. 해체와 변용

한국 도시의 자연적인 대표 경관인 산은 전통적인 입지 패턴을 형성하고 거

시적 경관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지배적인 가시적 인자였으며 지배적 시각 대,

상으로서뿐 아니라 종교적 의미 체계로서의 역할도 했다.1) 한국인에게 산은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었다 하늘의 아들이 인간 세계인 땅으로 내려와.

인간을 다스린다는 경천 사상은 숭산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경천은 곧 하늘.

을 믿는 신관이며 자연 역시 신격을 갖게 된다.2) 산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자였다 산은 신이 강림하는 곳이자 산신이 사는 곳이었다 이러한. .

산신의 등장은 산의 인격화 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이 예(personification) ,

배를 받는 인격화된 산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3)

남산이 목멱산이라고도 일컬어진 이유는 남산 정상에 목멱신사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태조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북산인 백악 산신을.

진국백 남산의 산신을 목멱대왕으로 봉작하고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빌면서,

국가적으로 제사를 받들게 했다.

왕은 이르노라 그대 백악 과 목멱산 의 신령과 한강과 양진! ( ) ( )白岳 木 山
신령이며 여러 물귀신이여 대개 옛날부터 도읍을 정하는 자는 반( ) !楊津

드시 산 을 봉하여 진 이라 하고 물 을 표 하여 기 라 하였( ) ( ) , [ ] ( ) ( )山 水
다 그러므로 명산 대천 으로 경내 에 있는 것은 상시로. , ( ) ( ) ( )名山 大川 境內
제사를 지내는 법전에 등록한 것이니 그것은 신령의 도움을 빌고 신령의 도,

움에 보답하기 때문이다 중략 감히 나 혼자만 편안히 지내지 않고 후세에. ( )

이르기까지 때를 따라서 제사를 지낼 것이니 신도 또한 영원히 먹을 것을,

가지리라 그러므로 이에 알리는 바이다. .4)

1) 김한배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서울 태림문화사, ( : , 1998), pp.250-251.『 』

2) 최종현 우리의 전통 조영 사상 한국생활환경학회지, “ ,” 7(1), 2000, p.57.『 』

3) 이은봉 한국 고대의 종교 사상 서울 집문당, ( : , 1984), pp.100-101.『 』

4) 조선왕조실록 태조 년 월 일1394 1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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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산의 국사당< 2-1>
자료 동아일보 년 월 일: 1925 6 15

그림 인왕산으로 옮겨진 현재의 국사당< 2-2>
자료 필자 촬영: , 2012

국가적인 제의를 주도한 사회 계층 집단은 왕족과 중앙 지배 권력층으로 명

산을 지정하고 의례를 행함으로써 정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

하고자 했다 서울의 삼각산을 중사에 목멱산이 소사에 포함되는 점은 한양의. ,

중심지로서 상징성과 영역성을 반영한다.5) 남산은 조선시대에 제사 기능이 중

요시되면서 민간인의 거주를 제한했다 왕은 남산 기슭이나 산등성이에 지은.

집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6) 소나무 잣나무 등의 식재와 병충해 관리를 지시,

하거나7) 소나무를 베는 행위를 제한했다.8)

목멱신사에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때 공을 세운 조선의 국사 무학대사의

화상이 모셔졌기 때문에 국사당이라 불리기도 했다 해마다 기우제 기설제뿐. ,

아니라 왕의 병환이나 원자의 질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도록 명하였다 기우제.

는 조선 말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9) 국사당은 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1925

5) 최원석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파주 한길사, , ( : , 2014)『 』 , pp.345-347.

6) 남산 기슭의 궁궐 이 내려다 보이는 집들을 모두 철거하고 또 경성 은 땅“ ( ) ( ) , ( )南山 宮 京城
이 좁으니 마땅히 채마전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 태종실록 년 월 일 신무문, ”: 1411 6 2 , “ (神武

밖 질병가 로부터 내불당 및 남산 에 이르는 곳 등의 모든 산등성) ( ) ( ) ( )疾病家 內佛堂 南山
이를 파서 지은 집은 모두 간심 하여 철거하라 연산 년 월 일( ) ”: 1504 7 15 .看審

7) 태종 년 월 일 세종 년 월 일 문종 년 월 일 연산 년 월1411 4 1 , 1434 4 24 , 1450 4 16 , 1505 3
일20 .

8) 도성 사방에 있는 산들이 볼품없이 벌거숭이가 되어 이미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중략 남. ( )
산 및 다른 산과 사대문 밖에서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가는 자를 각별하게 잠복 순시하였다
가 체포하여 아뢰라고 광해 년 월 일: 1621 3 21 .



- 30 -

신을 모시는 신궁을 건설하면서 현재의 위치인 인왕산으로 옮겨졌다.

남산을 목멱대왕으로 삼아 일반인의 제사를 금하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

전부터 일반인의 제사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10) 남산뿐 아니라 인왕

산으로 옮긴 후에도 일반 신자들의 이용이 이어졌다는 것은 신문 기사 기행,

문 등에서도 확인된다 민간인들의 제례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었다 잡신의 초. .

상을 제거하거나 무녀를 체포하기도 했다.11)

대국사당은 백 년 전에 세운 건물로 다수한 무당이 그곳에 모여 있고 날마

다 참배하는 신자도 많을 뿐 아니라 남산 절정의 풍치를 보존함에도 관계가

적지 않고 중략 이것을 일조에 헐어버리는 것은 고적 보존상으로 보든지, ( )

풍치 관계로 보든지 중대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일반 신자 사이에서도 반

대가 맹렬할 것이므로 결국 헐어버리는 것은 중지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될 편이 많다더라.12)

조선신사가 낙성되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 바 국사당에서 굿을 하는

무당들의 힘으로 총독부에서 이전비를 얻어 그간 현저동 무학재 산 위에 옮

겨 세웠는데 이미 단청까지 끝이 나서 불원간 큰 굿을 하리라 한다.13)

나는 그늘진 산길을 따라 봉화를 올리는 이 유명한 산을 즐겨 올라갔다 이.

곳은 아이 낳는 복을 받지 못한 조선 여인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남산 위.

의 우거진 수풀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암자는 하늘에서 복이 몇 배로 내리

길 비는 데에 사용되는 것 같았다.14)

9) 임금의 병환이 낫지 않으므로 종묘 사직 소격전과 삼각산 백악 목멱산 의 신에게“ , · · · · ( )木 山
기도하였다 문종 년 월 일 원자 의 질병으로 인하여 종묘 사직 소격서와 삼”: 1452 5 5 , “ ( ) · ·元子
각산 백악산 목멱산 등 제산 에 기도 하도록 명하였다 성종 년· · ( ) ( ) ( ) ”: 1477 2木 山 山 祈禱
월 일 기우제는 해마다 이루어졌으며 고종 때까지 기록이 남아있다 삼각산 목멱산 한21 , “ - , ,
강에 첫 번째 우제를 지내다 고종 년 월 일”: 1906 8 1 .

10) 태조 년 월 일1385 12 29 .

11) 독립신문 년 월 일1897 7 27 .

12) 매일신보 년 월 일1924 11 24 .

13) 매일신보 년 월 일1926 5 10 .

14) Emst von Hesse-Wategg, 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
정현규 역 조선 년 여름 서울 책과 함께1894, , , 1895 ( : , 2012), p.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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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룡묘< 2-3>
자료 필자 촬영: , 2013

목멱신사 외에도 민간 신앙의 장소로 와룡묘,15) 관왕묘 부군당 등이 있었,

다.16) 현재 와룡묘는 남산의 북측 산책로 변에 위치하며 일반에 공개되고 있

다.17) 장충 자락에 위치한 장충단은 갑오혁명과 을미사변에서 희생된 군인의

추모를 위해 년에 남소영 터에 세워진 후 초혼제를 지냈다1900 .18)

15) 와룡묘의 창립자와 창립일자는 불분명한데 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 엄씨가 세웠다는 이,
야기가 전해질뿐 확실하지 않다 다만 고종은 재위기간 동안 서울의 곳곳에 사당을 세웠는.
데 특히 서쪽에는 년에 후한 소열제 유비를 주신으로 하고 관우 장비 제갈량 등 삼, 1902 , ,
국지에 나오는 명장들을 배향한 숭의묘를 설립했다 와룡묘에서의 제사는 현재에도 이어지.
고 있다 전우용 서울은 깊다 파주 돌베개: , ( : , 2008), p.369.『 』

16) 관왕묘는 중국 삼국시대의 장수인 관우를 향사한 사당이며 부군당은 조선시대 경아전이나
지방 관아 인근에 설치된 제당 또는 현재 서울 한강 유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 제
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다 그 중에서 남산 자락에 분포되었던 부군당제는 금호동. ,
응봉동 성수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에 있으며 이중 일부는 현재에도 부군당제가 이루어지, , ,
고 있다 김시덕 남산 근현대 생활문화의 변화 남산의 근현대 수난사와 미래 서울: , “ ,” ,『 』
생태문화 포럼 창립 심포지엄, 2013, p.199.

17) 와룡묘의 입구 안내판에는 화재 예방 청결 유지 도난 방지를 이유로 하루 중 공개 참배, ,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정 일자 외에는 향 초 등화 및 제수 진설을 금지하고 있. , ,
다.



- 32 -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신도와 불교 등의 종교적 상징을 이식하기 위한 공간

으로 남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장충단 일대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

문사를 건립하고 종교적 행사뿐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일본군 위령제와 고위

인사의 추도식 장소로 활용했다.19) 년 남산대신궁1898 20) 년 경성신사로(1913

개칭 설립을 시작으로 서본원사와 동본원사 별원 등이 세워져 일본인들의 종)

교가 이식 전파되는 근거지가 되었다 경성신사는 년 조선신궁이 완공되, . 1925

기 전까지 신민 정권의 국가 제사를 대행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경성신사는.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종교 시설로 기획됨으로써 서울의 이질적인 구역인 일

본인 거류지를 더욱 일본식으로 만드는 새로운 일본 종교적 상징의 이식을 의

미했다.21)

조선신궁은 한양공원의 부지에 약 만평의 거대한 규모로 조성되었다10 .22)

신사에서 제신과 더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신사 부지 즉 진좌지, ( )坐地
로 진좌 라는 말은 하늘의 신이 지상으로 강림하여 신사에 깃든다는 종교적인‘ ’

표현이다.23) 일본은 국가 신도를 앞세워서 조선의 주요 상징을 해체하고 일본

적인 상징과 우주론을 주입하고자 했다.24) 조선인에게 조선신궁이란 종교적인

18) 남소영 의 유지 에 장충단 을 세웠다 원수부 에서 조칙( ) ( ) ( ) . ( ) ( )南小營 址 槳忠壇 元帥府 勅
을 받들어 나랏일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고종 년 월: 1900 10

일27 .

19) 박문사의 조성 경위와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해경 최현임 일제: , , “
강점기 장충단 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4), 2013,『 』
pp. 106-110.

20) 왜성대공원에 남산대신궁이 자리 잡자 그동안 서울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지내던 각종 제례
의식도 남산대신궁의 행사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서울에서 죽은 일본인들.
의 초혼제를 지내고 있었다 년에는 청일전쟁에 죽은 전사자들도 기부금을 모아. 1896 1899
년 왜성대공원 경성신사 앞에 갑오전승기념비 를 건립하여 매년 앞에서 제사를 지‘ ’ 念碑
냈다 김대호 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남산 회현: , “20 , ,” 『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서울특별시, 5 , , 2014, p.45.』

21) 유기쁨 남산의 근현대 수난사 종교적 상징의 이식과 공간화 남산의 근현대 수난사와, “ - ,” 『
미래 2013, p.133.』

22) 북서축을 따라 계단 상 중 하 광장 신전 및 부속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주요 건물로는, · · , .
제신을 모시는 본전 경배를 드리는 배전 신직 과 축사사 수수사, ( ), ( ) ( ), (拜殿 神 祝 手水

참집소 등이 있었다 한양도성 박물관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개관기념), ( ) : , “ ,” 『參 所
한양도성 발굴유물 특별전 자료집 , 2014, p.65.』

23) 김대호 위의 글, , 2014, p.51.

24) 유기쁨 위의 글, ,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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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라기보다는 구경하는 장소로만 인식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참배하는 조선인은 없었다 당시 조선인에게 조선신궁이란 자칫하.

다가는 불경죄에 걸리는 무서운 곳으로 인식되었다.25) 조선신궁 외에도 노기

신사와 경성호국신사26) 등 남산에 새로운 신사들이 계속 들어섰다 그림. <

을 통해 조선신궁으로 인해 남산의 지형 및 경관이 크게 변화했음을 알2-4>

수 있다 조선신궁이 해체된 이후에도 동참로와 부지의 흔적은 남아있다. .

25) 김대호 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10~20 ( ,『 』
재인용2003), p.50 .

26) 년에 기공되어 년 완공 당시 주소는 경성부 용산구 용산정 한강통 산 번지1940 1943 , 2-1
로 약 평에 해당하는 넓은 부지였다 현재는 보성 여자 중고등학교와 교회 성당 등21,971 . ,
이 자리하고 있다 안종철 년대 남산 소재 경성 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 “1930-40 , ,
해방 후 변화 서울학연구 호,” 42 , 2011, pp.55-56.『 』

그림 남산의 조선신궁 흔적< 2-4> , 1958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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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쪽에서 본 해방촌 경관< 2-5>
자료 필자 촬영: , 2006

해방 후 경성호국신사 자리에는 한국 전쟁의 피난민이 불법 점유하여 해방

촌이라는 마을을 이룬다 해방이 되자 삼십만 명을 웃도는 월남 동포 해외로. ,

부터의 귀환 동포가 일본인이 떠난 서울로 왔다 실향민들은 당국의 묵인 아.

래 공유지를 차지해 판잣집 동네를 이루고 살았다.27) 이들이 임시로 정착한

해방촌은 서울역과 남대문이 인접한 장소로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에 적합했

다 이들은 해방교회. 28) 등을 세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공산 치하에서 문을

닫아야 했던 고향의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보성여중고교와 숭실중고교를 다시

세웠다.29) 그림 에서와 같이 남산 남측의 우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2-5> .

27) 이문웅은 해방촌 지역의 주민의 출신지별 구성과 지역적 배경 전입 이유 등을 분석하여,
해방촌 형성 과정을 고찰한 바 있다 이문웅 도시지역의 형성 및 생태과정에 관한 연구: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66), p.27.』
최근 해방촌에 관한 연구로 이신철과 안창모의 연구가 있다 이신철 월남인 마을 해방: , “ ‘
촌 용산 가동 연구 공동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호’( 2 ) , ,” 14 , 2000, pp.83-116.『 』
안창모 남산 해방촌 식민지배의 흔적과 해방 분단의 산물 해방촌 건축과 사회, “ - : , ,” 1『 』
호, 2005, pp.282-292.

28) 년 해방교회 창립 천막 예배당 가설 년 경기노회에서 해방교회 설립 허락 후1947 , , 1949
예배당 건축: www.hae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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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요 종교 시설< 2-6>
자료 년 수치 지도위에 본 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00

남산의 주요 종교 시설 위치를 맵핑하면 그림 과 같다 목멱신사와< 2-6> .

조선신궁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

에 종교 시설이 자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산과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분리되고 새로운 공공 공간으로서 산

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남산은 조선 건국부터 종교적 의미와 신성함.

의 의미가 컸지만 일제에 의해 고유의 신성성은 해체되고 특정한(sacredness)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새로운 종교가 이식 되었다‘ ’ .30) 남산의 남측 비탈면에

는 해방촌이라는 마을이 형성되고 실향민의 정신적 상징인 교회가 자리 잡은

것은 남산이 가진 고유의 종교적 의미의 신성성이 연속되었다기보다는 이 역

시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이식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29) 강홍빈 서울에세이 서울 설화당, ( : , 2001), p.95.『 』

30) 진종헌 문화경관이자 공공 공간으로서의 산 한국인에게 산이란 무엇인가 한국문, “ ,” ? ,『 』
화역사지리학회 학술심포지엄, 2013,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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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경관2.

서울 대표 경관2.1.

그림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지형< 2-7>
자료 이상구: , 2013, p.113.

수도 서울은 예부터 전승되어 온 한국 역사 속의 도읍지 조성 경험의 지혜,

한국인의 자연관과 풍수적 사고 그리고 조선 건국의 이념적 바탕이 된 유교,

가치관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도읍지 한양의 가시적이고 인문적인 모습과 정

신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1) 서울은 북악산 인왕산과 낙산 남쪽에, ,

안산으로 목멱산이 위치하여 이들 개 산이 내사산을 이룬다 서울의 핵심 도4 .

31) 이상해 서울 한양도성의 유산적 가치 역사와 도시성곽 한양도성 학술총서 책 서“ ,” , 1 ,『 』
울특별시, 2013, pp.1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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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간은 내사산 사이에 자리한 넓은 공간으로 수도가 입지하기 최적의 장소

였다.32)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에 맞아야 했다 첫째가.

산천의 형세라는 풍수 조건이고 두 번째는 교통 조건으로서 뱃길의 조운과,

육상 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조건으로 성곽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였,

다.33) 서울의 자연 지형이 만들어내는 지형 공간은 도성 안팎의 도시 구조와

도시 조직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다.34)

서울은 조선 왕조를 개창한 세력에 의해 철저한 계획에 기초하여 건설되었

다 마스터플랜 입안자인 정도전은 유학자로서 불교적 세계관을 배척하고 유.

교적 우주관에 기초하여 왕도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자연적 지형 조건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양의 건설에는 신라 말 고려 초에 도입되어 고

려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풍수지리설도 영향을 미쳤다.35)

풍수 사상에서 이상적인 터로 말하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공간은 단순

히 도시가 들어서기 위한 입지요소로서 도시와 독립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의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

다.36) 동국여지비고 에는 수도 서울의 형세와 목멱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

기록되어 있다.

삼각산이 진산이 되었는데 낙산이 왼쪽에 높이 솟고 모악이 오른쪽에 자리,

잡았으며 목멱산이 앞에 읍하고 한강이 그 앞에 흐른다, .37)

남산은 그림 에서와 같이 북측의 진산에서 마주 보이는 안산으로 서< 2-8>

울의 전경과 함께 조망되는 대표 경관이다.

32)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파주 태학사, ( : , 2007), p.67.『 』

33) 태조실록 년 월 일 태조실록 년 월 일2 2 9 , 3 8 12 .

34) 이상구 한양도성의 조영 원리와 형태 아시아 도성의 조영 원리와 도시성곽 제 차, “ ,” , 2『 』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 서울특별시, 2013, , p.113.

35) 신왕조의 개창자들이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교적 경세관에 기초하여 한양 천도가 이루어졌
으며 풍수지리설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풍수지리설의 영향.
하에서 한양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통설이 최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동환 앞의 책: , ,
2007, p.54, p.91.

36) 임희지 한성의 정체성 회복 이야기 파주 한울, ( : , 2014), p.52.『 』

37) 동국여지비고 제 편 한성부 형세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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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산이 보이는 풍경< 2-8> , 1911
자료: Joseph H. Longford

남쪽의 중앙 부근에는 가파르고 나무가 빽빽하고 높이가 미터 정도 되는“ 250

아름다운 산이 갑작스럽게 솟아 있다 그 산의 일부에는 미터나 되는 깎아. 60

지른 듯 한 절벽이 있다 라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남산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38)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인 서울은 서구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

서울의 지리적 여건은 매우 독특하다 산 바로 아래까지 집들이 늘어서.

있는데다 주변에 높은 산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어 분명히 지상에서 가

장 아름다운 거주지로 손꼽힐 것이다 잘츠부르크와 비교해 볼 때 우뚝.

38) George William, Corea of to-day 이복기 역 서울을 걷다 파주 살림, , 1894 ( : , 2009),『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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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은 성과 같은 건물이 없으며 테헤란에 비하면 거대한 산도 없다 북한산, .

과 남산은 규모나 높이에서 훨씬 작다.39)

서울과 지형이 비슷한 슈투트가르트는 당당한 교회와 성 그리고 높은 탑과

화려한 건물들이 솟아 있는데 서울은 단순하고 황량한 황무지 같다 중략. ( )

형언할 수 없이 슬프면서도 기묘한 이 광경은 넓게 펼쳐진 도시와 야성적으

로 솟아 있는 주변 산들로 인해 조금은 숭고한 인상을 준다.40)

기행문에서 묘사된 남산은 서울 전경과 대비되어 숭고미를 주는 시각적 촛

점이다 서울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자 남쪽 경계였던 남산은 도시의 확장으로.

서울의 중심 산이 되어 경관적 상징으로 자리 매김한다.

남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징은 서울타워 현재 정식 명칭은 서울타워 다( N ) .

년 와 라디오 방송을 수도권에 송출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1969 TV

탑으로 세워진 후 년에 전망대가 완성되었다1975 .41) 당시 보도는 한국 통신

계의 숙원 사업이던 종합 송수신소 건립 공사라고 소개하고 있다.42) 층으로5

이루어진 전망대는 북한과 청와대가 보인다는 점으로 인해 년에나 일반1980

에게 공개되었다.43) 년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1990 100『 』

위원회 일부 위원들에 의해 서울타워 철거도 거론되었으나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한 역할이 크므로 철거하는 데 반대 여론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실행

되지 않았다.44) 최근 한양도성 학술 대회에서 소설가 김훈은 높은 산위에 위

39) 년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독일 기자가 쓴 여행기로 반 년 간 서울과 금강산 제주도1901 ,
등을 여행한 후 퀼른 신문에 여행기를 연재했다: Siegfried Genthe, Korea-
Reiseschilderungen, 권영경 역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서울 책과, , 1901 ( :『 』
함께, 2007), p.195.

40) 앞의 책Ernst von Hesse Wategg, , p.77.

41) 제원 해발 남산 서울타워 년 월 서울타워라는 이름으로: 479.7m, 243.0m, 236.7m, 1980 10
일반에게 개관되었다 년에 전망 관객 명을 돌파했고 년에 명에 이르. 1990 1,000 , 2001 2,000
러 빠른 증가를 보였다 년에 서울타워 전면 개선 공사를 시작해서 년 월. 2005 2005 12 ‘N
서울타워 로 리뉴얼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년 서울시 설문조사 외국인 선정 서울’ 2012
명소 위를 차지했다 현재에도 공중파 방송과 송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1 . TV FM
가청 인구의 가 서울타워의 전파탑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타워 홈페이48% : N
지 www.nseoultower.com/index.asp

42) 매일경제 년 월 일1969 12 1 .

43)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5 ( : , 2003), pp.26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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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적인 타워는 도시인을 압박하는 흉물이므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랜

시간 서울의 상징과 일상으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추하다는

감성적인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았다.45)

산 정상에 수직적인 구조물이 있는 유사한 사례로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마

운트 로열 공원의 십자가46)를 들 수 있다 년 홍수로부터 몬트리올을 구. 1643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기념으로 세웠다 오늘날의 나무 십자가는 년에 건. 1924

설되었다 마운트 로열 공원의 이 십자가는 경관적 상징으로 년 설립된. 1981

시민단체 산의 친구들 의 홍보 리플렛에도 마운‘ (Les Amis de la Montagne)’

트 로열과 함께 상징적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림 는 십자가와 시민 참여. < 2-9>

를 독려하는 리플렛이다 마운트 로열과 정상의 십자가가 디자인 되어 공원을.

44) 남산 제모습찾기 인 시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자료100 , 1990.『 』

45) 김훈 한양도성에 대한 서울 토박이의 몽상 한양도성의 인문학적 가치 제 차 한양, “ ,” , 4『 』
도성 학술회의 발표 중에서, 2014, .

46) 마운트 로열 공원 홈페이지: www.lemontroyal.com.

그림 몬트리올 마운트 로열 공원의 상징과 리플렛< 2-9>
자료: www.lemontroy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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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사례처럼 파리 에펠탑이나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등의 인공 구

조물이 한 도시나 나라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 상징물의 공통점은 한 도시.

를 상징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필연처럼 공유되는 가치로

인해 수용한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객관적인 가치를 획득했다는 점이다.47)

남산의 타워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남산 경관과 함께 이제는 분리할 수 없

는 서울의 상징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산과 서울타워는 그 자체로 서울.

을 상징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울의 대표 이미지가 되었다. .

그림 은 서울의 대표 경관 남산과 서울타워를 배경으로 한 서울 도< 2-10>

심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남산은 대표적인 조망 대상이며 동시에 서울을 조. ,

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음 항에서 각각 나누어 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한.

다.

그림 남산과 서울타워< 2-10> , 1976
자료 국가기록원:

47) 정기용 서울이야기 서울 현실문화연구, ( : , 2008), pp.176-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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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 대상으로서의 남산2.2.

남산은 예로부터 서울 어디서나 조망이 가능한 대상이었다 겸제 정선의 스.

승 삼연 김창흡은 잠실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며 외형적 특징을 소의 등 누에,

의 머리 같다고 표현했다.

푸르고 푸르게 눈에 들어오는 먼 소나무 숲 소 등 누에 머리에 만개의 일/

산 그늘이구나 어떻게 늘 푸르러 패기를 기를 수 있었을까 천년 동안 도끼/ /

날 받지 않아서겠지.48)

그림 정선 장안연우< 2-11> , ‘ ’ 1741
자료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정선 목멱조돈< 2-12> , ‘ ’ 1741
자료 간송미술관 소장:

겸재 정선은 자신이 나고 자란 백악산과 인왕산 아래 장동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을 진경으로 그렸다 그림 과 그림 은 북쪽과 남쪽에. < 2-11> < 2-12>

서 본 남산의 모습이다 정선은 북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며 세까지 살다가. 60

양천 현감으로 부임을 한 후 남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처음 보고 오랜

벗 이병연에게 그 감흥을 이렇게 시로 써서 보냈다.

새벽 밑 한강에 떠오르니 언덕들 낚싯배에 가린다 아침마다 나와서 우뚝, .

앉으면 첫 햇살 종남산에서 오르리라, .49)

48) 최기수 남산의 경관 및 공원의 변천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차, “ ,” , 5『 』
한양도성 학술회의 에서 재인용, 2014, p.18 .

49) 최완수 겸재의 한양진경 서울 동아일보사, ( : , 2004), p.232.『 』



- 43 -

그림 태전상회에서 본 남산< 2-13>
자료 사진 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1『 』

그림 박득순 한강풍경< 2-14> , ‘ ’ 1986
자료 박연도 소장:

그림 극장전< 2-15> ‘ ’ 2005
자료 필자 캡쳐: 50)

위의 그림들은 엽서 회화 영화 등의 재현 매체에서 남산이 조망되는 모습, ,

이다 서울 명소 중 순위로 관광 안내서에 남산을 눈을 감고 서울을 상상했. 1 “

을 때 떠오르는 것 으로 언급되고 있다” .51)

50) 본 연구에서 영화 장면은 모두 필자가 캡처한 것으로 이후 별도로 출처를 기입하지 않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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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과 남산 상 하< 2-16> , 1920( ), 2009( )
자료 세 이방인의 서울 회상 전시 도록 서울역사박물관: , , 2009,『 』

그림 은 년과 년에 같은 위치에서 남산을 조망한 사진이< 2-16> 1920 2009

다 년대의 남산 경관은 조선신궁으로 이어진 계단이 뚜렷이 포착되며 주. 1920

변에 경성역 철로 건물군의 모습 등 도시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년의 남산은 고층 건물군에 가려져 능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2009 .

같이 남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경관의 배경이 되어 도시의 발전상과

대비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는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 구상 단계에서 당시 실무 책임자< 2-17> 『 』

였던 강홍빈 스케치다 남산이 주요 조망점이자 조망 대상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 년 경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년 남산르네상스 계획. 2007 2009 『 』

경관 계획에도 남산의 중요도는 반영되었다 남산을 한강과 함께 서울의 대표.

주요 경관 자원으로 지정하고 조망 지점의 대표성 남산 조망의 정도 조망, ,

51) 박수지 김한배 서울 도시 탐방 명소의 장소적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 “ ,” 41(4), 2013,『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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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홍빈의 남산 제모습찾기 구상 초기 스케치< 2-17> 『 』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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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의 접근성 장소적 적정성을 기준으로 남산 조망 경을 설정하고 있다, 8 .

회현 고가 서울역 고가 철거를 통한 남산으로의 조망을 개선하고 남산 조망,

점 개소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22 .52) 년에2010

수립한 서울시 경관 계획 에는 경관 자원 중 남산을 가장 중요한 지형 및 녹“ ”

지 경관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53) 특히 자연 녹지 경관 계획에 따르면 남

산을 삼일로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조망점과 조망축을 설정하고 조망 경관

형성 구역을 계획했다.54)

그림 삼일로에서 남산 조망을 위한 검토< 2-18> , 2010
자료 주신하 경관 한류의 가능성 탐구 신경관 심포지엄 자료: , , , 2012『 』

52) 주요 경관 개선 계획으로 남산에서 시가지 보기 시가지에서 남산 바라보기로 나누어 계획,
하고 있다 남산르네상스: , 2009a, pp.74-77.『 』

53) 경관법은 년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년 개정된 바 있다 남산의 경계 및 주변 지역2007 2013 .
은 남산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층 이하 층 이하의 최고 고도3 , 5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54) 서울특별시 자연녹지경관계획, , 2010a, p.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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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 장소로서의 남산2.3.

남산에 오르면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해서 조선 영조 때는 경주 첨성대에서

관찰이 어려운 월식을 남산에서 관찰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한다.55) 일찍

이 남산에서는 북측으로 도성내 도심이 조망되고 남측으로는 한강과 도성 밖,

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홍경모 는 대에 걸쳐 살던 남산 북쪽 기슭의 집인 사의당에서(1774-1851) 6

보이는 경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사의당은 탁 트여 도시와 교외를 함께 바라보는 전망이 있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모습과 사방의 기이한 경관 그리고 밤낮과 아침 저녁 각,

기 달라지는 풍광 등을 바로 곁에서 모두 쉽게 만날 수 있다 높은 곳에 올.

라 바라보는 빼어남은 반드시 궁벽지고 먼 곳에만 있지 않고 또한 조정과

시장통에도 있어 마음과 눈이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푸른 빛을 모으고 파란 빛을 바른 듯한 자태와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연기

가 피어오르는 경관은 비록 공교로운 글솜씨와 뛰어난 그림 솜씨라 하더라

도 비슷하게 그려내기는 어려울 듯하다.56)

손쉽게 올라서 도시와 교외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남산에서의 조망은 시간

의 변화를 하루 동안에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시장통과 저녁 연기가 피어오.

르는 경관과 같이 사람 사는 도시의 전경과 병풍같이 두른 주변 산과의 조화

로움을 느낄수 있는 조망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은 홍경모가 바라본 듯한 년경 남산에서 본 수도 서울의< 2-19> 1850

전경으로 주택이 빼곡이 들어찬 대도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중앙 하단

의 남산 자락 근경 소나무의 묘사가 사실적이다.

55) 본감 의 첨성대에서는 막힘없이 바라볼 수가 없어 혜성이 낮게 내려간 뒤에는 측후할( )本監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감의 관원으로 하여금 남산 에 올라가 관찰하게 하소서 영. ( ) :南山
조 년 월 일 이 밖에도 영조대에는 년대에도 월식 관찰 기록이 여러 번 확인1744 1 14 , 1750
된다.

56) 홍경모 이종묵 역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 , ( : , 2009), pp.8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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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김수철 경성도 경 남산에서 본 수도 서울 전경< 2-19> , ‘ ’ 1850 :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김정현 춘조서울 전경< 2-20> , - , 1960
자료 아라리오화랑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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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산인 백악이나 인왕산에서 조망하는 것과 남산에서 도시의 중심부

를 조망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건조물 조성 특성상 대.

체로 남향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남산에서 도시를 보는 것은 도시의 정면을

보게 된다 주요 관공서와 궁궐 등의 건물뿐 아니라 주요 도로 체계가 한눈에.

조망된다 도시의 특성과 변화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인 것이다 그. . <

림 은 이와 같은 조망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주요 관공서와 건2-20> .

물 성당의 이미지를 실제보다 확대하고 남산의 소나무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개항기 서울을 방문한 한 외국인은 남산에서 조망한 서울의 경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은 과거와 현대 아시아 특유의 원시 상태와 세계적인 변혁 사이의 급격,

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지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 보면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

쳐진다 산이 둥글게 에워싼 평지에는 밀집된 가옥들이 계곡까지 끝없이 펼.

치며 이어져 있다 집들은 나지막하고 청회색의 일률적인 톤으로 주변 경관.

과 매우 비슷해서 처음 볼 때는 도시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57)

남산의 아름다운 언덕이나 고색 창연한 궁궐 후원의 언덕에서 서울은 가장

멋있게 보인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나지막한 연갈색 초.

가지붕의 바다다 나무 울창한 숲도 광장도 없는 단조로운 풍경이다. , .58)

위의 글들에 따르면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남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전경은 서구.

의 도시와 비교해서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시각적 랜드마크가 없는 일

률적이고 단순한 경관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 은 남산에 올라 뒷짐을 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사람을 담< 2-21>

고 있는 사진 엽서로 넓직한 바위와 소나무 탁 트인 전망이 눈에 띈다, , .

57) 앞의 책Siegfried Genthe, , pp.193-195.

58) Isabella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New York: Fleming H. Revell, 1897),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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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산공원에서 본 시가와 북한산< 2-21>
자료 사진 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4『 』

조선 초 판한성부사 정이오가 지은 남산팔영 에서 꼽은 첫 번째“ ( )”南山八
경관은 운횡북궐 로 북쪽 산기슭 구름 속에 펼쳐있는 궁궐의 전경( ) ,橫北
이다 이는 북에서 백성을 바라보는 임금의 시선이 아닌 남쪽에서 궁궐을 바.

라보는 일반 백성의 시선이다.59) 연산 대에는 일반인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임

금이 사는 궁궐을 내려다 보거나 성 밖을 내다 보는 것을 금지시켰다.

초동 명이 목멱산 마루에 올라 바라보는 것을 왕이 보고( ) 5, 6 ( ) ,樵童 木 山
쫓아가 붙잡게 하고 연행 되어 온 사람 수십 명을 모두 아주 심하게 곤( )

장을 쳤다.60)

남산 인왕산 타락산 에 잡인 이 올라가면 궐 안과( )· ( )· ( ) ( )南山 仁王山 山 人
성 밖이 모두 바라보이므로 매우 좋지 않으니 산꼭대기와 산기슭에 담을 쌓,

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며 흥인문 으로부터 수구문 을 경유, ( ) ( ) ,仁 水口

59) 나각순 남산의 문화와 역사 남산포럼 창립을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 ,” , , 2014, p.50.『 』

60) 연산일기 년 월 일1502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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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밑에 이르는 성 위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성 밖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

라.61)

조선신궁을 건설하기 위해 일제는 후보지 삼청동 경복궁 사직단 장충단, , , ,

왜성대 한양공원 효창원 등에 대해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 12 .62) 남산의 한

양공원으로 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조망이 좋다는 점이었다 도심에서 잘.

보일 뿐 아니라 도심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은 다른 후보지에

비해 탁월한 장점으로 작용했다 경성역에서 가깝다는 지리적인 장점으로 여.

행 온 사람들은 경성역에서 남대문을 거쳐 조선 신궁이 있는 남산에 올라가

시내 전체를 조망했다.

조선 총독부가 기획해 건립한 조선신궁은 식민지 지배 권력의 과시욕을 보

여주는 곳이며 원형 감옥인 팬옵티콘 과 같이 권력을 시각화한 공(panopticon)

간이라 볼 수 있다.63) 팬옵티콘의 장점은 감시자가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인

식을 부여함으로써 수용자를 대상성 영원한 가시성의 상태에 두는 점이다, .64)

이러한 메커니즘은 효율적인 구성의 극대화로 위계적 구조를 구성하고 권력적

시선을 배치하는 효과다.

61) 연산 년 월 일1505 3 20 .

62)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신과 하등의 관계있는 땅일 것 적어도 불상불결의 땅이 아닐 것1. ,
광활하여 군중을 담기에 족할 것2.
울창한 수림을 가질 것 특히 배경에 그것이 있을 것3. ,
조금 높은 땅에 있을 것4.
가성은 남면할 것5.
가성은 청류를 가질 것6.
시가지 잡답의 향과 격리해 있을 것7.
시가와 도합 좋게 연락 있을 것 특히 광활한 참도를 가질 것8. ,
주위의 상황에 하등의 신분 없을 것 눈에 거슬림이 없을 것9. ,
시가에 대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는 풍의 방향에 있지 않을 것10.
프로스텍트가 좋을 것 외관11. ( )
아스페쿠토가 좋을 것 경내에서의 사고 조망이 좋을 것 우동선 이토 츄타와 조선신12. ( ): , “

궁 근대 동아시아 수도의 재편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엄 에서 재인용,” , , 2014, p.6 .『 』

63) 도진순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토론문, 2014, 5『 』
보충 자료.

64) Hubert L. Dreyfus,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alism and Hermeneutics, 서우석
역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울 나남, : ( : , 1989), pp.27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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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선신궁에서 본 경성역< 2-22> , 1927
자료: 『 』子実 侵略神社 新幹社

그림 조선신궁에서의 조망< 2-23> , 1930
자료: 『 』朝 神宮写真帖 朝 神宮社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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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섭의 소설 사랑과 죄 는 이러한 피지배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신궁이 건설되고 있던 시기인 년이다 조선신궁을1924 .

하늘 밑에까지 올라간 듯한 조선신궁의 축대 와 개미 새끼 로 표현한 헐벗은‘ ’ ‘ ’

노동자들과 대비되는 권력의 상징물로 묘사하고 있다.65) 조선신궁은 종교적인

의미 외에 식민지를 지배하는 통치자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상징적 경관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조선신궁< 2-24>
자료: 『 』朝 神宮 営 朝 督府

그림 이승만 대통령 동상< 2-25> , 1958
자료 한양 도성 박물관: , 2014, p.51.

그림 는 그림 의 조선신궁이 철거된 부지에 건립된 초대 대< 2-25> < 2-24>

통령 이승만의 동상이다 서울 도심부를 향해 동상의 전면이 향하고 있다 식. .

민 통치 권력의 시선이 있던 장소는 새로운 권력자의 시선으로 변경되었을 뿐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내려다보는 시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점

은 연속되었다 특히 이승만을 기록하는 자료 사진 중에는 남산에 올라 시정.

을 논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남산 타워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포착된다.66)

65) 남대문 동편 벽에서부터 남산으로 향하야 마조 건너다복 시원스럽게 치처 뚜러 올라간 조‘
선 신궁의 신작로 중략 한울 밋 까지 치처 올라간 듯한 신궁앞에 축대 우에서나 남대문( )
문루 우에서 나려다보면 헐일 없는 개야미 새끼들이 달달 볶는 가마솥 바닥에서 아물아물
하는 것 같을 것이다 염상섭 사랑과 죄 서울 민음사’: , ( : , 1987), pp.11-12.『 』

66)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타워에 올라 망원경으로 시내 전역의 민방위 훈련 상황을 둘러보았
다 매일경제 년 월 일: 1977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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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들은 전쟁 전후 서울의 중심가를 남산에서 묘사한 회화 작품들이

다 도시의 발전을 한 눈에 조망하는 구도이며 주요 건물의 정면과 그린 장소.

가 남산임을 표출하는 소나무를 빠지지 않고 묘사하고 있다 서울의 전경을.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박상옥 서울 전경< 2-26> , ‘ ’ 1959
자료 환원미술관 소장:

그림 박득순 서울풍경< 2-27> , ‘ ’ 1949
자료 타워호텔 소장:

그림 박노수 서울전경< 2-28> , ‘ ’ 1956
자료 서울특별시 소장:



- 55 -

남산에서 서울의 전경을 조망하는 것은 근대화된 발전상을 한눈에 보는 것

으로 년대에 서울 구경의 코스로 자리했다, 1960-70 .

조선신궁이 부서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넘어지고 의사당의 건축 계획

이 중단된 남산에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줄타기 관광차가 생겼

다는 것은 직접 카를 타지 못하고 그냥 거리에서 올려다보는 분들에게도 어

쩌면 관광 거리 이상의 풍경일 수 있다.67)

남산 팔각정에 오르면 날로 달라져가는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

어서 좋다 서울을 처음 찾는 외국인이면 케이블카를 타거나 자동차로 으레.

팔각정에 올라온다 북으로 북악의 팔각정을 마주 대하고 깔려 있는 서울의.

시가지나 남으로 한강 너무 멀리 관악산까지 남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팔각정 전망대는 어느덧 관광 여행사의 빼놓을 수 없는 첫 안내 코

스가 되었다.68)

가족동반과 대 아베크족 지방민과 노인층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2-30 , ,

서울 곳곳의 명소와 외곽을 순회하는 시내 관광의 인기는 대단했다 날로 변.

모하는 서울거리와 시원하게 뻗은 강변도로의 드라이브 북악스카이웨이와 남

산에서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는 코스가 하이라이트로 포함되었다.69)

그림 그림 은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은 남산이 영화에 등< 2-29>, < 2-30>

장하는 장면이다 영화 자유부인 과 삼등과장 에서는 남산에서. ‘ ’(1956) ‘ ’ (1961)

데이트하며 도시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도시를 조망하는 일상적인.

장소로 남산이 활용되고 있다 삼등과장 에서의 회사 옥상이나 남산에서 내려. ‘ ’

다본 고층 건물로 가득 찬 서울의 풍경은 근대적 사회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

는 등장인물의 불안한 일상과 대비된다.70) 그림 은 남산에 올라 여자< 2-30>

친구와 함께 서울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다소 과장된

자신감을 내보이는 남자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67) 남산 서울이 한눈에 동아일보 년 월 일“ , ,” 1962 5 27 .

68) 서울 새 풍속도 현대화의 숲에 싸인 남산 경향신문 년 월 일“ - ,” 1970 11 11 .

69) 경향신문 년 월 일1972 12 28 .

70) 김훈순 년대 한국 영화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욕망과 도시 공간 기호학연구, “1960 ,” 25『 』
호, 2009,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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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유부인< 2-29> ‘ ’ 1956 그림 삼등과장< 2-30> ‘ ’ 1961

그림 돼지꿈< 2-31> ‘ ’ 1961 그림 서울의 휴일< 2-32> ‘ ’ 1967

년대 한국 영화에서는 영화의 주제나 내용에 무관하게 첫 장면을1950-60

남산에서 서울을 스케치 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의 배경이 서울임을.

묘사하기 위한 설정이다 그림 은 영화 돼지꿈 으로 첫 장면에. < 2-31> ‘ ’(1961)

서 도시의 가속화로 서울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나레이

션과 함께 서울의 전경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는 서울의 휴일. < 2-32> ‘ ’

로 하루 동안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린 영화이다 서울의 가로(1967) , . ,

탑골공원 등과 함께 남산에서 보이는 서울의 전경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서울.

의 대표 경관과 함께 남산에서 서울을 스케치 하며 영화가 시작됨으로써 공간

적 배경을 설명함과 동시에 도시화 근대화의 변화된 서울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 57 -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영화 오발탄 과 시 에서는 남산에서‘ ’(1961) ‘0 ’(1972)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도시 생활에 지치고 힘든 도시인의 뒷모습을 보여준다.

도시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받는 도시인의 묘사는 대도시를 배경으

로 남산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감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도시.

의 전경을 묘사함으로써 전통과 근대를 대조하고 있다.71)

그림 오발탄< 2-33> ‘ ’ 1961 그림 시< 2-34> ‘0 ’ 1972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트인 장소라는 점은 남산에 높은 건물을 건

설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고층 건물을 높은 곳에 건설함으로써 효과를 극.

대화하려는 시도이다 남산에 고층의 대형 건물이 들어선 최초의 사례인 자유.

회관 년 은 서울이 조망된다는 장점으로 근대화를 과시할 목적으로 조성(1962 )

되었다.72) 회현 자락에 세워진 어린이회관 년 은 최상층에 전망대 시설을(1970 )

두어 서울 시민과 관광객에게 근대화를 체험하도록 했다.73)

식민 지배 권력이나 최고 통치자의 권력적 시선을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경험은 근대성을 체험으로 연결되었으며 남산에서의 조망은 권력층에,

의해 도시의 발전상을 과시하고 전시하는 국가적 담론으로 이용되었다.

71) 김소영 이미지와 공간 영화 속의 서울 서울 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 “ : ,” 20 (『 』
연구원, 2011), pp.858-859.

72) 강혁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건축역사연구, “ ,” 21(1), 2012, p.151.『 』

73) 이해수 남산의 재구성 박정희 정권의 어린이 보건 복지 정책과 남산의 변화 서강대, - · (『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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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변화3.

남산은 한국전쟁 후 도시계획상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해방 당시 조.

선신궁 및 경성신사가 있던 일대는 공원에서 제외되었지만 공개녹지라는 모호

한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산록 일부는 개설된 공원으로 존재하는 상태였,

으며 장충단 공원과 연결되는 도로공원이 계획된 상태였다 장충단공원 박문. ,

사 일대도 공개녹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일부는 개설된 공원이었다.74)

서울에서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년이었으며1930

성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인구 만이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를 건설한다500

는 목표 아래 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이 수립 발표되었다1966 .『 』 75)

년 수립된 서울 도시계획 중 남산 및 그 부근의 산지 지대 계획1965 “ ”『 』

에서 남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장래 경성시가의 남부에 위치한 산이나 근년 도시의 발전에 따라 부역이 확

장된 현재 경성부내의 거의 중앙에 위치를 점재하게 되었으나 흡사 독립된

일괴 의 산악으로서 표고가 이다 대도시 중앙에 이와 같은 산괴( ) 262m .一塊
가 존재함은 진귀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점유하는 면적은 부속기능을

합하고 실로 만평에 달하며 이와 같은 것은 근대 대도시의 교통상 또는360

경제상의 발전을 조해함이 크다 할지라도 그 풍치상은 물론 보건상 또는 방

재상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76)

남산이 남쪽에 위치한 산에서 중심 산으로 풍치와 보건에 중요하지만 교통과,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산 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

남산은 일찍이 남과 북의 생태축이 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년에는. 1966

남북축으로 삼각산 북악산 비원 종묘 남산 한남동 한강 국군묘지 관악산, , , , , , , ,

을 연결하는 녹지로 남북축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다.77) 년에는 최초로1970

방사 환상식 공원 계통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산은 이 중 제 환상 녹지대를 구1

74) 강신용 장윤환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 ( : , 2004), pp.250-256.『 』

75)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urban.seoul.go.kr.

76)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계획, , 1965, p.340.『 』

77) 녹지 수요의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녹지 지역 계획 수립 지침의 원칙 도시계획 기본계“ ,”『
획 서울특별시, 1966,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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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78) 이 시기에 남북 축선상의 기능과 방사 환상식 공원 계통(radial

의 구조를 이루는 남산은 남산의 장소적 가치나and circumferential system)

활용성보다는 자연 지형의 형태적인 면에서 전체 녹지 체계를 이어주는 기능

으로 인식되고 있다.

년의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에서는 한강을 중심으1980 2000『 』

로 서울의 녹지 공간을 구성하는 계획이 수립된다.79) 대규모의 수변 녹지와

함께 도시의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풍치로를 구상하고 있다 이 계획은 녹.

지 계획을 한강과 함께 수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강 광역 조경계.

획 중 에 남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남산의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Zone ,Ⅱ

으로 다른 관광 위락지와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잠재력과 상징적

의미는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남산이 시민 근린공원으로서 기능 저.

하된 원인으로 보행자의 접근성이 불량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78) 제 환상녹지대는 사이의 폭으로 현 북한산 세검동 혹은 평창동 안산 와우산1 3~4 1 - - -㎞ ㎞
남산 장충공원 낙산 북한산이며 이 녹지대에는 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하고 자연공원과 근- - -
린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제 환상녹지대 제 환상녹지대로 구성하여 자연녹지와. 2 , 3
생산녹지 등의 보전과 조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조: , 『
정수립 1970, pp.55-108.』

79)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2000 , 1980, pp.519-542.『 』

그림 공원 녹지 계통 구상도< 2-35>
자료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조정 수립: , 1970, p.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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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동선 체계를 보강책으로 도심부에서 삭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서울역 명동 세운상가 동대. < 2-36> , , ,

문 신사동 보광동 등에서의 대규모 접근을 구상하며 주요 공간을 회현 자락, , ,

과 장충 자락으로 계획하고 있다.

년대 들어서서 남산에 대해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으로 구분하여 계획1980

하기 시작했다 남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만을 강조했던 년대에 비. 1970

해 한강 수경축과 남북 녹지축을 같은 등위로 놓고 서울의 공원 녹지 체계를

구상했다 이때부터 남산을 경관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

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80)

80)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 기본계획 안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 재, ( ) , 1984, pp.327-345, ,『 』 『
정비계획 1987, pp.374-382.』

그림 남산 조경 기본계획도< 2-36>
자료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2000 , 1980, p.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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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산 제모습가꾸기 계획도< 2-37>
자료 남산 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 , 1992.『 』

년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은 최초로 남산 자체에 주목하여 도시와1991 『 』

공원을 통합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산의 원형 경관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복원의 대상으로는 지형과 생태. ,

경관뿐 아니라 역사를 복원하여 남산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산의 본 모습과 조화되지 않는 시설의 철거와 이전을 실행했다.81)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은 이후 후속 사업으로 공공건물 이전지 공원화 사업으로 수』

방사가 이전한 장소에 한옥 마을을 계획하여 조성하였고,82) 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로 이어졌다.83) 년의 계획에는 일상 생활과의 연결이라는1997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여 도시 공원의 패러다임이 공공 녹지 개념에서 생활 녹

지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84)

81) 서울특별시 남산 제모습찾기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1991: 3 .『 』

82) 서울특별시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1993, pp.1-31.『 』

8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남산공원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2004, pp.41-84.『 』

84)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기본계획, , 1997, pp.27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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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산과 관련된 계획은 기존의 남북 녹지축에 대한 개념을 지속하였으

며 에코 브리지와 같은 생태 연결뿐 아니라 역사축의 복원을 위해 성벽의 복

원과 역사 탐방로 등과 문화 거점을 연계하는 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85)

단순한 생태 연결에서 확장된 역사 문화 자원 관광 자원으로 남산을 고려하,

기 시작했다 년대 후반에는 남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심부와의 연. 2000

계 방안에 대해 반영하기 시작했다 도심부의 주요 개축이 모두 남산으로 연. 4

결됨으로써 남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심부에서 연결되는 지점으로 계획하고

있다.86) 열린 남산을 위해 누구나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가고 싶은 남산을 위해 남산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는 계획 등,

남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와 연계된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87)

그림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 지구< 2-38> 88)

자료 한겨레: , 2014

85)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의 효과적인 연결계획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에 따른, , 2004a, ,『 』 『
도심부 발전계획 , 2004b』

86)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기본계획, 2020 , 1996, pp.469-480.『 』

87) 서울특별시 도심 재창조 종합계획, , 2007a, pp.27, 174-202.『 』

88)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은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축 계획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다 예산 문제와 전면 개발 방식에 따른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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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는 년대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된2000 1990

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중앙녹지축 연계 강남북의 기능적 연계강화 등. ,『 』

한강과 녹지를 통합적으로 계획하였으며,89) 남산르네상스 계획은 이전의『 』

모든 계획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연결하고 있다.90)

그림 은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공약 사업의< 2-38> 『 』

일환으로 시행중인 사업이다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으로서 세운상가를.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이 남산을 대상으로 한 주요 계획을 검토한 결과이다 첫째. ,

계획적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년대에서 년대에는 남북 축선으로의, 1960 1970

거점 방사환상식 공원 계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형적 형태적 면에서 녹, . ,

지 체계를 이어주는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년대 들어서는 수경축과 녹지. 1980

축을 연계하기 시작했고 남산은 보존과 활용면으로 구분한 계획이 수립되었

다 년대 초 남산에 대해 복원 개념이 등장하며 지형 생태 경관 역사의. 1990 , , ,

복원을 위해 철거와 이전을 실행했다 남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문화와.

전통이라는 정서적 회복을 꾀하고자 했다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상. 1990

생활과의 연결을 통한 생활 녹지 개념이 등장했다 년대에는 이전 수립된. 2000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과 실태 조사를 실행했다 청계천 복원과 함.

께 도심부 발전 계획에 남산이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도시와의 연계가 모색

되고 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남산을 상징 경관으로서 중심 거점으로, ,

인식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가치에서 문화적 가치로 확장하고 있다 계획의 범.

위도 변화하고 있다 남산 개별적인 계획에서 주변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이.

고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변화했으며 현재 세운상가 재정비 계획과 용산 공원

등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겨레 년 월 일2014 8 30 .

89)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 , 2007b, p.97, p.207.『 』

90) 서울특별시 남산르네상스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2009a: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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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상징적 가치의 지속과 영향4. :

산으로서의 남산은 종교적 의미와 상징적 가치로 요약된다 산이 가진 고.

유한 신성성으로 인한 종교적인 의미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해체되고 변용되었

고 상징적 가치는 현재까지 지속되며 심상적 경관적 제도적 측면에 영향을, , ,

미치고 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산을 숭배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자로 여겼다.

산을 신성시하며 나라와 개인의 안녕을 빌었다 남산에는 목멱신사를 두어 조.

선 건국 때부터 구한말까지 국가적인 제례를 지냈다 기우제나 기설제 등 백.

성을 위한 기원뿐 아니라 왕과 왕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제사를 지냈다 목.

멱신사 외에 민간 신앙을 위한 장소로 와룡묘 관왕묘 부군당 등이 있다 장, , .

충 자락에는 장충단을 세워 순국한 군인들의 추모제를 지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사상에 기반한 산의 신성성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 급격히

해체되었다 일본인 거류지 주변에 건립된 신사와 회현 자락에 조성된 조선신.

궁 해방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해방촌의 해방교회 등은 원래 남산이,

가지고 있던 신성성과는 무관하게 새로 이식된 종교 시설이다.

조선시대 도성 내 안산이었던 남산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북측의 진

산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적 초점이었다 특별한 랜드마크가 없던 도성의 경관.

과 대조적인 경관이었다 도시의 확장으로 남쪽 경계를 이루는 산에서 중심.

산이 되었다 남산과 서울타워는 대표적인 경관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남. .

산과 함께 서울타워는 대표적인 서울의 상징이다 타워는 산의 고유성을 해치.

는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일부 시각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서울의 대표

이미지로서 객관적인 가치를 획득했다.

또한 남산은 서울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남산에 오르.

면 남향으로 배치된 건물들의 정면과 도시의 구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임금이 사는 궁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시선의 권력은 조선신궁과 이승만의 동상이 건립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국회의사당의 건립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산에서 서울, .

을 내려다본다는 것에는 도시의 변화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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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영화 사진 등의 매체에 남산에서 서울을 스케치 하는 장면이 빈번히 등, ,

장하며 서울의 발전 과정을 포착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산이 상징 경관이라는 인식은 지속적으

로 이어지고 있다 시각적 초점으로서의 경관적 상징은 제도적 변화에도 영향.

을 미쳤다 주요 조망 장소이자 조망 대상인 남산은 건축의 규제나 경관법상.

주요 관리 대상으로 작동했다 년대 경제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식되던. 1960

산 으로서의 남산은 일찍이 남북의 녹지축을 구성하는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 ’

며 서울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일상적 녹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 ,

렀다 년대 이후 물리적인 관리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로 인식의 범위가. 2000

확대되고 있으며 남산 주변과의 연계성 도시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

까지 남산이 녹지축 중심 거점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업과 계획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산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세계의 사례들을 보면 오랜 역사적 가치가 있,

는 건축물을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면서 현대 도시 문화와 공, ,

존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는 년 비영리단체에 의. 1981

해 자연과 역사유산에 관한 해설과 환경 교육이 시행되고 년에 산의 친1986 ‘

구들 이라는 시민 참여 단체가 설립되었다는 점은’(Les amis de la montagne)

주목할 만하다 산의 생태적 가치와 현대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시민 참여.

를 통한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91)

다른 도시의 사례와는 달리 서울의 남산은 산 자체로의 심상적 상징이 우‘ ’

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남산에 집을 짓거나 함부로 나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함부로 궁궐을 내려다보는 일도 금지되었다 종교적 신성.

성은 조선시대에 유지되다가 일제 강점기에 해체되었으나 심상적 경관적 가,

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실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91) 부록 사례 도시와 산 참조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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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서의 남산.Ⅲ

공원 이전의 남산1.

근대적인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도 한국인은 자연을 즐기는 여가 문화를 갖

고 있던 민족으로 지금의 공원에 비할 수 있는 산 강 골짜기에서 여가와 행, ,

락의 수요를 채우고 있었다.1) 근대 공원은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었는데 그 이

전 남산의 경관과 활동이 공원이 도입되는 데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을까.

공원 이전의 남산의 경관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어떤 활동이 일어나

는 곳이었을까.

성종의 형 월산대군을 비롯한 강희맹 서거정 이승소 성임 등의 대표적 문, , ,

사들이 한양의 최고 명승지 곳을 꼽아 읊은 한도십영 은 장소와10 ( )漢 十
그 장소에서의 활동을 담고 있다 세검정 한강변 서대문 사거리 양화진 다. , , ,

음으로 남산을 꼽고 있는데 목멱상화 로 남산에서의 꽃구경을 노래( )木
하고 있다.2)

성 남쪽 하늘에 닿은 산이 놓였는데 열두 청운교를 드디고 올라가니 옥부/ /

용을 꽂아 세운 듯한 화산 금포도를 물들여 낸 듯한 한강 장안 만호엔 집/ /

집이 꽃밭 누대에 비치어서 붉은 비가 오는 듯 청춘이 얼마뇨 마음껏 구/ / ,

경하자 해는 정히 긴데 갈고를 재촉하세/

목멱상화에서는 남산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보다는 남산에서 보

이는 백악 한강 장안의 집들 사이 꽃을 감상하고 있다 남산이 가진 가장 큰, , .

가치로 높은 곳에 올라가 경치를 감상하는 면을 꼽고 있는 것이다.

세종 때의 문인 정이오 는 남산의 여덟 가지 경관을 시로 노래했다( ) .以吾
남산팔영( )南山八 3)의 내용으로는 조망 활동 궁궐 한강 자연 경관 감상 계( , ), (

1) 황기원 서울 세기 공원 녹지의 변천 서울 세기 공간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 “ 20 , ,” 20 (『 』
원, 2001), pp.381-382.

2) 속동문선 제 권 한도십영4『 』

3) 남산팔영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권 한성부( ): 3 .『 』南山八
운횡북궐 북쪽 산기슭 구름 속에 펼쳐있는 궁궐의 전경( ):一景 橫北
수창남강 장마철에 불어난 한강의 물길과 강변 풍경( ):二景 水漲南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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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바위의 꽃 낙락장송 체험 활동 풀밟기 벗과의 주흥과 시흥 연등 행사, ), ( , ,

구경 갓끈 씻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마철의 한강 늦은 봄의 꽃 월, ) . , , 3

의 풀 월의 언덕 사월초파일의 연등 행사와 같이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과, 9 ,

자연 혹은 문화 활동을 연결하고 있다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소소하고 일상.

적이라는 면도 알 수 있다 세시풍습을 기록한 열왕세시기 삼월조에는 서울. ‘ ’ “

의 버들과 꽃은 월에 성하여 남산의 잠두와 북한산의 필운대와 세심대는 놀3

이하는 이들이 모여든 곳이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안개같이 자욱하여.

한 달 동안 줄어들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고 있다” .4) 조선 초기 성종 때의 기록

에 의하면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남산에 올라 바깥 남산에서 놀았다고 할 정

도로 남산의 경관은 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5)

자연을 향유하는 인문적 특성에는 산뿐 아니라 하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에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개의 지천이 흐르는데 남산 기슭에는 남산동14 ,

천 쌍리동천 주자동천 묵사동천 필동천 남소문동천 창동천이 위치했다 이, , , , , , .

중 쌍리동천은 조선 중기 문인들이 모여 풍악을 즐기면서 시를 지었던 동악시

단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6) 계곡은 도시의 명승지로서 각종 사상 문학 예술, ,

의 발원지이자 상수원이었으며 하천은 주요 시설이 들어선 마을의 중심 공간,

이었고 하수구인 동시에 빨래터였다 하천 상류부 계곡 풍광이 뛰어난 곳에는.

암저유화 골짜기 바위틈에 피어있는 그윽한 꽃 감상( ):三景 巖底幽
영상장송 산마루 위의 소나무에 흰 구름과 밝은 달이 걸려있는 풍경( ):四景 嶺上 松
삼춘답청 봄철 남쪽 기슭에서 푸른 풀 밟는 청경( ): ( )五景 三春 景
구일등고 중양절 에 높은 언덕에 올라 벗과 나누는 시흥( ): ( ) ( )六景 九日登
척헌관등 남산 언덕에 올라 초파일 연등행사를 보는 야경( ): ( )七景 巘 燈 夜景
연계탁영 계곡 맑은 물에 갓끈을 씻어 말리고 붉은 꽃잎이 떠내려가는( ): ,八景 沿溪濯

풍경을 구경하는 선비의 운치( )
이와 같이 장소와 활동이 결합되는 방식은 위항 문학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장소와 활동
이 결합된 문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허경진 서촌과 위항 문학 산과 서촌이 있어 행: , “ ,” 『
복한 도시 서울포럼 서울특별시, 2014, , p.80.』

4) 김시덕 남산 근현대 생활 문화의 변화 남산의 근현대 수난사와 미래 서울 생태문화, “ ,” ,『 』
포럼 창립 심포지엄, 2013, p.199.

5) 세 사신이 남산 에 올라 구경하였다 세종 년 월 일[ ] : 1434 4 29 .木
중국 사신이 바깥 남산에서 놀다 성종 년 월 일: 1480 7 8 .

6) 동악 이안눌이 주축이 된 문인 단체다 주요 활동 공간은 현재 동국대학교 자리였다 당시. .
시루 주변 바위에 새겨진 각자가 동국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임희지 한성의 정체성: , 『
회복 이야기 파주 한울( : , 2014),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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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정을 지어 사대부들의 학문 도야 휴식 정사의 논쟁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 ,

일반인은 꽃놀이나 풍류를 즐기는 여가 휴식 공간으로 이용했다.7)

서울 육백년사 는 조선 후기 성내 명승지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10 ,『 』

중 남산과 남산 부근인 남창동과 회현동을 들고 있으며 주로 누정과 세거지에

대한 기록이다 남대문 안쪽 남산 아래 나지막한 산등성이 맑은 시냇물 흘러.

내리는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남창동 일대는 예로부터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을 좋아하는 명사들이 많이 살아 유명했다 회현동은 남산 북록의 자연 풍경.

이 좋은 명승지로 일찍부터 알려졌으며 그 지명이 말하는 것처럼 어진이들이

모여 살며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유명했다.8)

세기에서 세기 무렵 경화사족18 19 9)은 도성 근교 풍광이 뛰어난 곳에 도성

안에 주택을 마련하고 벗과 함께 풍류를 즐기며 시와 그림에 이를 남기거나

집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그 중 남산 진고개 훈도동에 위치한 사의당은 홍.

만희에서 홍경모에 이르는 대 여 년 동안 도성의 이름난 저택이었다 사6 150 .

의당에서 조유수 이병언 김창흡 등의 경화사족이 모여 시사를 결성하고 모임, ,

을 가졌다.10) 사의당지 에 남산 경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그 중 다『 』

음과 같은 묘사가 나온다.

우리 집은 목멱산 기슭에 있는 지세가 성글면서도 높기 때문에 바람이 맑다.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이 모두 이곳으로 몰려드니 아마 하늘이 만들어 놓고,

땅이 숨기고 있다가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리라 정말 도성 남쪽의 빼어난 땅.

이라서 또한 족히 길한 곳을 가려서 집을 정한 것이라 하겠다.11)

7) 임희지 앞의 책, , pp.242-244.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제 권, 3 1864~1910 , 1979, pp.1251-1261.『 』

9) 경화사족이란 한양에 거주하는 사대부라는 의미다 대표적인 경화사족 중 안동 김씨 김조.
순의 정원을 중심으로 경화사족의 도시 정원 문화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Park Hee-soung and Seo Young-ai, “The Landscape Garden Culture of the Hanyang
Kyong Hwa Sa Jok( ) of Late Choson, as Exemplified by Kim Cho-sun,”京 士族
Journal of Confucian Philsophy and Culture 19, 2013, pp.52-78.

10) 홍경모 이종묵 역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 , ( : , 2009), pp.『 』
22-23.

11) 홍경모 위의 책, ,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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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김윤겸 천우각 금오계첩< 3-1> , ‘ ’12) 1768

자료 고려대 박물관 소장:

남산 기슭에서 시회를 여는 모습으로 남산의 형세와 계곡 위에 지은 천우각

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천우각은 금위영의 남별영 안에 있는 누각으로 여.

름철 피서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13) 이 밖에 누정으로 쌍회정,14) 칠송정,15)

노인정 등이 있었다 쌍회정 주변은 단풍나무와 측백이 아름다워서 가을에 구.

경하기 적합했고 누정은 없었지만 일곱 그루의 소나무로 인해 이름 붙여진,

칠송정은 올라가서 먼 곳을 조망하기 좋은 장소였다 유일하게 사진이 남아.

12) 금오계첩은 친목도모와 풍류를 즐기기 위해 년 정조 월 당시 관원 명이 조직1768 ( 44) 9 10
한 금오계의 모임을 기록한 계첩이다 금오 는 의금부의 별칭으로 의금부들의 계회를. ( )吾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13) 동국여지비고 제 편 한성부 누정2 - ( )『 』

14)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 의 정자 동국여지비고 제 편 한성부 명승(1814-1888) : 2 - ( )『 』

15) 동국여지비고 제 편 한성부 명승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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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정은 하재일기 에 친구의 초대를 받아 놀다 왔다는 기록이 남아『 』

있다.16) 이 정자는 조만영이 건립한 것으로 풍양 조씨 안동 김씨 등 당대의,

세도가와 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겼다 이후 이곳은 년 월 노인정 회. 1894 7 ‘

담 이 열려서 일본 공사가 조선 측 위원들에게 내정개혁방안강목 을 제시하였’ ‘ ’

다.17)

이 밖에 제택에 대한 기록으로 남산의 경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권람 박. ,

팽년 이안울 박승종 김석주의 제택 기록과 함께 노송 반송과 같은 수목과, , , ,

연못 우물 등의 주변 경관의 유래와 특성을 기록하고 있다, .18) 정약용이 세거

지를 묘사한 글에서 세기 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18 .19)

맑은 낮 산중 누각 객이 뜰에 가득 모여 다순 햇살 잔바람에 푸른 과녁/

활을 쏘네 잔디 마당 삼청동에 뒤지지를 않고요 솔바람은 도리어 백호정/ /

보다 낫다오.

산중 누각은 활쏘기를 하는 장소인 재산루를 가리키는데 앞마당에는 잔디,

가 깔려 있고 주변이 소나무 숲임을 알 수 있다.20) 이 밖에 남산 기슭은 조선

초기 부터 남재 조말생 한명회 서석 정광필 등 수많은 명문 세도가의 거처, , , ,

가 있었다.21)

16) 하재일기 계사년 년 월 일(1893 ) 4 18 .『 』

17) 현재의 중구 필동 가 번지에 위치했다 정재정 외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서2 134-2 : , (『 』
울 혜안: , 1998), pp.96-97.

18) 목멱산 산기슭의 비서감 동쪽에 있으니 곧 무학이 정한 암석으로 된 터다 그 위에 소조당.
옛터가 있는데 후에 후조당이라 하였다 지금은 녹천정이 되었는데 박영원이 차지하였다. ,
박팽년 세거지 낙선방 생민동에 있다 반송이 있어 육신송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라 죽었- .
다 이안울 세거지 낙선방 묵사동에 있는데 비파정 위에 시단이 있다 위에 훈국 군병들의, - .
무예를 시험하는 곳이 있다 박승종 세거지 낙선방에 있다 별원은 후조당 동편 산 기슭에, - .
있다 김석주 세거지 회현방 회현동 남산 기슭에 있다 담장 밖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 .
있으니 번 꺾인 폭포가 있고 그 아래 우물이 있는데 맛이 매우 향기롭고 차다 동국, 19 : 『
여지비고 제 편 한성부 제택2 - ( )』

19) 젊은 시절 정약용의 서울 집은 남산 아래의 창동에 있었다 오늘날의 남창동 회현역 이다. ( ) .
숭례문 바로 안쪽 선혜창에 우물이 둘 있었는데 이를 형제천이라 하였다 정약용은 년. 1782
봄 이곳의 집을 사들여 살면서 형과 아우를 상징하는 체라는 글자를 써서 체천정사라고 이
름을 붙였다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서울 휴머니스트: , ( : , 2006), p.335.『 』

20) 배우성 조선 후기 한양도성과 남산 회현 자락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 “ ,” 『
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5 , 2014, pp.33-36.』

21) 남산 기슭의 집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조할 것 김영상 서울 육백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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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은 원래 이상향을 의미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지리산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산에도 청학동의 기록이 있다 세조가 청학동에 거동했다는.

기록22)과 명나라 당고 가 우의정 이행의 서재에 쓴 시에 조선 성안 청( ) ‘唐皐
학동 옥처럼 많은 산골 샘물을 마신다 신선 사는 그곳이 인간 세상 같으랴’ ‘ ’ ‘ ’

청학이 소리 내어 울고 바위 밑의 꽃은 건과 같이 붉다 라고 청학동의 아‘ ’ ‘ ’

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명나라 사도 와 남곤의 시에서도 청. ( )史
학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23)

자줏빛 언덕 붉은 절벽에 샘물 소리 섞였고 푸른 전나무와 소나무에 새소리,

끊이지 않네 일부러 그윽한 곳 찾아 푸른 봉우리 올라가니 중략 남산에. / , ( )

는 꽃이 피고 북악에는 꽃이 진다네 청학은 벌써 신선의 골격 알아보는데. ,

홍도 는 어찌타 굳은 마음 괴롭히나( ) .桃
남산의 동적인 활동 장소로는 무예를 연마하던 장소인 상선대24)와 석호

정이 있었다 상선대의 위치는 이후 한양공원이 된 자리이며. 25) 석호정은

장충동에 위치한 활터로 년 갑오 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될 때까1894

지 황학정과 함께 국궁의 대표적인 활터였다.26) 경도잡기 에서는 예장『 』

터에서 해마다 단오절이면 청소년들이 어울려 씨름을 겨루던 터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27)

남산 남산기슭 서울 대학당· ( : , 1996).』

22) 청학동에 거동하여 새로 지은 문의 편부를 살피다 중략 벌아현 은 길이 험하여. ( ) ( )伐兒峴
한강 을 경유하여 건너는 자가 많이 병되게 여기니 만일 남산 동쪽에 새 문을( ) , ( )漢江 南山
지으면 왕래에 편하다 세조 년 월 일: 1456 11 20 .

2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권 한성부3『 』

24) 해동지도의 도성도에 남산 회현 자락 물줄기 가운데 발원지가 상산대이다 상산대 동쪽으.
로 남산 능성을 따라 잠두봉이 있다 원래 이곳에는 훈련도감 군사들과 어영청 군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선혜창이 옮겨지고 난 자리에 둥지를 틀었다 숙종 초 남인 집권기. .
때의 상황이다 상선대는 기록에 따라 상산대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배우성 앞의 글. : , ,
2014, p.41.

25) 지금은 분수대가 자리 잡은 옛 상산대터 이조 정조때 무예를 연마하던 곳 경향신문“ ”: :
년 월 일 상선대 마저 깎아 뭉개고 조선 신궁을 지었다 김영상 앞의 책1970 11 13 , ‘ ’: , ,

p.41.

26) 나영일 우리 활터 석호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 , 2012), p.45.『 』

27) 김영상 앞의 책,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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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만리동 고개에서 바라본 남산< 3-2> , 1894

자료 한겨레:

그림 는 남산 일대 풍경을 담은 가장 오래된 사진 가운데 하나로< 3-2>

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혼성여단이 주둔한 만리동 고개에서 바라본 남1894

산과 경성 남쪽의 경관이다.28) 지형적으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남산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능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디에서나 손쉽게 오.

를 수 있어서 행락 장소로 이용하는 데 용이했다.

남산 곳곳에서 자연을 즐기는 한국인의 모습은 구한말 한국을 방문한 서양

인의 글에서도 포착된다 인공적인 시설 없이 자연 그대로 즐기는 자연 친화.

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연과 대단히 친근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

다.

한국인들은 공원이라든가 공공의 장식처 혹은 휴식처 같은 곳에 별로 관심

이 없으며 그림과 같은 계곡을 낀 산허리를 거닐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

기는 것을 좋아 한다.29)

28) 최원석 늘상 마주하던 한양의 랜드마크 한겨레 호, “ ,” 21 779 , 2009, p.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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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은 자연과 대단히 친근한 사람들인데 서울에서 이 자연은 더욱 특

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북쪽에 위치해 있고 하늘로 솟아 있는 북한산의.

바위 숲이 울창한 남쪽 산인 남산의 비탈과 산줄기 게다가 성곽조차도 대, ,

단히 매력적인 산책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자주 찾는다.30)

그림 공원 이전 주요 행락 및 세거지< 3-3>

자료 년 수치지도 위에 본 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00

그림 은 공원 이전의 주요 행락과 세거지를 맵핑한 것이다 위치가< 3-3> .

추정되는 주요 세거지와 누정으로는 사의당지 쌍회정 녹천정 천우각 율정, , , , ,

노인정 취록정 등이 있으며 남산 북쪽 기슭의 지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위치,

한다 이밖에 운동 공간으로는 한양공원 자리인 회현 자락의 상선대 장충단. ,

주변의 씨름터가 있으며 기존의 평평한 지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호정.

은 수차례의 이동을 거쳐 현재까지 장충 자락에 남아 있으며 국궁장으로 활용

중이다.

이러한 조선 시대의 자연을 향유하는 활동들이 근대 공원을 도입한 일본인

에게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는 관성에 의한 점유로 원래 이용하던 공간.

29)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N.Y., Reprints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06), p.249.

30) Ernst von Hesse-Wategg, 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
1894, 정현규 역 조선 년 여름 서울 책과 함께, , 1895 ( : , 2012), p.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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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원을 만듦으로써 조선인에게 반감이 덜했을 것이다.31) 그림 는 남< 3-4>

산의 계곡에 소풍 온 사람들을 담고 있다 공원 이전의 남산은 그 자체로의.

뛰어난 경관을 즐기는 산수가 뛰어나 여가 문화를 향유하던 장소였다 최소한.

의 순치된 공간에 정자를 짓고 주위를 둘러싼 자연과 동화되는 물아일체의 동

양적 행락 활동이 이루어졌다 도성 안의 이름난 명승지로 활용되었던 이유는.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서울의 내사산 중 가장 오르기 쉬워서 휴식처로

활용하기 적합했기 때문이다.32)

31) 배우성 앞의 글 토론, , 2014, .

32) 황기원 한국 행락 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 , 2009), pp.38-44,『 』
144-147.

그림 남산에 소풍 온 사람들< 3-4>

자료 사진으로 보는 서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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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공원 태동기의 특성2.

경성부 남산공원 설계안과 남산의 잠재력2.1. 33)

남산을 대상으로 한 계획안 중 가장 오래된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 京成
은 년에 일본인 공원 계획가 혼다 세로쿠) 1917 (』府南山公園 案 本多

)六 34)가 경성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비록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

했지만 남산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공원 계획가에 의해 공원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계획안이므로 한국의 도시 공원사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계획.

안에 관해서는 경성부가 발주처로 남산 한양 양 공원“ , 35)을 개량하기 위하여

임학박사 혼다 세로쿠와 임학사 타무라 츠요시 에게 조사를 공원 기본( )田村剛
조사를 청탁하였으며 이들이 현장에서 실시조사를 하였고 동경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년 중순 쯤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1917 ” .36)

또 다른 보도에도 혼다 세로쿠와 타무라 츠요시를 초청하여 기본 조사를 실시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일간에 걸친 특집 기사, 3

로 할당하여 인터뷰와 함께 남산공원 설계안에 대해 설계안에 실리지 않은 내

용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남산공원의 위상을 평가하거나 기존 현황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남산을 동양의 대공원 되게 하라 경성의 남산은 희한히 좋은 공원터 세계, :

공원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성뿐 아니라 조선 전체의 중앙공원으로

남산과 같이 좋은 곳은 없다 장래에 용산이 발달할 경우에 도시의 중앙에.

33) 본 항은 연구자의 다음 논문을 수정 보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손용훈 서영애, : , , “1917
년 경성부 남산공원 설계안의 삼림공원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
2012, pp.23-31.

34) 혼다 세로쿠는 년 일본 최초 서양식 공원인 동경 히비야 공원 을 설계했1900 ( )日比 公園
으며 이후 임학자로 공원 계획설계가로 일본에서 폭 넓게 활약했다 옴스테드, , . (Frederick

를 미국 조경학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혼다는 일본의 옴스테드와 같은 인물Law Olmsted)
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통상 일본 도시공원의 아버지 라고 불린다, ‘ ’ .

35) 경성부 남산공원 설계안 이 작성된 년에 남산에는 왜성대공원 년 과 한양 공원1917 (1897 )『 』
년 이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당시의 신문 매체에서는 공원 이외 자연 상태의 남(1910 ) .

산이나 왜성대공원을 남산공원이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매일신보 년 월 일( 1915 10 19
기사 외).

36) 매일신보 년 월 일1917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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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큰 토산이 있는 곳은 다른 곳에 거의 없다.37)

남산의 노인정은 경치는 좋고 바위도 기이한 것이 있고 물도 있으며 물위에

는 누각도 있어 이 전부터 문인 문개의 죽장을 끌던 곳이므로 이 근처도 손

을 대어 공원 안의 휴게소로 하였으면 좋겠다.38)

본 연구가 이 계획안에 주목하는 것은 설계안 작성을 위해 남산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반영했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남산의 인문 자연 환경을 계. ,

획가가 기술한 내용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년대의 남산 경관에 대해 구. 1910

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표지 및 첫 페이지< 3-5>

자료 경성부: , , 1917『 』京成府 南山公園 案

37) 매일신보 년 월 일1917 1 9 .

38) 매일신보 년 월 일1917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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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사당 노인정 왜성대공원 장충단 한양공원

배경
도읍을 정하면서 목
멱산을 봉하여 제를
올림

풍은대원군 조만영
의 정자(1776-1846)

민단에서 평을3000
영구 임대하여 공원
조성

을미사변의 순국충절
들 제사를 위해

민단에서 만 평을30
영구 임대하여 공원
조성

조성시기 조선 초 세기 초19 년1897 년1900 년1910

위치 남산정상 중구 필동 가3
남산 북측 왜성대 일
본인 거류지 주변

남산의 동록
과거 남소영이 있던
자리

남대문까지 이르는
남산서북록 일대

시설 사당 정자
휴식소, ,噴水池 泰樂

벚꽃, ,堂 演
주600

사당
도로 개설 정자 기, ,
타 각종 공원 시설

특기사항

고종때까지 기은제(祈
및 기우제 지)恩祭

냄 년 일제에, 1925
의해 인왕산으로 옮
겨짐

년 일본의 공사1894
와의 주요회의 및 논
의가 열림

제 기 경영비 원1 300
을 계상

년부터 장충단공1919
원으로 지정

년 조선신궁 건1920
설로
폐지

출처

태조실록 권 월8 12 29
일,
남산의 어제와 오늘:
54-56.

서울 년 권600 2 :
113-114.

: 446-447.京城發 史
권2 : 665.京城府史

고종실록 권 월40 10
일27

: 447-448.京城發 史
권2 :京 城 府 史

819-821.

표 남산공원의 기존 시설[ 3-1]

그림 근대 공원 태동기 주요 이용 공간< 3-6>

자료 경성부시가 강계도 위에 필자 작성: ‘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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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와 같이 혼다의 경성부 남산공원 설계안 이 수립되는 시< 3-6> 『 』

점에 남산의 주요 공간으로는 한양공원 왜성대공원 국사당 장충단 노인정이, , , ,

있다 장래 도시화 용산 쪽으로 확장될 것이므로 성곽 남측까지 폭넓게 설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39) 공원 개념으로는 삼림공원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

다 그 이유로 교외 공원 및 전원 도시 확대 자연 복귀 경향 자동차 증가 등. , ,

의 도시 발달에 기인함과 동시에 남산 자체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들고 있다.

최근 세계 경원 계의 추세를 보면 과거의 시내공원 도시공원 은 차츰( ) ( )景園
교외로 이동하고 있다 즉 교외공원이나 전원도시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최. .

근에는 삼림공원의 발생도 눈에 띈다 이는 물질문명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면.

서 자연 복귀 경향이 나타나고 또한 자동차 전차 등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 ,

에도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는 조만간 조선에도 파급될 것.

이며 조선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 특히 삼림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경성이라는 중심 도시의 체면을 생각할 때 이러한 실용적이고 이상적.

인 공원이 필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40)

삼림공원의 개념은 서양 공원사에 등장하는 공공정원 공공(public garden),

공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며 국립공원 을 대표로(public park) , (national park)

한 자연공원 과도 다른 개념이다 설계자 혼다는 해외에 있어서(nature park) .

국립공원과 삼림공원의 실황‘ ( ),’に ける の海外 於 国立公園及森林公園 實況 41)

삼림의 민주화와 삼림공원‘ ( )’の と森林 民 化 森林公園 42) 등의 연구를 통해 삼

림공원의 개념을 일본 사회에 전파했다 삼림공원은 일반 명칭이며 대개는 일.

본 도시공원법상 총합공원 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다( ) .合公園

39) 장래 자동차로 회유할 수 있을 만큼 삼림공원 전체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왜성대공원 한,
양공원을 포함한 넓은 범위로 함 특히 왜성대공원은 이후 조성되는 조선신궁에 일부 편입. ,
되게 되므로 미래 이상적 공원 범위를 용산에 접한 도성 성벽 남쪽 일대 국유림 한양공, ,
원 성벽 외부 미유지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책정함 경성부: , 『京城府
남산공원 설계안 제언, , 1917.』

40) 이번 경성부의 위탁에 의한 남산공원 설계는 구 한양공원 및 왜성대공원( ) (漢 公園 倭城
을 함께 다룬다 그 외 노인정 장충단 일대를 편입하여 큰 면적의 삼림공원을 계획) . ,公園

하는 형태로 최근 경원 계의 추세에 기반한 계획이라 하겠다 경성부 남산( ) : , 『景園 京城府
공원설계안 제언, , 1917.』

41) 고문서, , , 1923, pp.1-38.に ける の『 』本多 六 海外 於 国立公園及森林公園 實況
42) 고문서, , , 1924, pp.1-29.の と『 』本多 六 森林 民 化 森林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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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가 분석한 남산의 공간 입지적 특성과 자연 환경적 현황 분석 결과는

남산공원 설계안에 상세히 반영되고 있다 설계안에는 당시 남산의 산림생태.

계가 많이 훼손되어 사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남산공원 정비와 함,

께 행한다는 계획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경성 주변에서는 산림 황폐화가 극에 달하여 산비탈 계류로부터 토사

가 유출되곤 한다 토사를 처리하여 하천으로 옮기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

따라서 경성 주변 산림에는 사방 공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남산 일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조경적 설비를 실시한다 송림 하층의 마른.

나무를 보식하고 지피로서 관목류를 식재하여 결과 전체 산의 사방적 효과, ,

를 크게 하여 일거 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43)

그림 주요 도로 및 공간 계획도< 3-7>

자료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 필자 재구성: 『 』

43) 앞의 보고서 제언, , .京城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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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대구분
시설
위치

주요 내용

한양공원 광장( ) ①
광장 중앙에 기념비 혹은 동상 등의 장식물 설치-
한양공원 기념비 부근은 서양 조선 절충형 석단 설치- ,

과수원,
화훼원

②
원래 복숭아의 명소인 일대 민유지 과수원을 공원 부속 과수원 화훼원으로 함- ,
찻집 매점 과 관리사무소를 겸한 건물 설치- ( )

가축원 ③

과거 존재했던 전성서 를 복구하여 가축원으로 조성- ( )典性
주변 송림에 축사를 조성하여 소 돼지 산양 닭 오리 등 사육- , , , ,
계곡 부근 관리인 겸 찻집 매점 설치- ( )
매점 경영자는 부근 조선인으로 하고 조선 고유의 전원적 취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

대전망대 ④

공원 최고 지점인 국사당 아래 망군대 터에 전망대 설치- ( ) ( )國師堂 望
전망대 천정에는 경관 파노라마를 그려 주변 산수의 상세 지리 역사적 설명을 제공- ,
가능한 조선식 양식을 사용하여 장대 등을 모방하여 조성- ( )將
전망대 아래 찻집 매점 을 설치- ( )

사슴원 ⑤

장충단에서 한강리 에 연결된 서쪽 성벽과 신설 자동차도로 사이 구간에 사슴원 조성- ( )漢江
성벽을 활용하여 목책과 금속망으로 울타리 경계 만들어 노루 사슴 등을 방목- ,
공원 내 계곡을 이용하여 사슴의 수욕장 조성-
찻집 매점 및 관리인 사무소 설치- ( )

천연식물원 ⑥
사슴원 위 성벽 이북의 지대 천연 활엽수림을 보호하여 천연식물원으로 지정-
여기에 조선 고유의 식물류를 모아 적지에 재식하여 천연 상태로 생육하는 야외 수목원을 조성-
식재 방법은 자연 상태에 준한 혼효림으로 하고 열식은 금함-

치림 ⑦
식물원에서 노인정에 이르는 도로 중간 샘이 있는 곳에 조성-
높이 약 의 철망으로 둘러싸고 꿩 산새 비둘기 학 등 조류 사육장을 조성- 10m , , ,

장충단,
대운동장

⑧

장충단 앞 광장을 무너진 부분을 수선 현상 보존하여 소운동장 궁도장 마술 연습장으로 활용- , , ,
세 방향의 구릉으로 둘러싸인 자연 평탄지 부분에 대운동장 조성하고 구릉은 자연 그대로 관람-
석으로 활용
운동장 주위에는 경주로를 조성하고 경주로 중앙은 야구 테니스 등에 이용- ,
대운동장 위에 있는 다수의 천연 광장은 스모장으로 하고 산보로 등으로 연결-

노인정 ⑨
노인정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전통 건물로 복구하여 보존함-
자연과 조화로운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식재 설계를 함-

표 주요 공간 계획[ 3-2]

자료 요약 정리: , , 1917, pp.1-8, .『 』京城府 京成府 南山公園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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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방침으로 조선 고유의 지역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 고유 역사성 장충단 노인정 등 원내 건축물 보존 수리 노거수 보전 을( , , )

존중하며 실용성 부녀자 아이 등의 유희 운동 휴양 활동 시설 지원 을 중, ( , , , )

시함.44)

그림 은 남산 공원 계획도에 주요 공간과 도로 계획을 종합하여 재구< 3-7>

성한 것으로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왜성대공원 한양공원 장충단공원을 성곽, ,

이남 부분에 이르는 남산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 계획안에서는 도로 위계에.

따른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순환 버스로 공원 전체를 순환하는 동선과

함께 보행 동선은 성벽을 따라 남산 공원을 일주하도록 계획했다.45)

표 는 시설 계획을 요약 정리 한 것으로 한양공원 광장 과수원과 화[ 3-2] ( ),

훼원 가축원 대전망대 사슴원 천연 식물원 치림 장충단 대운동장 노인정, , , , , , , ,

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계획안의 특성을 분석하면 첫째 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과도한 지형,

변형을 피하고 기존 지형을 활용하고 있다 한양공원의 평탄한 지역을 광장으.

로 계획하고 공원의 최고 지점인 국사당 아래 터에 전망대를 계획하고 공원, ,

내 계곡과 샘이 있는 곳을 활용하여 사슴원과 치림을 계획하고 있다 장충단.

의 계획은 평탄지에는 운동장을 구릉에는 자연 그대로 관람석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기존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복숭아 명소의 민유지를. , .

과수원과 화훼원으로 조성하고 천연 활엽수림과 고유 식물을 모아 식물원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기본 지침에서 밝혔듯이 지역의 고유한 풍토를 반영코자. ,

한 점이다 과거 가축을 관리하던 기관인 전생서를 복구하여 가축원으로 조성.

코자 한 점 국사당 주변에 역사 설명과 함께 조선식 양식을 사용하고자 한,

점 노인정은 복원하려고 계획한 점 등이다 이는 상세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 .

로 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기존 성곽도 공원 시설로 활용하. ,

여 사슴원의 울타리로 계획하고 있다 한양공원의 기념비 부근에도 서양과 조.

44) 앞의 보고서 필자 요약 정리, , p.1. .京城府
45) 공원 도로는 도로 위계를 자동차와 보행로를 구분하여 대순회도로 자동차 도로 노폭 약( ,

중순회도로 보행로 및 임시차로 노폭 약 소순회도로 샛길 약4.5-5.4m), ( , 1.8-2.7m), ( ,
로 설정했다0.9-1.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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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절충형의 석단을 계획하고 있고 매점 경영자도 인근 지역 조선인으로 정

하고 조선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림 과 그. < 3-8> <

림 은 계획안의 기념 화단과 마차도의 상세 도면이다 서양식 화단과 조3-9> .

선의 식재 패턴이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실현되지 못했으나 혼다의 계획안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는 점은 계획

당시의 남산 경관의 가치다 계획안은 남산이 가진 자연 인문 환경을 최대한. ,

활용하면서 각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노인정 전생서. ,

등을 복원하는 개념과 국사당 주변에 역사 해설판을 도입하며 지속적인 운영

관리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대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년대 남산은. 1910

식물원으로 활용할 만한 수림대가 형성된 자연 경관이 뛰어났으며 복원할 가

치 있는 역사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였다.

그림 기념 화단 상세도< 3-8>

자료 앞의 보고서: , , p.15京城府
그림 마차회 상세도< 3-9>

자료 앞의 보고서: , , p.16京城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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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방식의 자연 향유와 공원 문화의 이입2.2. 46)

개항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던 자연 상태의 남산에서 근대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변곡점이 되는 시기로서 향후 남산공원의 공간적 체계가 확립되는

시기다.47)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동양의 가치와 서양의 가치가 충돌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대화라는 것은 동양의 가치가 서양의 가치로 전환,

되어 역사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서양의 가치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48) 근대적 공간은 신민의 정체성 동일성을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영토화/

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 내지 특징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49)

최정민은 개항기에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 근대 조경이 땅과 장소의 연속성

이 단절되고 정체성을 해체하면서 역사적 문화적 기억을 지운 식민 프로젝트

로 해석하고 있다.50) 한편으로는 한국 공원이 도입되는 과정을 모방 과 이식‘ ’ ‘ ’

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인들 사이에는 공원에 대한 의식과 견해가 있어

왔으며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인식에 의해 도시공원이 태동한 것이다 단순히, .

그 외양과 기능만을 모방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용과 발전 과정에 있어 한

국 고유의 근대성을 형성해 왔다.51)

46) 본 항은 연구자의 다음 논문을 수정 보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영애 손용훈 남산: , , “
공원 태동기의 공간별 활용 유형 년 년까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 1883 -1917 ,” 『
조경학회지 31(1), 2013, pp.28-37.』

47)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개항기를 근대 공원의 태동기로 본다.
근대 공원사의 관점에서 년 개항기는 공원 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대1876 , ‘ ’
의 기점이며 개항부터 한일강제합방 년 의 시기는 조선에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인(1910 )
들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다 우연주 배정한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 , “
형성,” 한국조경학회지 김덕삼은 이 시기를 도시공원 태동39(6), 2011, pp.76-85,』
기라고 정의하였다 김덕삼 한국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 , (『 』
위논문 황기원은 년부터 년까지 시기의 공원을 개화의 신문물인 공, 1990), 1870 1910 ‘
원 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황기원 서울 세기 공원 녹지의 변천 서울 세’ : , “ 20 · ,” 20『
기 공간 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2001)』

48) 임희지 앞의 책, , p.23.

49) 최진석 근대의 공간 혹은 공간의 근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이진경 편저 서울, “ , ,” , ( :『 』
그린비, 2007), p.210.

50) 최정민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8),『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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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태동기에 신문 기사와 잡지 지도 엽서 등에 남산이라는 용어가 혼용, ,

되고 있다.52) 왜성대 한양공원 자연 상태의 남산을 남산공원이라 지칭하는, ,

것을 신문 기사나 엽서에서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과 그림. < 3-10> <

의 두 지도에서 경성 신사 주변은 남산공원과 왜성대공원으로 다르게3-11>

표기 되고 있다 경성발달사 에 의하면 왜성대공원은 일본공원으로 부르기. 『 』

도 했다.53)

그림 경성부시가강계도< 3-10> , 1914 그림 경성도< 3-11> , 1924

근대 공원의 시작은 왜성대라 불린 남산 북면 산기슭에서였다 왜성대는 신.

사와 청일 전쟁기념비 등 정신적인 시설이 집중된 장소로 근대화된 경성을 직

접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으며 일본인들에게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장소였다.54)

51) 우연주 배정한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형성 한국조경학회지, , “ ,” 39(6), 2011,『 』
pp.76-85.

52) 이처럼 남산공원에 관한 명칭이 모호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남산공원의 주요 이용
공간의 명칭을 연구자가 새롭게 분류하고 규정한다 자료 상 남산 혹은 남산공원이라고 지.
칭하지만 음악당 분수대 등의 왜성대공원 시설이 등장하거나 통감부 경성신사 등의 시, , ,
설로 보아 명백히 왜성대공원임이 증명되는 자료는 왜성대공원 으로 분류한다‘ ’ .

53) 경성 남산 북면 지역 내 장충단 체신성 주차군 사령부 통감부 각소속지 일본공원과 민, , , ,
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경성공원으로 한다 고 일반에 포고하였다 여기서 일본’ .
공원이란 통칭 왜성대공원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민단이 경영하였고 경성 최초의 공원으. ,
로서 가장 오래 되었다: , , 1912, p.446.『 』京城發 史 京城居留民團役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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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선신궁 주변 도로 및 사방 공사< 3-12>

자료: 『 』朝 神宮 営 朝 督府

그림 조선신궁 주변 식재 공사< 3-13>

자료: 『 』朝 神宮 営 朝 督府

54) 서울학연구, “ ,” 47, 2012,におけるソウル の とその 『 』太田秀春 代 城 保存 相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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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대공원은 일본 거류민에 의해 처음부터 신사와 함께 계획되었다.55) 그<

림 의 도로 주변 사방 공사와 그림 의 식재 공사와 같이3-12> < 3-13> 1925

년에 조선신궁이 건설될 때에도 이를 계기로 공원 시설을 확충했다 이와 같.

은 사실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56)

신사와 공원의 결합은 메이지시대 일본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

었다 일본의 경우는 예로부터 시민에게 친숙해 온 신사와 사찰의 경내지 등.

에 공원이라 이름 붙이고 근대 도시의 시설로 자리매김 했다.57) 타국의 거류

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용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휴

식과 종교 두 가지 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였다, .58)

왜성대공원에는 음악당과 분수대 갑오기념비 등의 서구에서 도입된 공원,

시설이 도입되었고 주로 초혼제, 59) 및 봉축 행사 등 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했다.60) 행사의 종류는 주로 음악회 요리대회 마라톤 출발 연회, , , ,

기념 식수 등 다양했다 왜성대공원에서는 년대에 참배와 공공 행사 견. 1890 ,

학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원 이용이 보다 본격적으, 1910

55) 일본은 으로 구분하던 것을 서양의 기능에 부합하는 공원이라park, square, public garden
는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 ( : , 2003),の『 』小 平 公園 生 東京 吉川弘文
pp.61-62.

56) 에 와 신궁진좌졔거 을 긔회로 공원설비를 일층 완젼케 해 매“ ”:南山公園 噴水 亭子新
일신보 년 월 일1925 10 1 .

57) 에도 시대에는 화조 풍월과 설월화를 사랑하고 계를 즐기는 생활 양식이 서민들의 일상생4
활에 보편화 되어 있었다 신사와 절의 불각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내지는 제례. ,
행사 모임이 이루어지는 서민의 레크레이션 장소이기도 했다 에도 중기에는 장군이나 번, .
주에 의해 서민 위락을 위한 유원지가 각지에 만들어졌다 메이지유신 후 구미에 견줄만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정부는 놀라울 정돌 빠르게 공원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년 발. 1873
령된 태정관 포달 이다 예부터 시민에게 친숙해 온 신사와 절의 경내지 등을( ) .太政官布
공원으로 이름 붙임으로써 근대 도시의 도시 시설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と石川幹子 市

이용태 역 도시와 녹지 서울 현진기획, , ( : , 2004), pp.198-215.『 』地
58) 박희성 근대기 남산의 공원 변천과정으로 본 한국 도시공원의 일면 근대 동아시아 수, “ ,” 『

도의 재편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엄, , 2014, p.26.』

59) 초혼제 경성에 거류하는 일본인 민단이 지내는 추도제로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招 祭
년 왜성대공원에 갑오역기념비 가 낙성되면서 매년 이 기념비 앞 또는 뒤쪽 광장을1899 ‘ ’ ,

이용하였다: , 1912, pp.481-483.『 』京城發 史
60) 명치천황제 의 요배식전 왜성대공원에서 일 오전 시부터 매일‘ ( ) ( ), 30 8 ’:明治天皇祭 拜式典

신보 년 월 일 명일 의 요배식 이 왜성대공원에서 열렸다 매일신보1914 7 30 , ‘ ( ) ( ) ’:明日 拜式
년 월 일 경성 관민 봉축회를 왜성대 공원에서 열었다 매일신보 년 월1916 4 2 , ‘ ’: 1916 10

일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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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졌다.61) 남산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인 왜성대 공원은 전반적으로 일

본인들에 의한 사적인 정원 혹은 문화를 향유하는 살롱의 성격으로 활용되었

다 재경 거주 일본인의 외부 활동을 위주로 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남산공원< 3-14> , 1914

자료 사진으로 보는 서울: 2『 』

그림 경성 초혼제 정무총감 참배< 3-15>

자료 매일신보 년 월 일 기사: 1915 5 1

그림 왜성대< 3-16>

자료 사진 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4『 』

61) 시기별 기사 빈도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서영애 손용훈 앞의 글: , , , 2013,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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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공원도 일본 거류민단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경성부사 에는. 『 』

한양공원의 자리는 지세가 높고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는 기록이 나온“ ”

다 일본 거류민단이 이곳에 공원을 두려 한 것은 조선인들이 그곳을 교유와.

유람의 공간으로 오랫동안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62) 한양공원에서는 주로 공

적인 행사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양공원에 국한되는 행사뿐 아니라 박람.

회나 제등 행사 등 경성 시내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를 고지하는 장소로도

한양공원을 이용했다.63)

한양공원은 경성의 이름난 유람 코스 중 하나였으며 장군의 견학이나 산책,

등으로도 이용되었다 마라톤이나 조선물산공진회. 64)를 기념하는 유람 코스로

이용되기도 했다.65) 공진회를 준비하면서 공원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진회 개최 뒤 경성의 대표적 공원으로서 공원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이루

어졌다 그림 그림 그림 를 통해서 소나무가 있는. < 3-17>, < 3-18>, < 3-19>

넓은 광장과 표석 황조정 건축물 정자 벤치 등의 공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 , , ,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양공원 개설 이전인 년 대한매일신보1906 ‘ ’66)에 남산 상산대에서 운동회

62) 배우성 앞의 글, , p.39.

63) 남대문에 집합하여 한양공원에서 발의 연화로 경주 대회의 거행을 알림 매일신보5 ’: 1913
년 월 일 협찬회 개장을 알리는 연화를 한양공원에서 한다 매일신보 년 월4 6 , ‘ ’: 1915 9 7
일 시 분에 화포를 한양공원에서 올려 집합하는 신호로 한다 매일신보 년 월, ‘7 30 ’: 1916 5
일 남산 한양공원으로부터 오전 시경에 폭죽 소리가 울려 고대한 기쁜 소식이 들려온14 , ‘ 8

다 매일신보 년 월 일’: 1917 5 15 .

64) 공진회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된 행사로 개최 목적과 계1915 9 11 10 31
획 개요는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금회의 공진회는 총독 정치 개시 이래로 년간에 있었던 조선 산업의 진보 발달을 보이고5
이로 말미암아 바깥으로는 조선의 산업을 소개하고 안으로는 개량 진보를 장려할 것이다
중략 물품은 단지 조선의 물품뿐만 아니라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 등에 관( ), ‘ , , , , ,
한 시정의 통계도 망라하고 산업 기타 문물의 실현과 그 개선 진보의 생활을 전시함에 노
력한다 매일신보 년 월 일’: 1915 7 13 .

65) 일간의 공진회와 경성의 명승구경 제일의 유람 코스 중 하나로 남산공원과 한양공원 오3 ,
르기 년 월 일 경주 코스는 탑골공원에서 한양공원 용산연병장을 거쳐 결승점’: 1915 9 14 , ‘ ,
을 광화문이더라 매일신보 년 월 일’: 1915 10 12 .

66) 가 븟터 인바 이 야倉校 動 倉洞私立小學校 李建會氏 十年前 立 現今校況 旺 學員
이 이라 를 에셔 얏 은 은六十 名 再昨日春期 動會 南山上仙 一 崔昌德二

은 이라 가 를 얏더라 대한매일신보 년: 1906 4喆尙三 尹一 敎師 氏 此 勸勉後施
월 일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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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했다는 신문 기사로 볼 때 공원 조성 이전에 이미 공원 활동 공간으,

로 활용되었다 공간은 넓지는 않지만 여 명의 소학교 학생들이 운동회를. 60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평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교유와 유람이라는 조선적.

관성은 일본 거류민단에 의해 한양공원으로 전유 되었다(appropriation) .67)

한양공원은 도심과 경성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했으며 완만한 경사

를 따라 올라가 있는 평탄지로 경성시내가 조망되는 트인 장소였다 경성 시.

민들에게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정오를 알리는 오포대를 용.

산에서 한양공원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경성 시민에게 보다 잘 들리게 하려는

목적임을 보여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양공원은 도심부 행사를 알리거,

나 개최하는 공간이었다.68)

그림 한양공원< 3-17>

자료 사진 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4『 』

67) 배우성 앞의 글, , p.39.

68) 매일신보 년 월 일1912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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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양공원 북광장< 3-18>

자료: 1927『 』 、朝 神宮 営 朝 督府
그림 설경 한양공원< 3-19>

자료 매일신보 년 월 일: 1915 12 10

그림 노인정< 3-20>

자료 사진으로 보는 서울: 1『 』

노인정은 간친회 총회 문인회 등 각종 친목 행사나 주요 회의 등이 열리는, ,

공간으로 이용되고 노인정 시설은 꾸준히 정비되며 관리되었다 노인정에 대, .

한 사진으로는 주변 지세나 수목이 아름다운 것으로 파악되는 자료가 남아 있

으며 빨래를 하는 여인들의 모습과 일본인들의 공식 행사가 열리는 장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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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 있다 노인정에 대한 주요 기사들이 주로 실내에서의 주요 집회나 문.

학 모임 행사 등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주로 실내 집회나 사교 모임 위주의, ,

커뮤니티 공간 성격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69)

봉수대 근처에서는 거화 봉화 등의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다양한, ,

계층과 단체에서 청원이나 억울한 일을 알리거나 호소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

용되었으며,70) 자연 상태의 남산은 구체적인 산림 관리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71)

그림 과 같이 정상에 오른 여학생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 3-21>

산은 손쉽게 소풍가는 장소였다.72) 정상에는 넓은 바위와 지주목으로 보아 식

69) 독립신문 년 월 일1899 4 15 .

70) 황성신문 년 월 일1903 7 13 .

71) 남산의 일부를 한성부에서 측량하고 소나무의 벌취를 금하며 수목의 재배를 경영하겠다’:
황성신문 년 월 일 수목의 보존양식 등 필요의 경영감독을 재경 일본 이사청에서1906 8 4 , ‘
위임 황성신문 년 월 일 농상공부에서 인부 이백명을 사역하여 남산삼림의 해’: 1906 8 17 , ‘
충구제 에 착수 황성신문 년 월 일( ) ’: 1908 7 8 .救濟

72) 인동사는 장진택이가 객회를 이기지 못하여 소풍차로 남산에 갔더니 벌목 소리 나거늘 나
아가 보니 일본 사람 넷이 봉화둑에 서 있는 수백년 된 귀목을 작벌하여 중략 독립신문( )’:

년 월 일1896 4 28 .

그림 경성 여자 보통학교 생도의 남산 등산< 3-21>

자료 매일신보 년 월 일: 19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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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것으로 보이는 수목 정자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살인 도적 화, . , ,

재 등의 사건 기사나 일상 생활의 일화를 소개한 기사로 보아 남산이 일상적

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73) 다음 글은 신선한 가을날 남산으로 산책하

는 정취를 담고 있다.

한종일 더위에 부다끼다가 저녁을 먹은 뒤인데 몇 친구 작반하야 남산으로

줄다름을 친다 잠두 아래 넓은 길을 거닐며 잠두 우에 솟은 달은 우으러 잠.

두 아래로 굴러나리는 송풍을 맞으며 하루의 더위를 깨끗이 씻어버리지 안

는가 중략 서울서 남산처럼 솔이 고루 굵은 데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크. ( ) .

나큰 솔우에 쌓인 눈을 천나무 만만 가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장관을 예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74)

그림 그림 에서와 같이 장충단은 주로 공공 행사와 운동회< 3-22>, < 3-23>

장소로 이용되었다 토론 백일장 시문서화를 겨루는 대회 등 행사의 내용이. , ,

다양했다.75) 연합 운동회 여학교 운동회 무관학도 관리 운동회 등 학교 회, , , ,

사 등의 대운동회 운동 연습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운동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용했다 그 외 추도회가 열리기도 했다. .76) 별건곤 에 실린 글은 경성의『 』

대 공원으로 탑동공원과 사직공원과 함께 장충단공원을 꼽고 있다3 .77) 장충단

은 공원 시설과 전차 버스가 공원 내에 이어져 공원 산보하기 편리한 장소였

다 공원 시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위락과 휴식 기능을 하게 되었.

다.78) 전등이 기부되어 야간 이용이 가능해졌고79) 체신국에서 자동 전화, 80)를

73) 호랑이의 흔적이 나타났다 대한매일신보 년 월 일 샘물이 건강에 효험이 있’: 1913 12 14 , ‘
다 독립신문 년 월 일’: 1898 8 29 .

74) 박노갑 로맨쓰 조광 권 호 년 월, “ ,” 4 6 1938 6 .『 』京城散步場 南山公園
75) 공공행사로는 대동문우회 가 장충단에서 개회식을 거행하였다 황성신문‘ ( ) ’:大東文友會

년 월 일 대백일장이 장충단에서 문필에 취미있는 이는 곧 참가하라 매일신보1907 6 18 , ‘ , ’:
년 월 일1917 6 17 .

76) 관리와 신사들이 장충단에 모여 이등공 추도회를 하였는데 모인 사람이 만 여명 가량이라,
더라 대한매일신보 년 월 일’: 1909 11 9 .

77) 과 중 장충단 내용 근래에는 공원을 설치하야 운동장 기타 설비가四大 念物 三大公園 京
여러 공원 중 비교적 완비하고 의 송림이 울밀할 뿐 안이라 봄에는 개나(城 四圍

리 가 하고 또 버들이 조키로 유명하며 그 에는 약수가 잇고 뻐), 「櫻 盛 奧地
스 가 공원 내까지 직통하는 까닭에 산보의 객이 만타 별건곤 제 호 년: 23 1929」 『 』四時
월 일 이 가진 와9 27 : “ ,” .京城 名所 古 古生

78) 종래 경성의 공원은 어떤 경우든지 사용료와 차지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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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등 각종 편의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개벽 에 묘사된 남산의 경관은 탑골공원에 비해 제법 공원의 풍미를 갖『 』

추고 있다고 시작하면서 공원 시설인 화단 요리집 벚나무 등이 묘사되고 있, ,

지만 빨래 하는 소리 벌거벗고 목욕하는 젊은이가 있다는 내용에서 공적 공, ,

원 활동과 계곡에서의 한국적 행락이 섞인 양태가 보인다.81) 기사에서도 장충

단공원의 내용을 보면 공원에 설비한 전등과 벤치 등의 공원 시설 도시와 대,

비되는 공원의 특성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자연의 경치 앞에는 만민이 평등.

하다는 묘사에서 근대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동대문 소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리어 한참동안 걸어 들어가면 푸른 노송이

무성하게 드러나고 경성부에서 새로 설비한 전등은 나뭇가지마다 매달리어

노송가지에는 때 아닌 꽃이 산만하게 피었는 듯 불야성을 이루고 중략 소... .

번 공원 사용 조례인 공원 제 조의 개정이 월 일부터 허가되었다 고도 금후로는 교3 1 20 .
육 또는 체육 장려 기타의 오락 등의 목적은 물론 기념비와 동상 등을 건설하더라도 무료
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매일신보 년 월 일”: 1920 2 6 .

79) 동아일보 년 월 일1921 4 28 .

80) 동아일보 년 월 일, 1921 9 7 .

81) 의, ”公園情操 夏夜 各 公園
이 공원은 공원에 비하야 자못 공원다웁다 오후 여섯시쯤 하야 전차로.塔洞
마당 압헤서 나려서 밧과 밧 사이 길을 남으로 향하야 한참이나 들어가다가 파출소 압
흘 지나서면 벌서 공원다운 한 기운이 반기어 달겨든다 공원으로 가는 길 엽흐로.淸涼
적지 안흔 깨끗한 물이 흘러 나려오고 그 물가에서 부인네 빨래하는 소리가 들어오는
것부터가 몹시 정신나고 서늘하게 한다 개벽 호 년 월 일’: 26 1922 8 1 .『 』

그림 장충단에서 원호고혼 대천도식< 3-22>

자료 매일신보 년 월 일 기사: 1915 7 4

그림 장충단의 소방연습< 3-23>

자료 매일신보 년 월 일 기사: 191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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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한 경성시가에서는 실로 얻어 보지 못할 별유천지이다 중략 사면에 설비. .

한 벤취에는 산보객으로 빈자리가 없고 크고 넓은 자연의 경치 앞에는 부귀

빈천의 구별이 없는 법이라 단장을 두르는 신사도 있고 자동차를 모는 보랑,

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늘은 노파도 있고 중일노동에 얻는 삭전으로, , ,

탁주 배로 목을 축이고 풀밭에 쓰러진 노동자도 많다2-3 .82)

장충단공원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공원 시설로 활용하거나 기존 지형을 활용

하여 연못과 산책로 전망 정자 운동장을 설치했으며 상업 시설인 끽다점의, , ,

도입으로 공원 이용객이 증가했다.83) 장충단은 평탄한 지형을 이용해 운동 시

설이 조성되었는데 스포츠는 근대화에 이은 서양 문물의 수입으로 도입된 새

82) 서늘한 물을 찾아 한강에 심수한 산을 찾아서 장충단 동아일보 년 월 일“ , ”: 1921 8 22 .

83) 년 지도와 년 년 설계도의 비교 결과 공원 지원 시설로 장충단 시기 건물이1910 1931 , 40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양위헌은 공원휴게소 장무당은 공원사무소 및 경관출장소 나머지. , ,
건물은 직원 숙소와 창고로 명기되었다 도시공원으로의 변용에서 장충단 시기 건물을 철.
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또 기존 지형을 활용한 연못과 산책로 전망정자 셋째 동적 프로. , , , ,
그램을 수용하는 광장과 운동장 진입부 공터는 운동장으로 조성했다 김해경 최현임 일, : , , “
제 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4), 2013,『 』
pp.102-104.

그림 장충단< 3-24>

자료 사진 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4『 』



- 95 -

로운 행락 형태다 주로 많은 양반들의 정적인 행락 활동에 치우치던 조선에.

서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는 현대적인 문명 중의 하나로 널리 소개되었다.84)

장충단을 묘사한 다른 기사에는 근대적 공원에서 빨래 방망이 소리와 나물

캐는 처녀가 등장하고 있다.85) 그러나 그림 에서와 같이 공공연하게< 3-26>

행하던 빨래를 공원의 품격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금지하게 된다.

근대 공원 태동기의 행락 문화는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한다 내부적인 사회.

신분 계급의 변화 외세의 압력으로 인한 불안한 사회상 새로운 문물의 도입, ,

및 근대화 도시화 등이 행락 문화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전통, .

적인 행락 공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며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일상의 공

간이었다 이 시기에는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구적인 행락 공간들이 조성되었.

다.86)

84)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 : , 1999),『 』
pp.155-160.

85) 춘광의 독무대 장충단의 춘홍 볕 잘 드는 남산마루에 기어오를 듯이 발돋움 하는 장충“ , ”
단 놀이터에도 새봄을 실은 신풍의 멍에가 이른지 오래였다 중략 찰찰 넘쳐 졸졸 흐르는. ( )
개천가에 빨래하는 방망이 소리 구름다리의 그늘 밑에서 조으는 듯이 지거귀는 오리떼의
합창 비단 물결에 꼬리 치는 금붕어와 푸른 잔디에 나물캐는 어린 처녀가 한데 어우르는,
활화의 한 폭은 한 조각 봄이라 하려니와 동아일보 년 월 일: 1924 4 22 .

86) 황기원 앞의 책, , 2009, pp.85-86, 135.

그림 노인정 하류 빨래하는 조선 여인< 3-25> :

자료 매일신보 년 월 일: 1913 9 26

그림 빨래를 금지하는 기사< 3-26>

자료 매일신보 년 월 일: 193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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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의 변화와 특성3.

그림 해방 후 주요 공간 변화< 3-27>

자료 년 수치 지도 위에 필자 작성성벽 멸실 구간은 년 현재 시점으로 표시 장 참조: 2000 ( 2014 , )Ⅳ

해방 후 공원에 대해서는 변화의 특성이 뚜렷한 이승만 정권기(1948~1960

년 박정희 정권기 년 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공원 변화 특), (1961~1979 ), 1990

성과 변화와 영향을 고찰한다.87) 주요 공간 구분은 남산르네상스 계획의 주『 』

요 공간을 참고하여 회현 자락 예장 자락 장충단 자락 한남 자락 남산 정, , , ,

상 부분으로 나누어 중요 변화와 요인 특성을 고찰한다, .88) 주요 공간은 근대

87) 박인재는 해방 이후 도시공원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 공화국시대. 1,2
도시공원의 수난기 제 공화국시대 도시공원의 확충기 제(1945-1961) , 3,4 (1961-1979) , 5,6

공화국시대 도시공원의 정비기 문민 국민의 정부시대 도시공원의 생태적 접(1979-1993) , , ,
근기 남산공원은 년대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박인, 1980 :
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2), p.189.『 』

88) 남산 제모습가꾸기 계획 상의 주요 공간은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동 서 남 북측으로, , ,『 』
구분하거나 테마를 설정하여 명명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회현 지역 장충 지역 한남 지역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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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태동기 공간 중 노인정 공간이 쇠퇴하고 당시 도성 이남이었던 한남 자

락이 새롭게 등장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3.1. 89)

한국 전쟁 후 전후 복구 사업과 훼손된 산림에 대한 사방 사업이 공원 관리

의 주요 정책이 된다.90) 서울의 중심에 있는 남산 일대를 대공원으로 지정하

여 여기에 수도 재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이 이용토록 한다는 의도였다.

이 계획 공원의 변경에 따라 그 전에 공개녹지91)로 지정되어 있던 조선 신궁,

경성신사 박문사 일대는 다시 공원 용지로 편입되었다, .92)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근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상반되는 국부 이미지를‘ ’

구축했다 이승만 스스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전근대적인 위계로 설.

정했다 집권기간 동안 구체적인 담화문 발표가 많았는데 대부분 특정 문제에. ,

대한 국민 계몽용을 상당수 발표했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93) 산림

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담화문에서는 식목보다 애림하자 라는 제목으로 관‘ ’

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4)

로 설정했다 남산르네상스 계획은 예장동 주변과 서울 타워를 추가하여 주요 공간으로. 『 』
회현 자락 장충 자락 한남 자락 예장 자락 서울 타워로 구분하고 있다, , , , N .

89) 제 공화국의 시기로 대 대통령에서 대까지의 시기인 년에서 년의 이승만 재임1 1 3 1948 1960
기간이다 연구 범위에서는 해방 후 혼란한 시기까지 포함한다. .

90) 년 서울시는 전재 복구 계획으로 수도 재건 방침 개항 을 발표하였는데 남산에 시1954 ‘ 12 ’
립 공원 설치 계획이 포함되었다 년 남산공원을 에서 으로 장. 1955 348,000 1,256,600㎡ ㎡
충공원을 에서 으로 종전의 공개녹지를 편입하여 확대 지정했다 박인418,000 669,500 :㎡ ㎡
재 앞의 글, , 2002, pp.39-41.

91)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시설로 경복궁과 덕수궁 등 우리 고
유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시설인 신사와 사찰을 보호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편법적 조치였다 장윤환 혼란기 서울 도시 공원의 수난과 정: ,『
착 과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1), pp.24-25.』

92) 강신용 장윤환 한국 근대 도시 공원사 서울 대왕사· , ( : , 2004), pp.250-256.『 』

93) 박성진 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태동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50 ( : 2010), p.183.『 』

94) 작년에도 묘목 억 천여 만 주를 심고 금년만 하더라도 억 천만 주를 심은 것은 우리1 5 1 2 3
가 다 자랑할 만한 일이다 중략 매년 몇 억만 씩 묘목을 심는데 이 대신에 우선 어린아. ..
이들부터 교육해서 수목을 기르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년 후에 나라를 좋게 만들고2-3
살기에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면으로는 금산 경관을 도처에 두어 수목을. 1
배포하며 산천을 보호하는 일에 착수해야 될 것이다 최종고 편 대통령리승만박사담화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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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승만 동상 제막식< 3-28> , 1956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안중근 동상< 3-29> , 1967

자료 국가기록원:

이러한 이승만의 통치 개념은 남산을 개인의 기념공원화 하는데 이용했다.

조선신궁이 철거된 자리에 이승만은 자신의 동상을 건립했다.95) 년 월1956 7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된 고재봉은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 각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시 행정으로 통해 반영시키고 거기에서 오는 반응을 검토해서 간

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라고 했다” .96) 이승만은 그의 생일 축하

연 자리에서 이 서울 운동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과 또 각 지방과 세계 여러“

나라에 산재한 나의 친구들 당신들이 세 되는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니 내, 80

간담에 맺힌 열정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97) 그러나

언론은 이승만의 회 탄신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졸도들이 국민들의 고혈을“ 80

빨아 세운 동상 이라며 전면 비판했다” .98) 결국 년 혁명으로 시민들1960 4·19

제 집 우남 이승만 파주 청아1 , 1953,” ( : , 2011), pp.180-181.『 』

95) 년 남산 회현 자락 발굴조사 결과 현 중앙광장에서 이승만 동상의 기초가 발견되었다2014 .

96) 년 이승만의 회 생일을 맞아 동상을 건립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동상건립1955 81
위원회를 결성하고 건립금으로 극장 입장권에 환씩 더 받기로 했다 손정목 서울10-20 : , 『
도시계획이야기 서울 한울아카데미5 ( : , 2003), pp.229-230.』

97) 최종고 편 앞의 책, , 2011, p.87.

98) 경향신문 년 월 일1959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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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산의 이승만 동상을 중앙청까지 끌고 가 내다버렸다.99) 지배자 주변의

충성심과 피지배자 간의 괴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력자 스스로도 대.

중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장 자락의 경성신사를 헐고 난 자리에는 년 대표적인 항일의 상징인1959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웠다 그림 과 그림 과 같이 조선신궁이. < 3-28> < 3-29>

있던 위치에 이승만 본인의 동상을 경성신사의 자리에 안중근의 동상을 세움,

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신궁과 신사의 관계와 비슷한 체계를 남산에 재현하고

자 했다.100)

년에 남산 정상 국사당의 자리에는 팔각정이 세워졌다 정자의 이름은1959 .

이승만의 호를 딴 우남정이라 했다 이로 인해 정상부의 성곽이 파괴되었.

다.101) 팔각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과 땅을 상징하는 사각의 중간 도형으로 하

늘 자체는 아니지만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도형이다.102) 그림 는< 3-30>

우남정의 낙성식 행사의 모습이다 이승만은 수도의 이름이 경성과 같이 수도.

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발음이 어려우니 명칭을

새로 정하자고 지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각 부에서 협의해서 서울의 이름.

에 대해 민간에서 투표를 받아본 결과 우남 이라고 작정했다고 보고했( )南
다.103)

회현 자락의 신궁이 있던 장소에 이승만의 강력한 지시로 국회의사당 신축

부지로 결정된 것은 년 제 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였다 서울의 중심이라1958 4 .

는 점 전망이 좋고 환경이 아름답다는 점 등 조선 신궁의 입지 요건과 같은,

이유였다 경비 절감을 위해서 육국 공병단이 정지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원을 폐쇄했다.104)

99) 동아일보 년 월 일1960 7 24 .

100) 김대호 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남산 회현 자락, “20 , ,” 『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5 , 2014, p.75.』

101) 한양도성 박물관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개관 기념 한양도성 발굴유물 특별전 자료, “ ,” 『
집 , 2014, p.74.』

102) 전우용 서울은 깊다 파주 돌베개, ( : , 2008), pp.210-219.『 』

103) 최종고 편 앞의 책, , pp.220-221.

104) 박인재 앞의 글 에서 재인용, , pp.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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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남정 낙성식< 3-30> , 1959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남산 국회의사당 신축 부지 공사< 3-31> , 1960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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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승만은 본인의 신념을 토대로 동상 건립 본인의 이름을 딴 팔,

각정의 네이밍 국회 의사당의 건설 등을 추진했다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

충성하는 주변인들에 의해 서울의 이름도 변경될 뻔 했다.

그림 영화 오발탄< 3-32> ‘ ’ 1961

해방촌 판자집:

그림 영화 오발탄< 3-33> ‘ ’ 1961

해방촌 골목길:

한남 자락에는 현재 해방촌으로 불리는 집단 주거지가 이 시기에 형성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남산의 북쪽 기슭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데 비해6·25

남쪽 기슭 특히 남서쪽 기슭은 크게 훼손되었다 그림 그림, . < 3-32>, < 3-33>

은 해방촌 배경인 영화 오발탄 의 장면으로 무허가 판자집과 가파른 골목길의‘ ’

경관뿐 아니라 전후 도시인이 겪는 상처와 좌절이 투영되는 장소로 해방촌이

그려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해방촌의 경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05)

빈 도시락 마저 들지 않은 속니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

어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곽을 뜯어 덮은. .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장충 자락에는 박문사 일대도 공개 녹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일부는 개설

된 공원이었다 박문사는 폐사되어 이들 재산은 귀속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따. .

라서 이들 공간은 한국 독립이라는 혼란기에 공원으로 편입되지 못한 채 그대

로 방치되어 버린다 조성되어 있던 부분마저도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예전.

105) 한형구 편 현대 한국 문학 산책 서울 역락, ( : , 2000), p.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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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사라졌다.106) 이러한 상황에서 예장 자락과 장충 자락의 일부에 건축

물이 가건축을 허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로 인해 예장 지역의 경성.

신사터에는 숭의학원 동본원사 터에는 직업 소년 학교 오늘날의 리라 학원, ( ),

동본원사 터에는 중앙방송국이 장충 자락에는 동국대학교가 남산에 위치하게,

된다.107)

그림 이승만 정권기의 자락별 주요 변화< 3-34>

자료 년 수치지도 위에 본 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00

이승만 정권기의 자락별 주요 변화를 맵핑하면 그림 과 같다 회현< 3-34> .

자락 조선신궁이 있던 위치에 이승만의 동상이 건립되었고 년 국회의사1958

당 건립이 결정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원이 폐쇄되었으며 성곽이 일부

106) 강신용 장윤환 앞의 책· , , pp.250-256.

107) 공원이 학교 부지나 공공 건물에 불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손정목의 서울 도시계획 이『
야기 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손정목 앞의 책: , , pp.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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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었다 정상부에는 이승만의 호를 딴 팔각정인 우남정이 건립되었다가. 1

년 후 철거되었다 년에는 방송국이 건립되었다 예장 자락에는. 1957 AFKN .

공원 부지를 해체하며 방송국 숭의학원 등이 건립되고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세워졌다 한남 자락에는 무허가 판자촌인 해방촌이 조성되어 남측 기슭에 주.

거지로 변화했다 장충 자락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석호정이 재건립되었다. .

전상인은 이승만을 사회 사상가 사회 운동가 그리고 사회 개혁가로 재평가, ,

하고 이승만의 사회 사상을 근대 산업주의 사회구원 신학사상 사회 유기체, ,

론 그리고 기회 평등주의로 구분했다 그러나 그의 사회 운동이나 사회 개혁, .

이 충분히 꽃피우지 못한 이유로 자신의 사회 사상을 본인의 인생과 경력에

밀착시키는 경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언론 운동 민권 운동 교육 운동. , ,

등 이승만은 사회 운동을 자기 중심 혹은 자기 본위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사.

회 개혁의 목표나 방식에 있어서도 이승만은 주관적인 판단에 집착했고 강제

력의 효과를 믿는 편이었다.108)

지배자나 지배층이 정치 권력과 도시의 영원한 번영을 기하려고 하면 피지

배층이 지배 피지배의 구조를 숙명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

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러한 권위적 이데.

올로기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경관적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109)

이승만 정권기에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시기로 공적인

장소에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경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공 장.

소에 대한 인식은 정권이 임의로 건물로 허가를 해주거나 불법 주거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제도적 부재에 기.

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8) 전상인 이승만의 사회 사상 사회 운동 사회 개혁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서울, “ , , ,” ( :『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pp.395-400.

109) 이기봉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서울 새문사, , ( : , 2008), pp.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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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변화3.2. 110)

박정희 정권기에도 남산의 변화가 시민의 수요나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권력의 강력한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의 기억을 지우고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을 투사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

을 투사하는 장소로 남산을 활용했다.

박정희는 년 문공부 순시에서 주체성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를 창달해1976

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예술은 해방 후부터 들어온 외래의 것과 혼유되어 아

직도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진 문화 예술로 뿌리박지 못하고 혼동기에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111)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명분을 만회하기 위해

채택한 것은 민족주의 였다 박정희는 역사와 전통이 승계를 강박적으로 의식‘ ’ .

했지만 그 역사와 전통을 승계하기 위해 과거를 단절적으로 부정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112)

부정적인 전통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통의 확립을 내세웠고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문인 중심의 유교적 전통을 무인 중심의 구국적 전통으로 치환하는‘ ’ ‘ ’

것이었다.113) 년에는 애국 선열 조상 건립위원회 라는 조직을 시작으로1966 ‘ ’

많은 단체들에 의해 남산의 회현 자락과 장충단 자락에 많은 동상이 설립된

다.114) 이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유신 독재자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110) 박정희 정권기로 구체적으로는 제 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년부터 년까지 재임기5 1963 1979
간이지만 본 연구에서의 연구 범위는 제 공화국의 시기인 윤보선 대통령의 시기 년2 (1960

년 까지를 포함한다 년 군사 쿠데타 후 국가 최고 회의에 의해 사실상 군사-1962 ) . 1961
정부의 실질적 통치 시기다.

111) 동아일보 년 월 일1976 2 5 .

112) 배정한 박정희 조경관 한국조경학회지, “ ,” 31(4), 2003, p.14-20.『 』

113) 안창모 도시와 건축에 새겨진 전쟁과 냉전 그리고 시대의 삶 서울 전, “ ,” 1950.. .. , 6.25『 』
쟁 주년 특별기획전 자료집 서울역사박물관60 , , 2010, p.184.

114) 회현 자락의 동상 안중근상 소월시비 년 반공청년 기념비 년 김구상: (1967), (1968 ), (1968 ),
년 김유신상 년 이시영상 년 이황상 년 정약용상 년 조지(1969 ), (1969 ), (1969 ), (1970 ), (1970 ),

훈 시비 년 장충지역의 동상 장충단비 년대 이한응기념비 년 이준상(1971 ), : (1900 ), (1960 ),
년 사명대사상 년 김용환상 년 유관순상 년 최현배기념비(1964 ), (1968 ), (1070 ), (1970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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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과 기념비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박정희식 민족주의 라고 할 수‘ ’

있다.115) 회현 자락에는 년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건립된다 신사 참배1970 .

의 기억을 소거하고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웠다 이는 일.

본에 의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항일 투쟁의 상징 이미지로 바꾸려고 한 것이

다.116)

민족주의와 함께 박정희 정권이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강조한 지배 이데올로

기는 반공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대중과 공산주의의 결합은 최대의 위.

협이었기에 안전한 국민적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호명은

반공이었다.117) 쿠데타 직후 발표된 혁명 공약에도 반공을 가장 중요한 모토

로 정하고 있다 혁명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 “ ( )一
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수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라”

고 명시하고 있다.118)

반공 이데올로기를 투사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물을 장충 자락에 세웠다 건.

축가 김수근이 설계하고 년 건립된 자유센터 아시아 반공 연맹 이하 자1963 ‘ ’(

유센터 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지어진 본격적인 국가 기념비)

였을 뿐 아니라 근대 건축의 어휘를 구사하여 집단적 가치와 이(monument)

데올로기를 표상하고자 한 구조물이었다.119) 자유센터의 외형은 공공성이나

기념비성을 확보하는 건축의 기본 문법인 대칭과 반복 축 구성의 원리를 따,

년 파리장서비 년 남산르네상스 기본계획), (1973 ): , 2009, p.25.『 』

115) 정재정 외 서울근현대 역사기행 서울 혜안, ( : , 1998), pp.283-284.『 』

116) Henry Todd, “Colonial Seoul's Wartime Spatiality and Its Post-Colonial Legacies,”
세기 서울 세계 속의 서울학 서울학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학연구소20 , , 2008 , ,『 』

2008, pp.37-38.

117)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근대를 다시 읽는다 서울 역, “ ,” 1 ( :『 』
사비평사, 2006), p.470.

118) 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군사혁명의 전모 서울 문광사, 5·16 ( : , 1964), pp.152-153.『 』

119) 년 완공된 자유센터는 세 개의 시설로 이루어진 복합 시설로 처음에는 자유센터 본1963
관과 층의 숙소 국제 자유회관 현 타워호텔 국제 회의장으로 계획되었다 그 중 국제17 ( : ), .
회의장은 자금 부족으로 지어지지 못했다 숙소인 국제 자유회관이 층인 것은 한국전쟁. 17
참전국이 국인데다 대한민국을 합쳐 이 되기 때문이다 숙소인 국제 자유회관은16 17 .

년 개관했지만 재정난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관광공사에 팔려 호텔로 용도가 변경되1964
어 년 타워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강혁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1969 : , “
독해 건축역사연구,” 21(1), 2012, pp.135-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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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기념비라는 측면에서 내부의 용도나 기능의 수용이 목적이 아니라.

조형 자체로 발언하고 의미하는 건축이다 기념비 건립을 통해 집단적인 의미.

와 상징의 생산은 근대 이래 모든 체제 국가 정권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온 설, ,

득과 호소의 방식이다.120) 그림 는 자유센터 공사 당시 조감도다 자< 3-35> .

유센터는 본관 층의 숙소 국제 회의장으로 계획되었다 그 중 국제 회의장, 17 , .

은 자금 부족으로 지어지지 못하고 숙소는 타워호텔로 개관했다.

그림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 센터 조감도< 3-35>

자료 국가기록원:

년 북한의 특공 대원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한 사건은 반공 사상을1968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 신년사에서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 ‘ ’

로 설정하고 이에 발맞춰 박현욱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 요새화 계획 을 발‘ ’

표했다 남산 호 터널 계획으로 평상시에는 교통 수단으로 쓰고 전쟁시에. 1,2 ,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30-40 .121) 그러나

120) 강혁 앞의 글, , 2012,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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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에 구멍을 내는 터널 공사는 통행료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교통상 도움은‘ ’

전혀 되지 못한 채 드라이브 코스 정도로 활용되었다.12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년 회현 자락에 건설한 어린이회1970

관도 전 국민을 반공 교육시키고 민족 주체성을 교화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청소년에 대한 반공 정신의 앙양 과학 지식의 보급“ , ,

건전한 민족 정신의 함양 고취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위의 보양과 정,

서의 순화 로 명시하고 반공 영화를 반복적으로 상영했다” .123)

회현 자락의 국회의사당 터 공원 환원에 따라 현상 공모를 통해 안이 선정

되었다 당선작은 야외음악당 미술관 시민광장 아동 유원시설 월 혁명 기. , , , , 5

념탑 등이 주요 시설로 계획되었다.124) 그해 월에 어린이 놀이터 야외음악7 ,

121) 동아일보 년 월 일1969 3 4 .

122) 경향신문 년 월 일1970 11 30 .

123) 이해수 남산의 재구성 박정희 정권의 어린이 보건 복지 정책과 남산의 변화 서강대, - · (『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47.

124) 서울신문 년 월 일1962 3 10 .

그림 통행료에 빛 못 보는 명물< 3-36>

자료 경향신문 년 월 일: 197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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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125) 연못 등의 수정안을 발표했다.126) 이후 남산은 어린이와 관련한 공원

문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지하게 된다 이는 평소 어린이에 관심을 기울였던.

영부인 육영수의 의도이며 어린이 육성책이 구체적으로 구현한 장소가 남산

회현 자락이었다.

어린이 회관 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돔 지붕의 건축물로 건축가 이광노(1970)

에 의해 설계되었다.127) 이 밖에 열대 식물과 동물의 성장과정을 한 눈에 살

펴 볼 수 있는 어린이 학습 전용관인 남산 식물원(1970)128)과 남산 동물원

방정환 동상 이 차례로 세워지면서 남산은 동심의 낙원이라는(1971), (1971)

공간성을 갖게 된다 시설과 함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남산에서. .

어린이날을 기념하거나 어린이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했다 어린이날.

큰 잔치 산수 경시대회 어린이 보호대회 어린이(1971), (1971), (1974~1979),

월간잡지 어깨동무 기념식 서울 저축 모범 어린이 표창 등 각종(1973), (1974)

어린이 행사 장소로 활용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기존 남산에 각인된 제국주의 독재의 기억 등과 대비시키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환심을 살 수 있었고 발전 진보 등의 긍정적인 개념, ,

들과 밀접한 어린이 개념과 연관 지어서 남산 공원을 연출했다.

125) “남산야외음악당 준공 일 밤 기념음악회 남산야외음악당 준공을 기념하는 서울 시립교향25 ”
악단의 야외 연주회가 많은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가운데 일밤 시부터 남산공원에서 열린25 8
다 남산공원 조성지에 자리잡은 이 야외 음악당은 일만 오천 명의 관객이 앉아 즐길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콩크리트라벤식 건물로 지난해 월 만 원의 공사비로 착공 이번에 완성을11 660 ,
보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 년 월 일: 1963 7 22 .

126) 조선일보 년 월 일1962 7 12 .

127) 어린이회관은 년 준공 육영수 여사가 운영하던 재단법인 육영 재단에서 건립하였는1970 ,
데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년간의 무상 사용기간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70 .

년 능동으로 어린이회관이 이전하면서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매수하여 사용하였다1973 :
박인재 앞의 글, , p.67.
어린이회관의 설계자는 이광노로 건축적 특징은 돔 지붕이다 건축가들이 집학했던 서구.
모더니즘 미학은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현대의 재료 공법 사용.
과 서구 건축 양식을 모방 돔지붕 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상징적 재료로 경제 개건과( )
도약을 시각적으로 표상해주는 정치적 기호로 읽을 수 있다 이해수 앞의 글 에서: , , p.51.
재인용.

128) 남산 식물원은 년 호관이 개관 년 호 호 개관 개원 당시 호관에 진열된 열대68 1 , 71 2 -4 . 1
식물 중 대부분은 월남 참전용사들이 현지에서 보내온 것들이며 우장푼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일부 식물도 옮겨옴 호관의 선인장관은 일본의 재일 동포가 기증한 식물로 기. 3-4
증 식물이 여종에 달했다 박인재 앞의 글1600 : , ,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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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봄철 새마을 시민 위안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야외 음악당< 3-37> ‘ ’ , 1975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은 야외 음악당에서의 공연 장면으로 많은 시민이 보인 것을< 3-37>

볼 수 있다 남산은 육영수에 의해 부드러운 어머니의 인간적 이미지가 투영.

된 공간이 되었다 가족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이 공간은 정치적 아우라를 완.

화시킴으로써 박정희 체제의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덜어주기에 충분했다.129)

언론도 최대한 활용했다.

여러 가지로 소홀해왔고 가볍게만 보아온 어린이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

가고 있는 것을 반긴다.130)

새싹들의 꿈을 무럭무럭 키워줄 신기한 시설을 갖춘 회관에서 우리들 세상

을 노래하는 어린이들의 함성 하늘에라도 오를 듯 가슴을 활짝 펴, 131)

129) 이해수 앞의 글, , p.2, 26-30.

130) 동아일보 년 월 일1963 2 8 .

131) 경향신문 년 월 일1970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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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 닮은 소녀 야외 음악당< 3-38> ‘ ’ 1974:

그림 태양 닮은 소녀 꽃시계< 3-39> ‘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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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촬영한 영화 태양 닮은 소녀 에서는 남산 도서관 야외음악당 꽃1974 ‘ ’ , ,

시계 김구 동상 앞 광장 등 다양한 장소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림, . < 3-38>

에서와 같이 야외음악당 앞에서 자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시민의 모습이 포착

되는 등 당시 남산의 경관과 이용 행태를 엿볼 수 있다 그림 에 보이. < 3-39>

는 꽃시계도 년에 조성된다1969 .132)

그림 서울 전경 항공사진< 3-40> , 1973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은 한강 이남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한남 자락에 외인아파< 3-40>

트가 건설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남 자락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 한남공원 용지 중 일부를 해제하여 외인아파트를 지었다 주택 공.

사가 외인아파트를 남산 비탈에 세우기로 한 것은 경부 고속도로에서 서울로

132) 남산에 꽃 시계 첫선 우리나라 최초로 등장하는 남산공원의 꽃시계가 완공되어 준공식“ ”:
을 가졌다 어린이 회관 바로 옆에 자리한 직경 미터의 원형의 이 꽃시계는 매 시간 마. 5
다 영국에서 직접 녹음해온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소리를 반경 키로미터까지 은은히4
울려 시민들을 더욱 즐겁게 한다 경향신문 년 월 일: 1969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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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서 바로 바라보이는 남산 언덕에 고층 아파트를 세움으로써 주택공사

아파트의 우수성 기술적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 때문이었다, .133) 인근에

는 하이얏트 호텔 년 도 들어섰다(1971 ) .

박정희 체제 년은 국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기였다 박정희 체제18 .

의 또 다른 핵심 슬로건 중의 하나는 정신 혁명 이었다 이 때 정신 혁명의‘ ’ .

주요 지향이 근대 성 을 향한 것이었고 반공이라는 부정적 이데올로기를 넘어( ) ,

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박정희의 또 다른.

핵심적 지배 담론은 조국 근대 즉 발전 주의였다 조국 근대화론은 지식층의, .

광범위한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134) 근대화 담론에 따른 개발이

남산에도 이루어졌다.

장충 자락에는 자유센터 외에도 영빈관을 재벌에 불하하여 설립된 신라호텔

년 과 문화시설인 국립극장 년 을 비롯해서 장충체육관 년 장(1975 ) (1973 ) (1963 ),

충수영장 년 리틀야구장 년 실내테니스장 년 롤러스케이트(1968 ), (1971 ), (1974 ),

장 년 등 체육 시설이 조성된다 이 밖에 재향군인회 년 중앙 공무(1978 ) . (1962 ),

원 교육원 년 등의 조성이 한남공원 용지와 장충단공원 용지의 해제로(1962 )

가능했다 이승만 정권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남산에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

으로 공원을 해제하고 공공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135) 이러한 고층 빌딩 건설

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남산을 아끼자 라는 제목의 한 논설은 정상부. “ ”

에 중계탑을 건설하거나 호텔이 고층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을 내고 있다.136) 수도 서울의 서남 광장 남산공원 야금 야금 먹힌 땅 총“ 31

만 평 중턱까지 치솟는 고층 빌딩에 남산이 사라져간다 와 같은 비판이,” “ ”

133) 손정목 앞의 책, , p.254.

134) 황병주 앞의 책, , pp.469-479.

135) 건설부 고시 제 호 해제 용지 약 만 평26 , 6 3,110 .

136) 추악한 모습의 통신 중계탑이 하필이면 남산 꼭대기에 우뚝 솟아야할 이유가 있을까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다른 방편을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정상에서 한층 더 아래로 내려오.
면 여기는 커다란 건물들이 버티면서 늘어가고 있다 중략 남산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무허. ( )
가 판자집 뿐이 아니라 전기한 바와 같이 관 또는 공의 성격을 가진 건축물들도 많다 국 공.
유의 토지나 임야라고 해서 그 위에 관공서 건물이 제멋대로 서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공원으로 남산을 생각할 때 남산을 이 이상 더 잠식.
하지 말았으면 하는 느낌이 나날이 간절해져간다 동아일보 년 월 일: 1963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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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도 이어진다1970 .137) 좀 먹히는 남산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문가와“ ”

시민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 공적인 공원에 개인의 영리적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 시민의 소외감이 커진다는 의견과 함께 서민의 휴식처를 특권층에 빼앗

긴다는 불만이 토로되고 있다.138) 그림 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 장충< 3-41>

자락의 경관을 담고 있다.

그림 장충 자락 경관< 3-41> , 1976

자료 국가기록원:

137) 공원 계획 회 바꾸며 공공 기관이나 개인에게 불하돼 공원용지 면적 장충 한남공원 포20 ( ,
함 이 가장 넓었던 년 월의 만 평방미터에 비해 가량인 만 평방미터 약) 59 3 273 37.5% 104 (
만 천평 가 침식된 것으로 밝혀져 메마르고 답답한 시민들의 정서 생활이나 공해 대책31 5 )

을 위해서도 더 이상 좁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다 동아일보 년: 1973 9
월 일 서울 남산공원이 주위에서 솟고 있는 고층건물들에 가리어 차차 그 아담한 경관10 .
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 계절따라 자연의 풍미를 보여주고 공해에 시달린. ,
시민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는 남산공원이 이제 더 이상 침식되서는 안되겠다.
서울의 유일한 푸른 휴식처 남산을 보호하자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동아일:
보 년 월 일1974 8 1 .

138) 경향신문 년 월 일1968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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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자락에는 인간성이 파괴되는 공포의 시설들이 자리 잡게 된다 년. 1961

설치된 중앙정보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사항 및 범죄 수

사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가두고 고문하기도

했다 제 공화국에서 공화국까지 년간 공포의 장소로 인식된 예장 자락의. 3 6 34

안기부는 년대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에 이르러서야 변화를 맞이하게1990 『 』

된다.139)

그림 박정희 정권기의 자락별 주요 변화< 3-42>

자료 년 수치지도 위에 본 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00

박정희 정권기의 남산 주요 변화를 맵핑하면 그림 과 같다 주로 장< 3-42> .

충 자락과 회현 자락에 많은 동상이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회현 자락 안중근( :

동상 외 개소 장충 자락 유관순 동상 외 개소 회현 자락에는 어린이10 , : 10 ).

139) 손정목 앞의 책, , pp.2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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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식물원 동물원 분수대 야외 음악당 등의 공원 시설과 어린이 회관, , , , ,

도서관 안중근 기념관 등의 건물이 조성되었다 장충 자락에는 자유센터 타, . ,

워호텔 신라호텔 등의 건물과 장충체육관 장충수영장 리틀야구장 롤러스케, , , ,

이트장 등의 운동시설 동국대학교와 같은 학교시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 , ,

의 문화시설이 입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타워호텔 건립을 위해 철거.

한 성곽은 년 일부 정비되었다 정상부에는 성곽을 철거하고 종합 전파탑1977 .

과 남산타워를 준공한 후 년부터 년간 성곽을 정비했다 예장 자락에는1977 1 .

정부 기관과 케이블카가 한남 자락에는 외인아파트와 하얏트호텔이 건립되었,

다.

박정희가 년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일본의 군부 쿠데타를 모델로1961 5·16

삼고 집권 이후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근대화의 모델로 설정했다 박정희.

는 메이지유신에 의해 일본의 근대가 시작되었듯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 한국

의 근대화가 시작된다고 보았다.140) 도시를 장악한 권력은 장대하고 미려한

건조물로 자신을 과시해 왔고,141) 박정희의 근대화는 경제 발전과 함께 기존

의 역사적 문화적 기억을 지우고 덧씌우고자 하는 이상과 개념을 투사하면서,

정권의 폭력성을 은폐하거나 중화하는 도구로 동원했다.142) 박정희는 각종 기

념물 건조물의 건설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전달수단으로 영화 뉴스 신문, , ,

기사 등의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커뮤니티 전달 매체.

는 효과적으로 정치적 운동에 활용되며 선전과 대중 문화는 긴밀히 관계 맺는

다.143)

박정희 정권기에 주요 변화는 민족주의 반공 어린이 신화 근대화라는 지, , ,

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공원 시설의 변화 뿐 아니.

라 예장 자락의 공안 건물군 한남 자락과 장충 자락의 숙박 문화 운동 시설, , ,

등이 건설됨으로써 자락별로 공원 이외의 용도로 변용되었다.

140) 이준식 박정희의 식민지 체험과 박정희시대의 기원 역사비평 호, “ ,” 89 , 2009,『 』
pp.243-247.

141) 전우용 앞의 책, , p.108.

142) 최정민 앞의 글, , p.87.

143) Toby Clark, Art and Propaganda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Political Image in
the Age of Mass Cultures (New York: Harry N. Adams, 1997),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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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서 도시 재생으로의 가치 변화3.3.

년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은 남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계획과1991 『 』

실행이다.144) 이 계획의 다른 의의로는 년 남산르네상스 계획으로 이2009 『 』

어져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 계획들이 사업 종료되었거.

나 중요한 자락별 재정비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145) 남산 제모습찾기『 』

의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와 평가가 있었지만146) 계획 자체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더라도 주요 개.

념과 방향이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이어졌으며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는 점에서 재조명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계획을 상세히 고찰해 봄으로써 남.

산이 가진 무형적 가치와 계획적 측면에서의 제고점을 검토해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년대 이후 남산의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된 남산 제모습찾1990 『

기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이 수립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년에 탄생한. 1988『 』

제 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표방한 것은 보통 사람 이었고 그것은 권위주의6 ‘ ’

로부터 탈피를 의미했다 때마침 년은 년 서울 정도 년 기념 행. 1990 1994 600

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서울에서 가장 권위적인 시설 중 남산에.

위치한 안전기획부 전 중앙정보부 와 수도경비사령부의 이전은 당연했다( ) .147)

144) 일제 강점기 혼다 세로쿠의 계획 이후 도시 계획 전문가인 네글러 를 단(Oswald Nagler)
장으로 년 월까지 년 동안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수행한 사업 중 하나로 남산공원1967 6 3
계획과 설계가 있었다 이 역시 구상으로 그쳤다 최상철 현대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 “ :

서울 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50-2000,” 20 ( , 2001), pp.531-532.『 』

145) 부록 년대 이후 사업 성과 참조2. 1990 .

146) 손정목은 외인아파트 파괴 안기부와 수방사 이전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다소 냉정하게, ,
평가하고 있다 손정목 앞의 책 한편 김경배는 인 시민 위원회를 구성: , , pp.271-283, 100
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점 잠식 시설 철거 및 이전에 의한,
남산공원의 자연 경관이 일부 회복된 점 야외식물원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시민을, ,
위한 공간이 확충된 점 생물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생태계를 회복한 점 북측 순환, ,
도로 차량 제한 보행자 전용 산책로를 조성한 점을 성과로 보았다 다만 예장과 한남 자, .
락에 잠식 시설 철거가 집중되면서 회현과 장충 자락의 공원화 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
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경배 남산공원의 실태 분석 및: , 『
개선 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147) 서영애 겉모습 가꾸기에 치중한 미완의 복원 한겨레 호, “ ,” 21 791 , 2009, pp.7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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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산 제모습찾기 구상에 대한 고건 시장의 메모< 3-43> , 1990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은 당시 시장이었던 고건의 한 장의 메모에서 시『 』

작되었다 그림 은 고건 시장이 강홍빈에게 건넨 자필 지시 메모에는. < 3-43>

남산의 원 모습을 회복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

다 최초의 구상에 외인아파트 수방사 안기부의 이전이 담겨있다. , , .148) 이러한

구상의 바탕에는 남산을 회복해야 할 대상 되찾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기저를 이룬다 다음 기사들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일제에 할퀴고 권력에 깎이고 남산 수난 년 일제 신사 건립으로 훼손“ , 92 ”

시작 정보부 등 들어서며 공포의 대명사로 재벌 호텔 고층빌딩에 가려 친, ,

148) 고건 시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온 다음 남산 계획을 지시했다 당시 강홍빈은 시정연구.
관으로 특명국장 역할로 남산 제모습찾기 구상과 계획을 총괄했다 메모의 날짜는. 1990
년 월 일이며 대통령의 보고와 발표가 월 일에 계획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중요도7 12 8 17
를 예상할 수 있다 강홍빈 인터뷰 년 월 일: , 2009 12 16 .



- 118 -

근한 모습 회복은 불가능하다 중략 서울의 상징인 남산이 제모습으로 탈. ( )

바꿈 하는 것은 자연회복과 더불어 쿠데타 이후 압제와 공포의 대명사5·16

로 통해온 남산을 친근하고도 포근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환원한다는 데 의

미가 있다.149)

공원 용지 해제 년 이후 차례 한때 만 평까지 잠식 일제 신사가 훼“ 57 36 25 ,

손 효시 민족 수난의 단면 서울 도심의 작은 명산 남산 천만 시민의 사, ” , 1

랑을 받고 시민을 푸르름과 넉넉함으로 감싸줄 남산은 산봉우리와 산허리

산자락이 찢기고 할큄을 당한 지 거의 세기에 이른다 서울의 명승지로 첫1 .

손꼽히는 남산의 훼손사는 바로 시민의 수난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수난사,

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150)

서울의 남산은 박정희 정권 이래 공포정치의 상징으로 시민의 뇌리에 짙게

남아 있다 이런 시민의 심리를 꿰뚫어 본 듯 남산의 제거를 앞세운 서울시.

의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 계획 발표는 민족대교류 제의가 한낱 말치레7·20

로 끝나 허탈감에 빠진 국민에 대한 위로용으로는 일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151)

기사에서 남산의 수난은 우리 민족의 수난으로 남산의 회복은 민족의 자존,

심의 회복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무를 지휘했던 강홍빈에 따르면 남산 제모. 『

습찾기 의 기본 개념은 시민에게 남산을 되돌려준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152)

회복과 복원은 남산 제 모습을 찾는 주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 차 역사문화분과 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사당과 봉수대의2

복원과 역사 교육에 대한 시설 특히 자랑할 만한 유산뿐 아니라 수난에 대한,

역사도 표현하자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 인

식이다.153) 개념뿐 아니라 역사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자 계획한 것

이다 석호정을 복원하여 활쏘기 국사당에서의 산제 성곽을 따라 순성놀이. , , ,

149) 동아일보 년 월 일1990 8 17 .

150) 경향신문 년 월 일1990 8 17 .

151) 한겨레 년 월 일1990 8 19 .

152) 강홍빈 인터뷰 년 월 일, , 2009 12 16 .

153) 차 역사문화분과 위원회 회의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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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 주변에서의 연날리기 수방사 이전 적지에 씨름 도입 계획 등 역사적,

인 고증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다.154)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행 계획에까지 복

원 회복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

복원과 회복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산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는 이와 같은 고민의 흔적을 담고 있다 실. < 3-44> .

무자의 메모로 추정되는 자료로 남산의 제모습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림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의 초기 구상 원고< 3-44> 『 』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남산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사업명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년의 남. 1992 『

산 제모습가꾸기 계획은 년의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을 부분적으로1991』 『 』

수정한 것으로 이 두 계획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당시 인 시. 100

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이규목에 따르면,155) 남산의 제모습을 찾는다는 것에는

남산의 파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일제 강점기 이전으로의 복원을 의미하는

154) 역사유산 보전 기본 구상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

155) 이규목 인터뷰 년 월 일, , 2009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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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찾기 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서 논의 끝에 가‘ ’ ‘

꾸다 라는 용어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한다’ .156)

이 밖에도 남산 제모습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남산의 범역 성격 제 모“ , ,

습이 명료해야 하므로 남산 계획의 범위를 법적 근거에 의한 명확한 경계보다

는 먼 장래로 보아 일반적인 개념에서 공원 부분만이 아닌 남산 주변의 건물

까지 포함해야 한다 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157)

주요 방향과 일부 세부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본 방향의 내용에서 찾. ‘

기 보고서에는 자연 시민 역사의 주체성 회복 서울 자연 경관 체계의 중’ “ , , ,

핵화 향토애와 시민 의식의 고양 이던 내용, ” 158)이 가꾸기 보고서에는 남산‘ ’

제모습의 범역을 정립하며 시작되는 것으로 수정된다.159) 시간적 범역으로

과거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그 원형을 설정하기 보다는 오늘의 시점에서 물“

리적 위상과 경관적 기능에 부조화한 요소들을 개선해 나아감을 원칙으로 수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간적 범위도 찾기 보고서에서는 공원 면적과 경관 관리 구역 면적만 명‘ ’

시되어 있는데160) 반해 가꾸기 보고서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공간의 범역은‘ ’ ‘ ,

현재의 도시 계획법상 구획된 경계를 대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산악부의,

물리적 위상과 공간적 기능을 회복해 나아감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특히 복원과 회복의 시점을 과거 특정 시점이 아닌 오늘의 시점.

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혁신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회현 자락의 계획을 초기안에서는 애국가 마당< 3-45> ‘ ’

으로 계획하고 있다 애국가 마당의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민속 놀이 봉수대. ,

복원 애국가 광장 등이 계획되었다 성곽과 봉수대 등의 복원과 함께 민족 자, .

156) 년 이후 보도 자료나 문헌에도 찾기 와 가꾸기 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년1992 ‘ ’ ‘ ’ , 2004
남산공원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와 년 남산르네상스 보고서 상에는2009『 』 『 』

가꾸기 로 통일되어 있다‘ ’ .

157) 안원태 남산 제모습찾기 추진 기본계획을 위한 참고 의견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 ,”
당시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이 시장에게 보낸 문서 년 월 일( ), 1991 5 10 .

158) 서울특별시 남산 제모습찾기, , 1991, p.20.『 』

159) 서울특별시 남산 제모습가꾸기, , 1992, p.11.『 』

160) 공원면적 경관관리구역면적 서울특별시 앞의 보고서, 2,971,000 , : 4,950,000 : , ,㎡ ㎡
199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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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심을 높이는 공원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 에서는 찾기 에서 가꾸기 계획의 과정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의[ 3-3] ‘ ’ ‘ ’

견 수렴을 통해 수정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외인아파트 이전지 공원화 계.

획에 대해서는 식물 전시원 생태 학습관 등의 시설이 계획되었으나 새로운,

시설을 배제하고 지형을 복구하는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안으로 계획안

이 수립되었다 회현 자락은 훼손된 능선부를 연결하여 산세를 회복하기로 하.

며 늘푸른 언덕 애국가 마당 과 같이 시설지의 명칭에 대해 역사성이 없는‘ ’ ‘ ’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남 지역 회현 지‘ ’ ‘

역 장충 지역 으로 변경한다 이는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자락별 계획을’ ‘ ’ . 『 』

수립하는 공간 구분으로 이어진다 이전에 역사성이 없는 테마를 배제하기로.

한 시도는 년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점이다 공원의 개념이나1990 .

명칭에 민족이나 전통을 투사하고자 한 점에서 탈피한 진일보된 변화다.

그림 애국가 광장 초기 구상안< 3-45>

자료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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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 시민위 기본 구상100 자문 및 의견 수렴 기본 계획
외인아파트
이전지
공원화

식물 전시원 조성
전망 광장 자연 생태 학습관,
등 설치

새로운 시설 배제
지형 복구 및 수림 회복

훼손된 능선 회복
초본 및 수림 전시원

회현 지역
기존 건물존치
식물원 동물원 등 제거 후 애,
국가 광장 조성

정비필요
훼손된 능선부 연결로 상
징성 부여

일부 건물 영구년제 후
정비 현재 기능 수용,
식물원 동물원 제거 후,
산세 회복

장충 지역
어린이 야구장 수영장 등,
제거
동국대후문 진입로 폐쇄

시설 제거지 수림조성
실질적 차량진입로 존치

피크닉 장등 휴식 공간
조성
차량진입로 존치 및
보행로 별도 개설

시설지 명칭

아파트 이전지 늘푸른 언덕:
백범 광장지역 애국가 마당:
장풍 공원지역 어린이 노인모: ,
임터

역사성이 없는 고유 명칭
부여 불필요

한남 지역
회현 지역
장충 지역으로 명칭 변
경

표 구상과 계획의 비교표[ 3-3]

자료 남산 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안 요약서 년 기본계획 조정안 주요 내용 필자 요약: ( ) , 1992 , ( )『 』

그림 한남 자락 접근로 개선 구상도< 3-46>

자료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 『 』

그림 예장 자락 접근로 개선 구상도< 3-47>

자료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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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그림 은 남산의 접근로 구상 스케치다 이를 통해< 3-46> < 3-47> .

남산을 도시와의 경계부로 확장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미래에 미군 기지가 이동할 것에 대비하여 용산공원으로의 확장성을 고

려하여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남산을 단일한 공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서울 전체의 녹지축으로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계.

획은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한남 자락의 보행 육교 남산 오르미 설치 사,『 』

업 등으로 이어졌다.161)

그림 는 경관 계획을 위한 강홍빈의 초기 구상 스케치다 남산의 자< 3-48> .

연 지형이 노출 암시함으로써 주변 건물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패, ,

턴의 동질성을 통해 남산 주변의 대지를 통합하여 밀도를 조절하는 방도를 모

색하고 있다 초기 구상은 계획에 반영되고 조례로 제정하기에 이른다 남산. .

주변의 건물 높이를 규제하고 도시에서의 주요 조망점을 개선하는 계획이

다.162)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남산의 역사 생태 도시적, ,『 』

접근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시작되었다 남산이라는 단일한 대상지.

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도시계획국 재무국 환경녹지국 경관관리국 주택국, , , ,

등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이 진행되었다.163)

관련 부서뿐 아니라 시민 전문가 여론과의 소통에도 주력했다 남산 제, , . 『

모습찾기 계획은 최초로 주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인 시민위원100』

회가 구성된다.164) 도시 생태 조경 역사 문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 , ,

시민 단체 일반 시민 지역 주민 등도 포함되었다 당시 위원회 간사로 활동, , .

한 김원은 이와 같은 과정은 위로부터의 계획이 아닌 아래에서부터의 계획“

방식으로 당시로선 대단히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라고 평가한다” .165)

161) 부록 남산 르네상스 추진 현황 참조3. .

162) 서울특별시 앞의 보고서, , 1991, p.67.

163) 강홍빈 인터뷰 년 월 일, 2009 12 16 .

164) 시민위원회는 역사 문화 분과위원 명 자연 보전 분과위원 명 경관 관리 분과 명26 , 26 , 21
등의 전문가와 중구의 남산골지역 남대문로축 장충동축 용산구의 한남동지역 한남동축, , , , ,
용산동축 지역 주민 명 총 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30 , 103 : .

165) 김원 인터뷰 년 월 일, , 2014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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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홍빈의 경관 계획 초기 구상 스케치< 3-48>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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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은 단순한 도시계획으로서의 개발이나 정비 차원이『 』

아닌 역사 문화 생태 시민 참여까지 포함된 최초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 , .

다음은 당시에 서울시가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서울시는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시민 주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산 제모“

습 찾기 인 시민 위원회 를 구성하고 그 첫 전체 회의를 갖는다 중략100 ” , . ( )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자연 보전 역사 문화 경관 관리의 개 분과위원회를, , 3

중심으로 지역 및 보행축별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확보되면서도,

다양한 시민 의견이 모아 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단체 대표,

주부 교사 학생 남산 주변지역 주민 등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 , ,

다 한편 이 시민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미 부. ,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 추진본부 를 구성 가동 중“ ” ,

이다.166)

이듬해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인사말에서 서울시 시장은 시민위원회의 년1

간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진행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이 비상한 사업인 만치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 또한 비상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제모습 찾기 사업이 남산을 시.

민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인 까닭에 각계 각층을 망라한 시민의 대표들이,

인위를 구성해서 계획의 방향과 구상에 대해서 격의 없는 의견을 내고100

토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된 내용들은 서울시의 제모습 찾기 추.

진본부와 실무 작업반에 의해 정리되고 다시 인 시민위에 부의 되, 100 ( )

어 토의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 제안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167)

시민과 여론과의 소통에도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

바라는 남산 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거나” 168) 글짓기 지도 교사를 상대로

166) 보도자료 남산 제모습찾기 인 시민위원회 출범 년 월 일 서울역사박물, “ 100 ,” 1990 10 16 :
관 내부 자료.

167) 시장 인사 말씀 남산 제모습찾기 인 시민위원회 년 월 일 서울역사박물관, 100 , 1991 5 10 :
내부 자료.

168) 년 월 일 일 남산 주변 초 중 고교 개교 학생 명을 대상으로 남산에1990 12 1 ~13 , , , 5 350
대한 인식과 희망사항을 조사했다 남산에 대해 긍정적인 면으로는 도심 속에 위치하여.
어린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서울 시내의 조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이다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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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식 조사 이후 작품집을 작성하고 이를 홍보 자료로 활용

했다.169) 이 밖에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거나170) 언론 보

도를 분석하는 등 시민과 여론의 동향에 주목했다.171) 비록 시장의 지시로 시

작된 사업이나 그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론 동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금까지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서 변화했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프로세스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남산 제모습가꾸기 계획은 복원을 키워드로 정체성에 대해『 』

최초로 논의했다는 점 도시로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 시민 참여와 소통, ,

을 통한 프로세스의 변화를 보인 점으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남산르네상스 계획은 이전의 개념을2009 『 』

대체로 계승하고 있다.172)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던 년대1990『 』

부터 년까지의 주요 이슈가 주로 역사 와 자연 이었다면 년 이후의2000 ‘ ’ ‘ ’ , 2000

이슈는 학습 교육 건강 문화 생태 관광 으로 확장하는 등 남산 제‘ ’, ‘ ’, ‘ ’, ‘ ’, ‘ ’, ‘ ’ 『

모습찾기 보다 진일보된 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173) 현재 대부분의 사

업이 완료되었으며 회현 예장 자락의 재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 .

활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휴식공간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고 응답했,
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화장실 등의 불결 열악한 교통 환경 자연 환경 황폐화 주변 건. , , ,
물로 인한 경관 훼손 약수터 오염 잡상인 가로등 부족으로 인한 우범화 등을 응답했다, , , :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169) 년 월 일 지도교사 명과 시 간부 간담회 개최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1990 12 15 , 7 : .

170) 년 월 일 일 명을 대상으로 조사 기간 중 남산을 찾은 시민을 상대로 설1991 2 1 ~5 , 1,550
문 조사를 시행했다 분석 결과로 공원 구역 내 잠식 시설 활용 방안에 가 문화 공간. 67%
으로 조성하는 의견을 공원 내 순환 도로의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해 가 전면 또는 일, 76%
부 통제하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케이블카 이전 문제 이전 대상 국가 기관의 건물 처. ,
리 방안 공원 구역 외곽의 경관 저해 건물에 대한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시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

171) 사업 전반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향 긍정적인 면으로는 대체로 늦은 감은 있으나 사업:
자체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 동아 세계 중앙 등 각 신문 부정적인 면으로는 철거 계획( , , ),
에 포함되지 않는 고층 건물들이 여전히 경관을 해치고 있어 계획이 미흡하다 동아 한겨( ,
레 서울 시민 뿐 아니라 고위층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앙 전시 행정이 아니기), ( ),
를 바란다 서울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자료( ) : .

172) 회복과 소통이라는 큰 틀 안에 생태 복원 산자락 복원 역사 복원 경관 개선 접근성 개, , , ,
선 운영 프로그램 제안의 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점 등 남산 제모습가꾸기, 6 『 』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73) 서울특별시 남산르네상스 기본계획, , 2009a, pp.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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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산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3-49> 『 』

자료 한양도성 박물관: , 2014, p.97.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이어지는 주요 개념은 자연의 회복과 전통의 복원『 』

이다 회색에 포위된 녹색 되찾기. “ ”174)라는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남산,

을 훼손된 자연에 대한 회복 도시와는 대비되는 자연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에 대한 복원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남산르네상스 계획. . 『 』

의 세부 계획으로 년 공사가 완료된 장충 자락의 재정비 사업의 설계 기2010

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남산에는 남산한옥마을 장충단공원 등 한국의 전통성과 역사성이 밀접하게,

관계된 시설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한국 전통 이미지를 기반.

으로 남산 전체를 리디자인 하여 민족정기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re-design)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매력 있는 남산을 형성한다, .175)

그림 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화장실 기능의 건축물 입면도이며 그< 3-50> , , , <

림 은 장충 자락의 재정비 사업에 대한 조감도다 디자인 원칙으로 남3-51> .

산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고 남산골 선비마을의 전통적 이미지

174) 한겨레 년 월 일1996 5 11 .

175) 서울특별시 장충자락 재정비사업 보고서, , 2009b, 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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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통 건축물 입면 계획도< 3-50>

자료 장충 자락 재정비 사업 보고서: , p.29.『 』

그림 장충 자락 재정비 계획 조감도< 3-51>

자료 장충 자락 재정비 사업 보고서: , p.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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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리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통적인 건축물로 관리 사무소 목구조 몰익, ( ,

공 겹처마 양식 팔작지붕 정자 목구조 초익공 양식 사모지붕 를 계획했, , ), ( , , )

다.176)

이와 같이 남산을 전통 회복의 장으로 보고 조선시대의 가치를 중요시하던

기존의 시도와는 달리 현재 진행 중인 회현 자락과 예장 자락의 재조성 과정,

은 새로운 개념과 다양한 의견들에 의해 담론 형성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

다.177) 예장 자락은 남산르네상스 계획상에 안기부 등으로 활용되던 건물『 』

들을 철거 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두운 역사도 보존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178)과 막대한 철거 및 보상 비용이 수반되는 전시 행정

이라는 비난179) 등 전면적인 공원 조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기획 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

관계 부처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남

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계획을 내놓았다.180) 이 계획에 따르면 남산은 한강,

코엑스 주변과 함께 서울 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년부터 예장 지역의 문화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2013

남산 문화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남산의 역사‘ ’ .

유적을 순례하는 문화 역사 올레길을 조성하는 등 예장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함으로써 도시 공원 관광 문화가 통합된 계획을 제, , ,

안하고 있다.181) 최근 곤돌라 터미널을 복합 문화 관광 센터로 조성하는 방안

176) 위 보고서, p.12, 57-59.

177) 회현 자락에 대해서는 한양도성과 같이 다루어야 하므로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4 .

178) 인권 단체들은 중정 본관이었던 유스호스텔 자리를 중심으로 인권 기념 공원으로 만들자
고 제안했고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는 건물일수록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 ’
있다 유대인 학살 현장이나 캄보디아의 사례를 들며 불행한 역사를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년 월 일 인권 재단은 남산의 안기부터와 남영동 대공: 2011 3 22 ,
분실과 서대문형무소를 돌아보는 인권 기행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사 년 월: IN 2012 5 18
일.

179) 서울환경연합은 남산을 개발의 거점 관광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
고 발표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과 공원을 만드는 일은 전시 행정,
이라고 비난했다 아시아 뉴스 통신 년 월 일: 2009 5 26 .

180) 조선일보 년 월 일2014 8 12 .

181) 서울문화재단 남산 문화 클러스터 계획 시장 보고 자료, “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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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남산 문화 센터 조성 안. “ ( )”182)에 의하면 곤돌라 터미

널을 문화 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명소화하여 예장 자락의 문화 클러스

터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남산 관광 입구로서의 종합 기능과

함께 남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구상하고 있다 동시대의 문화적 욕구와 트렌.

드가 반영된 단일한 공원 계획에서 확장하여 공원 도시 관광 문화를 통합적, , ,

인 관점에서 도시 재생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년대 이후 자락별 주요 변화< 3-52> 1990

자료 년 수치지도 위에 본 항과 부록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00 2

그림 은 년대 이후 남산의 변화를 맵핑한 것이다 공원 조성 사< 3-52> 1990 .

업으로 한남 자락에 야외 식물원이 예장 자락에 남산골 한옥 마을이 조성되,

182) 문화 센터의 구성은 블랙박스 극장 카페 서울형 코벤트 가든 아트샵 예술 공간 공공, , , , ,
갤러리 서울형 음식 포털 만원의 예술 놀이터 시민 예술 센터 옥외 극장이다 서울문, , , , :
화재단 남산 문화 센터 조성 안 서울시장 보고 자료, “ ( )” , 2014.



- 131 -

었다 장충 자락이 재조성되었으며 회현 자락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철거한.

후 년부터 발굴과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장 자락에는 기존 시2010 .

설의 이전과 함께 곤돌라 계획이 계획 중에 있다 그 외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특화 버스 디자인 개발 야간 조명 계획 등이 완료되었고 접근성을 위, , ,

해 남산 오르미 길안내 시스템 구축 산책로 및 주차장 정비 전기 자동차 등, , ,

이 도입되었다.

그림 은 북측 산책로변 실개천이 조성된 모습으로 일상적인 시민의< 3-53> ,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산의 주요 사업도 접근.

성 안전 디자인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산에 대한 인식 또한, ,

거대 담론이나 민족 자긍심의 고취 장소에서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체험의 장

소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북측 산책로변 실개천< 3-53>

자료 필자 촬영: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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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문화 정치적 수용과 변화4. :

공원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일종의 발명품이었다.

도시 환경의 질이 나빠지고 근대화 자체를 위협하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했다.183) 몬트리올 의 마운트 로열 공원(Montreal) (Parc

류블랴나 의 로즈닉 산 에 있는 티볼리Mont Royal), (Ljubljana) (Ro nik Hill)

도시 공원 과 같이 대도시 산의 공원은 세기에 도시계획(Tivoli City Park) 19

가 조경가 정원사 등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어 조성되었다, , .184) 그러나 남산은

기존에 명승지로 활용하던 공간이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탈바꿈되었으며 최초

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년이지만 전문적인 계획가가 체계적으로 계획1940

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그로부터 여 년이 지난 후였다50 .

남산은 근대 공원이 태동하기 이전부터 도성 안의 뛰어난 명승지 중 한 곳

으로 공원과 같이 이용되고 있었다 경관의 아름다움과 향유 방식을 남산팔영.

으로 노래한 것으로 볼 때 일상적인 장소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을.

즐기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지형이나 계곡을 활용하여 전망 좋은 곳에 정자를

짓는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토대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행락 활동이 이

루어졌다 일제 강점기에 최초로 근대적인 공원 시설이 조성되지만 계획가에.

의한 공원 계획이 아니라 일본 거류민의 필요에 따라 의자 정자 수목 등의, ,

최소한의 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신사의 중건도 공원 시설이 확충되.

는 계기가 되었다 년 남산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종합 계획이 수립되었. 1917

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계획가인 혼다 세로쿠는 기존 시설과 인문 환경을.

이용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안을 분석해 본 결과 남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장소였다 조선시대부.

터 이어지던 자연을 향유하는 방식과 새로운 근대 공원 시설이나 활동이 이어

진 사례는 기사나 잡지 엽서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근대 공원 태동, .

기에는 전통 방식의 행락 활동과 근대 공원 시설과 활동이 공존하는 양태를

보였다 특히 한양공원은 조선신궁이 건설되기 전에는 공원이라는 신문물을.

183) 황기원 앞의 책, , 2001, p.439.

184) 부록 사례 연구 참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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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하고 구경하는 중요한 유람 코스였으며 도시민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현대적 개념의 근린공원처럼 이용되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기와 박정희 정권기에 이르기까지 남산에 대해 종합적

인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공원 계획이 이루어졌

다 이승만 정권기에는 개인 본위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서울이 한눈에 조.

망되는 곳에 동양 최대의 동상을 건립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자로서 팔각

도형으로 정자를 짓고 이승만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피지배자에게 지배자로서

의 권위와 상징을 스스로 규정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기에는 그의 통치 이념인 민족주의 반공 어린이 신화 근대화, , ,

등이 투영된 장소로 남산을 활용했다 회현 자락에는 주로 어린이 신화에 기.

댄 시설과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동상이 주로 설치되었다 장충 자락에는.

반공 체육 문화 시설이 한남 자락에는 근대화를 과시하는 고층 건물군이 주, , ,

로 들어섰다 예장 자락은 안기부 등의 국가 정보 기관 시설로 인해 공원이라.

기보다는 공포의 장소로 변용되었다 남산은 장충 자락의 자유센터를 중심으.

로 회현 자락과 남산을 관통하는 터널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정권의

의도대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투사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공원 활용 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자연을 훼손하고 대형 건물이 들

어서는 점 도로와 터널의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제 강, .

점기에 이어 남산은 훼손된 경관이자 도시 안에 고립된 자연이라는 인식이 강

하게 자리 잡았다.

년대 민선 시장기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남산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1990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정도 년 기념 사업과 맞물려 전통과 문화에. 600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185) 비록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남산 계획과 실행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186) 남산의

185) 년은 서울 정도 년을 맞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1994 600
널리 알리고 관광 재 도약과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교통부에 속해 있던 관광 정책.
기능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되고 년에는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김광득1998 : ,

세기 여가와 현대 사회 서울 백산 출판사21 ( : , 2003), pp.67-68.『 』

186) 년대에서 년대 지방 자치제가 부활되기까지 서울시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1960 1990
고 서울시의 도시 정책은 주로 국가 정책을 직접 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
관심과 기호가 서울시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김광중: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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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회복과 복원을 주요 개념으로 수립한 점 남산이라는,

대상지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으로 확장해서 계획한 점 과정상 시민 참여와,

민관 협조 부서간 협조 언론과의 소통 등에 의한 혁신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

거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은 현재까지 시행 중. 『 』

인 남산르네상스 계획으로 이어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으로의 회복.『 』

과 한국적 전통이라는 패러다임은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년대 이후 민족2000

주의라는 거대 담론에서 일상으로 단일한 공원 계획에서 도시 재생 혹은 도,

시 계획으로의 통합적 사고로 변화하고 있다.

공원으로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역사가 쌓여가기보다는 이전의 흔적을 주로

지우면서 새로 쓰기를 반복해 왔다 지배 권력에 의한 상징 투쟁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상징을 없애고 새로운 기념비를 구축해 온 것이다. .187) 시대

에 따라 권력을 잡은 세력은 남산의 변화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표출했

다 권력자들은 추상화된 공간을 권력에 유리한 차별적 공간으로 만들어 왔다. .

특정한 의도에 의한 사회적 공간의 변화는 피지배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습득

되어 새로운 장소로 경험된다.188) 시대에 따른 남산의 변화를 통해 한국 정치

의 지형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원으로서의 남산은 일제 신민화. ,

이승만 개인의 신화 반공 근대 어린이 민족에서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 , , 20

전통 자연 복원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른 문화 정치적 재구성, , , ,

의 장소였다.

세기 서울의 성장과 변화 서울 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 ( , 2001),『 』
p.25.

187) 윤홍기 경복궁과 구조선 총독부 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공간과 사회, “ ,” 15,『 』
2001, pp.287-288.

188) 르페브르는 물질적인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세 층위로 공간을 구, ,
분하고 이 공간들을 인식 과정에 따라 경험되는 것 지각되는 것 상상되는 것으로 연관, ,
지어 설명했다: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UK: Blackwell Publishers,
1991),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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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과 남산.Ⅳ

물리적 변화1.

축성 개수 철거1.1. , ,

태조 년 궁궐과 종묘의 준공과 함께 도성 축성을 담당하는 도성 조축 도감4

을 설치하고 태조 년 년 월 일 한양도성의 축성 공사를 시작했다5 (1396 ) 1 9 .1)

세종 년 년 에 도성의 축조를 마쳤으며 성 안팎으로 길을 내어 순환하기4 (1422 )

용이하게 만들었다.

도성의 역사 를 마쳤다 성을 돌( ) .役事 로 쌓았는데 험지 는 높이가 척, ( ) 16地
이요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척이요 평지는 높이가 척이었다 중략, 20 , 23 . ( )

성의 안팎에 모두 넓이가 척이나 되는 길을 내어 순심 하는 데 편리15 ( )巡審
하게 하였다.2)

길이에 달하는 한양도성은 백악 낙산 남산 인왕산의 내사산 능18,627 , , ,㎞

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한양도성의 축성에는 전국 각지의 백성들이 동원되었.

으며 총인원 명의 백성들이 징발되어 구간별로 나누어 성벽을 쌓았, 118,070

다 남산 구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인력이 동원되었다 성곽 초축 당시 산지. .

와 구릉은 석성으로 쌓았고 평지에는 토성으로 쌓았다 완성된 성곽이 부분적.

으로 퇴락하여 세종 년 년 부터 수축 공사를 시작하여 토성 대부분을 석3 (1421 )

성으로 개축하였다 이후 숙종 영 정조 순조 헌종 고종 때까지 성곽의 개축. , · , , ,

은 계속되었다 남산 구간은 태조 때의 성곽이 를 차지하고 세종 숙종. 73% , ,

이후까지 개축이 이루어졌다 최근 회현 자락 발굴 결과 여러 시대에 걸친 개.

축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3)

1) 경상 전라 강원도와 서북면의 안주 이남과 동북면의 함주 이남의 민정, , ( ) ( ) ( )安州 咸州 民丁
만 천 여 명을 징발하여 처음으로 도성을 쌓게 했다 이미 성터를 측량하여 자호11 8 70 . ( )子

를 나누어 정하였는데 백악의 동쪽에서 천자 로 시작하여 백악의 서쪽으로 조자, ( ) ( )天字 弔字
에서 그치게 하였다 태조 년 월 일: 1396 1 9 .

2) 세종 년 월 일1422 2 23 .

3)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성을 품다 전시도록 서울특별시 서울 한, , , 2012, pp.27-34, ,『 』 『
양도성 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2012b,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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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양도성의 축성과 철거남산 부분< 4-1> ( )
자료 년 수치지도 위에 본 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00

그림 은 남산 구간 한양도성의 축성과 철거를 정리한 것이다 남산< 4-1> .

구간은 숭례문에서 연결된 회현 자락과 정상부를 지나 능선을 따라 장충 지역

으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증 개축에도 불구하고 성곽 훼손 구간이 많았다 다. · .

음과 같이 기행문을 통해서 볼 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성곽의 기능을 다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서울에서 하루 저녁을 보낸 첫 인상은 중세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중. (

략 성곽은 년 전에 건설되었고 지금은 몇 곳을 제외하고는 훌륭하게 수) 500

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곽 건축의 우수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곽이 매끄럽지는 않고 군데 군데 낡은 부분들이 있어 성문이 닫혀

있을 때 도착한 사람들도 도시를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4)

태조 때 차 축성을 통해 도성의 완성과 함께 각 문도 완공되었다 동서1, 2 .

남북 네 곳에 큰 문을 만들고 그 사이에 작은 문 네 곳을 더 만들어 도성 안

팎의 출입을 편하게 하였다 남산의 남소문 은 도성 창건 때 세운 개. ( ) 8南小
4) George William, Corea of to-day 이복기 역 서울을 걷다 파주 살림, , 1894 ( : , 2009),『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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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문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세조 때 남산과 광희문 중간에 새롭게 건설된

소문이다 세조 년 년 벌아현 남산 동남쪽 고개 길이 험하여 이 길을. 2 (1456 ) ( )

지나 한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 남산 동쪽에 새 문을 내 왕래에 편하게 하

자는 건의에 따라 만들어졌다 남소문의 위치는 장충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

가는 고개 마루인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 후 여 년이 지난 후 도적의 무리. 10

가 횡행하고 흉사와 관련되어 폐쇄되었다.5)

남산 자체가 도성과 도성 안 궁궐 관아 등에 대한 방어 장치의 기능을 하,

였으므로 성곽과 군사 통신 시설인 봉수대6)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을 설치

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는 어영청의 분영인 남소영과 금위영의 분영인 남별.

영7)이 남산 기슭에 자리하여 남산 일대를 무예 훈련장으로 삼았다.8) 전국에

서 전해오는 소식을 알리는 봉화는 서울의 독특한 야간 경관이었다.

중세적 분위기는 이방인이 해질녁에 남산의 정상이나 도시 주위의 다른 봉

우리들이 보이는 위치에 서게 되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는 불꽃을 적어도. 4

개가 차례로 타오를 때까지는 보게 된다 이 불꽃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왕.

국이 평화롭다는 뜻으로 먼 곳에서부터 온 일련의 신호가 최종적으로 도착

한 것이다 즉시 궁궐의 종이 울리고 관료들은 왕에게 부서들의 하루 일과. ,

를 보고하러 궁궐로 들어간다.9)

한양도성의 인위적인 훼손은 년부터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1907 1972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성곽, 2014, pp.318-319.『 』

6) 목멱산 봉수 동쪽의 제 봉 은 양주 아차산 에 응하는데 이것은( ) 1 ( ) ( ) ( )木 山烽燧 烽 楊州 峨嵯山
함경 강원 경기도에서 오는 봉화 요 제 는 광주 천천령 천림산( ) , 2 ( ) ( (ㆍ ㆍ 烽火 廣州 穿川嶺 天

이라고도 함 에 응하는데 이것은 경상 충청 경기도에서 오는 봉화요 제 은 무악) ) , 3 ( )ㆍ ㆍ山 毋岳
동봉 에 응하는데 이것은 평안 황해 경기도의 육로로 오는 봉화요 제 는 무악 서봉( ) , 4ㆍ ㆍ東烽
에 응하는데 이것은 평안 황해 경기도의 해로로 오는 봉화요 제 는 양천현 개화, 5 ( )ㆍ ㆍ 川
산 에 응하는데 이것은 전라 충청 경기도의 해로로 오는 봉화다 동국여지비( ) :ㆍ ㆍ 『山
고 제 편 한성부2 - .』

7) 남별영은 금위영의 분영으로 남산 기슭 남부 낙선방에 년 영조 년 에 설치되었다 지1730 ( 6 ) .
금의 필동 가 번지 일대다 남별영의 건물은 칸이며 남별영 아래 남쪽에 남창이 있2 103 . 139 ,
었다 한경지략 궐외각사: .『 』

8) 어영청과 금위영은 훈련도감과 함께 군문이라고 하였다 군문은 궁성 순찰 도성 안 순찰3 . 3 , ,
도성 수호 및 시위 등 수도방위의 공동 임무를 담당하였다 용산문화원 남산의 어제와: , 『
오늘 2004, p.77.』

9) 앞의 책George William,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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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일어났다 서울의 경우 성곽이 헐리게 된 것은 동시대 일본의 상황과.

인식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일본의 성곽은 근대에 들어가면서 군사적 의의를.

상실했다 메이지 정부는 문명개화 라는 분위기 속에서 급진적인 구. ( )文明 化
물타파 를 실시했다 옛날 것은 모두 타파해야 할 나쁜 것으로 인식( ) .物打破
했다 그 결과 수많은 성곽이 파괴되고 마을을 감싸고 있던 외곽의 성문 등이.

모두 철거되었다.10) 중국의 경우는 년에서 년 문화 혁명기에 문화1966 1979

유적을 네 가지 낡은 것 이라고 배척함에 따라 유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 ’

다.11)

성곽의 파괴는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시가 확장되고 시장과 수송을 활.

성화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세기부터 성곽을 허물기 시작했다 특히 중부 유18 .

럽에서는 기업 설립과 상업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방어 시설이 제거되기 시작

했다 바로크 시대의 성곽이 세기 후반에서 세기 초반에 거의 파괴되었. 18 19

다.12)

남산의 한양도성은 서울의 내사산 중 가장 많은 구간에서 훼손이 일어났으

며 그 시작은 남대문 주변에서였다 년 다이쇼 황태자의 방문을 계기로. 1907

도로 개설을 위해 남대문 주변 성곽의 철거가 성곽 처리 위원회에 의해 성곽

의 철거가 처음 이루어졌다.

경성 내외의 교통은 협애한 성문의 철문을 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영단

내림으로써 월 상순 세관 공사부 에 의해 남대문 북측( ) 9 ( )大 斷 稅 工事
성곽을 제거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월 초순 남대문 앞 현 일화생명, 10 (日 生

빌딩 지점에 있었던 남지 를 메웠다 그러므로 일본 황태자 전하가) ( ) .命 南地
입성하시기 직전에는 이곳이 완전히 개수되었다 조선조 백년의 금성탕지. 5

의 일부가 이때 처음 인위적으로 파괴된 것이다( ) .城湯地 13)

10) 서울학연구, “ ,” 47, 2012, pp.121-におけるソウル の とその 『 』太田秀春 代 城 保存 相
123.

1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북경 동경 세 수도의 원형과 보존, , , : , 2010, pp.71-72.『 』

12) 도시 속 유산으로서 도시 성곽 역사 도시와 도시 성곽Sofia Avgerinou-Kolonia, “ ,” ,『 』
한양도성 학술 총서 책 서울특별시1 , , 2013, pp.20-22.

13) 경성부, 2 , 1936, p.51.『 』京城府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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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선신궁 건설을 위한 부지 정지 및 옹벽 공사< 4-2>
자료: 『 』朝 神宮 営 朝 督府

그림 경성 안내< 4-3> , 1943
자료 서울 포털: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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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장충단에서 한강으로 통하는 도로를 내기 위해 장충동 고개에1913

있던 남소문터 주변의 성곽을 철거했고 년에도 장충단 지역의 성곽이 추, 1916

가로 철거되었다 년에는 조선신궁 건설로 인해 남산에서 가장 긴 구간의. 1925

성곽이 철거되었다.14) 그림 는 조선신궁을 건설하기 위해 회현 자락의< 4-2>

부지를 정지하고 옹벽 공사가 진행 중인 사진이다 해방 후에도 년 자유. 1962

센터 건립과 년 남산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성곽이 철거되었다 그림1969 . <

에서와 같이 남대문 주위에서 조선신궁에 이르는 구간과 장충 자락의 도4-3>

로 주변 성곽이 철거된 것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산의 한양도성은 특.

정한 목적으로 건설된 조선신궁을 제외하면 도로의 개설 건축물과 송신탑 건,

설 등 주로 도시 기반 시설을 위해 인위적인 철거가 이루어졌다.

복원 수리에서 발굴로1.2. :

그림 성곽 수리 공사< 4-4>
자료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p.11.『 』

1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성을 품다 전시 도록, , , 2012, pp.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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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복원 공사는 년 무장 공비가 서울에 잠입했다가 발각된1968 1·21

사태와 안보 의식 함양이라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서울시는 서울성곽복원사업추진본부와 서울성곽복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

해 복원이 이루어졌다 복원은 조선시대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15) 그

의미는 국토 방위 의식을 고취하여 국기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일 이며 건전‘ ’ ‘

한 국민 의식 고취와 우리의 얼을 살리는 일 이라 논평했다’ .

민족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문화 유적을 길이 보존토록 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16)

거의 파손된 성곽을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국토 방위 의식을 고취하여 국기

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략 성곽. ( )

의 복원은 문화재 보존과 건전한 국민 의식 고취와 취로사업의 일환으로서

도 괄목할만한 공사라고 하겠다 특히 선조들이 왜적과 싸워 피를 흘리고 죽.

어간 옛 성터를 영구히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얼을 살린다는 점에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17)

년 한 차례 보수를 시작으로 년에는 남산 지구 장충 지구의 성곽1962 1977 ,

이 정비되었다 년 준공 서류로 서울시에 제출한 시방서에 의하면 남산. 1978 ,

지구의 현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남산 지구는 성곽의 석재가 대개 막돌로 되어 있으며 축성한 것이 수백년

이 지난 현재로서는 자연석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산 식물원 뒤편을.

기점으로 하여 성곽이 절단되었다 전파 관리국 진입로 상기 구간은 같은 막.

돌로서 완전 붕괴된 부분은 없으나 위험이 있는 곳은 금회 조사에서 해체하

기로 하였음.18)

공사의 범위는 토공사와 성곽 공사로 구분하여 막돌 성곽 해체 복원 마름,

15) 동아일보 년 월 일1975 1 20 .

16) 매일경제 년 월 일1975 1 20 .

17) 경향신문 년 월 일 사설1975 1 21 .

18) 년 장충 지구와 남산 지구의 성곽 복원 시방서 남산 지구 국가기록원197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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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해체 복원으로 구분하여 복원했으며 시공 방법은 원형에 가까운 복원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성곽돌은 기존 성곽에 맞추어 쌓는다 기존 성곽면은 잡초나 기타 변형된 것.

을 정리하며 원형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곽 마구리는 그 지형에 맞.

춘다.19)

장충 지구의 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자연석 박돌은 태조대 정방형 바름돌은, ,

숙종대 이후 장방형 마름돌은 숙종대로 파악된다 장충 지구 성곽 축조석은, .

대부분 장방형 마름돌로 되어 있고 하부는 장대석 거친 마름돌로 기단을 놓,

았으며 하부에는 상부까지 돌의 크기를 잘 정돈하여 놓았다고 현황을 정리하

19) 년 장충 지구와 남산 지구의 성곽 복원 시방서 남산 지구 국가기록원1977 , ( ): .

그림 장충 지구 성곽 수리도< 4-5> , 1977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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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성곽 공사는 막돌 성곽 해체 복원과 마듬돌 정방형 해체 복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시공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주위 흩어진 성곽돌은 미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성곽면은 잡초나.

기타 인위로 변형된 것을 잘 정리하여 원형을 찾아야 한다.20)

해체 및 복원을 하지 아니하고 여담석만 설치하는 곳을 잘 정돈하여 여담“

설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복원 공사 구간에 일괄적으로 여담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는 준공 도면으로 현황에 여담석이 없는. < 4-5>

구간에도 여담석 설치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면도와 단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21) 이 시기의 복원 공사는 구체적인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훼손된

구간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여장이 없는 구간도 새로 조성한 것으로 보다,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 없이 진행된 복원 공사는 후에 많은 문제와 논란을 낳았다.22)

년대 이후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인왕산과 북악산 개방 동대문 역사2000 ,

문화공원 남산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가치가 재발견 된다 남산, .

구간은 년 장충동 시굴 조사 년 타워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굴2003 , 2007

성과가 있었으나 복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년부터 시작된 남산 르네. 2009

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 회현 자락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후 성곽을 원형

으로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였다 단계 아동광장은 년에 단계 백범광. 1 2010 , 2

장은 년에 완료되었다2012 .23)

20) 년 장충 지구와 남산 지구의 성곽 복원 시방서 장충 지구 국가기록원1977 , ( ): .

21) 여담이란 여장 이라는 용어로 주로 쓰며 성곽의 몸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구( ) ,女墻
멍이 뚫려 있어 시선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

22) 한양도성 박물관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개관 기념 한양도성 발굴 유물 특별전, ,『 』
자료집, 2014, p.90.

23) 단계 아동 광장은 성곽 원형 복원 공원 조성 단계 백범 광장은 성곽1 84m, 13,700 , 2㎡
원형 복원 공원 조성 이다 신희권 남산 회현 자락 발굴 유적 보존130m, 44,900 : , “㎡
방안,” 『도시 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제 차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 3 ,』
2014, pp.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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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조연간 수축 타워호텔 축대< 4-6> :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보도 자료 년 월 일: , 2013 11 22

그림 회현 단계 성곽 원형 복원 전경< 4-7> 1, 2
자료 필자 촬영: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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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남산에서 발견된 여러 시간대별로 축조된 성곽의 흔적이다< 4-6> .

이러한 시간의 흔적을 무시한 채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은 시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양도성은 태조 때 초축 된 후 수차례 정비되었지만 최근 복원된 성.

곽들에서는 그러한 시간성을 전혀 담아내고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이질적인 복원 석재로 인해 극명한 대비를 이. < 4-7>

루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24)

그림 한양도성의 정비 발굴 복원남산 부분< 4-8> , , ( )
자료 년 수치 지도 위에 필자 작성: 2000

위 그림은 남산 성곽의 정비 복원 결과를 구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남산 구, .

간은 년부터 일부 정비하기 시작해서 년에는 장충 지구와 남산 지구1962 1977

로 구분하여 원형 복원 방식으로 시행했다 년부터 타워호텔 리모델링 공. 2007

사로 시굴 조사를 시행했으나 복원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년 현재 회. 2014

현 자락 단계가 원형 복원과 공원 조성을 완료한 상태로 단계 구간인1, 2 , 3

중앙광장 부분의 복원 방식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남산 구간의 한양도성은.

현재 정상 부분 타워호텔 부분이 멸실된 상태다, .

24) 신희권 위의 글, ,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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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지속과 변화2.

상징과 일상 경관2.1.

한양도성의 의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내외적으로 나라와 정

권을 상징하고 지배 집단에 의한 피지배 집단의 통치의 상징이 되기도 하며,

외적을 방어하는 국력을 표현하며 내외의 적대 세력을 물리치는 구실을 했

다.25) 삼국 시대의 도성은 왕권의 상징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외적 방어 기능

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도성은 방어 기.

능보다 점점 도성 그 자체가 왕실과 국가의 상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의미가

변한다 한양도성은 적의 침입이나 내란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실용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도성을 비우

고 피난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정조 년에 부사직 강유는 도성의 방어 기. 2

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소한다.

도성은 종묘 사직이 있는 곳이고 인민 들의 재화 가 모여 있는 곳( ) ( )人民
이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땅인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성은 지, ,

킬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 임진년 병자년 정축년 의 난. (1440), (1441), 1442)

리를 당했을 적에도 번번이 버리고 갔으며 이괄 의 변란은 하찮은 역, ( )李
적이었는데도 또한 성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중략 도성의 허술한 곳은. ( )

개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는 신의 말이 아니라 선배들도 이미.

이런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26)

남소문동 근처는 무너진 성곽 사이로 인마가 통행하여 마치 큰 길과 같았으

니 이것이 어찌 임금이 성을 쌓아 나라를 지키는 뜻이겠습니까 보기에 몹, .

시 한심하였습니다 지금은 체성과 궁가를 모두 다 쌓았으나 제대로 간수하.

지 않으면 무뢰배가 제멋대로 돌을 가져가 얼마 안가서 도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27)

25) 서울특별시 앞의 글, , 2012b, p.36.

26) 정조 년 월 일1782 5 11 .

27) 광해 년 월 일1612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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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잃은 성곽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영조는 한양도성을 도시 관리.

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치성보다는 수비 체제 정비를 택함으로써 도성 수비 문

제를 인화와 위민의 문제로 생각했다 영조는 한양도성을 도성민과 함께 지켜.

내겠다고 선포한 이후 한양도성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을 중요시 했

다.28)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성곽은 유명 무실한 시설로 인식

되었다 외국인의 기행문에 실린 다음의 묘사와 같이 성곽과 성문은 서울의.

우세 경관이며 성문의 개폐로 도성 내외를 관리했다 엄격한 성문 출입에 대.

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곽의 관리는 허술했다.

서울에서 가장 인정받을 만한 건축물은 성곽이다 베이징이나 난징 혹은 중.

국의 다른 내륙 도시들처럼 서울도 대략 마일 길이의 엄청난 성곽에 둘러12

싸여 있는데 팔방으로 문이 뚫려 있다 중국식의 높은 이중 지붕으로 솟아, .

있는 성문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이 문들은 땅거미가 지는 황혼.

녘에 닫혔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개방된다 길이가 센티미터나 되는 엄청. 30

나게 큰 열쇠는 밤 동안 왕궁에 보관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찍 내주지 않,

는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격해야 할까 도시의 성곽은 여기저기 무너져. ?

있고 아무도 수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말이다, .29)

그림 는 호주 사진가 조지 로스 의 렌즈로 포착한 남대< 4-9> (George Rose)

문과 성곽의 모습이다 사진은 남대문의 입체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정면.

이 아닌 성곽을 길게 따라가는 앵글로 촬영되었다.30) 문루 옆 성곽 위에 사람

들이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장의 맨 위의 돌인 옥개석이 훼손된 채

방치된 모습이다 성벽에도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볼 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8) 배우성 조선 후기 한양도성과 남산 회현 자락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 ,” 『
가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5 , 2014, pp.30-32.』

29) Ernst von Hesse-Wategg, 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uhe 1894 정현규 역 조선 년 여름 서울 책과 함께, , 1894 ( : , 2012),『 』
pp.79-80.

30) 이경희 김은령 역 호주 사진George Rose, Korea through Australian eyes 1904, , , 『
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서울 교보문고 호한재단1904 ( : , , 2004),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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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대문과 성곽< 4-9> , 1904
자료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

문화재청은 사적 호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성곽 의10 (Seoul Fortress Wall)

명칭을 서울 한양도성 으로 바꾸었다 이는 한양도성이 군사(Seoul City Wall) .

적인 방어 목적으로만 보기 어려우며 도성의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31) 이와 같은 기능은 관리의 허

술함을 묘사한 문헌 뿐 아니라 위 그림에서도 확인된다 성문과 성곽 내외부.

에 인접해서 주거지가 위치해 있으며 내외부의 경관도 큰 차이가 없다 누구.

나 접근 가능한 상징적인 구조물로 기능하고 있다.

31) 김영수 남산과 서울 한양도성 남산의 근현대 수난사와 미래 서울 생태문화포럼 창, “ ,” ,『 』
립 심포지엄, 2013,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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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한양도성의 남산 구간 전개도다 남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4-10> .

성곽의 순성로는 평균 경사도 약 로 누구나 오르는 데 큰 무리가 없다5.2% .

장애자용 램프 경사도가 임을 감안할 때 대의 평균 경사로12.5%~8.33% , 5%

는 누구나 오르기 쉬운 완경사로 볼 수 있다.32)

그림 남산의 한양도성 전개도< 4-10>
자료 필자 작성:

한양도성은 서울의 특별한 랜드마크였으며 단순한 도시 경관과는 대조적인

경관이었다 이방인들은 서울 도시 경관과 성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 성곽을 따라가게 된다 성곽은 대부분의 고지대에서.

뚜렷하게 식별되는데 한쪽은 남산을 따라 오르고 다른 한쪽은 북한산 물마,

루까지 완전히 뻗어 있다 성곽은 여기서는 우거진 숲을 거기서는 드넓은. ,

평야를 끌어안으며 좁다란 골짜기로 내려가 사라졌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난다.33)

서울의 산들 위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은 커다란 성곽뿐이다.

성곽 위를 산책하면서 서울 주민들의 다른 특성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나는.

32) 회현 자락에서 장충 자락까지 연장 미터 높이차 미터로 계산한 것으로 약4,300 , 225 5.23%
의 경사도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의 기울기는 이하를 원칙으로. 1/12(8.33%)
하며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 1/8(12.5%) : 『
얼 서울특별시, , 2012c.』

33) Isabella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New York: Fleming H. Revell, 1897),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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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 위에서 담 뒤쪽으로 대개는 나무 그늘이나 도랑 근처 이곳저곳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는 초라한 초가집들을 보았다.34)

이곳에서부터 성곽은 힘찬 선으로 위대하고 우아한 이 이상한 도시를 한눈

에 감싼다 바다처럼 펼쳐지는 회색 지붕 궁궐과 사원 둘레에 퍼진 짙푸른. ,

숲과 버티 고개의 우거진 첨봉을 그러나 안동네의 불결함 때문에 이런 환경.

은 금세 잊게 된다.35)

그림 은 숭례문 쪽에서 남산의 회현 자락을 바라본 전경이다 제법< 4-11> .

도시적인 면모로 변해가는 서울의 경관과 자연 경관 성곽이 담겨 있다 기행, .

문과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곽은 자연 경관인 산과 대조적인 인공 구조물,

34) 앞의 책Ernst von Hesse-Wategg, , p.198.

35) Emile Bourdaret, En Coree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정진국 역 파주 글항아리, ( : ,『 』
2009), pp.267-268.

그림 도시에서 본 남산과 한양도성< 4-11>
자료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 201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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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도시 경관과 대조적인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곽은 주거지와 인접한 일상 경관이었다< 4-12> .

성곽은 놀이 공간이자 매력적인 산책 코스였다 사진에는 한 남자가 성벽을.

기어 올라오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성곽 바로 옆에서 놀고 있다.

년 경의선 철도 부설을 위해 프랑스에서 초빙되어 년간 대한제국에1901 4

머물렀던 프랑스인 철도 기사 에밀 부르다레 는 성곽을 따라(Emile Bourdaret)

산책하는 느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림 남산에서 본 성곽과 남대문< 4-12> , 1904
자료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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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에서 이 큰 도시의 풍경을 맛보기 위해 도시의 성곽을 따라 가파르

고 나무들이 우거진 남산에 올라갔다.36)

성곽은 동에서 서로 계곡을 가르며 북과 남에서 서울을 둘러싼 봉우리들 위

로 솟았다 서울의 이 장벽은 하루 만에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다 상당히. .

잘 걷고 산을 잘 타는 사람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산책이 된다 대단한 구경.

거리로서 비범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특히 좋은 계절에 소나무와 꽃이 우.

거진 남산 비탈을 따라갈 때 흠잡을 데 없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구석 구석

을 즐길만하다.37)

이와 같이 성곽을 따라 걷기는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놀이로 순성 이( )巡城
라 불렀다 유본예는 한경지략 에 순성 놀이에 대해 기록했다 봄과 여름이. ‘ ’ .

되면 한양 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했다 한 바퀴 도는 데에는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유본예. .

의 아버지인 유득공도 경도잡지 에서 순성에 대해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 “

도성 안팎의 풍경을 구경하는 멋있는 놀이 이며 새벽에 출발해야 저녁종 칠”

때까지 다 볼 수 있다고 서술했다 조선 시대에 리 되는 도성의 성곽을. 40-50

따라 도성 순성을 즐긴 사람이 적지 않았다.38) 일제 강점기에도 서울 성곽 순

성 놀이가 이어졌다 다음은 신문 보도에 실린 순성 놀이 소식이다. .

금일은 순성하세 오늘 일 오전 시 분 남대문 소학교에서 모였다가“ ” 14 7 30 8

시 남대문에서 출발하는 데 회비도 필요 없고 점심만 휴대하면 누구라도 참

가가 가능함.39)

한양도성은 군사 정권기에 인왕산과 백악이 군사 시설로 접근이 제한되었다

가 년에 인왕산이 개방되고 년 백악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년부1996 2006 . 2010

터 두드림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둘레길 한양 도성길 근교산 자락길 생태, , ,

문화길 한강 지천길로 구분하여 코스를 선정하였고 그 중 한양 도성길은 남, ,

36) 앞의 책Ernst von Hesse-Wategg, , p.77.

37) 앞의 책Emile Bourdaret, , pp.59-60.

38) 김도형 순성의 즐거움 파주 효형출판, ( : , 2010), p.13『 』

39) 매일신보 년 월 일191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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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구간을 비롯해 구간의 길로 조성했다5 .40)

조선시대의 순성 놀이는 현재 도시 문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루. ‘

에 걷는 년 서울 순성놀이 로 백악 낙산 목멱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한600 , ’ , , , ,

양도성 를 하루에 도는 일정이다 수도 서울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18.6 . , ,㎞

를 발견하고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도시형 힐링 프로그램이

다.41) 년 한양도성 주간의 행사 중 순성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원순2013

서울시장은 민관 협의체가 주체가 되는 순성 놀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

다.42) 그림 와 그림 은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4-13> < 4-14>

있는 프로그램 포스터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곽을 테마로 한 이벤트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그림 순성놀이 포스터< 4-13> , 2014
자료 서울특별시:

그림 서울 성곽 스탬프 투어< 4-14> , 2014

자료 종로구:

40) 서울 두드림길 gil.seoul.go.kr/walk/index.jsp

41)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42) 인터넷 내일신문 년 월 일2013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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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활용의 인식 전환2.2.

그림 회현 자락 남산르네상스 사업 구간< 4-15>
자료 현상공모 개요 및 지침서: , 2013

회현 자락의 단계 사업 구간은 년부터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위3 2013 .

그림에서와 같이 회현 자락의 입구에 해당하는 단계 구간에 원형 복원된1, 2

성곽과 공원 조성이 완공되었다 서울타워로 진입하는 단계 구간은 회현 자. 3

락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조선시대의 한양도성뿐 아니라 조선신궁의 기록

과 흔적 한국 전쟁 이후 개발 시대의 흔적들과 서양식 공원의 기억 가까운, ,

과거 정권기의 기념 식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 층위가 겹겹이

누적된 장소다 단순한 복원과 재현을 넘어 남산 회현 자락이 가지고 있는 독.

특한 장소성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를 담는 장이 되어야 한다.43)

단계의 원형 복원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역사1,2 ,

조경 문화재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었다 자문 위원회, , .

는 이러한 근대 유산과 기존 수목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 트렌

치 위치 선정 발굴 시기 현상 공모 개최 발굴 성과와 방향에 대해 수차례에, , ,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 차례의 학술 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

43) 서영애 기억과 재현 역사적 층위에 대한 태도 환경과조경 호, “ , ,” 309 , 2014, p.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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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사업의 단계 구간인 회현 자락 중앙 광장 부분으로 발굴< 4-16> 3 ,

한 결과 실제 성곽의 유구가 발굴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태조 세종 숙종대 이후까지 시기별로 다양한 축조 방식이 확인되었다 잔존- - .

길이는 총 잔존 높이는 최대 단 최대 높이는 이며 동서간의135.6m, 7 , 2,6m ,

레벨 차이는 약 다 특히 남산 능선에서는 각자성석 점이 확인되었다19m . 1 .

한양도성 구간 중 번 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중요 자료다60 .

특히 단계 구간은 근대 여러 시설이 들어섰던 곳으로 성곽이 멸실되었을3

것으로 추정했으나 예상 밖의 발굴 성과를 보였다 그림 은 중앙광장. < 4-17>

구간의 성곽 발굴 현장으로 현재 레벨의 미터 하부에서 성벽이 발견되었3~4

다 다른 성과로는 사진 자료로만 확인되던 조선신궁의 배전지를 확인한 점이.

다 배전 은 정면 칸 측면 칸 규모 가로 세로 의 콘크. ( ) 5 , 3 ( 18.6m, 14.8m)拜殿
리트 구조물로 참배객들이 절을 하던 곳이다.44) 발굴된 배전터의 모습은 그<

림 과 같다4-18> .

44) 최형수 남산 회현 자락 발굴 조사 결과 및 의의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 “ ,” 『
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서울특별시, 5 , , 2014, pp.91-100.』

그림 회현 자락 중앙 광장 한양도성 유구 현황< 4-16>
자료 최형수 남산 회현 자락 발굴 조사 결과 및 의의: , " ," 2014,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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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곽 유구 발굴 현장< 4-17>
자료 필자 촬영: , 2013

그림 일제 강점기 조선신궁의 배전터< 4-18>
자료 필자 촬영: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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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간의 사업은 당초 입찰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대3

상지의 특성과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현

상공모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모의 명칭은 남산 회현 자락 한. ‘

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 조성 단계 이다 한양 도성의 보존 정비와 동시에(3 )’ . ,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 조성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한 대상지에 구현해야 하는

것이 공모의 목표였다 즉 보전과 이용이라는 두 개념의 공존 전략이 이 공모.

의 가장 큰 핵심이다 남산 회현 자락 단계 구간은 중첩된 역사적 층위가. “ 3

쌓여 있는 곳으로 특정 시대만의 복원이 아닌 중첩된 시간과 기억 추억을 담, ,

아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안받기 위해 기본 계획 안 에 대한 설계( )

공모를 시행하고자 함 이라고 명시한 지침서상의 공모 목적은 자문 위원회에”

서 수차례 논의해 왔던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다 년에 조성된 분수대는. 1969

발굴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하지만 공공조경가 자문 회의에서 서양식 화단과,

분수대 역시 조경사적으로 유의미한 유산으로 그 가치를 논의한 바 있다.45)

가장 중요한 성곽 유구의 보존과 전시 방법 외에도 어떤 흔적을 남기고 버

릴 것인지 남긴다면 어떤 재현 방법을 통해 기억하게 할 것인지 즉 누적된, ,

역사적 층위에 대한 보존 방식과 창조적인 개입에 대한 아이디어가 요청되었

다 회현 자락의 상황은 과거 대 과거 과거 대 현재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 ,

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조선 시대라는 특정 시대로의 복원은 과거의 한 시점

을 화석화하는 것일 뿐 진정한 복원이 아니다.46)

본상을 수상한 세 작품은 모두 단계의 성곽 유구에 대해서는 새로 축조하3

거나 보태지 않고 현 상태로 보존 전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장 박물관, .

으로의 이용과 공원 계획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순성로를 재현하거

나,47) 현장 박물관인 타임 큐브를 통해 성곽 축조 역사와 누적된 시간적 층위

의 켜를 전시함으로써 입체적인 관람의 장으로 활용을 한다거나,48) 분수대의

45) 서영애 앞의 글, , p.76.

46) 전우용 서울형 공공조경가 공원 역사성 실현 소위원회 회의록 년 월 일, , 2014 8 1 .

47) 한양도성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 발표 우리엔디자인펌 조선건축 현상공모 보‘ , . ( + )’:
고서, 2013.

48) 한양성 묻혀진 시간의 경계를 넘어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예그린 건축사사무소 현상‘ , ( + )’:
공모 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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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살려 기존 분수 구체를 활용한 석지와 스카이 데크를 제안하는 등49)

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49) 호현한 회복 씨토포스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현상공모 보고서‘ ( + )’: , 2013.

그림 당선작 한양도성 발표< 4-19> ‘ , ’
자료 현상공모 보고서: , 2013

그림 우수작 한양성 묻혀진 시간의 경계를 넘어< 4-20> ‘ , ’
자료 현상공모 보고서: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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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작 호현한 회복< 4-21> ‘ ’
자료 현상공모 보고서: , 2013

이 단계 설계 공모 과정에서 가장 큰 인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성3

곽을 복원하는 문제이다 고증 없이 혹은 고증이 있더라도 복원이 중심이 되. ,

는 성곽 정비는 진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적의 복원 방법은 원형.

복원 발굴 현장 노출 전시 유구 이전 복원 전시 복토 후 연출물을 만드는, , ,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에는 현장에 발굴된 상태 그대로 노출 전시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50) 존 러스킨은 일찍이 원형 복원 개념에 대해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뛰어난 예술품을 모방하는 경우 진품은 왜곡될 뿐이므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복원도 시도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최고의 고고학자가 복원을 위해 내리는 판단조차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하

며 복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51)

보존에 대한 인식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데 일본은,

50) 김왕직 역사유적 보존 정비 사례연구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 , ,” , 5『 』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서울특별시, , 2014, pp.125-126.

51) John Ruskin, “The Ramp of Memory,” The Seven Lamp of Architecture (London:
Hazell, Waston, and Viney, 1891),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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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을 가진다 이세 신궁의 경우 세기에 최초로 건립된 후 지속적인. 3

보존을 위해 년 마다 신궁을 허물고 인접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세운다20 .

매 년 주기로 부지 내에서 앞뒤로 옮겨진다 각각의 건물이 원래 구조물의20 .

복제품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52)

현상공모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 층위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성곽 외에 어두운 유산 인 조선신궁에 대해 근본. (dark heritage)

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역사적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민과 대중.

이 기억 주체로서 참여하거나 그들의 일상과 생활이 남산의 기억 공간에 편입

될 필요가 있다.53) 이처럼 단계 구간과 같은 장소에서 선택적 복원과 시간3

층위가 혼재된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층위를 설정하는 것을 희생층

이라고 한다 희생층은 전통 재료와 새로운 기술로 부가적인(sacrificial layer) .

층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층은 유산에 일으킬 피해를 제거하고 흡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부가적인 조치는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미적.

수준을 추구해야 한다.54)

문화유산은 그 보존과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사례들을 만들어 최상의 조합을 이룰 때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 활용의 전범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도시와 함께 공존해야 할 문화.

유산에 대해 단순 보존과 복원의 개념을 넘어 창의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다.55) 한 시대만의 역사적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층위의 중첩이.

중요하다 박제된 시간층이 아니라 역사적인 중첩된 유산. (historical layering

으로 인식해야 한다 각 시간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heritage) .

하지만 각각의 층위가 존중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56)

52) Norman Tyler Ted J. Ligibel, and Ilene R. Tyler, Historic Preservation, 2nd ed. (New
York: W. W. Norton & Co., 2009), pp.24-25.

53) 도진순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토론자료, , 5 .『 』
2014, p.147.

54) 역사도시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의 역할 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Tamas Fejerdy, “ ,” 『
의적 개입 제 차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 3 ,』 2014, pp.20-21.

55) 송인호 서울 한양도성의 도시유산 조경디자인캠프 특강, “ ,” , 2014a.

56) 송인호 남산 회현 자락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 제 차 한양도성 학술회의 서울특별시, , 5 , ,『 』
토론201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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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의 가치와 활용3.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산의 의미와 가치가 확장되고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변화해 오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 도시 보존과 개발에 대한 방식이 필요,

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세기 말부터 성곽을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인식하. 19

기 시작했다.57) 르네상스 시대의 요새가 남아 있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경우는

년대부터 역사 문화적 자산을 예술 작품 과 같이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1960 ‘ ’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성곽의 재발견 으로 이어졌다, ‘ ’ .58) 일본에

서도 일본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년대부터는 성곽을 보존하는1890

움직임이 대세가 되어 보존된 성곽을 주로 공원으로 정비했다 만민해락. ( 民
의 공간이 된 성지공원 은 일본 국민의 육성과 그 우수성을 나) ( )偕樂 城址公園

타내는 장소로 국민 국가 형성에 활용되었다.59) 북경에서는 년 도시 기1982

본계획에서 고도의 경관 보호는 고건축물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재 주

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원림수계 보호와 상호 결합해야 한다고 명시( )園林水
하기에 이르렀다.60) 대체로 세기 말에서 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세19 20

계적으로 성곽을 유산으로 보고 보존뿐 아니라 현대 도시와의 공존을 통해 적

극적인 활용을 하는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한양도성은 일제 강점기에 고적으로 선정된 후61) 년에 사적 제 호로1963 10

지정되었고 년에 서울성곽에서 서울 한양도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1 .62)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전후로 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57) 앞의 글Sofia Avgerinou-Kolonia, , 2013, pp.20-22.

58)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탈리아의 요새 도시 베로나 페라라 사비오네Teresa Colletta, “ : , ,
타의 성곽 공원 재건 역사와 도시성곽 한양도성 학술총서 책 서울특별시,” 1 , , 2013,『 』
pp.112-120.

59) 앞의 글, , pp.121-123.太田秀春
6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북경 동경 세 수도의 원형과 보존, , , : , 2010, pp.71-72.『 』

61) 조선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위원회는 월 중순경에 개최하기로 되었다는데 그동안 여9 ,
러 가지로 지정물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보물에는 조선 호텔의 환구단 등 약 건이고 고73 ,
적으로서는 경성의 성곽 독립문 사직단 등 건이 선정되었다 동아일보 년 월, , 49 : 1935 8 9
일.

62)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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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확대되고 있다.63)

역사 유산을 보존할 때는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장소의 역사도 함께 포함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아있.

는 역사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역사적 구조물은 지역 사회에서 보다 생동,

감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64) 한양도성은 도시유산으

로서 그 가치는 서울 육백년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며 육백 여 년 동

안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수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에 도성 경관이.

묘사되어 있다.65)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 ),ⅱ ⅲ

에 근거하여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 .ⅳ ⅵ 66)

특히 자연의 지세를 따라 지형을 잘 활용하면서 축조되었기 때문에 내사산

의 굴곡과 도성의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뛰어난 역사도시경관을 보여준다 세.

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가치의 진정성 과 완전성value)’ , (authencity) (intergrity)

을 입증해야 한다 남산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양도성의 가장 큰 가치는.

시간적 층위다 그림 는 발굴 현장에서 확인된 개의 토층으로 이는. < 4-22> 6 ,

남산의 시간적 층위를 보여 주는 증거다.67)

63)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작성한 자국의 유산 목록이다 서.
울 한양도성은 년 월 일에 등록했다2012 11 23 .

64) 외 앞의 책Norman Tyler , , p.18.

65) 송인호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 제 차 한, “ ,” , 3『 』
양도성 학술회의 자료집, 2013, pp.9-11.

66) 기준 독창적인 한국 도성으로서의 위상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평지성과 산성의 구조) .ⅱ
가 결합한 포곡식 성곽이며 그 내부에 궁궐과 종묘와 사직과 행정 시설과 시장 시설 및 주
거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의 도성 유산이다 기준 서울 한양도성은 문루와 성곽의. )ⅲ
원형이 잘 남아있어서 축조 당시 조선시대 도성 형식의 전통과 문명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준 한반도 지형 체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석재로 축조된 성곽의 안쪽에 판축을 조) .ⅳ
성하는 등 지형과 일체화된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특별한 성곽 유형이다 자연의 지세를.
따라 지형을 잘 활용하면서 축조되었기 때문에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의 안팎이 함께 조망
되는 뛰어난 역사도시경관을 보여준다 기준 각 지역 백성들의 공역으로 성곽을 축조. )ⅵ
했는데 구간마다 축조에 함여한 장인들의 실명이 새겨져 있다 송인호 위의 글: , , 2013,
p.10.

67) 층과 층은 년 조선신궁의 건립을 위해 성곽을 훼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1920Ⅰ Ⅱ
로 추정된다 성의 안쪽에서 성의 바깥쪽 사선 방향으로 슬라이딩된 양상이 확인되며 성곽.
의 부재와 뒷 채움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안팎의 할석이 다량으로 관찰된다30 .㎝ Ⅲ
층과 층은 성곽의 훼철 후 조선신궁의 건립을 위해 다짐을 한 층위로 추정된다 층은.Ⅳ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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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회현 자락 발굴 현장 토층< 4-22> , 2013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한양도성 중앙 광장 부지내 발굴 조사 현장 설명회 자료집: , 『 』

2013, p.8.

특히 남산에서 발견된 성곽에는 도성 축조의 시간이 켜켜이 담겨 있어서 시

기별 축성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굴의 의의가 크다 현재의 레벨.

에서 미터 하부에 성곽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성곽이 축조된 이후 지형3-4

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태조 이후 여러 차례의. < 4-23>

개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 시대별로 축성 방법과 재료가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다 인류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원형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

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

년대 중반 이승만 동상의 건립과 관련된 층으로 추정되며 콘크리트 구조물과 적벽돌1950
등이 확인된다 층은 가장 최근까지 사용된 층으로 년 남산식물원의 건립과 관련된. 1968Ⅵ
층위로 확인된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한양도성 중앙 광장 부지내 발굴 조사 현장설명: , 『
회 자료집 , 201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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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층위를 간직한 자료들은 향후 교육 전시 자료 및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

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한양도성을 훼손한 증거로 일제의 조선신궁 배전터가 발굴된 점 또

한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일부만 남아 있더라도 도성의 근대적 변동과 함.

께 성곽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진정성의 개념에 합당하다 한양도성을 역사.

도시경관으로 본다는 것은 역사 유산으로서의 완전성을 논하면서 원래의 모,

습으로 복원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흔적들이 누적된 그 자

체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68)

68) 이 두 개념은 문화유산 보존 철학과 관리 원칙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진정성은 재.
현된 것이나 원래 모습을 가리는 것을 판단하는 개념으로 완전성은 전체를 증거할 수 있,
는 정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민 시대와 전쟁과 압축 성장.
을 겪은 도시는 문 유산이 크게 왜곡되고 파괴되어 남아있는 유산만으로는 그 도시의 정체
성과 가치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추론에.
의한 복원을 금지하고 있다 복원을 위한 완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재현하게 되면.
원형의 진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인호 서울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 “ ,”
서울 한양도성 서울학 심포지엄, , 2011, pp.5-9.『 』

그림 남산 회현 자락에서 발굴된 성곽 유구를 통해본 시간의 흔적< 4-23>
자료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2014, p.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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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시경관의 개념 중 현대 도시의 변화를 위협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은 현대 도시 문화와 소통하고 공존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년부터 계. 2010

획한 베로나 성곽 공원에는 성곽의 보존과 유지뿐 아니라 성곽의 일부를 문

화 사회 활동의 용도 바 레스토랑 전시 및 진열 공간 및 시민의 일상 생활, ( , , )

을 위한 넓은 녹지 공간 스포츠 봉사 단체의 만남의 장 문화 활동 정원 보( , , , ,

행로 등의 재생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69) 중국 남경의 경우도 여 년 간의20

지속적인 정비를 거쳐서 성곽 본체를 보호하고 선을 따라 도시 공공 녹지와

공원 광장 등을 조성하여 도시 주민과 관광객의 여가 활동 및 체력 단련의,

주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인 주거 환경 범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0)

문화 유산이 일상과 유리된 채 보존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점적인 보존과 활용에서 면적인 계획.

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상적인 도시문화뿐 아,

니라 관광객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통합 보존 이라는 개념은 년. ‘ ’ 1990

대 초중반에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베니스 헌장도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기념물의 보존은 언제나 유산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활용함으로“

써 촉진된다 제 조 라고 기술하고 있다( 5 )” .71)

년부터 중국 서안 시 정부는 성곽 주변을 보수하고 서안 성곽 인근을1983 ,

입체 공원으로 조성했다 환성 공원으로 성곽을 따라 걷는 길이 조성되. ( )環城
었다 그림 와 같이 합동 결혼식 외에도 다양한 문화 공연 마라톤 대. < 4-24> ,

회 실크로드 문화제 한중 바둑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서안 성곽은 서안 주, , .

민의 여가와 휴식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인기 장소가 되었다.72)

해외 성곽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사적 유물이나 과거의 물건들이 현대

에 들어서면서 관광객의 욕구를 반영하는 시장 지향적인 상품이나 경험의 대

69) 앞의 글Teresa Colletta, , pp.112-120.

70) 보존하면서 이용하고 이용하면서 전시 한다 난징 성곽을 중심으로 역Tong Benqin, “ , - ,” 『
사와 도시 성곽 한양도성 학술총서 책 서울특별시, 1 , , 2013, pp.140-144.』

71) 앞의 글Tamas Fejerdy, , pp.12-13.

72) 서안 성곽과 당 함광문 유적의 보존 전시 및 활용 도시 성곽의 과학Liu Tang Kai, “ , ,” 『
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제 차 한양도성 국제 학술회의, 3 , 2014,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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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고 있다.73)

이러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인 계획과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유적 관리를 위해 년 이스탄. 2006 ‘

불 문화 및 자연유산 관리 위원회 를 설립하여 성곽을 위한 완충 구역을 설정’

하고 년부터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에 의해 체계적인 연, 2009

구가 시작되었다 년에 수립한 성곽 관리 계획은 보존 진흥 자산 개발의. 2011 , ,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현존하는 문화 자산을 보존하는 데에서 그치.

지 않고 학술 조사와 기록 아카이브 구축과 전시를 지원하는 한편 보존 기법,

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공공 사립 비정부 기관 간의 연합을 구축하고 있- -

다.74)

73) 한숙영 세계유산으로서의 한양도성 관광 정책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와 진정성 서, “ ,” ,『 』
울특별시, 2013, pp.158-162.

74) 세계 유산으로서의 이스탄불의 도시 성곽 역사와 도시 성곽 한양도성Nur Akin, “ ,” ,『 』
학술총서 책 서울특별시1 , , 2013, pp.80-86.

그림 서안 성곽에서 열린 전통 형식의 합동 결혼식< 4-24>
자료 심포지엄 발표자료: Liu Tang Ka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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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안의 경우도 성곽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성곽보

호재단 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75) 서울시는

현재 한양도성 도감과 라는 전담 부서를 두고 통합적인 계획과 관리를 추진하‘ ’

고 있으며 학술 조사와 포럼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해외 성곽의 보존과 관리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점에서 면적으로 범위가 확,

장되고 있으며 보존 중심에서 문화와 관광 자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재단. ,

연구소 등을 통해 도시 차원의 연구와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라 미첼 은 지역 내부의 거주민이 보존의 주체가 되고 지(Nora Mitchell)

역민의 지속적인 삶이 보존의 대상이 되며 그 방식에 있어서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76) 무엇보다 역사 지역의 효과적인 보존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유산의 가치가 지역 공동체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77)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장소의 진정성

을 체험하고 감동할 수 있는 도시유산이 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회현.

자락의 현재의 시간도 역사적 층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변화까

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시간을 무시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 ,

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78)

75) 년 서안시는 서안 성곽의 조성을 위해 서안 도시 건설 위원회를 설립했다 년에1983 . 2004
는 시 정부가 서안 내 주요 성곽 지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서안 성곽 풍경구 관리 위원
회를 설치했으며 년에는 서안성곽보호재단이 설립되어 유지 보수 및 연구 사업 학술, 2011 ,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년에는 서안역사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서안시의 문화를. 2013 .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핵심 사업은 서안 성곽 유적 연구다 앞의, : Liu Tang Kai,
글, pp.113-118.

76) Nora Mitchell, et. al.,“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Paper 26. Paris: World Heritage
Center, 2009, UNESCO.

77) Francesco Bandarin and Ron Van Oers,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Chichester:
Wiilley Blackwell, 2014), p.155.

78) 외 앞의 책Norman Tyler , ,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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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유산 가치의 변화와 방향4. :

한양도성은 세계유산의 잠재 목록 등재를 전후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

고 있다 내사산 중 남산의 한양도성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남산의. .

한양도성은 내사산 중 가장 많은 구간의 철거가 있었으며 최근의 발굴 성과에

의해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양도성은 태조대에 초축을 시작으로 세종 숙종 순조 고종대에 이르기까, , ,

지 여러 시간대에 걸쳐 증 개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세의 성곽은 근대· .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훼손과 철거가 되었다 꾸준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훼손.

된 채 방치되었다가 일제 강점기부터 인위적인 철거가 이루어져서 내사산 중

남산에서 가장 긴 구간이 철거되었다 조선신궁 건설과 도로 개설 건축물 송. , ,

신탑 등 도시 시설 건설이 주요 요인이었다 년대에 안보 의식 강화의 일. 1970

환으로 복원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복원은 심도 있.

는 논의와 고증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회현 자락의 발굴 성과에도 불,

구하고 단계 공사까지 원형 복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2 .

한양도성은 방어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시를 관리하고 왕권의 권위를 상징하

는 기능을 해 왔다 남산 구간의 한양도성은 도시 중심지와 주거지와 인접하.

여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정도의 완만한 경사로 일상적인 산책과5% ,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양도성의 경관은 낙후된.

도시와 대조적인 상징적인 구조물로 자연과 대비되는 인공 구조물로 독특한,

인상을 부여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순성 놀이는 일제 강점기에도 이어졌.

으며 최근 문화 프로그램으로 재현되고 있다.

회현 자락의 단계 발굴 성과는 조선시대의 유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근3 ,

대 공원 시설까지 시간적 층위가 누적된 공간임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발굴.

된 유구의 보존과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수렴된 전.

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성곽의 원형 복원을 지양하고 현장 노출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시간대의 흔적에 대해서도 선택적인 복원과 최소한의.

개입을 기본으로 하여 창조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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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성곽을 유산으로 인식하고 보존과 관리가 시작된 것이 세계적인 추

세다 일상과 단절된 유산이 아닌 도시 생활과의 공존을 통해 문화와 관광 자.

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통합적인 관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한양도성은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등 학

술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산의 한양도성은 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최근 발굴된 유구를 통해 시간적인 층위와 시대별 축성 기술.

및 방법을 고찰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훼손 과정과 요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 유구의 발굴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산의 한양도성은 도시의.

변화와 함께 오랜 시간을 공존한 도시유산이자 역사도시경관이다 유산의 현.

대적 보존은 현대 사회의 가치 변화에 기본적인 특성을 두고 문화적 물리적, ,

환경적 자원의 잠재적인 범위 안에서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79) 역사도시경관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시 지역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이어져야 한

다.

남산의 한양도성은 시대별로 그 가치가 변화해 왔다 권위의 경관적 상징이.

자 일상 경관이었던 한양도성은 도시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가 쇠퇴했

으나 최근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보존 측면만이 중시되는 문.

화재로서가 아닌 도시의 변화와 공존하고 도시인의 일상과 연계되는 역사도,

시경관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여지를 지닌 미래 유산으로 인식해야 한

다 미래 유산이란 한 시대에 국한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수.

용하는 개념이다.80)

79) Jukka Jokilehto,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2002), p.318.

80) 서울특별시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플랜, , 2013, 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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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산의 변화 특성과 동시대적 의미. :Ⅴ

본 연구는 남산을 역사도시경관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의 특성과 동시대적

의미를 해석한다 역사도시경관으로서 남산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태도와 관.

점을 갖는다 첫째 시간적 층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까운 과거뿐 아니라. ,

현재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한다 둘째 남산을 단일한 대상이라기보다 도시와. ,

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다 셋째 외형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가치뿐 아니라 무. ,

형적 가치와 영향에도 주목한다 예컨대 년의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 1917 『 』

과 년대의 남산 제모습가꾸기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거나 일부만 실천1990 『 』

되었다 두 계획안을 통해 남산의 인문학적 가치를 제고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개념을 고찰한다 넷째 남산을 산 공원 한양도성이라는 다층적. , , ,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은 남산을 공원으로 국한해서 고찰하거나 물.

리적 환경의 변화에만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산 공원 한양도성은 서로 다른 변화 과정과 특성을 보이며 서로 영향을 주, ,

고받았다 산으로서의 남산 장 은 한국인의 전통적 산악관에서 비롯된 신성. ( )Ⅱ

성이 해체되었으나 그 심상적 경관적 상징 가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실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으로서의 심상적 상징성은 공원과 한.

양도성의 조성과 관리에 영향을 주었다 물리적인 관리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

로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실천적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 .

공원으로서의 남산 장 은 물리적인 형태뿐 아니라 공원의 개념과 의미의( )Ⅲ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문가에 의한 계획적 차원에서 공원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원 시설을 필요할 때마다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

게 근대 공원으로 변모되었다 공원으로서의 남산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후.

박정희 정권기까지 지배 권력이 의도하는 이데올로기를 투사하는 장으로 활용

되었다 개인의 우상화 반공과 민족주의의 주입 근대화의 과시 어린이 신화. , , ,

를 투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원 시설과 건조물이 조성되었다 세기 후반. 20

에는 자연 문화 복원 관광 등 시대가 요구하는 개념을 담게 되었다 남산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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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치적 재구성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장과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산과 공원의 개념과 경계는 모호했다 자연, .Ⅱ Ⅲ

을 향유하는 행락지이자 경화사족의 세거지였던 남산은 공공장소이자 사적 장

소였다 산과 공원의 경계 주거지와 자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산이자. , .

공원이었던 남산은 공원 태동기인 일제 강점기에도 지도 사진 엽서 등을 통, ,

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 경계와 명칭이 혼용되었다 해방 후 남산을 개인적.

기념공원으로 활용하거나 학교나 호텔이나 공공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것

은 공원이라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그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데

에서 기인한다 시대적 요청이나 가치의 변화에 따라 그 우선 순위가 정해졌.

다 세기 후반 남산의 제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건물을 이전하거. 20

나 철거하고 공원으로 복원시킨 점은 공원이라는 가치가 다른 용도에 우선시

되었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한양도성 장 은 서울의 내사산 중 남산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축( ) .Ⅳ

성 보수 철거 복원에 이르는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성곽의 의미 또한 크게, , ,

변화했다 방어 기능보다는 일상적인 놀이와 산책으로 활용되던 성곽은 도로.

와 건물 등의 건설을 위해 인위적으로 철거되었다가 년대에는 안보 의식1970

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재로서 복원되고 정비되었다 최근에.

는 유산으로 인식되면서 보존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논의되기 시

작했다 발굴을 통해 성곽의 시간적 층위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신궁과 도.

시 공원의 흔적들이 드러남에 따라 성곽의 유산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

었다 공원 변화의 흔적은 성곽을 파괴한 원인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유산으로.

서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양도성의 도시유산적 가.

치는 남산 구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산 공원 한양도성은 상징 정치 유산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산이 가진, , , , .

상징적 의미가 지속되어 온 반면 공원의 문화 정치적인 특성과 한양도성의 유, ·

산 가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즉 남산 경관의.

변화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속성 과 변화 수용성 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 ‘ ’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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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이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가치로 유지되는 특성을 말한다 남산‘ ’ .

경관에는 문화적 기억과 땅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상징성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남산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남산을 심상적으.

로 서울의 상징이라 여기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남산이 더 이상 물리적으.

로는 서울의 중심이 아니지만 여전히 서울의 중심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산이 가진 심상적 경관적 상징성은 서울의 대표 이미지로 변화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한국적 전통을 중시하는 개념도 지속되어 온 특성 중 하나다 일제 강점기.

에 혼다 세로쿠는 남산의 공원을 계획하면서 조선 양식의 식재 조선 취향의,

건물 조선 여인의 채용 등 한국적 지역성을 담고자 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 .

음에도 조선시대의 전통을 한국의 전통과 지역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이어졌

다 남산 제모습찾기 계획의 애국가 광장 계획 봉수대 광장 노인정의 복. , ,『 』

원 한옥마을 조성은 전통 개념이 지속되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 완공된 장, . 『

충 자락 재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도 한국의 전통성과 역사성에 기반을 둔 한』

국 전통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훼손되지 않은 고유한 자연성을 가진.

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노력 조선시대의 원형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회현 자락,

의 성곽 복원 시도도 조선의 전통을 지속하고자 하는 강박과 무관하지 않다.

남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해석과 실천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 이라는 개념 즉‘ ’ ,

조선시대 양식을 고수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상징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남산 경관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외부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 변화 수용성 도 내포하고 있다‘ ’ .

변화 수용성은 일제 강점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착되는 특성이

다 남산을 변화시키고자 한 주요 요인은 상징성과 관련된다 남산을 서울과. .

동일시하는 인식은 남산의 변화를 서울의 변화 민족 차원의 변화로 확대 해,

석하는 데 기여했다 권력을 과시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기 위해 남산.

을 변화시켰고 남산의 변화는 효과적으로 전시되었다 남산의 부끄러운 역사, .

는 서울의 어두운 역사로 치환되었고 남산의 복원은 서울의 자존심을 회복하,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울 정도 년을 앞두고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600

일환으로 남산이 가장 먼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산의 제.



- 173 -

모습을 찾기 위해 외인아파트가 폭파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 되었으며 이,

는 서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이미지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지배 세력에 의해.

이전의 상징물을 지우고 새로운 상징물을 투사하는 장소로 남산이 활용되었

다.

남산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이 표방한 것은 명품 도시와『 』

디자인 서울로 그는 시각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의 외형적 변화는, .

남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산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이전 남산 제모습. 『 』 『

가꾸기 계획에서 시행되지 못했던 중요 자락별의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이다 현재는 사회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체험 문화 관광 등의 패. · , , ,

러다임을 담는 장으로 남산이 변모되고 있다 한양도성도 시대적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현재 유산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

로운 보존 방식과 창의적 개입 방식이 논의 중이다 남산 경관의 상징성은 변.

화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숱한 변화 과정은 오히려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명하,

는 자료가 되고 있다.

남산 경관의 변화에 내포된 지속성 과 변화 수용성 이라는 상반된 특성은‘ ’ ‘ ’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다 한국의 경관은 한국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진화해 왔다 한국 경관의 진화 과정은 결국 궁극적으.

로 새로운 것 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남산 경관의 변화 수용성은‘ ’ .

외래적인 것과 더불어 한국 사회 내부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에 민감하게, , ,

반응하여 내외부의 영향이 혼합된 양상이다 남산의 경관은 물리적 상징적 특. ·

수성으로 인해 새로움을 이식하기에 적합한 대상지였다고 볼 수 있다.

산 공원 한양도성이 가진 상징 정치 유산 의미 그리고 상반되는 두 특성, , , , ,

인 지속성 과 변화 수용성 은 서로 공존하거나 충돌해 왔다 충돌에 의한 긴‘ ’ ‘ ’ .

장은 이전의 상징을 소거한 후 다시 새로운 개념이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남산의 경관은 역사가 쌓인 흔적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단절되거나 일방적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남산의 변화는 체계적인 연구나 국민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 계층에 의한 일

방적 지시로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남산을 변화시켜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입장과 남산의 변화를 남산의 자연적 상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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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이 충돌해 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해 집단 간의 인식의 간극은. ,

남산을 보는 태도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시점에서 과거의 변화 특성에 대한 진단은 앞으로 남산의 변화를 바라보

는 태도와 실천적인 면에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회현 자락에서 발굴된 어두.

운 유산을 포함한 시간적 층위를 보는 입장과 태도 예장 자락의 기존 건물의,

철거와 공원화 곤돌라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공론화된 장에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어 온 남산의 변화와는 달리 한층 진일보된 변화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남산 경관의 변화 특성은 지속성 과 변화 수용성 을 지니며 이러. , ‘ ’ ‘ ’ ,

한 두 특성은 공존하거나 충돌해 왔다 현재와 미래의 남산 경관은 가치 있는.

특성은 지속하되 동시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움을 담는 장이어야 한다, .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회귀가 아닌 새로움을 담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 .

해서는 지켜야 할 가치와 시대상을 표현할 새로움에 대해 열린 절차에 의한

합의 창의적 개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현재 남산은 공원 녹지에서 도시 재생의 거점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 ·

다 역사도시경관은 남산뿐 아니라 사대문안 또는 서울로 범위를 확장하여 이.

해되어야 한다 서울은 남산 외에도 시간의 층위가 중첩된 건조물 공공 공간. ,

을 담고 있는 역사도시다 그러므로 점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이 아닌 역사도시.

경관 개념 하에서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 계획되어야 한다, , .

본 연구는 남산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도시와의 연계 속에서 다양

한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경관으로 보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과 동시대의 의미를 고찰했다 문화란 고유한 전통이 아니라 그 자.

체로 다국적인 교호와 간섭 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이원론이 가지는 서구 중심적인 성격을 극복하는 것은 근대성을 재인식하는

과정이다 자연과 도시 개발과 보존 전통과 이식이라는 이원론으로는 남산에. , ,

용해된 다층적 인문적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가 미래를 위한 안내자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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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현재 역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의 한 층위다 남산은 여러 시간에.

걸친 가치 있는 흔적들이 누적된 역사도시경관이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여

백을 지닌 미래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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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교회 www.haebang.or.kr.

홍콩 빅토리아피크 www.thepeak.com.hk.

서울타워N www.nseoult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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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례 도시의 산1. :

경주 남산 대한민국1) ,

그림 부 경주 남산 위치도< -1>

자료 구글지도 위에 필자 작성: (maps.google.co.kr)

경주의 남산1)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산 개념이 투영된 사례이다 경주의 남.

산은 초기에 천신이 강림하는 장소에서 왕의 권위와 힘을 전달하는 장소로 변

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교적 정토의 이상적 장소로 구체화된 형상을 가지,

게 되었다 경주 남산의 성스러운 장소성은 정치적인 힘과 전통적인 종교의.

권위에 의해 형성되었다.2)

1) 경북 경주시 인왕동외 개동에 위치한 남산은 높이 이며 국림 공원 관리 공단에서 운4 494m
영하고 있다 남산은 서라벌의 진산 이다 북의 금오봉 과 남의 고위봉. ( ) . ( , 468m)山 峰

을 중심으로 동서 너비 남북 길이 의 타원형으로 한 마리의 거( , 494m) 4km, 10km ,位峰
북이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엎드린 형상이다 경주 남산연구소: . www.kjnamsan.org.

2) 정수진 경주 남산에 관한 연구 성스러운 장소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 (『 』
문, 2004), pp.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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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 경주 남산 보리사 터에서의 조망< -2>

자료 필자 촬영: , 2010

남산지구는 년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Kyongju

의 개 지구Historic Areas) 5 3)중 하나이다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한반도를 천.

년이상 지배한 신라 왕조의 수도로 남산을 포함한 경주 주변에 불교 와 관련

된 많은 유적과 기념물4)들을 보유하고 있다.5) 현재 년 발족된 남산 사랑1984

모임와 년 발족한 남산연구소가 경주 남산연구소로 통합되어 경주 남산1999

3)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
재해 있는 종합역사지구로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미5
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
대능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
있다: www.unesco.or.kr/heritage/wh/korwh_gyeongju.asp.

4) 왕릉 기 산성지 개소 사지 개소 불상 체 탑 기 석등 기13 , ( ) 4 , ( ) 147 , 118 , 96 , 22 ,山城址 寺址
연화대 점 등 점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으며 이들 문화유적은 보물 점 사적 개19 672 , 13 , 13
소 중요민속자료 개소 등 점이 지정되어 있다 경주 남산연구소, 1 44 : . www.kjnamsan.org.

5) 등록 기준으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II)
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 , ( )Ⅲ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www.unesco.or.kr/heritage/wh/korwh_gyeongju.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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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관 및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의미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

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산 관련.

각종 자료들의 전산화 작업 등을 통하여 남산에 대한 연구 사업의 기틀을 마

련하고 있다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 지구로 지정된 경주 남산은 경주의 도시.

변화와는 거리를 둔 채 관광과 보존적 측면이 강조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빅토리아 피크 홍콩2) (Victoria Peak),

그림 부 홍콩 빅토리아 피크 위치도< -3>

자료 구글지도 위에 필자 작성: (maps.google.co.kr)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 의 경우는 도시 발전에 따라 산의 기능(Victoria Peak)

과 의미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인 사례이다 빅토리아 피크는 홍콩의 아이콘으.

로서 산 구석구석에 유명인 정부 고위 직원 사업가 은행가 영사관들이 거, , , ,

주하는 고급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해발 미터로 홍콩섬에서 가장 높은. 552

태평산의 피크에서는 홍콩섬이 한눈에 조망된다 세기 초 태평산은 이미 홍.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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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항구를 드나드는 화물선의 지표가 되었고 홍콩의 부호나 명사들은 홍콩의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피해 비교적 시원한 피크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부호

들의 피서지가 되었다.

그림 부 의 빅토리아 피크 호텔은 피크 트램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자< -4>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 년 건설되었으나 년 화재로 손실되었다1873 1938 .

년 피크 트램이 건설되면서 피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점1881

점 상류사회 인사들의 주거지로 발전하게 되었다.6) 주요 시설로는 홍콩의 역

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피크 트램 역사 갤러리7) 피크 타워, 8)가 있다 홍콩의.

6) 년 스코틀랜드인 알렉산더 핀들레이 스미스가 머레이 빌딩과 빅토리아 계곡 사이를 운1881
행하는 피크 트램 건설과 피크지역 주택개발촉진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듬해 허가를.
얻어 트램 회사가 세워지고 년 아시아 최초 프니큘라 트램이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 헛1888 .
날 명의 승객이 탑승했고 첫해 탑승객수는 만명에 달했다 센트럴 홍콩 도심 과 빅토600 , 15 . ( )
리아 피크를 연결한다 거리의 레일을 도 경사로 올라가는 피크 트램은 정상. 1,365m 4~27
까지 약 분이 소요되며 개의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빅토리아 하버와 구룡 지역 센트럴에8 , 5 ,
서 완차이를 지나 코즈웨이 베이까지의 해안 선로 양편으로 숲이 우거진 비탈과 수풀 사이,
에 들어선 호화 주택 등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불 수 있다. : www.thepeak.com.hk

7) 피크 트램 역사 갤러리는 년에 개관했다 여개의 전시품을 개 전시관으로 나누어2007 . 200 15
홍콩의 세기에서 세기의 시간을 전시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19 20 .

8) 피크 타워는 거대한 대접 모양의 층 건물로 오락시설 식당 쇼핑센터 전망대 갤러리 마7 , , , , ,

그림 부 빅토리아 피크 호텔< -4>

자료: www.thepeak.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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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피크는 초기 상류층의 거주 장소였다가 피크 트램이 건설되면서 관

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홍콩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문화와 관광의

중심이 되었다.

바르셀로나 의 몬주익 스페인3) (Barcelona) (Montj ic),

그림 부 바르셀로나 몬주익 위치도< -5>

자료 구글지도 위에 필자 작성: (maps.google.co.kr)

바르셀로나 몬주익 의 경우는 고도 미터로 산보다(Barcelona) (Montj ic) 213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다 지하철역과 몬주익을 잇는 푸니쿨라.

에 의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몬주익 언덕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Funicular) .

서 바르셀로나 시내와 지중해가 조망된다 정상에는 세기부터 군사 방어시. 17

설로 가장 큰 요새였던 몬주익 성9)이 남아있다.

담투소 박물관 피크 트램 터미널 등이 들어선 복합빌딩이다 에 있는, . Sky Terrace Sky
는 도시 유명 인사의 업적 도시 발전 등에 대한 이미지들을 전시함으로써 홍콩을 방Gallery ,

문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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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 바르셀로나 국제 박람회 위 구엘 공원에서 본 몬주익아래< -6> , 1929( ), ( )

자료: en.wikipedia.org

그림 부 몬주익의 올림픽 조형물 광장과 도시전경< -7>

자료 필자 촬영: , 2010

9) 몬주익 성의 기원은 년 농민전쟁 당시 일 만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후 스1640 (Segadores) 30 .
페인 왕의 소유로 넘어갔다가 년에 확장되었다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년 년1694 . (1701 ~1704 )
때에는 몬주익 성이 전투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전쟁 후 펠리페 세 는 성을. 5 (Felipe )Ⅴ
부분적으로 철거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으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해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수
리하였다: www.aviewoncities.com/barcelona/montju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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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주익의 주요 시설들은 년 열린 바르셀로나 국제 박람회와 년 올림1929 1992

픽때 조성된 것이 많다 현재 국립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년. 1929

국제 박람회의 중앙 건물이었던 국립 팰래스 이며 그 밖에(National Palace) ,

매직 분수 미스 반 데어 로에 파빌리온 등이, (Mies van der Rohe Pavilion)

박람회 때의 시설이다.

년 올림픽 때 조성된 올림픽 광장과 타워 외에 올림픽 이후 더욱 풍부1992 ,

해진 보타닉 가든과 올림픽 수영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다.10) 몬주익

의 사례는 박람회와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시설이 입

지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다양한 문화 시설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현

대의 관광과 도시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류블랴나 의 로즈닉산 슬로베니아4) (Ljubljana) (Ro nik hill),

그림 부 류블랴나 로즈닉산 위치도< -8>

자료 구글지도 위에 필자 작성: (maps.google.co.kr)

10) www.aviewoncities.com/barcelona/montjuic.htm, www.saint-josep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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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 류블랴나 티볼리 성< -9> , 1855

자료: en.wikipedia.org/wiki/Tivoli_City_Park

그림 부 티볼리 도시 공원< -10>

자료: www.filmcommission.si/locations/ljubljana-film-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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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도시 슬로베니아 의 수도 류블랴나 에도 도시 중(Slovenia) (Ljubljana)

심에 로즈닉산 이 있다 로즈닉산은 의 시스카 힐(Ro nik hill) . 429m ( i ka

과 의 칸카 피크 로 이루어지며 류블랴나에서 가장 큰Hill) 394m (Cankar Peak)

공원인 티볼리 도시공원 이 로즈닉 자연공원의 일부를 차지(Tivoli City Park)

하고 있다 티볼리 도시공원은 년 엔지니어 장 블랑샤드. 1813 (Jean Blanchard)

에 의해 조성되었다.

년 조성된 연못은 보트 아이스 스케이트 낚시 등의 장소일 뿐 아니라1880 , ,

홍수를 관리하는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다 년에 티볼리 최초의 전문적인. 1894

정원사 체코의 바츠라프 헤이닉 에 의해 공원에 묘목장이 조성(Vaclav Hejnic)

되었다 년대에는 건축가 조제 플레츠닉 에 의해 공원이 재. 1920 (Jo e Ple nik)

조성되어 공원과 도시의 주요 도로와 연결하는 대담한 산책로 광장 티볼리, ,

성과 트리플 다리를 잇는 축선을 계획했다.

주요 시설로는 세기에 지어진 티볼리 성과 현대 역사 국립 박물관으로 활17

용하고 있는 세킨 맨션 과 연못과 인접한 보타니컬 가든에는(Cekin Mansion)

온실과 장미원이 있다 운동장은 이탈리아 통치 시대에 공원 중심에 계획되어.

년 개장때는 루블랴나의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며 어린이의 파라다이스로1943

불리웠으며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문화 활동은 슬로베니아 해방 운동

과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1) 로즈닉 산과 티볼리 도시공원은 류블랴

나의 중심에 위치한 자연공원이자 문화 시설과 공원 시설이 집약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11) en.wikipedia.org/wiki/Tivoli_City_Park,
요약 정리www.slovenia.info/?kul_zgod_znamenitosti=6296&l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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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 마운트 로열 공원 캐나다5) (Parc Mont Royal),

몬트리올 의 마운트 로열 공원(Montreal) (Parc Mont Royal)12)은 몬트리올

도심에 위치한 산을 이용하여 개발한 공원13)으로 면적 산을 포함한 면적1 (㎢

에 높이가 이다 년 시 의회는 마운트 로얄 공원 건설69.2 ) 234m . 1869㎢ 14)을

위한 토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 달러 대출을 허가한 후 년 프레드35 1874

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15)가 공원계획자로 선임한 후 1876

년 월 공원을 개장하게 되었다 년에 공원 정상에 저수지가 건설되고5 . 1930

년에 최초의 통신타워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정상에 세워졌다1942 . 1960

년 마운트 로열 파크의 마스터 플랜이 뉴욕의 조경가 크라크와 파퓨아노

에 의해 완성되고 박물관 극장 레크레이션 시설 등을(Clarke and Rapuano) , ,

계획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년에는 몬트리올 아트 센터가 건립되고. 1963

년 조경가 앙드레 샤트랑 의 계획에 의해 샤렛 전망대1992 (Andr Chartrand)

의 복원과 리노베이션이 시행되었다 공원 운영은 퀘백 정부가 하고 있으며. ,

정상 에 전망대가 있다 년에 홍수로부터 몬트리올을 구해준 신에(232m) . 1643

게 감사하는 기념물로 세워졌던 나무 십자가는 년에 오늘날의 것으로 건1924

설되어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80 .

12) 마운트 로얄 공원은 연간 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몬트리올의 가장 큰 그린 스페이스로3 ,
산을 가로지르는 길인 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마운트 로얄 공원 왼Chemin Remembrance ,
쪽은 노트르담드 네쥬라는 공원묘지로 구분된다.

13) 공원 내부에서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책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있으며 산악 트랙킹과 마운틴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년 년까지 가 운영되었다가 현재는 몬트. 1885 ~1920 MountRoyal Funicular Railway ,
리올의 가 공원 정상까지 연결하고 있다 공원묘지와 산자락 사이에 대규모Nr.11 streetcar .
주차장이 위치하며 주차장 인근에는 방문객에게 교육 리셉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
종의 비지터 센터인 가 입지하고 있다 공원주변으로 몬트리올대학 맥길대학Smith House . ,
등의 대학 캠퍼스들과 캐나다 최대 규모의 교회인 왕립 빅토리아St. Josheph's oratory,
병원 경기장 등이 입지하고 있다, : www.lemontroyal.com

14) 년 토지 소유주들에게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했다1872 .
년 마운트 로얄파크의 보호에 관한 몬트리올 시 의회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자1874 .

연적인 대상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퀘벡시의 최초의 법률이다.

15) 옴스테드는 산의 자연적인 매력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공원의 산책로는 자연의 아름다움
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계획되었다 또 그는 공원에 계층이나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를 원했다.



- 200 -

그림 부 몬트리올 마운트 로열 공원 위치도< -11>

자료 구글지도 위에 필자 작성: (maps.google.co.kr)

그림 부 마운트 로열 공원과 도시전경< -12>

자료:

ideasinspiringinnovation.wordpress.com/2009/11/25/the-world%E2%80%99s-greatest-urban-p

arks-mont-royal-park-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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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 년간 활동을 설명하는 레 자미 드 라 몽따뉴 의 홍보물< -13> (Les amis de la montagne)

자료: www.lemontroyal.com

년 비영리단체에 의해 자연과 역사유산에 관한 해설과 환경교육이 시1981

행되고 년에 산의 친구들 이라는 시민참여1986 ‘ ’(Les amis de la montagne)

단체 가 설립되었다는 점은(an independent registered charitable organization)

주목할 만하다 커뮤니티협력 환경 교육을 통해 마운트 로열의 보호와 강화에. ,

주력하며 시민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형태의 기부뿐 아니라 보존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주요 성과는 마운트 로열 공원의 보존을.

위한 커뮤니티의 비전과 위탁을 육성하고 공원과 산의 가치를 개선하며 보존

의 중요성을 공공에 널리 알린 점이다.16)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년 마운1987

트 로열의 일부를 유산 대상지로 선언하게 되고 마운트 로열의 보존과 복원에

대해 년 공공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년에 몬트리올 혁신의회에1990 . 1992

의해 마운트 로열의 보존과 복원 계획이 채택되고 년에는 마운트 로열2003

공원을 법령에 의해 역사적 자연지구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17)

16) 주요 활동으로는 역사적 자연적 유산을 보호하는 정책과 효과적인 법률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 기관등과 강한 파트너쉽을 통해 조직의. ,
목표를 위해 헌신하며 기부로 형성된 자금으로 다양한 리노베이션 교육과 보존 프로젝트,
에 쓰고 있다.

17) 정리 요약www.lemontroyal.com, www.saint-josep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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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년대 이후 사업 성과2. 1990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이행 실태 기간( ) 비고

잠식시설
보상 철거·

외인주택 동 철거· 52
아파트 동 단동 동- 2 , 50

‘92 ~ ‘94.11

한남지구 개인주택 동· 16
철거 동 존치 동- 15 , 1 (31,642 )㎡

‘97 ~ ‘98.12 존치 동 전시관1 :

정부청사 안기부 동 중· ( ) 41
철거 동 활용 동- 21 , 20

‘91 ~ ‘96.12

한남동 이대부지 보상· , 119,601㎡

공원조성

한남지구 외인주택지 터· ( )
야외 식물원 평 개 주제- : 17,920 (13 )
도 소나무 식재 주 평- 8 : 80 (1,500 )

‘95.12 ~ ‘96.12
배수지 건설 만(4※

톤 평), 2,400
- 96.12~99.1

예장지구 안기부 터· ( )
휴식공원 조성 평- 20,127
체육시설 그늘시렁 정자 등- , ,

‘96.10 ~ ‘96.12

예장지구 남산골 연결 통로 개설· -
길이 폭- 31mx 10m

‘97.11 ~
‘98.12.18

이대부지 테니스장 정비 평· (14,500 )
테니스장 면 및 주변 녹지정비- 10

‘98.8 ~ ‘98.9.31

남산골한옥마을 수방사터· ( )
전통 정원 평 전통가옥 타임캡슐- 20,280 ,

‘94.7 ~ ‘98.2

한옥촌 평2,400※
한옥 동이전 공예5 ,
관 동 신축1

개관- 98. 4. 18

장충 지구 정비 평· (14,500 )
다목적광장 체육 시설 및 녹지조성- ⇒

‘98.11 ~ ‘99.7.31

회현 지구 정비 평· (48,930 )
놀이터 식물원 및 공원 시설 보수- ,

‘98.9 ~ ‘99.4.15

한남 지구 전시관 기존건물 동 보수 활용· ( 1 ) ‘98.12 ~ ‘99.8.28

자연보전
사업

남산 일원 소나무 식재 주· 18,907 ‘91 ~ ‘00

설계비
기타

설계 용역 철거 및 공원조성· ( ) ‘91 ~ ‘97

표 부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 -1]

자료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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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사업명 추진 부서 추진 현황 완료 예정( )

보기좋은
남산

남산르네상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경관과 사업 완료 2009.08.11

남산전용 특화버스 디자인개발 공공디자인과 사업 완료 2009.11.05

남산 야간경관 조명계획 공공디자인과 사업 완료 2010.02.22

장충자락 재정비 남산르네상스추진반 사업 완료 2010.08.31

생활체육시설 정비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1.02.21

동상 기념비 정비·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1.06.15

리틀야구장 등 잠식시설 철거 공원조성과
계획 변경
진행중( )

2016.12.31

훈련원공원 대체 체육시설 설치 체육진흥과 중구청, 사업 완료 2014.06.30

회현자락 재정비 공원조성과 진행중 2015.12.31

예장자락재정비 도시정비과 진행중 -

가고싶은
남산

서울 지리적 중심점 설치 남산르네상스추진반 사업 완료 2010.08.20

산책로변 자생화 식재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09.06.30

전망데크 조성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09.10.20

남산물관리 사업 물관리정책과 사업 완료 2010.11.11

야외식물원 활성화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0.11.25

라이브 카메라 설치 유시티추진담당관 사업 완료 2010.10.28

소나무림 확대 및 도시림 조성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1.02.25

공원 편의시설 개선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1.07.22

남산전시관 리모델링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0.12.20

서울성곽 남산 탐방로 정비 자연생태과 사업 완료 2010.12.15

꽃동산 조성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0.12.31

가기쉬운
남산

남산오르미 설치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09.06.29

남산주변 기존주차장 활용 인프라 구축 주차계획과 사업 완료 2009.08.31

남산 쉽게 찾아가는 길안내시스템 구축 도시경관과 사업 완료 2009.10.29

오솔길 산책로 정비·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완료 2010.12.29

한남육교 정비 공원조성과 사업 완료 2013.04.30

남산 순환버스 전기자동차 도입 친환경교통과 사업 완료 2010.12.24

소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남산르네상스추진반 사업 완료 2011.06.30

남산 곤돌라 리프트 설치 도시정비과 진행중 -

생태통로 조성 자연생태과 사업 완료 2012.05.15

한옥마을 진입광장 조성 공원조성과 장기 검토 -

표 부[ -15 남산르네상스 추진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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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n is the landmark of Seoul, one of the historic c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itizens regard the Mountain as one of most

representative images of Seoul and therefore it has become the most

visited place by foreign tourists visiting the city. Namsan is 262-meters

high, and although this may not seem to be a significant height, it has

acted as the boundary of the Joseon Dynasty 620 years ago. As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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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an to expand outwards, the mountain became the center of Seoul.

Namsan also went through a countless number of changes throughout its

history.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about the changes, meaning,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Namsan as a historic

urban landscape, and question why there were so many changes

throughout its history, the process of the landscape, and what the

remnants of its history hint us now.

In order to interpret Namsan in various ways,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changes focusing on the mountain, the park and the city walls.

Each topic's significance and timeframe all varies, and therefo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each subject, Namsan'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can be united as whole scenery of the

landscape.

Namsan, as the mountain, has two distinctive features. One is the

religious sacredness most Koreans have associated with the mountain and

the other is the symbolism of Seoul. In the Joseon era, where mountain

was regarded as the medium between heaven and earth, many people

performed ancestral rites in Namsan for the peace and welfare of the

dynasty. Howev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 facility for Japanese

God was built, and the religious sacredness of Namsan was lost and

replaced as a new religious place.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as a

symbol that represents Seoul as a chief landmark and the value placed

upon the mountain greatly influences current plans of Namsa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cenic Conservation Act and etc.

Namsan has been known as a famous amusement place for its beautiful

valleys and forests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modern park. Instead

of the park becoming a radically commercial, man-made park with the

assistance of park planning expert, the park have maintained its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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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by having only the necessary facilities be built in. The space

used as a par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where people

frequently visit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modern parks, Namsan

served as a source of amusement in various ways, as it was both a

historical site for learning, and a park for recreation. In the

post-liberation era, the administration of Lee Seung Man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sed the parks as a memorial park

for Lee's own idolization. During the rule of Park Jung He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61 to 1979), the park was used to

show and represent ideologies of nationalism, anticommunism,

modernization, the myth of childhood and the like. It was not until the

1990s that Namsan was changed by specialists in systematic ways. The

Namsan plan took in consideration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which

showed a conn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of the mountain to the city. This was also the first

time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mountain was discussed. Although the

plan was enforced partly, it was meaningful in that its concepts and

guidelines have been implemented in and influenced the current “Namsan

Renaissance” master plan.

The Seoul City Walls were constructed along with the ridges of the

main mountains of Seoul when the Joseon Dynasty was built, and were

repaired through time. Due to their moderate inclines, the walls of

Namsan were close to downtown, and so many utilized them as

playgroun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walls were destroyed

for the purpose of building the Joseon shrine, roads, repeater towers,

hotels and so forth. Compared to those of other mountains in Seoul,

many sections of the city walls of Namsan were demolished. In the

1970s, the damaged walls we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for recent

trends in well-managing cultural artifacts and assets inspired man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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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 artifacts in the pristine state they were discovered. The walls of

the Joseon era that were recently discovered in Namsan showed different

marks of fortification relative to the times. It can be said without much

explanation that these uncovered artifacts and materials are incredibly

important and further add to the value of heritage. In addition, with the

discovery of various layers with the walls, the concern now is to find

creative methods for not only the scientific and physical preservation for

these newfound discoveries, bu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ity’s culture

as well.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 park and city wall is

well-summarized with the keywords of symbol, cultural politics and

heritage. The changes of Namsan as a historic urban landscape have

features of both continuity and changeability. The mountain symbolizes

continuity, while the cultural and political features of the park as well as

the value of the heritage of the city walls have changed throughout the

ages.

The imagery and the scenery of Namsan symbolize its continuity of

based on the memories of its culture, land and place. Namsan, as the

symbol of Seoul, is often identified with Seoul. Therefore, the change of

Namsan also represents the changes of Seoul. Historically, because of the

symbolic value of Namsan, the rulers have made changes to Namsan in

order to showoff their power. Despite the many transitions of power, the

symbolic meaning and value of Namsan as a landscape have persisted.

The changeability characterizes accepting what is required as time

passes.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rn facilities, Namsan, traditionally

admired for its nature, changed to a park, and in the post-liberation era,

it was again changed by the ideology and the periodic paradigm of the

ruling class. From the 1990s, Namsan has changed again, with the main

concept being the historical restoration and recovery. In recent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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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r concepts such as the exploration of culture and heritage, tourism,

and education are replacing older models of change within Namsan and

they have expanded the image of Namsan as a place of “urban

restoration” from the park with the boundary.

The changes of Namsan as a landscape have demonstrated the conflicts

and coexistence of features of both continuity and changeability. The

values of continuity have collided with the attempts to implement the

newer values and this has produced cognitive gaps between dominant and

subordinate groups and between interest groups. The Namsan landscape

has been cut off from the past by erasing the traces in time that comes

along from changing process. The Namsan landscape, with both its

contemporary significance and historical traces, should be continued as a

place of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times that pursues novelty. Harmonious

changes are much more preferable rather than conflicting ones with

ambivalent goals and features. The change of meaning of Namsan, as a

landscape shall be maintained when the present shows the past and the

past guides the future. Namsan is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where a

great number of values are accumulated over time. The landscape of

Namsan should be comprehensively operated and manag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support along with civic participation.

Key word : historic urban landscape, cultural landscape, Namsan,

mountain, park, Seoul City Wall, continuity, chan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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