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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광장이라는 명칭을 가진 공공공간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십여 년간 광장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들을 비
롯한 다양한 시민 축제들로 인해 광장은 가장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공공공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광장이 국내 도시에서 좋은 광장이고 올바른 공공공

간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광장이 국내에서
낯선 공간인 만큼 국내에서 광장이 가져온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광장중에
대표성을 가지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광장의 공간 분석과
함께 국내에서 광장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의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나아가 도시 공공성 의미 변화가 광장 공간 형성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
쳐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을 서울광장 조성 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 내용은 시기별 광장 공간에 대한 물리적 공간 유형과, 공간 인식 유형,
공간 사용 유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시기별 광장 공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또
한 도시 공공성의 의미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건축·도시공간의 현대
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공간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광장 공간은 도로와 공터로 이루어진 공간 유형을 가졌다. 당시 광장 공간의 공
간 사용 유형은 대부분 정부와 서울시가 개최한 국가 기념행사나 시정 행사였다.
그 결과 광장 공간은 권력 과시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공간적
인식은 역으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인 4.19혁명이 발발하게 된 이
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광장 공간은 혁명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
다.
이후 정부는 광장 공간에서 집단적 행동을 억제하고, 도심에 늘어난 교통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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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광장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광장을 교통광장이자 미관지구로 지정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행로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여 보행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
게 되었다. 예전에 사람들이 모이던 광장 공터에는 회전 교차로와 각종 광고판,
기념탑이 설치되었다. 당시 광장 공간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는 광장
보다는 교통, 시설물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1990년대 후반이 들어서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보행광장 조성에 대한 요구
가 생기기 시작했고,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서울광장 조
성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다. 2004년 마침내 시청 앞 광장은 현재의 서울광장으로
조성되었다. 서울광장은 조성 초기에는 서울광장조례와 잔디밭 설치가 논란이 되
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집회와 시위, 문화행사들의 개최로 도심의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앞서 설명한 광장 공간의 형성 과정과 도시 공공성의 의미 변화 과
정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용과 관리에 대한 권한이 모두 국가와 정부에
집중되었던 공적 공공성으로 설명되는 광장 초기 공간은 교통광장으로 변화되면
서 도로라는 공공재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 가능한 공익적 공공성의 접근이 가
능해졌다. 서울광장 조성은 시청 광장 공간 인식 유형에 큰 변화를 만들면서 더
불어 시민들이 광장 공간을 사용하는 유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시민들
은 단순히 공간 점유를 넘어 광장 경관 조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성의
의미가 시민 참여와 사회 문화적 접근이 포함된 공론적 의미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서울광장은 이제 문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집회가 가능한
축제의 공간이자 도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 주요어 : 서울광장, 공공공간, 공공성, 도시계획, 시민광장, 시민 참여
• 학번 : 2015-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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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한국에서 광장은 매우 주목 받는 공공공간이다. 하지만 국내에 광장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특히 광장의 역사로 설명되기도 하는 유
럽에 비하면 국내 광장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
리가 광장에 대해 공유하는 기억은 매우 다양하다. 조금 먼 과거로 간다면 미국
대통령 등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퍼레이드 장소이면서, 한국 민주주의 확립의 중
요한 동력이었던 시민 혁명의 장이었다. 또한 2002년에는 시민들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월드컵 응원의 장이기도 했다.
최근 평화적이고 축제 분위기의 반정부 시위였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는 국내의 광장 문화를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게 하였다.
도시에서 광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그 동
안 국내에서 광장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를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던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행위들이 모두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곳이 공공성을 가진 도시공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공
공성은 절대적 가치가 아닌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해석되는 다의성과 가변성을 가
지고 있다. 즉 이곳은 언제나 광장이며 공공공간이었지만, 이곳의 사회적 의미는
공공공간에 대한 시대의 요구와 조작에 의해 규정되어졌다.
공공성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그 필요성을 당연시하는 가치임에도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단일한 의미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또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
지 특정 공공공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공성의 기능적인 측면에 치우쳐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공성의 기능적인 측면은 개방성,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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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공간 유형에 대해 물리적이고 수치화 가능한 것들을 포함한다. 공공공간에
있어 기능적 조건의 충족은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앞서 말한 공공성의 시대 가변적이고 사회적인 특징
들의 논의가 간과되고 실제 공간 이용자들의 경험과 공간 인식들이 배제 되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실제 공간을 분석함과 동시에 공간에 대한 인식 변
화와 공간 사용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의 성격과 공공공간으로써 가
져왔던 사회적 의미 변화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지는 서울 시청사 전면에 위치한 서울광장이다.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1)을 연구 대상지로 정한 이유는 이곳이 가진 역사성과 장소적
특수성때문이다.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 사회가 늦게 발달했기 때문
에 국내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도 근대 서구 도시개발이 도입된 이후에 등장
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은 그 시기에 형성된 광장 중 한 곳이다. 그 기원은
조선 말 고종 시대의 정궁이었던 경운궁(현 덕수궁)의 대안문 앞 광장이었다. 당
시 고종이 시행한 방사형 도로 계획의 중심부였고, 이 후에도 경성부청과 서울시
청 전면에 위치해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오픈스페이스로 존재해왔다.
한편 시민들의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곳이 국내 광장 역사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곳은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
던 곳으로 국내 민주화 운동에 있어 상징적 장소이자 광장의 정치를 설명하는 실
재적 공간이 된다. 그리고 2002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졌던 월드컵거리응
원과 효순, 미선양 추모 촛불 집회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광장 문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은 국내의 광장 의미의 변화와 나아가 도시 공공성의 의미 변화가
공공공간에 미친 영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되어 연구의 대상지로
정하였다.
1) 서울 시청 앞 광장의 현재 정식 명칭은 서울광장이나 본 연구는 서울광장 개장 이전의 공간도 연구 대상
에 포함하기 때문에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이라 표기 하였다. 이 후 연구 내용에서는 서울광장 조성 이
후에는 서울광장으로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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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사회적 공간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국내 광장 역사를 대표하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사회적 공간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국내에서 광장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으
로 형성되어왔는가를 설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광장의 공간을 형성
했던 정부의 공간 구조 전략, 실제 이용 사례, 물리적 공간 변화 등을 연구내용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도시 공공성의 의미 변화 과정이 어떻게 광장 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공공공간 생산에
있어 공공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조작되고 규정 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
용이다. 즉 이는 공공성과 공공공간이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
며,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광장에 대한 연구가 공공성에 대한 담론과 같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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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사 전
면의 광장 공간이며, 현재 광장 공간의 공식 명칭은 서울광장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서울시헌장이 발표된 1946년 이후 부터 현재로 정한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조선 말기에서 공간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1946년 이후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의 공식 명칭이
되었고, 이 광장 공간도 이때부터 서울 시청 앞 광장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
다.

［그림1-1］서울광장의 전경 (출처:https://no-ssl.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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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의 물리적 공간 변화와 사회적 의미 변화를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시대별 광장의 공간 유형, 공간
사용 유형, 공간 인식 유형이다. 또한 서울 시청 앞 광장의 사회적 의미 변화와
도시 공공성의 변화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개요와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공공성과 광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한다. 먼저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서 시작
한다.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해석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도시 공
간에서 공공성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건축·도시에서 공공성에 집
중한다. 특히 공공성 개념의 틀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정리한 공공성의 4가지 차원의 접근2)
을 기본으로 한다. 광장에 대한 정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서구 사회에서 광장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룬 다음 국내의 광장 현황을 정리하였다.
3장과 4장은 서울광장 조성 전과 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간 구조
에 따라 시기를 분류하는데 각각 시기의 내용은 공간 유형은 시각적 자료는 서울
시가 제공하는 사진 자료와 신문기사, 항공사진으로 한다. 광장에 물리적 변화를
설명하는 도면 자료를 포함한 서울시 주관의 사업 계획서와 보고서를 통해 사업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참고한다.
광장의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한 내용은 신문 기사를 통해 얻는다. 또한 신문 기
사와 서울시에서 제공된 사진 자료를 통해 각각의 사례에서 광장 공간을 사용한
방식을 유추해낸다. 그리고 공간 인식 유형은 주간지, 신문 기사 인터뷰 등을 통
해 발표된 건축, 조경, 도시 전문가의 광장 관련 담론들을 근거로 하여 진행한다.
결론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통해 분석 내용을 종합하고 광장 공간 유형 변

2)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의미를 공론, 공익, 공정, 공적 공
공성으로 재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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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을 앞서 말한 공공성의 4가지 차원의 접근과 함께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서울 시청 앞 광장이 공공공간으로써 갖는 의미와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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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광장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서울광장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갖는 차
별성을 밝힘과 동시에 광장에 관한 담론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먼저 주제
별로 선행 연구들을 정리 한 뒤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였을 때 어떠한 흐름을 가
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광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들은 크게 다음 5가
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광장의 정치적 성격을 주제로 한 연구, 2) 광장
이용자 만족도와 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 3) 광장 공간을 설계대상으로 한 설계
형 연구, 4) 광장 공간을 문화·사회 지리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5) ‘서울광장’ 현
상설계 공모에 관한 연구 이다. 그 외에는 서울광장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들과
교통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3)
먼저 서울광장의 정치적 성격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들
은 광장을 사회적,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 바라본다. 연구들은 연구의 시간적 범위
에는 차이가 있지만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져 왔던 집회들의 주최와 주최의 성격,
행상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광장 공간’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광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를 밝혀냈다. 정호기(2008)는 미군정기 대중동
원의 장소로 이용되었던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국가의
권력 구조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광장이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황진태(2011)은
도시권의 측면에서 광장의 정치를 접근하였다. 그는 현재의 광장의 정치가 공간
물신의 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기존 도시권의 이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백영(2013)은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광장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공간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공간의 변화와 대
3) 문병효, “서울광장조례와 공물의 사용관계”. 『공법연구』, 39(3), 2011,
이희훈. “사례연구 : 경찰청장의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에 대한 평석-”, 『일감법학』, 21 ,2012,
임규철, “집회의 자유-”집시법“과 ”서울광장조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0(3) ,2004,
이원영, “서울 시청 앞 보행광장조성에 따른 교통정리구상의 논점”,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17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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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의 광장정치 변화 양상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표 1-1] 광장의 정치적 성격을 주제로 한 연구
연구 유형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저자
연구 주제어

학술지 논문,『사회와
역사(구한국 사회사학회
논문집)』, 77(0) /2008

국가의 형성과 광장의 정치 -미군정기의 대중동원과
집합행동

정호기

광장의 정치 ,집합행동 ,미군정기 ,대중동원 ,집회 ,시위 ,politics of public space
,collective ac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mass mobilization ,assembly
,demonstration
학술지 논문,『공간과

도시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광장의 정치

사회』, 35(0) /2011

황진태

광장의 정치 ,도시에 대한 권리 ,사회운동 ,다중 스케일적 접근 ,서울광장 ,politics of
agora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movement ,multi-scalar approach ,Seoul Plaza
학술지 논문, 『사회와 역

식민권력과 광장공간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사』, 90 /2011

형성과 활용

김백영

서울(경성) ,식민권력 ,광장 ,공공공간 ,공간정치 ,Seoul(KyungSung ,Keijo) ,Colonial
Power ,plaza ,Public Space ,Politics of Space
학술지 논문,『서강 인문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 1950~60년대 서울의

논총』,38(12) /2013

도시공간과 광장정치

김백영

4ㆍ19 ,5ㆍ16 ,4월 혁명 ,서울 ,광장정치 ,시위 ,집합행동 ,공간사회학 ,4ㆍ19
,5ㆍ16 ,April Revolution ,Seoul ,Public plaza ,Politics of Public Space ,Demonstration
,Collective Action ,Spatial Sociology

서울광장의 이용자 만족도와 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이용자 측면에서 광장을
접근하였다. 대다수의 연구의 만족도와 공간 평가의 기준에는 보행의 편리성과
개방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서울광장이 오픈스페이스이자 공공공간으
로 얼마만큼이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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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 중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정아외 3인(2012)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
루어졌으며, 방문 형태와 도시 광장의 구성요소, 이용 만족도에 관한 물음을 포함
했다. 오형은 외3인(2004)는 서울광장의 조성목적과 관리방침에 모순에 집중하여
이용자들에게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하정(2017)은 공간의 물리적 요소와 보행성
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 했다.
[표 1-2] 서울광장의 이용자 만족도와 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 유형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저자
연구 주제어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도시광장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시청 앞,

위 논문 /1990

대학로, 신촌로터리를 중심으로

이경진

도시 광장, 공간적
오형은,

학술지 논문,『한국조경
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서울광장 사회딜레마에 관한 이용자 의식조사 연구 1

2004(1) /2004

학술지 논문, 『서울도시
연구』, 6(4) /2005

윤국진,
윤영운,
김용근

서울광장 이용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으로서의 인식을 중심으
로

성동규,
김성희

오픈스페이스 ,광장 ,문화 공간 ,서울광장 ,이용자 만족 ,공간성 ,개방성 ,open space
,plaza ,cultural space ,seoul plaza ,user satisfaction ,spatiality ,openness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서울광장 이용 후 평가에 관한 연구

김명기

학술지 논문,

최미희

『대한건축학회

박성연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서울광장을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광장 활성화 방안

류종혁

계획계/구조계』, 26(1)

김청권

/2006

박영기

이용자 행태 ,광장 활성화 ,User Behaviors ,revitalization method of th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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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한국공간디자인 학회

서울광장을 통해 본 광장의 사이버 스페이스적 특성

류광록

논문집』, 2(2) /2007
Cyberspace ,Open space ,Performance space
학술지 논문, 『한국화예

공공화예디자인의 시각적 선호유형 분석 -서울시 광

김영지

디자인학연구』, 23 /2010

장을 중심으로-

임승비

공공화예디자인 ,공공디자인 ,디자인 평가 ,시각적 선호 ,public floral design ,public
design ,design assesment ,visual preference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서울광장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

김원태

서울광장, 신고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11

학술지 논문,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6) /2013

서울 도심부 3대 광장 주변부 공간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이용훈

주변부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부 3대 광장 주변부 공간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형
이용훈
정영도

도시 광장 ,광장가로블록 ,도시설계 ,맥락성 ,Urban plaza ,Block-street plaza ,Urban
Design ,Spacial Context
학술지 논문,

SNS 이미지 콘텐츠에 기초한 도시 광장 이용자

『관광경영연구』, 57

행태분석과 의미해석 :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2013

중심으로

박미현
윤희정

Tourists' Behavior ,Content Analysis ,Photograph Analysis ,Pictorial Analysis ,Social
Network Service.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태의 장의로서 광장의 이용 및 기능에 대한 연구 :

석사학위 논문 /2013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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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광장의 이용, 공공영역의 기능, 행태의 장, 기능의 평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도시 광장의 평가지표 개발 및 실증 분석에 관한 연

위 논문 /2016

구: 광화문, 청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17

이훈길

도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의 물리적 요소에 따
른 보행만족도 변화 : -서울시내 3개 주요 광장을 중

이하정

심으로오픈스페이스, 광장, 보행성, 보행공간의 물리적 요소

서울광장을 설계 대상으로 다룬 연구들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2002년 서울시 주최로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에 관한 설계 공모’가 진행되어 이
시기를 전후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광장 전체를 설계 대상에 포함한 연구
들은 앞서 언급된 공모전의 응모 지침에 따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현재 서울광장의 지향점이 공모 지침에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설계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민우외 2인(2003)과 유진상
(2003)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표 1-3] 광장 공간을 설계대상으로 한 설계형 연구
연구 유형 /발행년도

논문 제목

저자
연구 주제어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지 시민광장 계획에 관한 연구 : 서울시청앞

석사학위 논문 /1984

광장을 중심으로

허원

도심지, 시민광장
학술지 논문,『한국조경
학회지』,31(3) /2003

이민우,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 계획

안세헌,
조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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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ity Hall Plaza , Media Plaza , Event
학술지 논문, 『대한건축
학회』,23(2) /2003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3

서울 시청앞 광장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유진상

도심 시민광장 계획안: 서울 시청앞 광장을 중심으로

박상길

도심, 시민광장, 계획안, 서울시청, 건축설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서울문화 시민광장 조성계획 및 설계 : 서울 시청 및

위 논문 /2003

시청 앞 광장을 대상지로

이정은

광장, 문화공간, 서울, 시청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 디자인에 관

사학위 논문 /2005

한 연구 : 서울 시청 및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정도연

박선자
학술지 논문, 『디지털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의 시민 간 감성소통을 위한 상

자인학연구』, 12 /2006

호작용적 조형물의 제안

김동미
김별이
장소효
박승호

Emo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eoul plaza ,Public and cultural plaza Images
,Play ,Public art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민의식에 기초한 시청 앞 서울광장의 이용실태 및

석사학위 논문 /2006

광장인식 분석
공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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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일

광장 공간을 문화·사회 지리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주로 광장이 가진 장소
성을 다룬 연구들이다. 유영남(2004)은 원구단에서 진행된 제례행사가 가진 의미
를 분석하고 원구단과 시청 앞 광장이 역사적으로 가져온 기호적 의미를 분석하
고자 했다. 권범철(2007)은 푸코의 권력론을 통해 정부가 2006년 월드컵이후 어
떻게 서울광장을 문화적 권력 구조화 수단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 밝혔다. 송대
평(2012)의 연구는 서울광장을 비롯한 국내 대표광장과 북경의 주요광장을 역사
적 고찰을 통하여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안진희, 배정한(2016)
의 연구는 서울광장을 포함한 서울 주요 광장을 대상으로 공론화된 담론들이 공
간 형성과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광장을 물리적, 기능적 공간으
로 국한시키지 않고 광장이 지녀온 문화, 사회적 성격을 공간과 연결시켰다.
[표 1-4] 광장 공간을 문화·사회 지리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연구 유형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저자

연구 주제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

제례건축과 조형 공간적 의미 구조 : 원구단 및 시

사학위 논문 /2004

청 앞 광장의 기호학적 의미

유영남

제례건축, 원구단, 시청 앞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울광장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 푸코의 권력론을

학위 논문 /2007

중심으로

권범철

광장, 장소성, 푸코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

한.중 도시의 광장문화 비교연구 : 서울과 북경 주

학위 논문 /2012

요 광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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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평

학술지
계:

논문,

『도시설

한국도시설계학회

안진희

광장에 대한 공론의 생성과 공간적 반영

배정한

지』, 17(6) /2016
여의도공원

,여의도광장

,서울광장

,Gwanghwamun Plaza ,Newspaper

,광화문광장

,신문

,월간지

,Yeouido Plaza

,Monthly Publication

마지막으로 2002년 서울시 주최로 진행된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에 관한 설계
공모전’ 자체를 연구 주제로 다룬 논문들이 있다. 이 공모전은 앞서 언급했듯 서
울광장의 정체성이 변화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였다. 김정호
(2003)은 공모지침을 분석하고, 입상작품들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설계안 들이
광장 장소에 공간이라는 특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는지를 분석했다. 김연금,
이규목(2004)는 서울광장 조성 사업진행 당시 이를 다루었던 공론장에서의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표 1-5] ‘서울광장’ 현상설계 공모에 관한 연구
연구 유형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저자
연구 주제어

학술지 논문, 『한국조경

조경설계에 나타난 공간의 특성 -시청 앞 광장 현상

학회지』, 31(2) /2003

공모 입상작을 중심으로-

김정호

Striated Space ,Smooth Space ,Plaza
학술지 논문, 『한국 조경

서울 시청 앞 광장조성 관련 공론장에서의

김연금,

학회지』, 32(5) /2004

의사소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규목

Seoul City Hall Plaza ,Public Sphere ,Public Space ,Communication
학술지 논문,
『서울도시연구』, 6(2)

임혜진
서울광장 조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불의사액 추정

/2005

유승훈
곽승준

서울광장 ,조건부 가치측정법 ,지불의사 ,Seoul Plaz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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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의 동향 분석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그림 1-3] 연도별 서울 시청 앞 광장 관련 논문 발표 주제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그림 1-3]과 같다. 이중 일부 주제
의 연구들은 시대적 배경과 관계성을 가지고 발표되었다. 특히 서울광장이 개장
했던 2004년을 전후 하여 서울광장을 설계 대상으로 진행 하였던 설계형 논문들
과 현상 설계 공모를 다룬 내용의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리고 서울광장이
조성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최근에는 공간 설계에 관한 내용보다는 광장
공간의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서울 시청 앞 광장의 등장부터 설정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기원부터 현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하
며,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공간 유형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 사용 유형, 인식 유형
을 통해 광장의 공간적 성격을 파악 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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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1절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유사 용어 정리
공공공간은(public space)은 공공성(publicness)담론에 의해 추동된다. 반대로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공공, 개방성, 여론 등을 포함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
으로 보장된다.4) 따라서 광장이라는 공공공간을 다루기에 앞서 공공성, 공공, 공
공영역에 관한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n 공공(公共) Public
공공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고 정
의된다.5) 하지만 15세기, 영어로 public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회
적인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였다. 16세기에는 ‘일반 관찰자들에게 명백한 또는 공
개된’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고 이에 반해 private ‘상위의 정부 차원에서 특권이
부여된’을 의미한다. 17세기 후반에서야, 현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public은 ‘다른 사람의 검사에 공개된’을 의미하고, private은 ‘가족이나 친구에 의
해 한정된 삶의 지역에서 보호받는’이라는 의미로 변화한 것이다. 18세기에 파리
와 런던에서 공공이라는 단어는 근대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지역적 범위에서
가족외의 타인의 범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또는 지인들을 접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을 의미하였다.6)
4) Habermas Jurgen,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keit :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한승완(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서
울: 나남출판, 2001), p23.
5)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6)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On the Social Psychology of Capitalism』(New York ;
London : W.W. Norton, 1992), pp16-17, .손종우, 공공공간의 도시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p 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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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공영역
공공영역은 사적인 개인이 공적인 관심을 갖는 공중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또한 토론에 있어 국가의 지배나 자본의 영향력으로 부터 자유로워 사회의 <여
론>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공공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자유롭고 합리적
인 의사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성찰적 이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비판의 주체가 된다.

7)

여기서 이야기 되는 공간은 공공공간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공론장’과 같이 관념적인 영역이나 범
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론장 개념을 확립한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추동된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담화적 의지형
성의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공론영역의 확대
는 사회적 해방의 가능영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8)

n 공공성
공공성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이라고 정의된다.9)

공공성의 영문표기인 ‘public’은 영영사

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1) 모든 사람 혹은 국가의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 혹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 혹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2) 정부의 혹은 정
부와 관련된, 3) 공동체 혹은 국가의, 공동체 혹은 국가와 관련된, 공동체 혹은
국가에 봉사하는, 2.1) 인류 일반에 혹은 인류 일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2) 일반
적인, 대중적인, 3. 사적인 일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회사 혹은 공동체의 이익에
관련된, 4. 일반적인 혹은 국가적인 복지에 헌신하는, 5.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7) 김세훈외 5인,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미메시스;2008), pp28-30.
8) 장춘익외 11인 『하버마스의 사상 : 주요 주제와 쟁점들』(서울 :나남출판, 1996), p55.
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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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혹은 공유된, 6. 1) 일반적인 시야에 노출된, 2) 개방된,
잘 알려진, 현저한, 3) 인지할 수 있는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1)10)

일상적으로도 공공성은 위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
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점에서 공공성이 가진 개념의 다의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공공성의 특성은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개념의 혼란을 가
져오지만, 동시에 공공성의 전면적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11)
또한 개념의 변천성도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다. 역사
적으로 공공성은 시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었다.12) 공공성
개념의 변천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성 개념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결국 현대
적 공공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0)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2003) 제9권 제1호 p27.
11) 윤수재외 2인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법문사, 2008),, p23.
12) 윤수재외 2인, 앞의 책,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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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성 개념의 변화 과정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민사회 보다는 가족주의가 정치사회를 지배했기 때문
에 공공성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서양 사회의 흐름에서 뚜렷이 읽어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공화정 시기의 로마에서 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 전체에 관한 것은 공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은 사적인 것으로 구
분했다. 또한 공론의 형성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사용했으나, 오늘날과의
차이는 시민의 구분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봉건사회로 접어들면서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공공의 개념이 축소되었다.
공공성 의미의 본격적 정립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와 함께 시작 되었다. 시민혁
명을 통하여 권력이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적인 것으로 돌아갔다. 즉 민주
주의 사상의 보편화로 공공영역이라는 관념이 등장했다. 또한 이시기에 법적 제
도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실효성을 가지기 시작 했다. 개인의 관념의 정립도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히 되도록 하였다.
20세초, 경제대공황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주장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때 국가는 공공성을 수호의 담당자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시장은 공공성을 침해하고, 국가에 의해 규제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
었다. 20세기 후반 규제 완화의 움직임과 신자유주의체제의 강세는 반대로 국가
의 역할을 축소 시켰다. 이는 국가가 공공성의 담지자 역할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의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도 있다. 오늘날 공공성에 관한 논란은 주로 이러한 흐
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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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적 의미의 공공성 : 개념의 확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는 현대적 공공성의 의미를 ‘공적, 공정, 공익, 공론적 공공성’으로 정
리하였다.13) 이는 공공성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들이 정의내린 공공성의 의미를
유형화하여 정리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광장 공간에서 공공성의 사회
적 의미 변화를 분석하는 틀로 위의 연구에서 정의된 현대적 공공성의 의미를 사
용할 예정이다.
먼저 ‘공적’ 측면에서 공공성은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즉 행위의 주체와 관련된 접근인데, 이는 행정학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행정학에서는 정부와 시장을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한다. 그렇기 때
문에 정부에 의한 행위들은 공적인 것과 연결된다. 이는 공과 사의 영역을 분리
하면서 공공성 개념이 정립된 근대 시민사회에서 뚜렷한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공적’의 의미 또한 흐려지
고 있다.14)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가 배재된 채 공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설
명할 수는 없다. 다만 주체에 있어 민간이나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의 집합행동이
나 집합적 노력은 공공성을 지닌 행동으로 바라보고 이것 역시 행정으로 분류되
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
음을 전제로 한다면 공공성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고 공공영역의 범위 또한
확장될 것이다.15)
공공성은 ‘공평한 분배’, ‘공공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공정’적 측면
에서의 공공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모든 유형의 공공재에 대해
인지하고 접근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정리하면 이익, 이익분배
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측면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13) 염철호 외 2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20.
14) 앞에든 책, pp20-25.
15) 윤수재외 2인, 앞에든 책,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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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측면에서 공공성은 가치추구 적이며 윤리적인 대상이다. ‘가치추구’와
‘윤리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도 광범위 하고
모호하다. 여러 가지 해석 중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리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 하는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16)

‘공론’적 공공성은 확장된 공공성의 개념이자, 현대 사회 공공성의 특징을 설명
해준다. 공론적 공공성은 참여민주주의와 공공영역의 여론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
히 결과에 대한 분배의 차원에서의 형평성이 아닌 과정과 운영에서도 모든 주체
가 동등하게 참여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론적 공공성은 문
화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론적 공공성은 다른 의미를 뒷받침하며 설명 할 수 있는 협력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공적, 공익, 공정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을
다시 정리 하면 공사가 함께 치우침 없이, 과정에서 결과까지의 공공영역에 참여
하도록 그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16) 윤수재외 2인, 앞에든 책,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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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광장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역사 속 에서 광장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 :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광장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공공간이다. 하지
만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 국가들에서는 근대가 되서야 광장이라는 명칭으로 도입
된 도시 공간이다. 따라서 광장의 의미와 역사는 그 기원을 갖는 서구 사회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은 광장의 근원지이기도 하지만 광장은 유럽의 정체성이 대중에 의해 정의
되는 유일한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다.17) 가로와 만나는 넓은 공간인 광장은 유럽
의 도시 역사에서 도시의 중심부로써 다양한 이벤트와, 시민의 생활 중심 공간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광장은 시대별, 국가별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조성되었고,
그 쓰임새도 차이를 가진다.
Franco Mancuso는 그의 저서 ‘광장’에서 광장의 역할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각각 장터로서의 광장, 문화의 장으로서의 광장, 예술작품으
로서의 광장, 의식의 장소로써 광장, 군중집회로써의 광장이다. 장터로서의 광장
은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부터 등장하였다.
광장의 기원으로 알려진 아고라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모여 사적, 공적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상
적 공간이기도 하였다.18)
문화의 장으로서 광장은 고대 로마 도시들의 포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다. 포룸은 도시 성년 남자들이 모여 별도의 음향장비 없이도 서로 육성으로 메
시지 전달이 가능해야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간적 진
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원칙은 지켜졌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의 외벽은
음향 반사판이 되고 바닥면 단차나 계단등은 자연스럽게 임시 무대공간을 만들어
17) Franco Mancuso, plazas of Europe, plazas for Europe, 장택수 (역), 『광장』 . (서울: 생각의 나무,
2009), p6
18) Franco Mancuso, 앞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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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이러한 광장에서 개최되는 공연들은 대부분 광장 주변의 주민들이 참여한
다. 즉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생산하고 이점은 광장 도시 공간에서 문화 공간
으로써 갖는 중요한 역할을 설명한다.19)
광장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 되기도 한다. 많은 화가나 사진작가들이 자신들
의 작품 소재로 광장을 찾는다. 광장은 항상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따라 항상 변화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광장은 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흔적이 담긴 살아 있는 공간인 셈이다. 화가나 사진작가들
은 이러한 점에서 광장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20)
광장이 가진 공동체 공간으로써의 속성은 광장이 많은 국가나 공동체에서 의식
의 장소로 활용되게 하였다. 특히 유럽의 광장에서 치러지는 의식들은 대부분 종
교적 성격을 갖거나 도시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프로그
램은 각각의 도시의 물리적 조건과 함께 광장의 장소성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
하는 집단적 경험을 만들어낸다.21)
또 다른 광장의 중요한 역할은 군중집회의 장소로써의 활용이다. 어느 사회든
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이념을 집약하기 위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 광장
은 오랫동안 도시공간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존재해왔고 IT기
술의 발달로 가상 공간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까지도 이러한 공간은 여전히 필
요하다.22)
마지막으로 광장의 역할을 설명하기에 앞서 염두 해두어야 할 것은 광장은 사
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광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모습에 의해 결정
된다. 또한 광장이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 장소가 되는 순간 장
소는 주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그 개인 또는 집단에 성격을 드러낸다.23)
광장의 사회적 의미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에는 시장이 광장으로
19)
20)
21)
22)
23)

Franco
Franco
Franco
Franco
Franco

Mancuso,
Mancuso,
Mancuso,
Mancuso,
Mancuso,

앞의
앞의
앞의
앞의
앞의

책,
책,
책,
책,
책,

p49
p67
p79
p93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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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았고, 중세에서는 종교와 정치권력의 과시 도구로 광장이 조성되었다. 르
네상스 이후에 귀족과 자본가가 만들어낸 개발의 산물이었다.24) 영국의 커피 하
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다과회와 같은 새로운 공간들이 앞서 말한 개발의
산물들에 포함된다. 여기서 형성되는 여론은 지배구조인 국가에 비판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론장을 부르주아 공론장이라고 표현했다. 이
를 통해 광장을 포함한 공공공간의 개념도 집회와 대중 토론을 통한 공론의 장으
로 변화 하였다.25)

24) 이훈길, 도시 광장의 평가지표 개발 및 실증 분석에 관한 연구 : 광화문, 청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
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16, p.20
25) 김연금 외, “서울시청 앞 광장조성 관련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조경학회
지』, 32(5), 2004,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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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시내 광장의 등장과 현황
국내에서 광장의 역사는 서양과 차이를 가진다. 국내에서 광장이라는 용어는
근대 도시 계획이 도입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광장이라는 용어가 부재했을 뿐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공간의 기원은 청동기 때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을이나 관
청 앞의 공동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공동 작업이나, 마을의 제사 등을 지
내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삼국시대로 접어들며 왕권이 강화되고 중국의 ‘주례고
공기’에 의한 도성 축조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관청 앞에 있던 공동 공간이
궁궐 앞 주작대로로 옮겨졌다. 이점에서 서구의 광장 발달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구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일상의 공간으로 광장이 존재했던 반면 국내
에서는 궁궐과 같은 지배를 위한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저작거리
공간은 관주도의 행사나, 권력 과시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
이 임금에게 간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와 같은 장소이기도 했으며 반정
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26)
이런 배경에서 서울시내에 대안문 앞 광장 (현 서울광장)이 최초의 광장 공간
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서양의 광장 형태와는 차이를 갖는다. 특정 장소
에 특정 공간형태를 동반하는 서양의 광장과 달리 대안문 앞 광장은 도로 체계
정비에 따라 생겨난 넓은 공터에 불과 하였다.27) 이 후에 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
간이라기보다는 권력의 전시 행정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80년대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공론장의 기능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서구와 같은 광장 문화가 발
달하지 못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서구와 국내의 건축 양식
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석조 건축 양식이 발달해 높았던 건물 층만큼의 공간을
오픈스페이스로 두었던 서양과 달리 단층의 목조 건축물들이 많았던 국내에서는
굳이 건물앞에 넓은 공간을 둘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는 각각 건물의 배치 방식
26) 전상현, 『서울, 도시의 품격 : 인간과 공간 사이, 서울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서울: 시대의창, 2016),
p25.
27) 이훈길, 앞에든 논문, 미간행,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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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유럽의 건물들이 보통 중정을 둘러싸고 폐쇄적인 형태로
개별적으로 존재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단층의 건물들이 담을 두고 여유 있게 어
우러져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가로 공간은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답답
한 느낌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광장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서구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문화 공간인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와 고대 로마의 포룸이라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도시 공간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 존재했으나 시간이 흐르고 강
력한 중앙 집권 통치 체제가 확립되면서 앞서 말한 아고라와 포룸처럼 후대 광장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28)
이 후 조선 1920년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 광장이 도입된 초기 ‘광장’은 오
픈스페이스를 의미하며 학교의 운동장, 공원 등에도 구분 없이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제일회 노동기념제는 이일오후일시로부터 우애회주최로 상야공원광장에
서 거행하엿는대 각국본대는 선전서를 살포하고 참집자약일만을 사하엿고
각단대유지십녀명은 가처연단에 입하야...
“일본제일회노동제” 『동아일보』(1920.05.04,p.2)
원산각단체의 주최와 아사원산지국후원으로 원산각단체연합대강연회는 예정
과 여히 거이십사일하오이시상동보광운동장 홍백의 천막속에서 개최되엿다.
보광학교의 광장을 바라보고 몰녀오는 군중은 정각이전에 장의 내외를 물론
하고 이의 입추의 여지가 업다...
"대성황의 옥외연설“ 『동아일보』 (1920.07.28, p.4)

현재 국내의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와 함께 도시 기반 시설중 공간시설로 분류된다. 광장의 기준과
유형의 분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장

28) 전상현, 앞에 든 책, 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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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에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에서 “광장은 대중교
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다. 이 규칙에 따른 광장의 유형 분류는 다음 [표2-1]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내의 광장은 총 280여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중구
순으로 많은 광장이 위치하고 있다.

[표 2-1] 광장의 분류와 유형별 설치 기준 정리
구분

설치 기준
-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혼잡
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 설치.

교차점광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점에서는 입체교차방식으로 설치.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 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
면교차방식으로 설치.
- 철도역 앞에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

교통광장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
역전광장

-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로와 연결이 쉽도록 설치.
-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이 연계되도록 설치.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

주요시설광장

설 부근에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설치.
-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 기능을 포함한 시설계
획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그 계획을 따름.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

일반광장

중심대광장

- 교통중심지에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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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
근린광장

-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설치.
-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설치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
우,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

경관광장

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
- 경관물에 대한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설치.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광장

설치.
- 광장의 출입구는 출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도로와 연
결시킬 것.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내부 또는 그

건축물부설광장

주위에 설치.
-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
-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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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광장 조성 이전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 형성 과정 분석
1절 초기 광장 공간의 공간 형성 과정
1.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기원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구조 개혁을 시행
하였다.29) 도시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의 핵심적 기능을 경복궁과 창덕궁이
있던 북쪽 공간에서 경운궁(현 덕수궁)이 있던 남쪽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었다.30)
특히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도로 체계를 정비하여 정궁으로써 경운궁의
상징성을 강화하였다.

[그림 3-1] 한성부지도 속 대안문 앞 광장 (1902)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29) 1887년 ‘한성부 도시개조사업’ 또는 ‘황도 건설사업’
30) 박희용. “권력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정동을 중심으로”. 『도시인문
학연구』, 6(2), 2014,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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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안문 앞 광장이 형
성되었다. 대안문 앞 광장은 도로 정비에 따라 태평통(현 태평로), 황금정통(현 을
지로), 장곡천정(현 소공로)등 도성의 사방을 관통하는 도로가 모두 만나는 지점
이 되었고 이로써 이곳이 형태적으로 광장의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이곳이 경운
궁과 원구단 사이에 위치했다는 점도 광장 형성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원구단
은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식을 진행하며 설치되었다. 즉
조선이 주변국과 대등한 독립국가임을 알리며, 왕권을 중심으로 근대개혁을 이루
고자했던 고종의 의도가 담긴 상징적 공간이었다. 원구단을 진입하기 위해 대안
문 앞에서 후일의 조선은행 광장이 생기는 남대문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소공
로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대안문 앞 광장은 그 형태를 드러냈다.31)

[그림 3-2] 경성시가도 (1927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정보)

31) 김백영, “식민권력과 광장공간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사회와 역사』, 90, 271-311,
2011,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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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1926년에, 일본은 현재 서울도서관이 위치한 자리에
경성부청사를 건설하였다. 경성부청사는 광화문통으로 경복궁에 세워진 총독부 신
청사와 연계되었고, 이 일대는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대안문 앞 광장은
경성부청사가 건설 되면서 더욱 도시 광장의 의미와 근접하게 되었다. 지테는 단
순히 도시 안의 비어있는 공간을 광장으로 칭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그는 명확
히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고, 폐쇄되고, 고정되어 있을 경우 제대로 된 광장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광장의 아름다움, 의미,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빈터는 기술적이고 위생적 측면에서 광장
이라고 칭할 수 도 있지만 예술적 관점에서 도시의 광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
적하였다.32) 일제의 격자형 도로 계획과 경성부청 건설로 광장 공간은 일정 형태
와 범위로 한정되었다. 또한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경성부청 앞 오픈스페이스가
‘광장’으로 명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성부 에서는 금 삼일에 황태자뎐하께서 어귀조 하시는 긔념축하를 하기 위
하야 오후 네시 부터 경복궁 안경회루에서 시민의 축하회를 열터인바 당일
회장에는 경성 부윤이 식사와 기타절차를 거행할터이며 오전에는 경성부텽
압 광장에 보통학교와 소학교 생도들이 오전열시에 모히어 만세를 고창할터
이라더라
"경회루봉축회 황태자뎡하귀조당일 경성부텽주최로 거행“ 『동아일보』
(1921.09.03, p.3)

경성부청사가 완공당시 부청 앞 광장은 ‘부민집합의 장소’이자 ‘접속의 광장’으
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었다. 하지만 드물게 관제행사나 경성부청에 항의하
는 조선인들의 노성 장소로 사용되었을 뿐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
다.

32) Camillo Sitte, The art of building cities, George R. Collins and C. C. Collins, Camillo Sitte and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손세욱, 구시온(공역), 『도시·건축·미학』, (서울: 태림문화사, 2000),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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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성부청부근평면도 (1930년대 중반 제작 추정)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정보)

193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미화사업의 일환으로 분수대와 화단 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이곳에서는 ‘부민보건 라디오 체조대회’가 열렸다. 이는 체
신국· 경성부· 방송국의 공동 주최로 거행되었는데, 이는 부청 앞 광장이 집단적
이벤트행사장으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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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 과시 공간으로 활용된 광장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이듬해인 1946년 8월 15일에 서울시헌장이 발표되
면서 ‘서울(SEOUL)'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군
정법령 106호‘의 공포로 서울시는 경기도로 부터 분리하여 도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특별자유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경성부청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서울시청
사가 되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의 초기 공간 구조화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에서 공공공간을 추동하는 국내 공공성의 개념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서구 사회에서는 가족과 개인을 사적 영역으로 보고 그 외의 사회적 영
역을 공적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서구 사회에 비해 시민 사회의
등장이 더뎠던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가족 중심의 권력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 왔다. 즉 서구에서는 개인이 ‘사회’의 영역에서 규칙을 만들었다면, 국내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가족주의 관계의 인정과 인류에서 공공성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특히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시대에서 공공성의 ‘공(公)’의
개념은 권력과 권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되었다.33)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도
‘공유되는’ ‘열린’의 의미 보다는 권력으로 지배되는 공적 공간의 연장성상으로 인
식되었다.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접근은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
되어왔고 국가는 다양한 공간 구조화 전략으로 공공공간을 권력의 공간으로 구조
화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까지 국가는 공공공간
에 대한 유일한 생산·관리 주체가 되었다. 특히 그 시기에 서울 시청 앞 광장은
국가에 의해 이용권이 독점되고 정부 행사의 장으로 재현되었던 대표적인 공공공
간이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다양한 국가 주요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이
는 이곳이 도심의 중심부이면서 주요 행정 기관인 서울 시청사 앞에 있다는 상징
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상징적 공간의 지배를 통해 권력을
33) 윤수재외 2인(2008), 앞에든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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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그림 3-4] 서울특별시청 광장 사용에 관한 건 (출처: 경향신문 1961.03.24)

먼저 국가는 이를 위해 광장 이용의 주체에서 일반 시민을 일방적으로 배제
시켰다. [그림 3-4]는 당시 서울시장 김상돈이 시청 앞 광장 사용에 대해 직접
신문에 게재한 광고이다. 일반 시민이 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
고 시청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니 그것들을 일체 불허하고 광장에서는 관주
도의 행사만 개최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를 근거로 공공
공간에 특정 집단을 배제 하는 것은 당시 공공성의 공익적 측면과 공정적 측면이
완전히 결여돼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임과
동시에 공공재로도 구별되는 광장과 주변 도로의 점유를 독점하였다.
실제로 당시 시청 앞 광장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행사는 관이 주도했던 행사였
다. 당시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관주도의 집회와 행사들의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34)

34)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 시청 앞 광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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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공적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관주도 행사의 예시
개최일

행사명

행사의 성격

주최

1959.05.23

미 해병대 고적대 시민 위안 연주회

문화행사

미군정

1960.11.30

소방관사열 및 소방훈련 시범

시정행사

서울시

1961.06.25

제11주년 6.25추념식

1961.07.01

넝마주이 갱생 취업식

1961.09.28

9.28 수복 10주년, 해병대 모범용사 환영식

1961.09.30

중공 귀순 비행사 시민 환영대회

1961.12.27

구호성미 전달식

시정행사

서울시

1962.04.28

시민헌장 추진대회

시정행사

서울시

1966.11.01

존슨 미국 대통령 환영식

기념행사

서울시

1967.04.02

타놈· 키티카초른 태국수상 방한 환영행사

기념행사

서울시

1970.04.04

서울시 택시, 시영버스 증차 및 발진식

시정행사

서울시

기념행사

서울시

시정행사

서울시

1970.08.19

기념행사
반공집회
시정행사

제13회 메르데카 축구대회 우승 한국대표팀
환영 카퍼레이드

1972.06.01

서울시 직할 소방본부 발대식

1976.06.25

조국수호 6.25행군 대회

기념행사
반공집회
기념행사
반공집회

기념행사
반공집회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행사의 유형은 크게 기념행사와 시정행사가 있었다. 행사들의 주최는 미군정이
나 서울시였고 외국 귀빈 환영식이나, 반공 성격을 가진 시정 행사들이었다. 서울
시청사라는 주요 행정기관의 전면에 위치한 광장이자 정부중앙청사, 국회의사당등
과 인접해있다는 점은 광장을 서울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자 중심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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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이것은 국가 주요 행사들이 이곳에서 개최되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역
으로 이러한 공간 사용 유형의 반복을 통해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시민들에게 대
중매체를 통해 국가 권력 과시공간으로 인식되어 갔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의 당시 공간 유형은 전차가 통과하고 부분적으로 도로로 조
성되었을 뿐, 녹지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공터에 가까
웠다. 서울시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서울 시청사 전면 공간을 이용해 공간을
위계화 하여 권력 과시를 위한 스펙터클 공간을 재현했다. 권력 과시의 장소로
공간을 인식하게 했던 중요한 장치는 서울 시청사(구 경성부청사) 건물이었다. 건
물은 평면에서는 대칭적이지 않지만 출입구가 위치한 방향에서는 입구를 중심으
로 대칭을 이루는 입면을 가진다.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는 감정적, 심리적 이유
와 사상적, 실용적 이유가 공존한다. 특히 권력가들은 건축의 언어를 통해 권력을
과시 하고 공간을 지배하고자 한다.35)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세운 경성부청사는
휴먼 스케일에서 정면으로 건물을 마주했을 때 대칭적인 거대 건축물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주요행정 기관 건물로써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되
었던 경성부청사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던 서울시는 외벽에 행사 구호나 사진을
부착하고 청사 입구 전면에 단상을 설치하였다. 동원된 시민들은 주차공간에 배
치하여 야외 공간이 무대와 객석의 공간으로 연상되게 하였다. 정부가 만들어낸
프로파간다 연출 공간은 당시 신문과 TV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파되었다.
다음 [표3-2]는 신문 기사에서 광장에서 정부가 행했던 공간적 실천들을 담은 사
진 자료들을 발췌하여 정부가 연출했던 공간의 장치들을 도식화한 이미지이다.

35) Deyan Sudjic, (The) edifice complex, 안진이(역), 『거대건축이라는 욕망』,(서울: 작가정신, 201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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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관주도 행사의 광장 공간 활용 예시 (출처 : 서울사진아카이브 제공에 작성자 표시)

도판 정보 표시 범례

소방관사열 및 소방훈련 시범 1960.11.30

제11주년 6.25추념식 196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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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주이 갱생 취업식 1961.07.01

구호성미 전달식 1961.12.27

존슨미국 대통령 환영식 196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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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놈· 키티카초른 태국수상 방한 환영행사 1967.04.02

서울시 직할 소방본부 발대식 1972.06.01

조국수호 6.25행군 대회 197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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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명과 광장 공간
정부가 광장 공간을 권력 과시의 상징적 공간으로 연출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
곳에서 반정부 성격을 가진 대형 집회들이 발생하게 하였다. 4.19 혁명 이전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에 항거하는 집회들이 있었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
았고, 경찰들의 제지로 금세 해산 되곤 하였다. 1960년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4.19혁명은 수 만 명의 학생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였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처음으로 공공공간과 집합적 신체의 결합을 경험하였다.36)
4.19 혁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시위 주체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다는 점
이다. 당시 서울 시내 위치한 12개의 대학교의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마산에
서 학생운동을 하던 중 수류탄에 맞은 고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서울에
서도 혁명에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 도중 피습된
것을 도화선으로 19일 국립 서울대학교의 전학생들과 성균관, 동국, 경기, 중앙,
연세, 홍익 대학생 등 약 십 만 명이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각각의
학교에서 출발하여 시청 앞과 의사당 앞(현재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완전히 합류
했다. 그 다음 동국대 학생들을 선두로 가두시위를 전개해 세종로 중앙청 앞을
돌아 경무대 쪽으로 전진하여 적선동, 통인동에 국민대 인근까지 행진하였다.

36) 김백영(2013),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 1950~6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과 광장정치”, 『서강인문논
총』,38(12), 85-118. 2013,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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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4.19혁명당일 학생 이동 동선 (1960년대 서울시 지도에 작성자 표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의 공간 사용 유형과 정반대되는 시민들의 공간 사
용 유형이 발생한 것에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이클 s최
(2014)는 게임이론으로 조정 문제와 공유지식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
는 과정을 설명한다. 공유지식은 단순히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이 아
는 것을 상대방도 안다는 사실까지 인지 된 상태이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공공성
과 공개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에서 ‘조정 문제’가 발생 했
을 경우 각 개인은 다른 이들이 참여할 경우에만 참여 하려고 한다. 이는 ‘함께하
자’는 메시지가 공유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37)

이를 4.19혁명에 적용시켜 보면 시청 앞 광장은 공유지식이 형성되기 유리한
공간적 특성을 가졌다. 당시 국가의 모든 주요시설들은 시청 광장이 위치한 정동
37) Michael Suk-Young Chwe, Rational ritual :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하석재
(역),『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 게임이론으로 본 조정 문제와 공유지식』, (서울: 후나
미타스. 201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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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밀집해 있었다. 더군다나 시위의 주요 참여 주체였던 고등학교와 대학교
역시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처럼 단일한 공간에 국가의 주요시설들이 공
간적으로 집적해 있으면 반정부 시위 상황 발생 시 시위 군중들을 공간적으로 집
결되게 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38) 시위 참여 주체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미
대학교에 소속되어있어 집단적 행동이 되었지만 그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그
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요구를 동일 시켰다. 4.19혁명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내의 민주주의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6] 4.19혁명 당시 시청 앞 광장으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 (1960.4.19)
(출처: 서울광장전 : 70년 이야기)

38) 김백영(2013), 앞에든 논문,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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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은 서울의 핵이다. 서울이 나라의 핵이라면 시청앞 광장은 바로
‘나라의 광장’이다. 오일륙도 여기까지 왔을때 청 성공을 알렸다. 그래서
성급한 입은 ‘혁명의 광장’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 오일육직후
의 사관생도시위행진 에서 비롯하여 가지가지의 국민운동을 거쳐 바로어제
의 노동자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혁명은 이광장을 좋아한다. ‘혁명의 광
장’이라는 별명이 어쩌면 어울릴만큼이나...
“5월의 소묘 시청 앞 시청 앞 혁명의 첫 조리장”『동아일보』
(1962.05. 19, p1)

4.19혁명은 광장 공간을 포함한 거리 공간을 혁명의 장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인터넷과 개인 미디어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국가를 비롯한 권력층은 미
디어 매체를 통해 그들이 구조화한 권력 공간으로써의 광장을 사람들에게 주입시
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공간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공간
에 대한 인식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돈 미첼은 이러한 관점에서 거리 점
유의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19세기 세계 산업 노동자와 같은 조직들에게 거리는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공개 토론장의 재현
공간이었다. 4.19혁명 당시 국내 상황처럼 모든 미디어들은 당시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투쟁이 성공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
해 거리를 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투쟁들은 ‘공공’에 대한 인식 영역을 넓힘으로써 개개인이 지니는 보다 넓
은 사회적 스펙트럼을 포함하게 되었다. 돈 미첼은 공적공간을 점유하는 행위 자
체로 사회집단은 공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공간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 하다고 주장하였다.

39)

4.19혁명은 결과적으로는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서 이 시기에 시민이나 단체가 주도 하는 집회들이 정부에 의해 용인된 것은 아
니었다. 4.19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는 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정

39) Gill Valentine, Social geographies, 박경환(역), 『사회지리학』, (서울:논형, 2009),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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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공공공간에 대해 치안상태의 불안정을 이유로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며
공간을 통제하였다. 만일 집회가 강행될 경우 소방차와 경찰기동력을 동원하여
무력 저지할 것을 경고 하였다.40)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은 시장을 상대로
광장 이용 독점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하며 행정 소송을 내었다. 첫 재판에서 법
원은 시장이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고 나아가서 평화적 집회 및 시휘 행렬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주장했
다.41) 하지만 결국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42) 정부는 4.19혁명을 비롯해 이후에 발
생한 집회들의 광장 공간 이용을 더욱 강하게 저지하였다.

40) “경찰에서 ‘칠일 데모’ 불허”, 『동아일보』, (1959, 01, 06, p3)
41) “17일에 ‘행소’ 첫 공판”, 『경향신문』, (1959, 01, 30, p8)
42) “시위집회 방해 행소에 기각판결”, 『동아일보』(1959, 03, 2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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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교통광장 조성과 된 광장 공간
1. 교통광장의 형성 배경
정부의 광장 이용 통제에도 불구하고 4월 혁명 이후 한동안 서울 시청 앞 광장
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집합 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
나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며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시민들이 아닌 자동차가 점유
한 교통광장으로 변화 하였다. 이것은 서울시가 실시한 도로망 정비 사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의 결과였다. 당시 인구가 급증했던 서울의 도심지의 도시 공간은 전
후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무허가 판잣집으로 포화상
태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 시청 앞의 소공동 지역은 대표 슬럼 지역으로 이후 재
개발 사업의 주요 대상지였다.
1963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추방’과 ‘재건’ 전략을 통해 도시 공간
에 ‘위로부터의 질서’를 구축시키고자 했다. 두 가지 전략 중 ‘추방’ 전략은 도시
빈민과 부랑자들을 경기도 광주군 등 도시 외곽으로 강제 이주 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집합 행동을 벌일 우려가 있는 도시 빈민들을 도심지역
에서 몰아냈다. 그들이 사라진 곳에는 ‘재건’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경관 미화 작
업이 진행되었고 초호화 호텔 등의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다.43) 당시 서울시장 이
었던 김현옥 시장이 집중했던 또 다른 ‘재건’ 전략은 도로망 정비였다. 김현옥 시
장은 ‘도시는 선이다’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서울 곳곳에 도로를 개설 및 확장 했
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북악 스카이웨이, 남산 1·2호 터널, 강변북로, 서울역·서
소문 고가 차도가 개통되었다. 또한 1968년에는 전차 운행을 폐지하여 전차와 자
동차, 보행이 뒤섞여 있던 도로를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 체계로 정비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의 정비에도 위와 같은 공간 전략이 적용되었다. 정부는 광
장을 교통광장으로 분류 시키면서 분수대 설치 등 도심 미관지구로 광장을 조성
하였다. 특히 정부는 광장의 형성 이후부터 구조화 해왔던 권력 공간으로의 상징

43) 김백영(2013), 앞에든 논문, 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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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전 정권들이 광장 공간의 이용 방식을 통해 권력 공간
으로 구조화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박정희 정권은 광장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일반 시민의 광장 이용을 원천 통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년-70년대에 실시된 도시개발계획 중 시청 광장에 대한 내용
에는 광장 면적과 주변 도로 확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우선 1962년 8
월 시청 앞에 새 건널목이 개통되었다. 신설되는 횡단도로는 시청정문 앞에서부
터 노천주점, 광장중앙, 서쪽 녹지대를 경유하여 관재청 앞까지 이어졌다. 광장
형태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이로 인해 기존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3,4분
가량의 시간이 단축되었다. 1963년도에는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시내 3개구지역의
도로망과 광장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되었다. 도시계획의 내용은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서 총 32개의 광장(총 면적 53만3천㎡)과 도로망 3백46개 노선(너
비 5~10m)이 책정되었다.44) 이들의 총 연장은 5만 1천여 미터에 달했다. 1967
년에는 광장 내 위치해 있던 구체육회 건물이 철거되어 광장공간을 넓혔다. 그
결과로 약 7백 평 가량의 공간이 넓어졌고 확장된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였
다. 1968년에는 전차 운행을 폐지와 함께 광장 공간 역시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
체계로 정비되었다.
도로체계 정비와 더불어 시청 앞 광장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준 것은 도시 미
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동변색 조명장치 대분수대’의 설치였다. 500평 정
도의 광장내부의 녹지대에 설치된 이 분수대는 지름이 약 18~30m인 타원형 형
태였고 중심부에서는 10m정도를 분수가 솟았다.

45)

이 분수대는 설치 직후에는

작동오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서울광장 조성으로 인해 바닥 분
수로 교체되기 이전까지 광장의 경관을 형성했던 주요한 상징물이 되었다.

44) “종로구 등 도시계획확정” 『경향신문』 (1963, 07, 03, p6)
45) “시청 앞에 자동변색분수대”, 『경향신문』 (1963, 05, 1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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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청 앞 광장 경관의 변화 좌: 1963년 촬영 우: 1989년 촬영
(출처: 서울광장 전: 70년 이야기)

매년 4-5월경 분수대는 물을 내뿜기 시작 했고, 겨울이 되어 크리스마스 다가
오면 대형 트리가 설치되었다. 분수대는 곧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며 시청 광장을
당시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자 국민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형
성하는 장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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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광장 공간 분석과 이용 사례 분석
도로체계 정비를 통해 당시 서울 시청 앞 광장은 도심의 모든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했다. 또한 주변 도심지역 재개발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이곳을 지나
는 차량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당국 측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 증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문제는 덕수궁 방향과 소공동 방향의 보행도로를 막아서 보행으로 시청
앞 광장에 접근 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다. 점입가경으로 도로 사이에 위치한 광
장 공터는 어느새 주차장과 회전 교차로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시청 광장 공터
는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게 되었다.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교통섬에서 공간을 점
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자동차로 이곳을 지나다닌 것만이 시민들이 광
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불편한 시청거리. 자동차홍수로 횡단자는 진땀. 화단에 백선... 겉치레만
그럴 듯 서울 시청 앞 광장은 며칠 전부터 걷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하고 부자
연스런 거리가 되었다. 자동차 쪽이 상쾌하게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통
당국이 생각하는 “질서”인지는 모르지만... 외국도시가 갖는 그러한 광장
은 아직 못 될지라도 최소한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길이어야 되겠는데 육,
칠명 이상의 경관이 나서서 보행자는 모두 돌아서 가도록 길을 막아버린 것
이다. “노스톱”“노포리스”의 광장을 꾸미는 ‘쎈시불’한 도시계획의
‘머리’가 새삼 아쉬워진다. 서울시 당국자는 도안을 현상 모집 했으나 당
선작이 없었다고 말하나 지금의 이 광장이 된 것은 재작년부터 인데 이제야
도안 현상 모집 타령이다. 시민들은 한 가닥 차도라도 지하로 넣어서 누구를
위한 광장인가를 알려달라고 갈망한다.
"불편한 시청거리”『경향신문』 (1960.11.02, p3)

1960년대에 이미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으
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소극적인 태도로 진행하였고 별다른 성과를 내
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국내 최초의 형광가로등 설치, 가로수 교체, 도심 최초 노
천카페 개점 등 서울의 중심 공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사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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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진행되었다.
시청 앞 광장은 교통상 그리고 남산공원은 정서목적이외에는 집회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운동장이나 종로 국민 학교 교정을 쓰는 것이 어떠냐고
종용한 서울시의 조처는 은당한 것으로 본다. ... 민복기법무 장관답변= 아
무리 애국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집회나 ‘데
모’는 인정할 수 없다. 그날 현장에 검찰이 나간 것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였다.
"시청 앞 광장은 집회 허용 않는다 정부측 답변“
『동아일보』 (1965, 03, 04, p1)

광장에 대한 보행 접근성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박정희 정권은 광장 공간이용을
선점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위 및 집단행동을 막기도 하였다. 1964년에 한,일 회담
반대 하는 학생 집회가 발생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대일굴욕외교 반대 투쟁
위를 결성하여 좀 더 조직적인 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당시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장소사용을 요구 했으나 거절당하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할 것을 발표했
다.46) 그런데 그 발표와 동시에 광장의 공터 공간에 노천카페가 들어섰다. 정부는
정치적 의도 없이 민간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어 노천카페를 개점했다고 주장했
지만 투위 단체 간부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를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이 후 카페 옆 광장 공터 공간에 ‘정부선전관’을
세웠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자유로운 민성의 광장 이어야할 시민의 광장이
일방 통행식 정부 선전장이 돼버린다”47)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46) 시청 앞 광장은 집회허용 않는다 정부측 답변 『동아일보』 1965년 03월 04일
47) 빼앗기는 ‘민성의 광장’ 『동아일보』 1965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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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좌: 조립식 주택 전시회 (출처: 동아일보 1966.08.18)
우: 1966년 12월3일 시청앞 연료현대화 전시회 모습. (출처: 서울시 제공)

물론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가 권력 상징 공간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바탕으로
광장 공간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 환영식을 제외하고는
이승만 정권에서 빈번하게 보였던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5.16 광장 조성 이후 시청 앞 광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반공 행사나 군 관련
행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대신 [표 3-3]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각종
전시회들이 개최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전시회들은 국내의 발달된 산업 제품들
을 전시하였고 이는 광장 공간을 박람회 공간으로 연상되게 하였다. 공공공간의
소비 공간화는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중반이후 이뤄냈던 도시 개발과 경제 성
장을 대중들에게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인지시켰다.

[표 3-3] 박정희 정권 당시 시청 주요 행사 (1963-1979)
개최일
1965.04.10

행사명

행사의 성격

‘도서관 주간’기념 관련 통계 및
사진 전시회

전시 행사

1965.06.03

밍크 전시회

전시 행사

1965.10.18

KS표시품 전시회

전시 행사

1966.07.01

새서울 건설단 발단식

시정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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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밍크사육협
회
한국표절규격협
회
서울시

1966.08.11

새서울 백지계획 전시회

1966.09.28

수도탈환 16주년 행사

1966.10.31

존슨 대통령 환영식

기념 행사

1966.12.03

연료현대화 전시회

전시 행사

1969.05.27

티우 대통령 환영식

기념 행사

정부

1972.01.10

고압 펌프차 발대식

시정 행사

서울시

1974.09.17

반일성토대회

집회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 탑 점화

기념 행사

대한불교 조계종

식

연례 행사

총무원

1975.05.09

시정 행사
기념 행사
연례 행사

서울시
정부
정부
서울시, 대한 석
유 공사

서울시학원 연합
회

시청 앞 광장은 서울의 얼굴. 곳곳으로 연결된 한길과 함께 광장은 이제 서
울의 명물이 됐다. 시원스레 하늘로 치솟는 분수대의 물길은 광장의 맥박.
광장을 에워싼 고층빌딩들과 키견주기를 한다. 얼마 전만해도 시청 앞 광장
은 이름뿐인 광장, 땅과 씨름하듯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과 고층건물은 예
와 오늘의 뒤범벅. 시청건물(이층)이 제일 고층 건물이었던 때는 이미 옛말
이 됐다. ... 넓어졌다. 광장도 한길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껏
ㅡ. 6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간 길은 서울의 어느 곳에든 통한다. 논스톱으로
달리는 차들과 숨쉴 수 있는 하늘이 넓어서 좋다. 이곳에 지하도시를 만들
계획이지만 보행자를 위한 길도 터주었으면.
"재개발되는 매머드 서울” 『경향신문』 (1967.03.25, p5)

1970년대 접어들면서 도시 계획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하철 개통과
지하 공간 개발이었다. 1971년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서울시 지하철 1호선 건설
이 착공 되었다. 더불어 당시 시청 앞 광장은 주변지역의 고밀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보행로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지하공간개발 사업, 특히 지하 광장 조성
사업의 주요 대상지에 포함되었다. 1973년 지하철 개통에 앞서 시청 앞 지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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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지하인도용으로 우선 개통되었다. 이때까지도 일부 광장 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보행에 대한 불편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하 광장 공간은 소공동과 시
청을 잇는 주요 보행로로 활발히 사용되었다.

[그림 3-9] 서울 시청앞 지하역 광장 13일 인도용으로 개통
(출처: 1973년 04월 10일 동아일보)

1970년대 중반에는 시청 주변에 프라자 호텔을 포함한 건물들의 고층화와 남
산 3호 터널 개통으로 주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
구되었다. 이에 1977년에는 인근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 광장 분수가 설치되었던
녹지대 중 프라자 호텔 쪽에 해당하는 부분 120평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주차장
을 폐쇄하고 차량 안전지대를 설치했다. 이전에는 서소문 방면에서 진입한 차량
들이 광화문 방면으로 좌회전이 불가했는데 안전지대 설치 후에는 안전지대를 돌
아 바로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광장 주변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올림픽 기념탑이 등장
하였다. 이후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가 권력 공간으로 연출되었던 서울시 청사와
광장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상징적 사례로 서울 시청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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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사드에 걸려있던 대통령 사진들은 정치적 성격이 없는 다른 사진들로 교체
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광장에 보행
접근성에 대한 고려는 부재하였고, 시민들의 주체적인 공간 이용도 불가 하였다.
시민들이 점유하지 못했던 교통 교차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던 광장 공터들에
는 월드컵 기념 꽃 탑, 서울 정도 6백년 상징 조형물들이 설치되었다. 문민정부
시대가 열렸음에도 광장에서 보행권 확보 되지 못했던 시민들은 광장에 설치된
화려한 기념물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주변인에 불과 했다. 즉 이때까지도 공공공
간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가 여전히 편협하게 인지되었고, 시민들은 시청 광장을
그저 교통 혼잡이 빈번한 교차로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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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 서울광장 조성 이전 공공공간으로써 광장의 한계

[그림 3-10] 도로 정비 계획도와 실제 조성된 공간
(출처: 위-동아일보 1966.03.01, 아래-서울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사진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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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울광장 조성 이전 시청 앞 광장의 공간 인식 변천 과정

서울광장 조성 이전에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의 물리적 공간 변화와 사회적
인식, 실제 이용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당시의 광장은 지금 우리가 광장에 기대
하는 역할과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공공공간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 의지에 따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
부의 공간 조성 전략과 통제에 의한 것이었다. 공공공간이 국가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용과 점유에 있어 모두에게 공정성
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광장 공간은 완전한 공공공간으로써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시청 앞에서 있었던 월드컵 거리응원과 효순, 미선양
추모 촛불 집회는 광장 공간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그
저 교통시설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광장 공간에서 시민들이 평화적이고 자발적으
로 만들어낸 축제의 장은 당시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를 놀라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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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에서 광장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였고 이는 광장 공간에 보행광장과 시민 커뮤니케이션 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
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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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광장 조성과 이후 공간 형성 과정 분석
1절 서울광장 조성 사업 과정에 대한 분석
1. 시민 광장 조성에 관한 담론의 대두와 서울광장 조성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보행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1996년 이후였다. 이 움직임은 시민 단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 연대(이
하 도시연대)’를 중심으로 시작 되었다. 시민 단체들은 사람을 위한 열린 공간 확
보를 주장하며 시청 광장에서 보행자 광장 조성 캠페인을 벌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시 시청 광장은 교통광장으로써 차들에 의해 점유되었고. 지상에서
보행으로 접근이 불가하였다. 또한 교통 통제의 어려움 탓에 일반 시민들이 행사
나 집회를 여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연대를 주축으로 진
행된 캠페인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있어 공공공간의 기본적 요소로 이야기되는
개방성과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최초로 시민들에 의해 발현된 것이다.
... 운동본부는 “시청 앞은 시청과 덕수궁, 업무용 빌딩들이 집중돼 보행자
가 항상 많은 곳이지만 자동차 교통에 의해 보행자의 접근이 차단돼 있고 보
행자가 지하도를 여러 번 이용해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등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라며 “시청 앞을 보행자 광장으로 바꿈으로써 녹색서울의 이
미지와 보행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운동본부는 또 “시
청 앞을 보행자 광장으로 만들더라도 프레스센터~시청 간 이면도로, 플라자
호텔 이면도로 등을 3차선 일방도로로 만들고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면 자
동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연현, “시청분수대 보행자 광장 조성을”『한겨례』 (1996.08.2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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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시연대의 보행자 광장 조성 요구 캠페인 1996.08
(출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 연대 홈페이지)

특히 이들이 보행자 광장 조성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에는 도시에서 보도
가 갖는 효용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었다. 보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단순히 보행자의 이동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48) 보도는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게 하고, 개인의 공적 영역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당시 서울
시는 이러한 보도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도시연대와 함께 보행자 광
장을 조성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수 십 년간 유지되어온 서울 도심 교통 체
계를 단번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교통 문제의 해결에
있어 행정당국과 도시연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보행자 광장 조성의 첫
번째 시도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는 공공공간이 가진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기
존의 공적, 공익적 접근에 머물러있던 한계를 넘어 공정과 공론의 의미까지 확대
되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었다.

48)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서울: 그린비, 2010),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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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도시연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교통 환경 센터에서 제시한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출처 :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연대 홈페이지)

[그림 4-3]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보완안. 채택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됨.
(출처 :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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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좌 효순. 미선양 추모 촛불집회 (출처: 민중의 소리)
우 2002 월드컵 거리응원 (출처: 네이버 캐스트)

한 차례의 실패 이후에 시민 광장 조성 사업이 다시 공론화가 된 것은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과 ‘효순, 미선 양’ 추모 촛불 집회 이 후였다. 이 두 사건은 광
장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전에 논의 되었던 보행자 광장의 긍정적
효과를 예측하게 하였다. 과거 이곳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들은 정치
성을 띄거나 반정부 성격을 가진 집회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위의 두 행사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문화 행사였고 폭력적 충돌이 없었던 평화 집회였
다. 즉 시민들에게 그전까지 광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집단 경험이
자 공간 사용 사례가 되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도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다시 시민들의 결집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었다. 이와 더불어 광장의 보행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시청 앞 공간을 교통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보행자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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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여론 조사 결과 (출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사업 시작에 앞서 서울시는 광장 조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시민
의 79%가 광장 조성에 찬성을 하였다. 월드컵 거리응원의 영향으로 여론 조사에
서도 대다수의 시민이 교통 혼잡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민광장을 조성해야한다
는 의견에 동의하였다.49)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통 체계 혼란을 이유로 들
었다.50) 그리고 이보다는 낮은 비율이었지만 광장 공간이 집회와 시위 장소로 이
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들도 있었다.

49)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찬반”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9%가 찬성을 하였고, 15%는 반대를 하였는데 그
이유로 ‘심각한 교통체증(82%)을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50.3%는 교통여건이 나빠져도 광장조성을 추
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 만20세 이상 서울시민, 표본크기 : 1000명, 조사 시기:
2002.8.14~8.20일 (출처: http://plaza.seoul.go.kr/archives/367)
50) https://plaza.seoul.go.kr/archives/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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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광장으로 조성의 필요성
- 이원영 (수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 시청앞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기
본관점은 광장으로서의 장소성과 보행 네트워크로서의 광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충족하면서 누구나 알기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
·보행광장 조성에 대한 우려
- 고완기 (시민) : ... 우선 광장 조성이 시민들의 편익성을 상승시킬 수 있
는가 하는 점입니다. ... 또한 대형건물과 사무실 위주의 업무공간, 그리고
자동차 도로에 빙 둘러쌓여 있는 시청 앞 광장에 어떠한 문화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도 부족합니다. ...
·시민 광장의 방향성 제안
- 강임산 (겨례문화답사연합 대표): ... 또한 큰 축안에서 주변부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염두해 보다 풍부하고 살아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광장을 조성하자는 것이 각종 스포츠 행사의 응원장소로만 활용
하자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항상 일상적이고 지속되는 프로그램들을 상설해
서 도심 속에 고립되는 하나의 섬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안상욱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도시 개발 연구부) : ...시장과 행
정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실제로
사용할 시민들의 의사와 동기부여를 주는 여유로움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여의도 광장같이 되는 것은 피했으면 합니다. 수십만이 모여들 수 있
고 평상시에는 이벤트나 전시회 거리에서의 상행위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러
한 열린 형태의 시민광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초기에 일탈행위가 일어
나더라도 빈그릇에 내용을 담아나간다는, 긴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론회] 광장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도시연대 주최 2002.09)51)

걷고 싶은 도시연대가 주최한 ‘광장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토론회에서 시
민 광장 조성에 관한 당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광장 조성 사업에 가졌던 다양한
논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논점은 크게 시청 광장 공간에 보행자 광
장 조성이 적합한지와, 광장이 조성되었을 경우 어떤 광장이 조성되어야하는지,
보행자 광장 조성으로 인해 기존 교통체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 대안은 어떤 것

51) 토론 참석자 (사회자)강병기, (지정토론) 배기목 외5인, “광장 조성에 시민의 의견은...“, 『걷고싶은 도
시』,(200209),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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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광장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보행자 광장으로 조성
되었을 때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의 교통 체증은 당연히 우려 될 수 있는 부분이
었다.52) 또한 도시 설계 전문가들은 당시 서울 도심부에 보행 체계자체가 결여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보행자 광장을 조성하더라도 주변부와 접근성이 확
보되도록 도심부의 전반적인 보행 체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광장이
이벤트성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 11월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과 시청 앞, 광화문, 남대문 광장
을 포함하는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바탕으로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에 관한 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심사위원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대표 강병기와
황기원, 강병근등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예정 공사
비는 약 40억 원이었으며 현상 설계 당시 주어졌던 주요 설계 지침은 [표 4-1]과
같다.

[표 4-1] 현상설계 공모 지침

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다목적 광장으로 계획
②. 인접 문화자원과 연계를 고려, 덕수궁과 원구단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의 Image를 부여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시청 안뜰과 원구단을 계획
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③.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광장 주변의 지하철 및 지하보도
출입구에 Elevator 등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
여 계획
④. 각종 광장 지하부 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의 차도부
포장재의 철거는 최소화

52) (천자칼럼) ...시청앞광장을 누구나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좋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문제는 하루 23만여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시청 앞에 광장을 만들 경우 가
뜩이나혼잡한 세종로 태평로 일대 교통 체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다....『한국경제』(2011.11.15 박
성희 논설위원)

- 63 -

⑤. 도심부 광장으로서의 야경 및 야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계획안에 적합한
조명계획을 수립
⑥. 광장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분수 계획

[그림 4-6] 서울시가 제안한 시민 광장 설계 예시
(출처: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종합계획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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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장 조성의 기본 방향을 ‘역사성 및 상징성 회복’, ‘교통체계의 개
편’, ‘보행욕구 충족’, ‘문화공간 창출’53) 로 두었는데 이는 위의 공모 지침을 통
해서 잘 드러난다. 또한 광장의 기본적 방향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설계 예시는 시민광장 조
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전에 시민 광장 조성 논의가 있었을 당시 도시
연대에서 제안한 안과 유사 했다. 이는 시청 앞의 공간을 전면 보행 광장화 하여
충분한 광장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도시 블럭과 연계성도 높이는 설계안이었다.
결과적으로 공모에는 한양대학교 서현 교수와 ‘인터시티건축사무소’의 『빛의 광
장』이 당선되었다.

[그림 4-7] 시민광장 설계 공모 당선작 『빛의 광장』

53) https://plaza.seoul.go.kr/archives/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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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광장』 설계안의 주안점은 광장 자체가 특정인의 것이 아닌 시민들의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설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이용을 저해하는 구조물을 최
소화 하고 광장 바닥에 LCD모니터를 깔아놓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대표
성을 전통 문화가 아닌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정보 산업을 통해 나타내
고자 하였다. 개인과 단체 등에 유료로 임대되는 이 모니터들은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개인이 원하는 화면을 띄울 수 있는 하나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
고 해서 몇몇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비디오아트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
의 신문고이자 낙서장으로 역할 하게 하는 것이 설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
모니터가 설치된 곳에는 강화유리로 덮어 보행과 다른 기타 행위들이 가능하고,
광장의 나머지 공간은 돌과 나무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설계자는 단순히
광장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 도시의 공론의 장
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러한 점에 파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설계안이
라는 평을 받으며 당선이 되었다.

54)

-빛의 광장 당선안으로 당선되고 이후 취소 통보를 받았나?
: 받지 않았다. ... 당선안 취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선작 백지화는 처리해야할 일이 더 많다. 그래서 서
울시 입장에서는 무기한 연기 입장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당선자께서는 서울시가 지적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서울시는 기
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 ...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
가 실제로 있는지 검토했어야 했는데, 검토과정 없이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
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실제로 기술
적 문제를 한양대 교수께서 매우 간단히 해답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듣는 순간은 들었지만 계속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한다.
-시청 앞 광장 조성위원회는 당선작대로 가야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서울시
가 뒤집은 것인가?

54) http://saltworkshop.net/salt/page/9/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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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서울시에서는 당선작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당
선작의 설게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모니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가능하게된 새로운 시민사회의 모습을 광장이라
는 바닥에 보여준다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였고, 가장 좋은 소재가 모니터였
지 모니터가 빠진다고 저희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
안을 2003년 9월 25일 조성위원회에 제시했는데, 조성위원회의 입장은 당선
작대로 가야만하고 왜 특정업체에만 모니터 기증의사를 타진하고 그 다음에
기증 불가를 얘기하느냐하고 다른 기증의사가 있는 업체를 찾아봐라라는 것
이 조성위원회의 공식적인 얘기였다.
조성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당선작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라면 운영상의 문
제도 당선자가 풀어야겠구나해서 그 민자유치를 할 팀을 섭외했고, 굉장히
손쉽게 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넓게 공모한다면 꽤 많은 곳에
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나서 일이 쭉 진행돼 지난 2월 13
일에도 조성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당선작대로 가야되고 지금 잔디광장
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뷰] 시청앞 광장 최초 설계한 한양대 서현 교수 (2004.04.28)55)

하지만 서울시는 돌연 현상 설계 공모 당선작을 무시한채 잔디광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당선작이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당해 5월 실
시될 예정이었던 ‘하이 서울 페스티벌’ 이전까지 광장 조성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당선자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이 없었을 뿐만 아
니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이
를 무시하고 당선작 시공을 무기한 보류한 채 잔디광장 조성을 시작하였다.

55) http://m.nocutnews.co.kr/news/15022 CBS전국부 김대훈 기자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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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광장 조성 사업의 의의와 한계점
시민 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광장 조성 사업은 그 과정 자체로 국내
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광장을 포함한
공공공간은 ‘국가의 것’이 아닌 시민들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
울시는 시민 조성 위원회를 만들어 계획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현상설계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설계안을 채택
했다. 지금 서울 시청 앞 광장의 명칭인 ‘서울광장’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당선
된 것이었다. 사업 진행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론장이 되며 공공공간의 공공성
확대 가능성을 보여 주었던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큰 한계를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 광장 조성 직전 서울시는 돌연 기술적인 한계를 원인으로 들며
당선작을 무기한 연기 시켰다. 이때 까지 사업을 이끌어 왔던 시민 조성 위원회
와 공모전 당선 팀조차 이에 대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시민 조성 위원회
와 당선 팀은 기술적 한계가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
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 전에 서울광
장을 무조건적으로 개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선작 대신 잔디 광장을 시공하
기 시작했다.

이들 사안의 공통점은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
진했다는 것이다. 시청 앞 광장의 경우 시민 공모로 ‘빛의 광장’ 설계안을
뽑아놓고도 착공을 며칠 앞두고 돌연 잔디광장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이처럼 크고 작은 논란이 자꾸 불
거지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 고려대 조대엽(趙大燁·사회학과) 교수는
“시민의 의견이 시정(市政)에 반영되지 않는 데서 오는 불만 때문일 수 있
다”고 지적했다. 기업가 출신의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효율적인 일처리가 전
문가나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얻어진 것은 아닌지 서울시는 다
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장강명, "서울시 ‘닫힌 市政'" 『동아일보』(2004,04,13)

- 68 -

시민 조성위원회와 당선 팀을 비롯한 도시, 조경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무
시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진행했던 잔디광장 조성 사업은 진정한 시민
광장 조성이 아닌 전시 행정의 결과물일 뿐 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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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문화 광장 조성과 광장 공간
1. 서울광장 조성 초기 광장 공간과 이용 사례 분석

[그림4-8]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2005.06.21) (출처: 서울광장전: 70년 이야기)

2004년 4월 서울광장은 결국 총면적 13,207㎡에 잔디밭 6,449㎡과 화강석
6,758㎡으로 조성되었다. 시청 앞 광장에 있어서는 광장의 유형이 교통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서 미관 광장 중 중심대광장으로 변경된 큰 변화였다. 조성 과정에
있어 앞서 4장 1절에서 다루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물로 나타난
광장 형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시공 중에는 네모난 광장 속에 원형의 잔
디밭이 위치해 일장기를 연상시킨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잔디밭은
타원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일장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그러한 오해
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56) 실제로 광장은 큰 타원의 잔디밭을 화강석 타일이
둘러싼 형태로 완성되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완성된 광장이 위에서 보면 컵 속
에 담긴 계란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형태에 담긴 의도에 많은 의문점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광장을 설계했던 CA조경 진양교 소장은 광장의 형태는 계란
56) [기자의 눈]장강명/ 서울시 ‘닫힌 市政’ 『동아일보』 (2004.04.13)

- 70 -

이 아닌 ‘대청마루에 뜬 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더불어 굳이 타원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원형은 이미 완성된 형태라 성장, 발전의 의미가 없지만 타원
은 미완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57)

[그림4-9] 광장조성 후 변경된 도로체계
(출처: 함께 서울 지도 제공 항공사진에 작성자 표시)

그리고 다른 도시 블럭과의 연계성에 관해서는 광장의 한 면만 시청에 면하게
하고 나머지 3곳에 모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변 도시 블럭과 보행 접근이 용
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광장 내부에는 지하철 출입구를 배치하여 지하 공간과
의 연계성도 높였다. 서울광장 조성 논의가 시작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되었던 교통 문제는 [그림4-9]와 같이 광장 주변으로 도로체계를 정비하면서 해
결하였다.58) 우려와 달리 심각한 도로 혼잡은 일어나지 않았고, 조성 후 한 달
57) [메트로 인사이드] 5월 개방 서울시청 앞 광장 동아일보 20040406 채지영
58) “남대문이나 서소문 방면에서 시청 앞 분수대→을지로로 진입하던 차량은 시청 앞 광장 대신 북창동길
로 돌아가야 하고, 반대로 을지로에서 서소문이나 남대문로로 가기 위해선 광장 대신 프라자호텔 앞길로
비껴가야 한다. ... 또 기존 남산 3호 터널에서 소공로→시청 앞 분수대→태평로로 진입하던 차량은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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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내달 서울시청 앞에 선보이는 ‘서울광장’에서는 연중 문화행사가 열린다.
이는 서울광장이 자칫 만성적인 시위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1천만 서울시
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
그램을 상설·정례화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
연스런 ‘광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인 문화예술행사를 기획,
개최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문화예술공연 중심으
로 광장을 사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청건물과 문화행사를 조화시켜 서울
의 관광명소 및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로서는 광장이 특정단체들의 만성적인 시위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가장 우
려하고 있다”면서 “문화행사를 매일 정례화하면 시위 차단 효과와 함께 모
든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광장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효찬, "'서울광장’날마다 문화행사" 『경향신문』(2004,04,22)

서울시가 원했던 광장의 모습은 매우 명확했다. 서울시는 광장 내부에는 별도
의 구조물이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1963년 설치된 분수대도 바닥분수로 교체되
어 보행에 방해가 없고, 문화행사에 한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즉 서울광장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시위장소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기대했던 광장의 모습은 모순점을 가졌다. 광장은 다
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을 벌이는 민주주의의 공간이어
야 한다. 이는 광장이 서구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온 역사와 함께 설명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광장은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혁명의 공간으로 인
식되기도 했다. 광장의 이러한 인식 유형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서울시
의 공간 구조화 전략은 서울 광장 중앙부의 넓은 잔디밭으로 나타났다.

로→무교동길 진입→시청뒷길→태평로로 가야 한다. 반대길은 태평로→프라자호텔앞→소공로로 진입해야
한다. ... 세종로에서 을지로 방향은 남대문 앞에서 유턴해 북창동길을 이용해야 하고, 용산에서 서소문 방
면으로 가려면 서울역 앞에서 염천교쪽으로 좌회전 해야 한다. ” 『한겨례신문』 (2004년 02월 25일, 김
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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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 십억원을 들여서 만든 이 잔디광장은 행사 끝나면 훌훌 털어 접는
돗자리가 아니기에(비록 카페트 처럼 잔디를 깔지만) 서울시가 표방하듯 결
코 ‘임시’ 광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다음은 잔디 자체
에 대한 이견이다. 잔디는 생각만큼 사람과 친한 식물이 아니고(밟으면 죽
고, 많은 사람이 지주, 오래 밟으면 말라서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환
경이 극히 나쁜 도심 한가운데 만든 잔디 광장은 잔디 축구장보다 훨씬 유
지,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 게다가 화가 나는 것은, 잔디를 마치 생명이
없는 공산품으로 취급하는 태도이다. ...(그러니 이 광장을 제발 ‘조경’
광장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조경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59)

설계 공모전 심사위원이기도 했던 황기원은 광장 조성에 있어 당선안을 무시하
고 임시바닥 마감재로 잔디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하였다. 장애물 없
이 광활한 잔디 광장은 얼핏 다목적 문화 광장 공간을 재현하는 것에 있어 이상
적인 방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잔디로 마감된 광장 공간은 잔디 고유의 특성상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만든다. 또한 보행자 광장을 만들겠다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서울광장이 미관 광장이자 관망의 대상으로만 머무를 우려가 있었다.

59) 황기원, “좋은시작, 거친과정, 나쁜결과”, 『걷고싶은 도시』,(2004년05월), p12.

- 73 -

[그림 4-10] 월요일에는 잔디밭 출입을 금지한다는 푯말
(출처: 한겨례 신문 2005.08.30)

서울광장 개장 직후 시민들의 서울광장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많
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하이 서울페스티벌’이 종료된 후에는 심각한 잔디 훼손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잔디 보호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잔디밭 출입이 불가능하
다는 방침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하이힐을 신고 잔디밭에 들어가거나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등도 타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더불어 훼손된 잔디밭을
복구하는 것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잔디광장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져갔다.
잔디밭 논란과 더불어 광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다룬 서울광장 조례의 문제점
또한 공론화 되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례의 제 1조인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사용목적으로 광장의 사용목적을 제한함으로써 “집회장소의 선
택의 자유”를 위축하였다는 점이었다. 또한 제9조4항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광장 이용의 사
용료 징수가 시민 개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사이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점에서 서울광장 조례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례임을 알 수 있었다.60)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토론회와 집회 개최, 언론 보도 등으로 서울광장 조례가
60) 임규철, “집회의 자유 - ”집시법“과 ”서울광장 조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2004),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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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정부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광장을 열어라’ 토론회 에서는 법학, 사회학 교수와 국회의원, 참여연대
구성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서울광장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서 보
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현행 집시법에서 얼마나 현행되어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
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 서울광장은 놀이와 휴식의 장
소일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적 장소’
이며 당연히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2조 또한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장조례가 위헌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헌법에 명문으로 제시된 '허가제
는 인정되지 않는다'에 직접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공
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
능하다는 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허
가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점. 마지막으로 기본권을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
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2008년 촛불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며 이 모든 일은 광장에서 생성되고 만개했다’
는 점을 지적했다. ... 박 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광장폐쇄는 서울광장이라
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봉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조례개정운동을 통
해 광장을 여는 것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광장을 열어라- 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2009.07.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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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가한 임지봉 교수와 류제성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가 법률로써 갖는
모순점과 불완전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정
부가 결국 광장공간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가 ‘시청앞 광장’(서울광장)에서 시민단체가 여는 대규모 집회·시
위를 가로막기 위해 급조된 문화행사로 광장 사용일정을 빽빽이 채워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서울광장 문화행사 운영계
획’을 보면, 5월 한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양한 문화행사 계획이 잡
혀 있다.
길윤형, “시청 앞 광장은 시 홍보 광장?”『한겨례』(2004.04.29)

서울시는 광장에서 정치적 성격의 집회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의적
인 기준으로 해석되는 서울광장 조례를 바탕으로 광장이용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
다. 이러한 광장 이용 제한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광장 초기 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광장 사용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
제로 광장 초기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나 운영 보조비를 제공받는 관변단체들이 개
장 직후 두 달간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시민들과 단체들의 광장이용을 불가
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61) http://www.peoplepower21.org/Research/606274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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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04년 서울광장 조성 직후 집회 신고 내용
이용일

집회 내용

05-02

‘대중교통이용,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05.03-19

‘밝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캠페인

05.20-06.09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캠페인

06.10-20

‘밝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캠페인

06.21-27
06.28-30

‘대중교통이용’,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
인
‘밝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캠페인

집회 주최 단체
서울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서울시 새마을회
‘밝고 깨끗한 서울 가
꾸기’ 캠페인

2004년 6월 항쟁 기념행사는 서울광장이 조성 초기에 가졌던 여러 가지 모순
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정부는 진보 성향의 단체가 개최하는
이 행사에 대해 부정적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의적인 조례 해석과 잔디밭
보호를 명목으로 애초에 주최 측이 요구했던 광장 이용안을 전면 수정하여 공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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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서울시의 2004년 6월 항쟁 기념행사 잔디밭 이용 제한
좌: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요구안, 우: 서울시 변경 안
(출처: ‘잔디광장’ 사용허가 ‘엿장수 맘’ 한겨례 2004.06.03을 바탕으로 작성자 표시)

그 전까지 서울시 자체의 행사에 있어서 광장 사용을 쉽게 허가 해주었던 점과
비교되어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가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광장조례’가 ‘자유롭
고 건전한’ 광장 사용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실련 이민규 시민 감식
국 간사는 애초의 서울시가 광장을 만든 목적 자체가 관주도의 전시성 행사를 열
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광장의 본질적인 목적인 집회, 시위 등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없애서 시청광장을 ‘닫힌 광장’으로 전락 시켰다고 주장하였
다.62) 급기야 서울시는 광장을 시청사 부속용지로 포함하는 용도 변경 안을 시의
회에 신청 하였다. 광장이 시청사 부속용지가 되면 서울시가 광장 운영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고 광장은 더 이상 공공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시민들
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서울시의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을 통해서 당시 서울광장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62) ‘잔디광장’사용허가 ‘엿장수 맘’ 『한겨례』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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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 광장 공간과 이용사례 분석

[그림 4-12]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요구 1인 시위
(출처 : 서울광장전 : 70년 이야기)

2009년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조례 개정 요구로 이듬해 드디어 서울
시는 서울광장 이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광장 이용 방침은
사용 허가제에서 사용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서울광장은 조성 당시 시민
들의 바람처럼 열린 광장으로 한발 나아가게 되었다.
서울광장 개장 초기 잔디밭 조성과 이용관련 조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조례 개정 이후 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과 집회들이 개최되며 광
장 공간은 점점 애초에 의도되었던 문화 광장이자 축제 공간으로 인식되어 갔다.
그 중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시민 주도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이자 광장을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으로 만든 공간 사용 사례였다.
2008년 4월 17일 한미 소고기협상이 타결되자 광우병(BSE)과 인간광우병
(vCJD)위험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역을 휩쓸었다. 이에 협상 무효를 주장하며 청
계천광장을 시작으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벌여졌다. 이 후 집회 규모가 커지면서
주요 집회 장소는 서울광장으로 옮겨졌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대규
모 장기 집회였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이전의 반정부 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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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광장 공간 사용 유형과 차별성을 갖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시민과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민대책위’63)의 주도로 진행된 촛불 집회는 미디
어를 통해 단순 집회나 시위가 아닌 촛불 문화제, 촛불 축제 등으로 표현되었다.
64)

[그림 4-13] 언론에서 ‘촛불 문화제’로 표현된 촛불 집회
(출처: 연합뉴스 2008.05.30 보도자료)

실제로 시위대는 비폭력 집회를 지향했고 집회 장소에서 사안에 대한 자유토론
과 음악 공연, 영화 감상 등을 진행하며 집회를 하나의 문화 축제로 만들어갔다.
또한 과거 반정부 시위들이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들로 국한되었던 것에 반해
촛불 집회에는 중,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유모차를 끌고 온 주부, 회사원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였다. 특히 사태를 풍자하는 거리 퍼포먼스들은 집회에 카니발 분
위기를 더했다. 이전까지 화염병과 수류탄, 물대포 등이 난무했던 시위에 익숙했
63)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64) 축제 같은 72시간 연속 집회... 최대인원 모였다. ... 대부분 참가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 축제한마당을
벌였습니다. 기타를 치고, 트럼펫을 부는 등 악기 연주가 흥을 돋우고, 한 편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무
료로 나눠주는 촛불 다방이 차려졌습니다. 광장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노래와 토론,
영화 감상으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SBS뉴스 심영구 기자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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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민들에게 카니발이 연상되는 집회는 매우 낯설었다. 또한 폭력적 시위와 카
니발은 매우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각각의 의식
구조가 갖는 유사성은 반정부 시위가 어떻게 축제공간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는
지를 설명했다.

[그림 4-14]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퍼포먼스
(출처: 시계방향으로 폴리뉴스20080525, 뉴시스20080531,
뉴시스20080516, 오마이뉴스 20080612)

제임스 C. 스콧은 카니발이 대다수의 농경 사회에서 유일하게 피지배계급이 무
리를 지어 행할 수 있는 집합적 행동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카니발은 그들에게
지배 계층을 묘사한 가면을 쓰거나 위장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당사자들에게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대한 국내의 사례는 과거 농민들이 장터
나 잔치에서 양반과 왕실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인형극이나 가면극을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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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한 사회에 대한 억압을 해소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즉 카니발의 가면극은 겉
으로는 하나의 놀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의식 구조 저변에는 반란이나 반정부 시
위가 가진 폭력성이 깔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반정부 시위대는 종종 카니
발을 모방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벌이기도 한다.65)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역시 카니발 요소들을 통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없이 강하게 자신
들의 주장을 표현해나갔다.

[그림 4-15] 좌: 촛불 집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모습
(출처: 다큐멘터리 3일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서울시청광장 촛불집회 72시간 – KBS)
우: 인터넷 배포를 통해 촛불 집회의 마스코트가 된 촛불소녀 캐릭터
(출처: 오마이뉴스, 20080711,오준호)

촛불 집회의 또 다른 특징은 인터넷 공론장의 등장이었다. 특히 인터넷 서버를
기반으로 한 개인 방송 매체의 등장은 매우 효과적으로 광장의 영역을 확대 시켰
다. 사람들은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공 과정 없이 생생하
게 전달되는 실시간 광장 상황을 접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
었다. 또한 인터넷 공론장은 탈물질성과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공유된 지식이나
창작물들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재생산 하였다.66)
65) James C.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181-182.
66) 사회운동 단체 나눔 문화에서 만든 촛불소녀 캐릭터는 주요 참가 계층이었던 여고생들을 상징화 했다.
동시에 촛불집회가 가진 평화적 성격을 잘 드러내면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촛불 집회를 나타
내는 마스코트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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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서울 광장을 둘러싼 경찰과 경찰 버스
(출처 : 매일경제 2008.06.30)

새로운 광장 문화를 보여준 촛불 집회에 대한 당시 정부의 태도는 시민들과 사
뭇 달랐다. 서울시는 ‘서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회 주
최 측에 광장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도록 했다. 여기서 정부가 촛불 집회를 시민
들이 만들어낸 문화 행사로 보지 않고 특정 배후에 의해 조작된 정치적 성격의
집회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에게 촛불 집회는 그들이 이야기 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광장 공간에서 배제 되어야하는 집단행동이었다. 정부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시위대의 광장 접근을 막고, 무력으로 시위대의 가두 행진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가족 단위나 어린 학생들이 참가하는 낮 시간대의 집회에서
는 무력 충돌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심야 집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미디어는 ‘촛불의 두 얼굴’로 시위
대를 묘사하였고 이는 집회 초반 집회를 ‘촛불 문화제’로 표현한 것과 대조되었
다. 그럼에도 촛불 집회는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장 문화를 만들어냈
다. 시민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적공간을 점유했고, 더 이상 이러한 공간 점유
가 도시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제재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는 2015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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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사용
은 신고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에서 사용신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광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행사
를 고지하고 있다.

67)

[표 4-3] 서울광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

•조례 제 6조의 사용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①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겨우.
•홈페이지에 고지된 사용이 제한되는 행사
①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사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장기간 사용하는 행
사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② 잔디 등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행사
-구기운동, 과격한 달리기 등 체육행사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③ 상업적 행사
-특정제품을 판매·홍보하는 행사, 신제품 설명회, 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
는 행사 등
④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
-바자회, 공연, 동전 모으기, 성금 모금함 설치 등
⑤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단체모임
-향우회, 동우회 등
⑥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하는 행사
-사생대회, 백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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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의 내용은 광장 조성 당시 공모전 지침에 안내되었던 광장사용제한 규
정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시간에 대한 규제가 삭제되었다. 조성 당시 야간에 사
용은 금지 되었지만 현재는 주간과 야간을 분류하여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음에 관해서 규제가 완화 되었다. 조성 당시에는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
할 경우 사용이 승인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 경우 되도록 저녁 시간 이후에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조성 초기에는 시장이 행사가 광장 사용에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조성 당시에는 사용을 불허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무
원,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열린 광장 운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
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광장의 이용이 개장 초기 보다 더욱 편리해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광장 사용 영역 구분과 영역별 이용료
(출처: 서울광장 홈페이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자 표시)

67) http://plaz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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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시는 광장을 잔디광장, 광장서편, 광장동편, 광장전체로 구분하여
행사주최 측에 사용료를 징수하지만 사용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또한 시민들
이 공감을 가지거나 공익적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면 간편한 신고 절차 후 이
용할 수 있다. 공간적 특성에 따라 서편에는 전시회, 동편에는 무대설치 등이 권
고되나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광장 공간은 항상 다양한
문화 행사로 가득 차있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일상적으로 문화를 접하는 기
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광장 초기처럼 잔디 출입이 금지되는 요
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년 잔디 양육기간에는 잔디밭의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 양묘장에서 잔디를 자체 생산에 예
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4-18] 서울도서관 전면에 설치된 꿈 새김판

오늘날 시민들은 광장 이용에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광장의 경관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오늘’을
들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투표로 선정된 공공 미술 작품을 서울광장에
전시하는 것이다. 작품의 주제는 구 서울시청(서울도서관)을 배경으로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도서관
방향의 경관을 만드는 ‘꿈 새김판’이다. 서울도서관 전면에 설치된 대형 글 판인
‘꿈 새김판’은 시민들이 공모한 문구로 만들어진다. 그렇다 보니 당대의 국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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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기도 한다. 과거 국가가 권력 과시의 프로파간다 연출에
연극 배경과도 같았던 서울 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외벽이 이제는 시대의 목소리
를 담는 하나의 창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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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 서울광장 조성과 도시 공공성 의미의 확대

[그림 4-19] 서울광장의 공간 인식 변천 과정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청 앞 광장이 보행자 광장이자 잔디광장으로 조성된
것은

광장이 드디어 자동차가 아닌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는 것처럼 보였

다. 하지만 개장 초기에 있었던 광장 조례에 관한 논란과 공간 사용 사례들은 결
국 정부가 문화 광장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광장의 이용과 점유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려 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서울광장은 그저 전시 행정의 결과물이자
독재 정권기의 광장의 모습으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울조례는 개정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성격의 행사와
집회들이 간편한 신고 절차 이후 광장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
야할 점은 단순히 광장 이용에 공정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아니다. 시
민들은 광장 조성 사업에서 조례 개정까지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시켰
고 그 과정에 직접 참여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공공간 자체가 하나의 공론장이
되며 공공공간이 가진 공공성이 시민 참여의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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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1절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공간 형성 과정과 도시 공공성의 의미 변
화
[표 5-1] 분석의 종합 1 : 서울 광장 조성 전후 광장 관리·조성·사용 주체 비교

서울 광장 조성 이전
서울광장 조성 이후
초기 광장 공간

광장
유형68)

광장 관리
주체

광장 조성
주체

·

서울시

서울시

광장 조성
계획
(계획 배경
→ 사업

교통광장 조성이후

교통광장 :

미관광장 :

교차점광장

중심대광장

서울시 +

서울시 + 열린

서울 경찰청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 광장 조성
시민위원회

도심 지역 낙후 +

시민들의 보행 광장

전재복구

차량 통행량 증가

및 커뮤니케이션

→ 광장 확장 계획

→ 도로망 및 광장

공간 조성 요구 →

관련 도시계획

시민광장조성계획

계획)

서울광장사용 신고
공간 사용
가능 주체

정부 기관 , 서울시

정부 기관 , 서울시

절차를 거친
정부기관 + 서울시
+ 일반 시민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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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 앞 광장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국내 공공
공간의 흐름을 설명한다. 서구사회에 비해 시민 사회 발달이 더뎠던 국내에서는
근현대시기까지 공공성의 공(公)은 국가 또는 통치 권력의 공적인 활동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 통념적인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 공공공간에 있어서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시민의 이용
보다는 공공공간을 생성,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의 이용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대
한민국 초기 정부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을 권력의 상징 공간으로 재현하고자 했
다. 이는 세종로를 중심으로 권력기구를 집중시켰던 일제의 경성부 도시 계획 전
략의 연장선이었다. 이때 공공성은 공공재에 대한 공정하고 공익적인 이용이 아
닌 국가의 독점적 이용을 정당화하는 공간 구조화의 도구로 사용 되었다. 정부는
시청 광장의 일반 시민의 이용을 금지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각종 기념행사와 시
정행사 등의 개최만을 허가 했다. 이는 법제화 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
찰 통제를 통해 효력을 가졌다. 정부는 평소 공터에 가까운 광장을 기념행사 개
최 시에는 연극 공간으로 재현했다. 이때 시민들은 관객의 역할로 프로파간다 연
출에 동원되었다. 권력 상징 공간으로 재현된 광장 공간은 반정부 시위라는 모순
적인 공간 활용 유형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것은 4.19 혁명이었는데 시청
광장에서 일어난 유래 없는 대규모 집회였다. 4.19 혁명을 계기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인식된 혁명의 공간은 권력 상징 공간과는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현재까지 시청 광장 공간의 중요한 사회적 의미로 표현된다.
이 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도심 재개발 사업을 진행
하였다. 이는 당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함이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서울 시청 앞 광장 주변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이
곳을 교통광장으로 조성했다. 교통광장으로 조성된 광장 공간은 도시 설계 차원
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광장에서 집단적 행동

6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장 제1절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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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을 억제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었다. 4.19 혁명 이후 광장에서는
빈번하게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정부는 광장을 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옥외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서울 시청 앞 광장 횡단을 위한 보행로가 사
라지면서 광장 공터는 보행자들에게 섬처럼 존재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지
하철 개통과 동시에 지하광장을 개발하여 보행로로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광장은 점점 보행자들의 일상적 활동과 멀어졌다. 또한 정치성이 드러나지 않도
록 재현된 교통광장에서는 집단적 행동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88올림픽 개최
를 전후로 하여 각종 기념탑과 각종 국가 산업 광고판이 설치된 서울 시청 앞 광
장은 시민들에게 차량으로 통과하거나, 그저 멀리서 조망하는 하나의 도시 경관
에 불과했다. 1990년대 이후 시민 단체들은 광장에 대한 시민의 사용권과 보도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보행자 광장으로 조성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시민이 광장 공간 이용을 넘어 공간 형성에 적극적인 참여
를 한 최초의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2002년 거리 월드컵 응원과 효순·미선 양 추모 촛불 집회는 서울 시청 앞 광장
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민들은 두 집회를 통해 차량이 점유하
던 공간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바꾸었다. 나아가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보
행자 광장 조성에 대한 시민 단체의 요구와 더해져 시민 광장 조성 사업을 현실
화 시켰다. 시민들의 광장 공간에 대한 집단적 경험은 공공공간 조성 사업을 하
나의 공론장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 참여자가 되게 하였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국 시민 위원회가 배제되어 버린 한계를 가졌지만 사회, 문화적 의미까지 현대
공공성 의미의 확장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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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분석의 종합 2 : 공공성 의미 확대와 시기별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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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통해서 서울 시청 앞 광장은 단순히 도시계획의 원리
나 법제도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체험과 인식들이 변증법적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공간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공
간임과 동시에 공공공간인 시청 광장은 도시 공공성의 의미 확장과 함께 설명되
기도 한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이 확장된 현대적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성 초기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이용, 관리의 권한이 모두 국
가와 정부에 집중된 공적 공공성만으로 설명되었다. 교통광장으로 조성된 후에야
차량이용에 한해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 가능한 공익적 공공성의 접근이 가능
했다. 광장공간이 공공재인 도로로 전환된 것은 공리주의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행 동선의 부재로 일반 시민들은 광장 공간을 이용하거
나 점유할 수 없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보행자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했다. 그들의 주장 저변에는 광장 공간이용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
정한 이용과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깔려있었다. 본격적인 시민광장 조성 초기에
정부는 시민운영위원회 결성과 설계안 공모 개최를 통해 사업 과정 자체를 공론
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지금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공식 명칭인 ‘서울광장’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설계 당선작을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잔디 광장 조성과 이후 발표된 서울시의 광장 이용 허가제에 관한 조례
는 조성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광장 공간에 대해 시민들의
공정한 이용을 불가능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시민단체들의 적
극적인 조례 개정운동으로 광장 이용은 신고제로 변경되었고 다양한 집회와 문화
행사가 일어나는 문화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나아가 최근 서
울시는 광장의 경관 조성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공
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형성 과정 까지 공론의 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 시청 광장은 문화 공간을 넘어 축제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조
성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잔디밭은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축제와 행사
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빈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서울광장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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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공간이 가진 문화, 사회적 측면까지 공공성의 의미가 확대되었고 최근의 촛
불집회에서 볼 수 있듯 현대 도시의 공론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축제
의 공간으로 공간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매우 주도적인 주체가 되고 있
다. 하지만 광장 공간이 일상이 단절된 축제의 공간으로 머무르는 것은 분명 공
공공간으로써의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시민 주도로 폭발적으로 공론화된 사회
적 문제들만이 ‘축제’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장 광장에는 시민들이 광장
에서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와 그늘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의 일상적
이용이나 소수자들의 공공영역에 대한 접근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버리게 된다.
이 경우 광장 공간의 공공성은 또다시 ‘구분과 제재’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도
구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계층과 개
인들의 일상적 공간으로써 광장에 대한 추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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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서울 시청 앞 광장 공간을 역사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사회적 공간
으로써 광장이 가져온 의미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단순히 가시적으로 확
인 되는 공간의 변화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사례들과 매체에서 드러나는
광장에 대한 인식을 함께 분석하여 광장 공간이 가져온 사회적 의미 변화를 분석
한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 또한 광장 공간에서 있었던 공식적, 비공식적 사용 사
례에 대한 내용은 광장 형성 과정에서 시민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본 연구를 통
해 광장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실제로 광장
공간은 그와 더불어 시민들에 의해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완성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공간과 사회적 의미 변화를 분석함에 있
어 정성적인 접근에 그쳤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간 인식 유형과 사용 유형
을 특정 사례로 설명함으로써 광장에 대해 특정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한계가 있
으므로 다양한 의견으로의 접근을 위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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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Analysis of Seoul Plaza and
the Transformation of Urban Publicness

Park, Ji-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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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not so old that the public space with the name of the plaza
appeared in Korea. Nevertheless, candlelight rally and various civic
festivals that took place in the plaza for the past decade have made the
plaza the most socially conscious public space. As a resul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to find out whether any plaza is a good plaza and public
space. However, this study was preceded by the necessity of studying the
social meaning of the plaza in Korea because it is an unfamiliar spac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za space and
the change of social meaning of plaza in Korea through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plaza in front of Seoul City hall. This study

also tries to analyze how the change of meaning of urban publicness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plaza space.
This study describes the analysis content according to time of passage.
The analysis content is divided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Seoul
Plaza in 2004. And it is again divided into space type, space recognition
type, and space usage type. Meanwhile the meaning of urban publicness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ntemporar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 published by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The process of forming the plaza in front of Seoul City hall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initial plaza space was consisted of road and
vacant lot. At that time, the type of space use in the plaza was mostly
the

national

memorial

events

and

municipal

events

held by

the

government. As a result, the plaza space at the time was perceived as a
space for power of the nation. This spatial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explains why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such as the 4.19 revolution
began at the plaza in front of Seoul City hall. As a result, Plaza space
was also perceived as a space of revolu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Chung-hee regime, the government
restructured the streets around the plaza in order to suppress collective
action in the plaza space, and solve the increased traffic volume in the
city. And then they designated the plaza as a traffic plaza and aesthetic
area. In this process, pedestrian access was not considered and pedestrian
accessibility was difficult. In the plaza space, where people had used to
gather, there was a turning intersection, various advertising and memorial
tower. At that time, the recognition of the plaza space naturally changed
into the space of traffic and facilities rather than the plaza where people
gathered.
In the late 1990s, the demand for the construction of pedestrian plaza
centering around civic groups began to appear. Finally, the pedestrian
plaza construction project started in earnest with the 2002 World Cup

street cheering. As a result, Seoul Plaza was built in front of the Seoul
city hall.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Seoul Plaza, the Seoul Plaza
Ordinance and lawn installation had been controversial, but now it is
perceived as a cultural space of the city by holding various rallies,
demonstrations and cultural ev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ormation
process of plaza space and the meaning change process of urban
publicness. The publicness of the initial plaza space, where both the
authority to use and manage was concentrated in the government, is
limited to public power. However, as the plaza was constructed as a
traffic plaza, it became possible to equitably use public goods as roads.
And the meaning of publicness has expanded to the public interest. The
Seoul plaza construction made a big change in spatial perception type of
Seoul plaza. It also made huge changes in the citizens' space use type in
plaza space. Now citizens can not only occupy space, but als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the plaza. This means that the meaning of publicness
extends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socio-cultural approach. In other
words, Seoul Plaza is now becoming a venue for festivals and a venue
for urban publicity, where various gatherings can be held beyond cultural
space. In other words, the Seoul Plaza has become a festival space and
public sphere that can hold various demonstrations and cultur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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