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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장소와 경관을 만드는 중요한 전략으로서 ‘기억’에 주

목한다. 오늘날 장소 기억은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드는 재료이자 전략으로 제

시되고 있다. 폐쇄된 탈산업 시설과 노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재활용하는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과거의 사건을 특정 장소에 남겨 기억하고 추모하는 메

모리얼 공원, 근현대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근대 역사 경관 등이 

장소 기억을 활용한 대표적 도시 경관의 유형이다. 한편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물 및 시설을 재활용하는 도시재생 정책은 남겨진 기억

의 흔적을 활용하면서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계획 방식으로 부상해왔다.

  이처럼 장소 기억을 활용하여 조성된 도시 경관을 본 연구에서는 ‘기억 경관

(landscape of memory)’이라 지칭한다. 이때 기억이란 역사의 흔적 및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대상이자 장소에 남겨져 있는 흔

적으로서 장소 기억(place memory)이며, 경관에서 표출되어 회상의 방식을 통

해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기억 경관이 언제, 어떻

게 출현하였는가를 고찰하고, 오늘날 실제 기억 경관 조성 시 대상지에서 기억

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다루어지며 표현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기억 경관은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의 시대

적 상황에 주목한다. 이 시기는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와 

동시에 기억 경관이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기억의 붐(memory boom) 시기

로도 불리는 1980년대를 전후로 기억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였고 여러 학문 분과 내에서 기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억 담론

이 사회적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억의 방식으로서 암기가 쇠퇴하고 회상이 

부상하였는데, 오늘날 도시 경관에서 기억을 떠올리고 경험하는 방식은 바로 

이 회상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방문자들은 남겨진 흔적을 매개로 기억을 떠올

리며 상상을 통해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기억을 현재화하고 공간에서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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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억 담론의 전환이 물리적 도시 경관에 반영되면서 기억 경관이 출

현하였다.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 등장한 기억 경관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탈산업 시설 및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원 및 공공 공간으로 

재활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post-industrial park)이다. 포스트 인더스

트리얼 공원의 등장은 1960년대 이후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탈

산업화와, 산업 도시의 쇠퇴로 인해 촉발된 도시재생 담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도시 경관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주목받게 된 산업 기억은 경관

에서 미적 대상으로서 인식되었다. 경관에서 산업 기억은 주로 산업 폐허 재활

용 및 산업 자연 조성의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메모리얼 공원(memorial park)을 들 수 있다. 메모리얼 공

원의 등장은 기억의 방식이 기념에서 추모로 변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 기억 

방식의 변화로 인해 조각상과 기념비가 아닌 추모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공적 추모(public commemoration)가 확산되면서 이를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

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시 구조적 차원에서도 시체가 직접 매장되는 도시 외곽

의 공원묘지와 달리 메모리얼 공원은 기억의 회상과 추모 행위를 수행하는 도

시 내부의 공공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조각상과 기념물 중심으로 조

성되던 기념비가 점차 경험 공간 중심의 메모리얼 공원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세 번째 유형은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이다. 근대 역사 

경관은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던 근현대 시기 역사의 지

위가 향상되고, 전쟁․식민지․테러 등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편한 역사에 대

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면서 등장하였다. 근대 역사 경관이 단일 건축물의 범주

를 넘어 경관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과도기적 경관 사례로 먼저 1970-80년대 

등장한 에코뮤지엄을 들 수 있다. 에코뮤지엄은 19세기에 등장한 박물관이 경

관 단위로 확장된 현장 야외박물관이다. 이후 근대 역사 경관 형성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진 것은 근현대 역사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콘텐츠로 인식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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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의 자원으로서 근현대 시기의 

역사 및 기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각 

경관 유형의 범위가 확장되고 세 경관의 유형이 서로 혼성되면서 기억을 활용

하여 조성된 경관의 유형과 범주가 점차 넓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들이 중요하며, 이는 경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즉,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기억의 요소는 무엇이며, 이 기억

은 왜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가? 본 연구는 경관에서 기억의 표현 양상을 

실제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경관 형성 과정 

및 기억 표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억 경관 조성 단계를 크게 기억 선별과 표현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부지의 여러 장소 기억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

은 기억이 선별되며, 이 기억은 특정 방식으로 경관에서 표현된다. 연구의 사례 

대상지로는 서서울 호수공원, 서소문 역사공원, 남산공원 회현지구를 선정하였

는데, 현장 답사 및 자료 수집이 용이한 국내 사례이자 앞서 다룬 기억 경관의 

세 유형을 포괄하는 사례이며, 또한 경관에서 기억 활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 대상지의 기억 활용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가장 주요한 방

식은 기억의 흔적 활용으로, 부지에 남겨져 있던 물리적 장소 기억의 흔적이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지에 남겨져 있던 흔적임에도 조성 과

정에서 제거된 흔적들도 있다. 이처럼 삭제된 흔적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역

으로 남겨진 장소 기억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부지에 남아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복원되기도 

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복원된 기억의 터라 할 수 있는데, 기억 복원 과정에서

는 복원되지 않는 다른 기억이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흔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기억 활용 방식의 목적은 경관에서 기억을 주제화하고 개념화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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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한 것이다. 장소 기억을 특정 주제와 개념으로 묶어내고 표현함으로

써 해당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분하는 특정한 장소정체성과 장소감이 형성된

다. 장소 기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장소정체성은 장소를 매력적이고 특별하

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방문자들은 독특한 장소감을 경험할 수 있

게 되는데, 특히 장소와 경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억을 회상하면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미적 경험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중요한 기억을 선별하고 특정 주제 및 개념에 따라 기억이 표현되며, 

이러한 장소를 가치 있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기억 

경관이 공공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적 

기억(public memory)의 개념을 토대로 설명한다. 공적 기억이란 특정 집단 내

에서 공유되고 통용되는 기억을 말한다. 이는 유사한 배경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동일 기억 집단으로서 대중이 경관에서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특정 기억의 의미

와 역할을 유사하게 인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적 기억은 기억 

경관 조성 시 기억 집단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기

억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는 집단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도시 공공 공

간으로서 기억 경관은 이러한 충돌을 수용한 결과물로 표현된다. 즉, 기억 경관

은 공적 기억이 표출된 결과물이자, 오늘날 동일한 기억 맥락과 배경을 가진 

대중에게 공적 기억의 이미지로 인식된다.

  본 연구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기억 및 기억 행위가 물리적 경관 조성에 영향

을 미치는 지점을 고찰하면서, 특히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가 일어난 20세기 

후반의 변화로 인해 같은 시기 기억 경관이 형성되었음을 탐구하였다. 이는 추

후 기억 경관 조성 시 재료이자 구성 요소가 되는 장소 기억을 어떻게 인식하

고 선별해야 하며 물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고안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공적 기억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기억 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 기억의 중요성을 설정하고 기억의 현재적 의미

를 정립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억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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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의미가 공적 차원에서 충분한 당위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경우, 경관 형

성 과정에서 여러 충돌과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충돌의 

과정은 경관에서 공적 기억의 형성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경

관은 기억 충돌과 논쟁의 결과물로서 종합적으로 형성된 공적 기억이 표출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억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땅의 흔적을 간직한 기억

의 장소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기억 경관은 계속해서 도시 

공간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억 경관에서, 기억은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경관을 특별하고 유의미한 경험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다. 

물리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비물리적 구성 요소로서 기억에 대한 고찰와 

탐구를 통해, 본 연구는 보다 진정성 있고 다채로우며 지속 가능한 현대 도시

의 기억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어: 기억 경관, 장소 기억, 공적 기억, 회상,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 기억의 선별과 표현

학  번: 2015-30696



vi

목� � 차

국문초록 ·························································································································   i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7

    3. 연구의 대상 ······································································································ 18

    4.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2

Ⅱ.� 경관을�형성하는�기억� ······················································································· 25

    1. 기억 방식의 변화 ····························································································· 25

       1.1. 전자매체와 대중매체의 발달 ································································ 25

       1.2. 암기의 쇠퇴와 회상의 부상 ·································································· 27

       1.3. 기억에 대한 주목 ··················································································· 31

    2. 회상 기억의 매체 ····························································································· 37

       2.1.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 ······························································ 37

       2.2. 기억의 보존과 경험 ··············································································· 43

    3. 장소 기억의 유형 ····························································································· 50

       3.1. 산업 기억 ································································································· 50

       3.2. 근현대 역사 및 기억 ············································································· 59

       3.3. 재난 기억 ································································································· 68

       3.4. 피해자와 소수를 위한 기억 ·································································· 76



vii

    4. 도시 공간에서 활성화된 기억 ······································································· 82

       4.1. 집단 기억과 집합 기억 ·········································································· 85

       4.2. 공적 기억 ································································································· 88

Ⅲ.� 기억�경관의� 출현과�형성� ················································································· 96

    1. 유형 분류 및 분석 방법 ················································································· 96

    2.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 98

       2.1. 탈산업화와 산업 부지 ············································································ 99

       2.2. 도시의 쇠퇴와 재생 ············································································· 104

       2.3. 산업 폐허의 활용 ················································································· 109

       2.4. 탈산업부지의 산업 자연 ······································································ 116

    3. 메모리얼 공원 ································································································ 121

       3.1. 기념에서 추모로 변화 ·········································································· 125

       3.2. 메모리얼 기억의 범위 확장 ································································ 130

       3.3. 공원묘지와 메모리얼 공원 ·································································· 145

       3.4. 조각상에서 공간으로 변화 ·································································· 152

    4. 근대 역사 경관 ······························································································ 164

       4.1. 근현대 역사의 지위 향상 ···································································· 166

       4.2. 불편한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 ·························································· 171

       4.3. 박물관과 에코뮤지엄 ············································································ 174

       4.4. 재생의 자원으로서 근현대 역사 ························································ 177

    5. 기억 경관의 확장 ·························································································· 181



viii

Ⅳ.� 현대�도시에서 기억�경관의�표현� 특성� ····················································· 186

    1. 기억의 선별과 표현 ······················································································· 187

       1.1. 기억 선별 ······························································································· 189

       1.2. 기억 표현 ······························································································· 191

       1.3. 기억 선별과 표현 과정의 문제 ·························································· 193

    2. 기억 표현 사례 ······························································································ 198

       2.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 198

       2.2. 서서울 호수공원 ··················································································· 201

       2.3. 서소문 역사공원 ··················································································· 205

       2.4. 남산공원 회현지구 ··············································································· 211

    3. 경관에서 기억 표현 방식 ············································································· 218

       3.1. 기억의 흔적 활용 ················································································· 219

       3.2. 기억의 흔적 제거 ················································································· 247

       3.3. 기억의 터 복원 ····················································································· 268

       3.4. 기억의 주제화와 개념화 ······································································ 284

       3.5. 장소감과 장소정체성 형성 ·································································· 309

    4. 기억 경관의 표현 특성 ················································································· 320

       4.1. 장소 기억의 활용과 공적 기억의 형성 ············································· 320

       4.2. 기억 이미지로서 경관 ·········································································· 325

Ⅴ.� 결론� ······················································································································ 330

인용문헌� ······················································································································ 336

Abstract� ····················································································································· 352



ix

표�목차

표 2-1. 아스만의 저장 기억과 기능 기억 ······························································· 84

표 2-2. 기능 기억으로서 집단적 기억 개념 및 유형 ············································ 90

표 3-1. 초기 주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사례 (연도순) ······························ 98

표 3-2. memorial과 monument의 사전적 정의 및 어원 ··································· 122

표 3-3. 주요 메모리얼 공원 사례 (연도순) ·························································· 124

표 3-4. 메모리얼 공원에서 추모 방식 및 기억 의미 변화 단계 ······················· 131

표 3-5. 주요 근대 역사 경관 사례 예시 (유형별) ·············································· 166

표 3-6. 역사․문화적 도시재생 초기 사례로서 근대 역사 경관 ·························· 178

표 3-7. 기억 경관 유형별 출현 및 형성 과정 ····················································· 181

표 4-1. 사례 대상지 개요 ························································································ 198

표 4-2. 사례 분석틀 ································································································· 200

표 4-3. 서서울 호수공원 사례 분석 ······································································· 202

표 4-4. 서소문 역사공원 사례 분석 ······································································· 207

표 4-5. 남산공원 회현지구(3단계 구간) 사례 분석 ············································· 213

표 4-6. 경관에서 기억 표현 방식 (사례 종합분석) ············································· 218

표 4-7. 서소문부지와 동학의 관련성 역사 고증 결과 요약 ······························ 256

표 4-8. 서울시 폐정수장 공간 전용 양상 ····························································· 285

표 4-9. 유형별 폐정수장 활용 경향 ······································································· 286

표 4-10.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추진계획 시 유사공원 조성사업비 비교 ··· 288

표 4-11. 남산 회현자락 현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시 유네스코 운용지침 분석 및 

적용 ············································································································ 303

표 4-12. 장소감과 관련된 미적 개념 ···································································· 310



x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 22

그림 2-1. 동아일보 1995년 1월 1일자 기사에 실린 조선총독부 모습 ·············· 41

그림 2-2.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모병 홍보 포스터 ································ 42

그림 2-3. 미국 워싱턴의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을 걸어서 이동하며 경험하는 

사람들 ········································································································· 47

그림 2-4.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경험하는 사람들 ··················· 48

그림 2-5. 산업 유산을 활용한 사례 ········································································· 52

그림 2-6. 오염되고 위험한 폐산업부지를 개선한 사례 ········································ 55

그림 2-7. 스웨덴 맘베르게트 광산마을 ··································································· 58

그림 2-8. 불편한 근현대 역사․기억이 반영된 사례 ··············································· 67

그림 2-9. 고베 대지진과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공원 ········································ 69

그림 2-10.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813 쓰나미 메모리얼 공원 ······························ 69

그림 2-11. 뉴욕 9.11 테러와 9.11 메모리얼 ························································· 71

그림 2-12. 메모리얼에 새겨진 희생자의 이름들 ···················································· 79

그림 3-1. 탈산업화로 폐쇄․유기된 산업 시설을 활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사례 ·········································································································· 100

그림 3-2. 독일 루르(Ruhr) 지역 도시 재생 사례 ··············································· 107

그림 3-3. 픽처레스크 정원 폐허 사례 ··································································· 113

그림 3-4. 숭고를 경험 가능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사례 ······················· 116

그림 3-5. 메모리얼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메모리얼 사례 ·································· 128

그림 3-6.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 추모 방식 및 기억 의미 변화 단계 ··········· 131

그림 3-7. 정체성 정치 관련 메모리얼 사례 ························································· 138

그림 3-8. 역사적 담론이 아닌 특정 사건과 연관되어 조성된 메모리얼 ········· 141

그림 3-9. 주요 공원묘지 사례 ················································································ 147

그림 3-10. 조각상에서 공간으로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메모리얼 사례 ····· 157

그림 3-11. 독일 반기념비 사례 ·············································································· 160



xi

그림 3-12. 국내 등록문화재 사례 ·········································································· 170

그림 3-13. 불편한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난 근대 역사 경관 사례 ··· 172

그림 3-14. 근현대 역사 및 기억을 주제로 한 박물관 사례 ······························ 175

그림 3-15. 1970~80년대 초기 야외박물관(에코뮤지엄) 사례 ··························· 176

그림 3-16. 역사․문화적 도시재생 초기 사례로서 근대 역사 경관 ···················· 179

그림 4-1. 기억 경관 조성 과정에서 장소 기억의 선별 및 표현 단계 ············· 188

그림 4-2. 현재 서서울 호수공원 전경 ··································································· 203

그림 4-3. 폐쇄된 신월정수장 전경 ········································································· 204

그림 4-4. 개장 당시 서소문 역사공원 전경 ························································· 206

그림 4-5. 설계 지침에 수록된 서소문 밖 처형장 추정 사료 ···························· 210

그림 4-6. 남산공원 회현지구 한양도성 현장박물관 전경 ·································· 212

그림 4-7. 남산 회현자락 3단계 구간 설계 공모 당선안 ···································· 217

그림 4-8. 기존 신월정수장 흔적 ············································································ 220

그림 4-9. 서울 구의정수장 제 1․2공장 ·································································· 221

그림 4-10. 침전지 구조를 활용한 몬드리안 정원 ··············································· 221

그림 4-11. 여과동 앞 4m 석벽을 없애고 인공호수와 연결되는 데크 조성 ··· 222

그림 4-12. 본관동 콘크리트 기둥 일부를 활용한 퍼골라 및 옥상정원 ··········· 222

그림 4-13. 기존 송수관을 활용한 공원 시설물 ··················································· 223

그림 4-14. 폐쇄된 신월정수장 내부 자연 식생 ··················································· 224

그림 4-15. 서서울 호수공원 조성 후 형성된 산업 자연 ···································· 226

그림 4-16. 약현성당 및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 228

그림 4-17. 약현성당 내 순교자현양탑 및 서소문 공원에서 미사 모습 ··········· 230

그림 4-18. 서소문 순교자현양탑의 변화 ······························································· 232

그림 4-19.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의 시대별 기억 유형 ··············· 234

그림 4-20. 남산공원 회현지구 단계별 구간 조감도 ············································ 235

그림 4-21.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복원 사례 비교 ·········································· 237

그림 4-22.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 내 조선신궁 배전 터 ············· 240



xii

그림 4-23.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 내 방공호 ································ 240

그림 4-24.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 단면 ·········································· 242

그림 4-25. 현재 남산 분수대 모습 ········································································ 246

그림 4-26. 신월정수장의 기존 시설 및 구조 ······················································· 247

그림 4-27. 경관저해요소로 철거된 흔적 ······························································· 248

그림 4-28. 공원화 계획 시 제거된 시설 ······························································· 248

그림 4-29. 서서울 예술교육센터(구 김포가압장) ················································· 249

그림 4-30. 기존 취수동 및 여과지동 건물과 설계안 ·········································· 251

그림 4-31. 서소문 역사공원 상설전시관 전시 자료 ············································ 255

그림 4-32. 공원 조성 단계에서 종교적 공간의 신성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오

브제 ········································································································· 258

그림 4-33. 개관 특별전에서 전시된 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각 작품들 ······· 259

그림 4-34.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공모 당선안과 현재 모습 비교 ····················· 260

그림 4-35. 1930년 남산 중턱의 조선신궁 전경 ·················································· 262

그림 4-36. 남산 회현지구에 세워진 동상 ····························································· 264

그림 4-37. 안중근 의사 동상과 안중근의사기념관 ·············································· 266

그림 4-38. 지하 2층 성 정하상 기념경당과 한국식 피에타 상 ························ 272

그림 4-39. 서소문 역사공원 추모 공간, 콘솔레이션 홀과 하늘광장 ················ 273

그림 4-40. 서소문 역사공원 추모 공간, 하늘길 ·················································· 274

그림 4-41.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비종교인과 종교인의 이용 방식 차이 ········· 275

그림 4-42. 프란치스코 교황 서소문 성지 순교자현양탑 참배 ·························· 278

그림 4-43. 교황청 공식 지정 천주교 서울 순례길 코스 ···································· 279

그림 4-44. 천주교 서울 순례길 코스 내 기억의 터 ··········································· 280

그림 4-45. 서서울 호수공원 미디어 벽천과 수질 정화원 및 설명 표지판 ····· 290

그림 4-46. 독일 두이스부르크-노드 공원 관련 선행 사례 ······························· 294

그림 4-47. 천주교 성지 공간 사례 ········································································ 297

그림 4-48. 메모리얼 공원 지상(공원)-지하(박물관) 구조 ································· 298



xiii

그림 4-49. 현장유적박물관 보호시설 참고 사례 ················································· 304

그림 4-50.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 전경 ·········································· 307



1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기억(memory)’이 도시의 장소와 경관을 만드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산업화로 폐쇄된 산업 시설과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 및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post-industrial park)은 이미 새로운 도시 공원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어떤 

사건이나 기억을 연관된 장소에 남겨 기록하고 기념 또는 추모하기 위한 공간

으로서 동상이나 기념비를 대체하는 메모리얼 공원(memorial park)도 점차 증

가하고 있다. 근현대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

의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 또한 장소 기억과 관련된 도시 

경관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건물과 시설을 활용하는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 정책

은 도시의 기억을 남겨 활용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도시에서 ‘기억’과 관련된 장소와 경관은 산업 유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 근대 문화유산 등 그 범위

와 규모가 다양하다. 이러한 공간들은 과거의 기억들이 쌓인 오래된 장소, 낙후

되어 환경적 개선이 필요한 도심 지역,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유휴 산업 시설

과 건물 및 인프라, 또는 특별히 기억되거나 보존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행

위와 관련된 기억이 연상되는 장소에 주로 조성된다. 

이처럼 기억과 연관된 경관은 언제, 왜 도시 공간에 등장하였는가? 예컨대 

쇠퇴한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공장, 건물, 인프라스트럭

처와 결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전략이 제시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미국 시애틀의 개스 워크 공원(Gas Works Park), 독일의 두이스부르

크-노르트 공원(Landschaftspark Duisburg-Nord),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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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이 대표적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이다. 뉴욕 9.11 메모리얼이나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 Berlin)처럼 기념과 추모를 

위한 메모리얼이 도시 공공 공간에 조성되고 오픈스페이스처럼 기능하기 시작

하는 변화 또한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또한 20세기 말에는 중국 상하이의 

신톈디(新天地), 와이탄(外灘)처럼 근대의 역사를 활용하여 재생된 도시 경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20세기 후반 도시에서 장소 기억을 활용한 경관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경관 

유형마다 다르게 분석되며,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유형도 있다. 비교적 많

은 연구가 수행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경우, 1960년대부터 북미와 유

럽에서부터 시작된 탈산업화로 인한 산업의 침체와 탈산업 부지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의 수축(shrinkage) 및 교외화(sprawl) 현상이 출현 배경으로 꼽

힌다. 산업 도시의 쇠퇴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산업 시설과 건물, 인

프라스트럭처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기억의 잔해와 부지

의 특성을 새로운 경관 조성에 활용했던 것이다.1)

그러나 모든 탈산업 부지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메모리얼 공원과 근대 역사 경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

억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부지라고 하여 반드시 기억과 관련된 경관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부지의 등장이 반드시 새로운 경관의 

출현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도시 경관에서 기억이 활용되

고 표현되는 양상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도시 경관의 변화는 우리가 기억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

다. 새로운 장소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전 기억의 흔적은 대체로 사라지거나 

1) 20세기 중반 탈산업화 이후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경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한 대표적 

이론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을 들 수 있다. 다음의 관련 문헌을 참고

한다: Charles Waldheim ed.,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김영민 옮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7; 

Charles Waldheim, Landscape as Urbanism: A General Theo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배정한·심지수 옮김, 경관이 만드는 도시: 랜드스케이프 어바
니즘의 이론과 실천, 서울: 한숲,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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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다. 특히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유구나 문화재와 달리, 현재 우리

의 ‘기억’이 되는 과거의 사건과 기억의 흔적들은 새로운 장소가 조성될 때 보

존과 철거의 선택지 앞에 놓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의 흔적을 일부러 남기

고 활용한다는 것은 해당 기억이 중요한 기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어떤 기억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도시 공원과 오픈 스

페이스에는 기억이 새로운 구성 요소로 편입되었다. 기억의 흔적이 도시 경관 

및 공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재료가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로 인해 기억을 새로운 구성 

요소로 하는 경관이 등장하였고 현재와 같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0

세기 후반 변화한 기억의 방식으로서 회상과 주목받은 기억의 매체 및 유형들

은 같은 시기 출현하기 시작한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도시 경관

에서 기억은 회상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흔적이 장소 

기억으로서 제시되는 도시 공간에서, 방문자들은 남겨진 흔적에서 기억을 떠올

리고 상상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기억을 다시 경험한다. 이처럼 기억에서 회상

의 방식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를 전후한 20세기 후반으로, 특히 

이 시기에는 기억이라는 주제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억 담론이 부상

하여 ‘기억의 붐(memory boom)’ 시기라 불리기도 한다.2)

기억이 부상하고 회상이 주목을 받은 20세기 후반에는, 회상 기억의 새로운 

매체로서 여러 기억 경관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하

게 인식된 몇몇 기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억들은 장소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으로서 ‘장소 기억’이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기억이다. 본 연구

는 이처럼 기억이 경관을 구성하는 새로운 중심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여러 기

억 경관의 유형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기억을 

중심으로 형태와 의미가 형성된 경관을 ‘기억 경관(landscape of memory)’이라 

2) Jay Winter,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s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Canadian Military History 10(3), 2001,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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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고자 한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어떤 기억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기억의 주체

는 누구이며, 기억은 왜 중요하게 인식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보통 기억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이며, 주관적이고 때로는 논쟁적이다. 오

늘날 어떤 기억이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활용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기억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이고 공적인 차

원에서 공유되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 경관에서 활용되는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차원에서 

어떤 기억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억에 대한 주목이 일어난 20세기 후반에는 집단적 기억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억의 특성을 지칭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

는데,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다. 집단 기억 연

구에 따르면, 같은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

는 집단은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억에 대해 유사하게 인식하거

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집단 기억은 오늘날 사회적 현상과 제

도적 변화,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3)

그러나 집단 내부에서 통합된 기억으로서 집단 기억 개념은 기억 경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억을 둘러싼 논쟁과 기억 표현의 문제를 설명하기에 한계

가 있다. 기억 경관 조성 과정에서는 중요한 기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또

는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기억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집단 기억의 개념을 빌려 설명한다면 이러한 기억 논쟁은 서로 다

른 집단이 각각 서로 다른 통합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집단

의 승패는 곧 기억 표현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집단 기억의 관점은 전쟁 이후 

세워지는 승전 기념비나, 패전 국가의 건물과 도시가 무너지는 현상에 대한 연

3) Jeffrey K. Olick, The Politics of Regret, New York: Routledge, 2007, 강경이 옮김, 기억의 
지도, 서울: 옥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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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4)

그러나 도시 경관에서 표현되는 기억은 집단 기억의 승패와는 다른 방식으

로 작동한다. 기억은 사회적․집단적으로 공유되고 통용되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경관에서 수렴되고 합의된다. 기억의 논쟁은 경관에서 표현되는 기억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전쟁의 패전 국가와 달리, 논쟁에서 떠밀려 삭

제된 집단의 기억은 오브제나 박물관의 아카이브에 삽입되기도 하며, 경관에서 

기억 표현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억의 논쟁은 그 

자체로 경관의 재료가 되기도 하며, 표현되는 기억에 새로운 중요한 의미를 부

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공유와 소통을 통해 경관에서 

수렴되고 표현되는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공적 기억(public memory)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공적 기억은 서로 다른 여러 기억들이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소통되는 과정에서 대중에게 유의미하게 형성되는 기억 그 자체이자 기억의 소

통 및 재구성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억 경관에서 공적 기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공적 기억은 결국 기억 경

관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물이다. 동일한 장소 기억이라 할지라도 동일

한 기억 경관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기억 경관마다 중요한 기억을 선별하고 기

억을 표현하는 방식은 공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또한 공적 기억을 시각

화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기억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되는 방식을 탐구함으

로써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표현 특성을 탐구한다. 특히 공적 기억의 개념

을 적용하여 공공 공간에서 단순한 기억의 합 이상으로 표출되는 기억 경관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20세기 후반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로 인해 오늘날 기억 경관이 ‘형성’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

째는 이러한 변화로 형성된 기억 경관에서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기억의 양상

4) 집단 기억과 건축물 파괴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로버트 베번의 다음 대표 저서에서 이러

한 관점이 잘 드러난다. Robert Bevan, The Destruction of Memory: Architecture at War, 
London: Reaktion Books, 2006, 나현영 옮김, 집단 기억의 파괴, 서울: 알마, 2011,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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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억은 

기억 행위이자 방식으로서 회상(remembering)인 동시에,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자 남겨진 흔적으로 장소 기억(place memory)이며, 특히 기억 경관 형성 

과정에서 기억을 표현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자 결과물로서 공적 기억(public 

memory)을 포괄한다.

오늘날 기억 경관은 지속적으로 도시 공공 공간에 조성되고 있으며, 조성 

과정에서 기억의 선별이나 기억의 가치 대립과 논쟁, 기억의 상업화 등 기억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는 경관에서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억 경관의 출현과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기억의 특성을 이해하

고 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문제들을 되짚어봄으로써, 더 나은 도시 경

관, 특히 더 진정성 있고 다채로우며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의 켜로

서 기억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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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검토�

본 연구는 기억 경관의 형성과 표현 특성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 검토한다. 먼저 ‘기억 경관’의 개념과 관련하여, 

근대 이후 기억 또는 흔적이 남겨진 장소․공간․경관이 나타난 양상과 의미를 주

로 논의한 개념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두 번째로는 기억 또는 흔적과 관련하여 형성된 실천적 경관 사례로서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된 세 가지 경관 유형, 즉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

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다. 

1)� 장소와�경관에서�기억에�관한�연구

본 연구의 ‘기억 경관(landscape of memory)’이라는 용어는 피에르 노라

(Pierre Nora)의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émoire)5),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의 기억의 공간(Erinnerungsräume)6)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장소’와 ‘공간’이라는 용어는 기억의 정박지

(anchorage)로서 기능하는 다양한 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장소와 

공간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

기억의 장소, 기억의 공간이란 무엇인가? 먼저 피에르 노라는 근대 이후 20

세기에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에 휩쓸린 사람들이 과거를 

쉽게 망각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기억들을 기록하고 역사화하여 장소

에 기록하게 되면서 ‘기억의 장소’가 등장하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기억이란, 

5) ‘기억의 터’로도 많이 번역된다. 영문으로는 ‘site(s) of memory’ 또는 ‘place of memory’로 번

역된다. Pierre Nora et al., Les Lieux de Memoire. Paris: Gallimard, 1984, 김인중 옮김, 기
억의 장소, 파주: 나남, 2010.

6) 영문으로는 ‘space of memory’ 또는 ‘space of remembrance’로 번역된다. Aleida Assmann,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4th edition, 

Munchen: Verlag C.H.Beck oHG, 2009,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2011.



8

급격한 변화로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경험 기억 또는 ‘살아있는 기억’을 지칭한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몇십 년 전, 혹은 몇 년 전의 기억을 생경하게 느끼게 되며, 기억의 

장소는 이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잘 기억하지 않게 된 기억들을 기록해둠으로써 

기억의 상실과 부재를 보여주는 흔적의 장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7)

알라이다 아스만 또한 기억의 공간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험 기억의 상실

을 막기 위해 매체에 기록되고 번역된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의 공간이

라고 설명한다. 즉, 기억의 공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경험 기억’이 

상실되지 않도록 역사화된 ‘문화 기억’으로 번역되어 기록된 공간이라 할 수 있

다.8) 단, 노라가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로 인한 기억의 망각이 기억

의 장소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아스만은 어떤 기억들은 문

화적으로 유의미하게 취급되어 망각되거나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체 또는 

공간에 기록되어 문화적 형식을 취하게 된다고 보았다.9)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근대 이후 20세기에 

기억의 상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20세기 말 급격한 사회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 매체의 발전과 변화 등은 기억의 중요성이 하락하고 기억이 상실되는 변

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기억의 장소와 공간은 단순히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급격

한 사회 변화와 기억 상실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기억에 대해 주

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

는 점은 기억의 장소와 공간에서는 ‘경험 기억’이 다른 기억으로 전환되어 저장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라는 이를 기억의 단절로 인한 역사화 

또는 박물관화라 표현했고, 아스만은 매체를 통해 번역된 문화적 기억이라 지

7) Pierre Nora et al., 기억의 장소, pp.31-67.

8)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22-24.

9) 아스만은 노라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홀로코스트(holocaust)와 관련된 트라우마의 

공간을 사례로 들고 있다.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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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 따라서 기억의 장소와 공간에서 기억은 엄밀히 말하면 기억과 역사 사

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에는, 기억술(art of memory)로 대표되는 ‘암기 기억’

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고 기억의 상실 또는 망각이 일어나는 반면, 상실되는 

기억을 막기 위한 반작용으로서 기억이 중요하게 부상하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

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기억

의 붐(memory boom)”은 기억이 망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기억의 장소의 등

장, 공공 메모리얼과 기념의 급증,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기억에 대한 주목, 회

상(remembering)으로서의 기억의 부상 등을 보여준다.10)

또한 이 시기에는 기억의 주체가 개인을 넘어 집단의 차원까지 확대되었다. 

20세기 초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모든 기억은 집단 기억

(collective memory)으로서 사회적 구성틀(social framework)에 의해 형성된다

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후,11) 1990년대에 이르러 얀 아스만(Jan Assmann)

과 알라이다 아스만 부부가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을 제시하는데,12) 이

는 매체를 통해 번역 및 저장되고 문화적 형식으로서 전승되는 기억을 의미했

다. 이후 제프리 올릭(Jeffrey K. Olick)은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개념을 

제시하며 집단 기억 개념을 사회의 집단적인 기억 과정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

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13) 한편 20세기 후반 수사학 분야에서 제기된 공적 

기억(public memory)은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집단 내에서 형성되고 순환되는 

10)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Marking Time in A Culture of Amnesia,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5; Jay Winter,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11) Maurice Halbwachs, La Mémoire Collective, Pari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trans.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 Ditter,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1980.

12) 문화적 기억 개념은 얀 아스만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영문으로 번역된 다음의 논

문을 참조할 수 있다: Jan Assmann and John Czaplicka,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pp.125-133.

13) 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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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기억의 총체로서, 공개 연설, 기념일, 기억의 장소 등의 형태로 나타나

며 공적 영역에서 서로 경합하기도 하는 기억의 특성에 주목하였다.14)

이처럼 20세기 후반의 기억 관련 연구들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기

억을 넘어 집단적․공적이며 문화적․사회적인 기억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어떻게 

기억이 이처럼 집단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었는가? 이는 

기억이 매체를 통해 저장되고 전달되며 공유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장

소 또한 문화적 기억 매체로서 이해된다. 기억이 저장되는 매체를 상징적으로 

은유하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공간인 장소가 기억의 매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의 전승을 위한 중요한 매체 중 

하나로 장소를 꼽았고,15) 에드워드 케이시(Edward S. Casey)는 기억 행위(회

상, remembering)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배경을 장소

로 보았다. 케이시에 따르면 장소는 경험을 담아내고 이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매체이며, 기억이란 본질적으로 장소 지향적이고, 적어도 장소 기반

적인 특성을 보인다.16) 노라는 기억의 장소의 예시로서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베르사유 등 실제 물리적 장소들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경관을 “가장 비물질

적인 기억의 장소”17)라고 보았다.

기억의 장소와 공간이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 공간을 조성하는 설계 분야의 

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장소특정성(site-specificity)은 대상지가 가진 

기억 혹은 역사를 비롯한 대상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한 설계 개념을 

가리킨다. 장소 특정성 개념은 1970년대 중반 공공 공간 조성 시 공공미술 분

야와 건축, 조경, 도시 등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면서 제기되었고, 이후 점차 확

14)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2017, pp.1-27.

15)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410-470. 

16)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p.186-187.

17) Pierre Nora et al.. 기억의 장소 Ⅱ. 민족,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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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었다.18)

조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전개되었다. 대체로 설계 대상지와 관련 있

는 기억에 주목하여 그 흔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조경

이론가 엘리자베스 마이어(Elizabeth K. Meyer)는 조경가들이 대상지를 비어 

있는 캔버스가 아닌 공간이자 자연이며 역사에 대한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모

든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상지의 독해와 편집 방식(site 

reading and editing strategies)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9) 설계가이자 

이론가인 크리스토프 지로(Christophe Girot)는 경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영

역을 넘어 특정 장소를 구성하는 상호연계적 역사(interwoven histories)로 이루

어진 대상으로서 설계 시 장소특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

다.20) 조경 이론가이자 역사가인 존 딕슨 헌트(John Dixon Hunt)는 설계 대상

지로서 역사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지를 역사적 부지(historical 

ground)라 지칭하기도 했다.21)

2)� 기억�경관의�실천적�사례에�관한�연구

(1)� 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

먼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이를 주제로 한 이

론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몇 가지 성과들을 짚어보면, 먼저 니얼 

커크우드(Niall Kirkwood)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을 새로운 과학적 접근, 

18)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Cambridge: MIT Press, 2002, 김인규·우정아·이영욱 옮김, 장소 특정적 미술, 서울: 현실문

화, 2013, pp.17-18.

19) Elizabeth K. Meyer, “Site Citations: The Grounds of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eds. Carol Burns and Andrea Kahn, Site Matters, New York: Routledge, 2005, 

pp.92-129.

20) Christophe Girot, “Zwischen Raum und Ort,” disP–The Planning Review 35(138), 1999, 

pp.10-13.

21) John D.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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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진보적인 공원 설계를 만들어낸 새로운 공원의 유형으로 지목했

다.22) 앨런 버거(Alan Berger)는 산업 폐허를 비롯하여 도시에 나타난 버려진 

경관을 드로스케이프(drosscape)라 지칭했으며,23) 미국의 산업 폐허 경관들에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설계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24) 엘

렌 브라에(Ellen Braae)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을 산업 폐허에서 다시 찾

은 미(beauty redeemed)로 표현하였으며, 공원에 내재된 지속가능성, 문화적 유

산으로서의 잠재력, 그리고 공원 설계에서 나타나는 인식론적 돌파구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강점으로 파악하였다.25) 안나 스톰(Anna Storm)은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의 특질을 산업화로 인해 상처입고 흉터처럼 남겨진 상흔

(scar)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장 지대나 광산 이외에도 폐쇄된 핵발전소와 주변 

지역 등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26)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 남겨진 기억들은 대체로 ‘산업 폐허(industrial 

ruin)’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즉, 남겨지고 버려진 산업 시설들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에서 활용된 후에도 폐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에

게 폐허로부터 유발되는 미적 매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이다.27) 산업 폐허의 

미적 특질은 18세기 영국 픽처레스크(picturesque) 정원의 폐허(ruin)와 유사하

게 이해되기도 하며,28) 규칙적이고 고정된 도시와 대조되는 불규칙적이고 감정

22) Niall Kirkwood ed., Manufactured Sites: Rethinking the Post-industrial Landscape, New 

York: E & FN Spon, 2001.

23) Alan Berger, Drosscape: Wasting Land in Urban America,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7.

24) Alan Berger ed., Designing the Reclaimed Landscape,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2008.

25)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Risskov: IKAROS 

Press; Basel: Birkhäuser, 2015. 

26) Anna Storm, Post-industrial Landscape Sca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27) Elisabeth C. Chan, “What Roles for Ruins? Meaning and Narrative of Industrial Ruins in 

Contemporary Park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4(2), 2009, pp.20-31.

28) Susan Herrington, “Framed Again: The Picturesque Aesthetics of Contemporary Landscapes,” 

Landscape Journal 25(1), 2006, pp.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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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억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29)

산업 폐허와 관련된 구체적인 미적 특질을 탐구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

다.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이 산업 폐허의 미적 경험을 나타내는 미적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숭고(sublime)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대표적인 

미적 특질이다. 시애틀 개스 워크 공원의 미적 특질30)과 선유도공원의 미적 경

험31)이 숭고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과거에 대한 향수 혹은 그리움을 뜻하는 노스탤지어(nostalgia), 슬픔과 

우울감을 의미하는 멜랑콜리(melancholy) 등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및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지칭되어 왔다. 산업 폐허의 부식

(decay)과 부재(absence)에서 느껴지는 미적 특질이 노스탤지어로,32) 도시의 산

업 폐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적 감정을 멜랑콜리로 인식되었다.33) 도심 한가

운데를 가로지르는 뉴욕의 하이라인과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가 도시민들의 

집단 기억과 관련된 공적 노스탤지어의 공간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34) 이러한 

미적 감정들은 과거의 장소에 대한 기억과 상상력,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에 기인하며, 방문자의 회상을 통해 구현된다.35)

29) Tim Edensor, “The Ghosts of Industrial Ruins: Ordering and Disordering Memory in 

Excessive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6), 2005, 

pp.829-849.

30) Elizabeth K. Meyer,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ed. Wiliam S. Saunders, Richard Haag: Bloedel Reserve and Gas Works Park,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p.5-28.

31)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p.142-153.

32) Dylan Trigg, The Aesthetics of Decay: Nothingness, Nostalgia, and the Absence of 

Reason, New York: Peter Lang, 2006.

33) Jacky Bowring, Melancholy and the Landscape: Locating Sadness, Memory and Reflection 
in the Landscape, London: Routledge, 2016.

34) John D.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p.92-93.

35) 손은신․배정한, “기억의 경관에서 미적 경험,” 한국조경학회지 45(3), 2017,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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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리얼�공원

메모리얼 공원(memorial park)의 선행 연구 동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메모리얼 형식의 변화다. 본래 추모와 기념의 기능

을 수행하는 메모리얼은 고대로부터 존재했으나, 대체로 동상이나 오벨리스크 

등 기념비(monument) 중심이었던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공공 공간

(memorial park)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리카 도스(Erika Doss)는 기념물 중심의 메모리얼 경향(statue mania)이 

점차 공간 중심 메모리얼 경향(memorial mania)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도스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이유로 공공미술 분야의 변화와 시민의 적

극적 참여, 기억에 대한 주목, 메모리얼에 수반되는 기억 및 감정 유형의 변화

를 꼽았다.36)

양차 세계대전 이후 기억과 메모리얼 변화 양상을 연구한 제임스 영(James 

E. Young)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약 80년간 현대 메모리얼의 궤적

이 형식적․의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목하였다.37) 이러한 메모리얼의 형태

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20세기 후반 발생한 대지예술과 후기 해체주의 건축 담

론을 포괄하는 반형태(anti-form) 미술 사조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김

한배는 오브제보다 공간의 컨텍스트를 중시하는 대지 예술과 폐허와 같은 경관

을 만드는 해체주의적 건축의 픽처레스크 전통이 20세기 후반 공간의 변화로 

연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38)

두 번째는 메모리얼의 주제가 되는 기억의 변화다. 최근 메모리얼 공원은 

유럽 및 북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조성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점차 확

36)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37)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6.

38) 김한배,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다원적 전개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32(6), 2004, pp.75-77; 

임현진․이승민․김한배, “현대 메모리얼의 대지예술적 특성 연구,”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pp.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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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우퇴야(Utoya) 

섬의 국내 테러로 인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공원을 비롯하

여,3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모스타르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과 내전의 피해자

를 추모하는 파르티잔 메모리얼,40)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Pretoria)에 

위치한 하포(Hapo) 박물관과 자유 공원(Freedom Park),41) 국내의 세월호 관련 

기억 공간 연구42) 등이 있다. 메모리얼 공원 조성 사례 또한 2004년 인도네시

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쓰나미 피해를 추모하기 위한 팡나(Phangna) 지역의 

813 쓰나미 메모리얼 공원,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쓰촨 대지진을 추모하기 

위한 쓰촨 지진 메모리얼의 사례 등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메모리얼이 기념보다 ‘추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래 메모리얼은 전쟁의 영웅, 국가의 지도자 등 기념할 만한 인물이나 전쟁 

승리, 국가적 사건 등 기념할 만한 사건을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 테러와 전쟁, 

내전과 같은 인재나 지진,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와 희생자를 추모하

는 메모리얼이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근대�역사�경관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은 근현대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경관을 말한다. 먼저 근대 역사 경관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지은은 ‘근대 역사 경관’이라는 용어를 연구에서 제시하면서, 근현대기 중국

39) Annegreth Dietze-Schidewahn, “From Painful Places to Commemorative Landscapes: Utøya 

in Norwa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2(1), 2017, pp.18-29.

40) Kristina Ilić and Nevena Š. Alempijević, “Cultures of Memory, Landscapes of Forgetting: 

The Case Study of the Partisan Memorial Cemetery in Mostar,” Studia Ethnologica 
Croatica 29(1), 2017, pp.73-100.

41) Michele Jacobs, “Contested Monuments in A Changing Heritage Landscape://Hapo 

Museum, Freedom Park, Pretoria,” de arte 51(1), 2016, pp.89-100.

42)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6(3), 2016, 

pp.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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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조계 지역이었던 상하이의 와이탄(外灘) 지역의 기존 

역사 경관을 활용한 도심 재생 사례를 근대 역사 경관으로 분석했다.43) 이처럼 

근대 역사 경관은 문화적 재생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현대 역사의 부정적 특성이 경관에서 기억을 다루는 데 문제가 되기

도 한다. 근대 역사 경관이 형성된 근대기는 대체로 19~20세기로, 이 시기의 

역사에는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침략, 분쟁, 국가 간 대규모 전쟁,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 현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건이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일본군 위안부, 6.25 전쟁 등의 문제, 독일에서는 나치와 유

태인 학살 관련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근대 역사 경관의 부정적 특성

을 설명하는 용어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44) 네거티브 헤리티지

(negative heritage),45)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46)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근대 역사 경관이 반드시 부정적 기억이나 논쟁의 측면과 관련하여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지은의 연구에서 상하이 와이탄 조계지역과 관련된 

도시재생이나47) 일제강점기의 공동 조계지인 군산의 근대역사경관의 재생 및 

역사문화사업48)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역사 경관은 도시의 재생과 활성

43) 한지은, “근대역사경관을 활용한 도심 재생: 상하이 구 조계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6(5), 2011, pp.626-647.

44) John Lennon and Malcolm Foley, Dark Tourism, Andover; Hampshire: Cengage Learning, 

2010.

45) Lynn Meskell, “Negative Heritage and Past Mastering in Archae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75(3), 2002, pp.557-574; Trinidad Rico, “Negative Heritage: The Place of 

Conflict in World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10(4), 

2008, pp.344-352.

46) William Logan and Keir Reeves eds., Places of Pain and Shame: Dealing with Difficult 
Heritage, London: Routledge, 2008; Wharon Macdonald, Difficult Heritage: Negotiating 
the Nazi Past in Nuremberg and Beyond, Milton Park; Abingdon; Oxon; New York: 

Routledge, 2009;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
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 2018, pp.163-192.

47) 한지은, “근대역사경관을 활용한 도심 재생: 상하이 구 조계지역을 사례로.” 

48) 김현숙, “군산 근대역사경관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정비 블록 설계연구,” 도시설계 12(6), 

2011,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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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경관으로 활용되고 있다.49)

한편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고 되살리는 관점에서 도시 내 공공 공간 형식으

로 나타나는 근대 역사 경관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50) 서소문 역사공원51) 등이 있다. 근현대 시기의 역사를 다룬다

는 점에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과 메모리얼 공원이 근대 역사 경관의 범

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독일의 푈클링겐 제철소(Völklingen Ironworks), 폴란드

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Aushwitz-Birkenau) 유태인 강제 수용소 등은 근대 

역사 경관이면서 동시에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과 메모리얼 공원이 된다.

최근 근대 역사 경관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연구로 포스트 식민지 경관

(post-colonial landscape) 연구가 있다. 과거에는 대체로 식민지 관련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식민지의 흔적을 무조건 없애기보

다는 어느 정도 기억을 재현하고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52) 최근의 포스트 

식민지 경관과 관련된 연구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아마니(Amani) 지역 경

관에 대한 분석 연구,53) 현대 시각 예술 맵핑에서 나타나는 알제리의 식민지 

경관과 기억에 관한 연구54) 등을 살펴볼 수 있다.

49) 도시재생사업단 엮음,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세계의 역사․문화․도시재생 사
례, 파주: 한울아카데미; 한울엠플러스, 2017.

50) 정헌주·태지호, “근대의 기억 표상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근대로의 열망, 근대적 통제의 기제, 

그리고 정치적 경함의 장,” 정신문화연구 39(2), 2016, pp.207-237.

51) 김선필,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쟁점과 함의,” 경제와 사회 112, 2016, pp.174-207.

52) 손은신·배정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한국조
경학회지 46(4), 2018, pp.21-35.

53) Astrid Ghyselen et al., “Scenes of Amani, Tanzania: Biography of A Postcolonial 

Landscap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2(1), 2017, pp.6-17.

54) Amy Hubbel, “Made in Algeria: Mapping Layers of Colonial Memory into Contemporary 

Visual Art,” French Cultural Studies 29(1), 2018,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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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기억 경관(landscape of memory)’은 장소에 남겨진 기억

의 흔적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도시의 풍경 또는 이러한 풍경을 구성하는 물

리적 체험 공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억 경관은 대체로 부지에 남겨진 기억을 

보존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의 도시계획 및 설계를 통해 형성된다. 보통 

어떤 부지가 새롭게 개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소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이나 

관련 기억들은 대부분 새로운 건물․시설․환경에 의해 사라지는 것과 달리, 기억 

경관에서 기억은 남겨지고 활용된다. 이때 기억 경관을 구성하는 ‘기억’과 ‘경

관’은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본 연구의 관점에서 각 용어를 어

떻게 사용하며 연구에 적용할 것인지를 서론에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기억’은 크게 대상으로서 기억(memory)과 회상 방식으로

서 기억 행위(remembering)를 뜻한다. Ⅱ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에서 기억 경관에 활용되는 대상으로서 기억은 장소 기억(place memory)

과 공적 기억(public memory)으로 구분된다. 장소 기억은 흔적으로 장소에 남

겨져 있는 기억으로서 장소는 기억을 보존하는 매체가 된다. 또한 장소와 경관

이라는 매체를 통해 도시 공공 공간에 다시 표현된다. 장소 기억으로서 흔적은 

선별되고 삭제되는 과정을 거쳐 경관에 표현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기억 선

별 및 표현 과정을 공적 기억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억 방식이자 행위로서 ‘회상’은 사람들이 공공 공간에 표현된 기억을 경험

하는 방식이며, 과거의 흔적과 역사를 현재화하는 행위이다. 장소와 경관은 기

억을 기록하는 방식보다 경험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기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문자나 그림, 도면, 영상 등의 방식

이 더 유용하다.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이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특징은 

실제 기억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현 시대의 우리가 이를 경험하고 회상

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이 때 회상의 주체는 특정 장소 기억과 관련이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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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부터 공공 공간에 표현된 기억을 경험하는 대중까지 그 폭과 범위가 

넓다. 

기억은 역사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장소에 남겨진 혹은 발견된 역사적 흔적

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보존의 대상이 된다.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를 먼저 발

굴하고 복원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억은 새로운 장소

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활용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어떤 기억을 어떤 방식으

로 활용할 것인지 논의되는 대상이다. 기억은 보존과 철거, 선별과 표현이라는 

선택지를 거쳐 경관에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삭제나 복원도 가능하다. 역사

적 가치를 부여받은 문화재와 달리 기억의 사회적 의미는 경제적․문화적․심미적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쟁이 일어난다는 점

에서도 역사와 차이가 있다.

한편 근현대 역사의 경우 역사와 기억의 경계에 놓여 있다. 가까운 과거이

자 최근의 과거로서 근현대 역사는 현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라지고 생소

해진 과거의 역사다. 본래 현 시점에서 근현대 시기란 해당 시기를 경험한 세

대가 아직 살아 있고 이들의 자손 세대가 구전을 통해 기억을 전승받음으로써 

여전히 ‘기억’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검토에서 

피에르 노라나 알라이다 아스만이 지적하였듯이, 근대 이후에는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본래는 우리가 ‘몸’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경험 

기억으로서 근현대 기억들이 대부분 휩쓸려 사라지면서 외부 매체에 역사화된 

기억으로 저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55) 또한 근현대 역사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전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거나, 전쟁이나 식민지 등 

‘불편한’ 기억을 둘러싼 보존 논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55) 이러한 기억의 역사화 경향에 대하여, 노라는 이를 “역사의 가속”에 따른 “기억의 물질화”로 

인해 형성된 “기억의 장소”로, 아스만은 “경험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번역”된 것이라 설명

하고 있다; Pierre Nora et al., 기억의 장소, pp.31, 46, 55-56; Aleida Assmann, 기억의 공
간,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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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기억을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역사 개념과도 혼

용 가능한 장소 기억의 흔적만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장

소의 흔적으로서 기억은 현 세대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억의 의미와 역할은 남겨진 흔적을 기억하는(remembering) 

오늘날의 새로운 주체에 의해 형성된다. 잊혀진 과거의 역사가 현대로 다시 소

환될 때에도 현대적 의미를 지닌 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역사적 

기억은 동시대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억은, 장소에 남겨진 흔적이자 역사로도 볼 수 있는 장

소 기억 이외에도 동시대 사람들이 기억의 흔적에 부여하는 의미와 역할이자, 

기억을 떠올리고 적용하는 기억 행위를 포괄한다. 즉, 기억은 현재화된 역사이

자 과거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관(landscape)은 외부 공간 또는 공공 공간으로서 기억의 이미

지가 형상화된 대상이자 기억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 물리적 공간 범위를 가리

키는 대상이다. 즉,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은 기억이라는 요소가 개

입되면서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기억의 이미지가 실제로 시각화된 ‘경관’들이다. 

앞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노라의 기억의 장소,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에 사용된 

용어인 ‘장소’와 ‘공간’이 기억의 흔적이 남겨져 있거나 기억이 뿌리내리고 저장

된 정박지(anchorage)로서 매체 또는 문화적 형식을 포괄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기억이 매체에 저장․번역되는 과정과 방식이며, 이러한 기억의 매체의 범위에 

은유적인 장소와 경관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경관’은 은유

적 표현이 아닌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공간 범위 및 이로 인해 형성된 풍경을 

지칭한다. 즉, 본 연구는 기억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실제 공간이자 기억 이미지

를 표현하는 매체로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그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으로서 경관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관은 장소에서 형상화된 기억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경관에서 시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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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이미지에는 장소 기억의 물리적 흔적에 덧붙여진 기억의 의미, 기억에 

관한 인식, 기억을 평가하는 관점이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된 기억 경관의 외관

(appearance)은 기억의 이미지가 실제 공간에 구현되어 시각적으로 나타난 대

상이자, 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또한 경

관은 일반적으로 외부 공간으로서, 도시에서는 대체로 공공 공간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경관에서 투영되는 기억은 공적인 성격을 띤다. 이처럼 경관에서 구현

된 공적 기억을 분석함으로써, 역으로 사회적․문화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기억이 무엇이며, 도시민들에게 기억의 의미 또는 이미지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 경관의 유형으로는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유형, 즉 포스트 인더스트

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기억 경

관이 반드시 이 세 가지 사례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들 유형은 오

늘날 기억 경관을 형성한 주요 경관 유형이며 오늘날 기억 경관의 중요한 사례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억 경관의 유형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기억 경관의 유형과 범주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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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내용과�구성�

본 연구는 먼저 20세기 후반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로 인해 오늘날 기억 

경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관에서 기억의 양상이 어떻

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물리적 흔적인 장소 기억 이

외에 기억 경관의 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억의 양상을 탐구한다 

[그림 1-1]. 

서론

� �연구의�배경과�목적

- 현대 도시 경관의 구성 요소 및 전략으로서 기억

- 20세기 후반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가 오늘날 기억 경관 

형성에 영향

- 기억을 경험하는 주체가 의미와 역할을 부여한 공적 차원의 

기억이 경관 표현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검토
- 장소와 경관에서 기억에 관한 연구

- 기억 경관의 실천적 사례에 관한 연구

� �연구의�대상
- 기억: 대상으로서 장소 기억과 공적 기억, 방식으로서 회상

- 경관: 기억을 보존․활용하며 기억 이미지를 표현하는 매체

연구

내용

Ⅱ.�경관을�형성하는�

기억

- 기억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기억의 방식․매체․유형 변화

- 기억 방식: 암기의 쇠퇴와 회상의 부상, 기억에 대한 주목

- 기억 매체: 회상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의 기억 경험

- 기억 유형: 장소 기억(저장 기억)과 공적 기억(기능 기억)

Ⅲ.�기억�경관의� � � � � � �

출현과�형성

- 20세기 후반 형성된 기억 경관 유형별 분석

-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 메모리얼 공원

- 근대 역사 경관

- 기억 경관의 확장

Ⅳ.�현대�도시에서� � �

기억�경관의� �

표현과�특성

- 경관 조성 단계에서 기억의 선별과 표현

- 국내 기억 경관 사례 분석 

  : 서서울 호수공원, 서소문 역사공원, 남산공원 회현지구

- 경관에서 기억 표현 방식 및 기억 표현 특성

- 장소 기억의 활용과 공적 기억의 형성, 기억 이미지로서 경관

결론
� �요약�및�시사점�

� �연구의�의의�및�한계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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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기억 경관을 구성하는 기억의 방식과 매체, 그리고 유형을 검토

한다. 기억은 오늘날 경관을 구성하는 새로운 요소로서, 20세기 후반에는 기억 

방식의 변화와 기억에 대한 주목, 중요하게 인식되는 기억 매체와 몇몇 기억 

유형에 대한 주목이 나타난다. 먼저 1980년대를 전후로 기억의 방식으로서 암

기가 쇠퇴하고 회상이 부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전자․대중매체의 

발달과 기억에 대한 주목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또한 회상 기억에 대한 주

목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로 ‘기억의 붐’ 시기로도 불린다.

또한 장소와 경관이라는 기억의 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몇몇 기억 유

형을 검토한다. 먼저 ‘장소 기억’의 유형으로 산업 기억, 근현대 역사 및 기억, 

재난 기억, 피해자와 소수를 위한 기억을 살펴본다. 그리고 장소 기억이 경관에 

표현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선별되고 집단적 차원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기억 개념으로서 ‘공적 기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기억은 중요하게 선별된 기억으로, 공적 기억 개념은 기억의 공유와 소통을 통

해 특정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는 과정을 집단 간 기억의 소통이자 기억 네트워

크 형성 과정이라 이해한다. 

Ⅲ장에서는 기억 경관이 20세기 후반, 특히 1970-1990년대 사이에 출현하

고 형성된 과정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실제 도시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억 경관의 사례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즉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

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경관의 출현 및 형성 과

정을 기억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경관 유형별로 정리된 각 절의 전반부에서는 

해당 기억이 등장하고 주목받게 된 사회적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후반부에서

는 기억이 경관 조성 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거나 새로 고안된 경관의 

물리적 형태 및 구조 등의 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Ⅲ장 5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세 유형의 기억 경관이 최근 점차 확장되는 양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본다. 최근에는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기억 유형

과 새로운 부지 및 경관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기억 경관의 범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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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Ⅳ장에서는 기억이 경관에서 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적 기억의 양상

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기억은 경관에 표현되는 과정에서 통용되고 의

미가 부여되며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기억이 선별되고 표현되는 

과정, 기억에 부여된 의미와 역할,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된 방식을 분석함으로

써 경관 조성 시 장소 기억이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 의미와 역할을 지닌 공적 

기억으로 활성화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먼저 장소 기억의 선별과 표현 과정을 토대로 사례 분석틀을 구

성한다. 어떤 기억이 중요하며, 이를 경관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기억의 선

별과 표현 과정은 경관 조성 시 특정 기억이 활성화되는 주요한 단계다. 기억

의 선별 및 표현 과정에서 장소 기억에는 특정 의미와 역할이 부여된다. 이 때 

기억의 의미와 역할은 동시대의 우리가 해당 기억을 인식하는 관점이자, 경관 

조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대중이 기억을 인식하는 관점이 된다. 

이어서 실제 기억 경관 사례를 통해 기억의 선별 및 표현 과정을 검토하고, 

경관에서 기억 표현 방식을 분석한다. 국내 기억 경관 사례로 서서울 호수공원, 

서소문 역사공원, 남산공원 회현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앞서 Ⅲ장에서 논의한 세 

가지 대표적인 각 기억 경관 유형에 속하며, 오늘날 도시 경관에서 기억 표현

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상의 사례 종합 및 교차 분석을 통해 경관에서 기억이 활용된 방식을 도

출한다. 먼저 기억 선별과 관련된 특성으로 기억 흔적의 활용, 기억의 삭제, 그

리고 기억의 터 복원을 살펴봄으로써 물리적인 기억의 흔적이 삭제되거나 실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기억의 터가 복원되는 양상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영향력

을 분석한다. 기억 표현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기억의 주제화 및 개념화, 장소감 

및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억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를 종합하여 Ⅳ장 4절

에서는 오늘날 기억 경관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고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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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관을 형성하는 기억

‘기억’은 기억 경관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다. 경관에서의 기억 

방식은 무엇이며, 경관을 통해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

떤 유형의 기억들이 주로 오늘날 기억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개

인적․주관적․경험적이라 여겨지는 기억은 어떻게 도시의 공공 영역인 경관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

Ⅱ장에서는 경관을 형성하는 기억의 방식과 유형을 검토한다. 먼저 1절과 2

절에서는 기억 방식으로서 암기(memorizing)가 쇠퇴하고 회상(remembering)이 

부상하였으며,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에서 회상을 통해 기억을 경험하는 

방식에 관해 살펴본다. 3절과 4절에서는 경관을 구성하는 장소 기억의 유형과, 

공공 공간에서 합의된 이미지로 형성되는 공적 기억의 특성을 고찰한다. 

1. 기억 방식의 변화

1.1. 전자매체와 대중매체의 발달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망각된다. 이러한 기억의 망각과 소

멸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기억은 ‘매체(media)’에 저장되어 왔다. 매체는 기

억을 저장하며, 동시에 기억을 전달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매체 연

구학자들은 매체의 변천을 말-문자-활자(인쇄)-전자․대중매체로 꼽는데,1)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매체의 변천사다. 선사 시대의 대표적인 기억의 

1) 기억 매체의 변천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한다; Marshall McLuhan,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2, 임상원 옮

김, 구텐베르크 은하계: 활자 인간의 형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Signet Books, 1964, 

박정규 옮김,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5.



26

매체로서 말은 의사소통의 역할 이외에도 구전을 통해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역사 시대에 등장한 문자와 활자는 더 많은 기억의 저장과 

전승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문자는 오늘날까지도 세대를 뛰어넘는 기억의 전

승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장 매체 중 하나이며, 인쇄술의 발전으로 

활자화된 기억과 지식이 대중화되고 민주화될 수 있게 되었다.2)

매체의 변화는 기억 체계와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매체학자 마셜 맥루한

(Marshall McLuhan)의 매체 연구 대부분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전기 시대 혹

은 전자 시대(electric age)로 진입하면서 일어난 매체의 변화, 그리고 인간이 

매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자매체와 대중매체

는 기억 저장 매체의 혁신으로서 소통의 증대 및 기억의 확산을 가져왔다. 

전자․대중매체의 혁신적인 점은 과거와 달리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으며 해당 정보에 대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는 점과 인쇄 매체를 통한 글이나 그림 이상의 시․청각적 정보를 독해하는 동시

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저장 매체의 발달로 기억의 저장이 거

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억 방식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대중 매체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억이 

상호작용 방식으로 덧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기억의 무제한적 

저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기억이 덧씌워질 수 있게 되었다

는 점은 기억의 주체인 모든 개인이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기억을 공유하고 전

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자매체 이전 시대인 활자 시대3)는 인

쇄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 시대로,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자

를 보고 읽는 시각 중심적 특성이 강하며 매체를 통한 전달 방식은 선형적이고 

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61.

3) 매체학자 맥루한은 이 활자 시대를 15세기 독일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의 

시대라는 의미로 구텐베르크 시대(Gutenberg age) 또는 구텐베르크 은하계(Gutenberg galaxy)

라 불렀다; Marshall McLuhan, 구텐베르크 은하계: 활자 인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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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패턴(linear-sequential pattern)을 보인다.4) 그러나 전자매체의 경우, 

매체는 시각적 특성 이외에도 청각적 특성을 포함한 다른 감각들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동시적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아스만은 이처럼 전자․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지속적 

기입이라는 관념이 지속적 덧쓰기의 원리로 대체”5)된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로 기억이 무제한적으로 저장가능하게 됨으로서 “지식은 임의적으로 

복제․처분이 가능하며, 오직 바이트(byte)로 환원되는 정보로 강등”6)되었다. 이

로써 기억은 암기의 대상이 아닌 저장의 대상이 되었고, 어떻게 기억을 잘 외

우고 전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점차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기억을 

무제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전자 저장 매체와 더불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

리할 수 있는 빅 데이터(big data) 기반 정보처리시스템은 인간의 기억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오늘날에는 방대한 양의 기억이 아주 작은 칩에 쉽게 저

장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장된 내용 또한 컴퓨터를 통해 쉽게 꺼내보는 것이 

매우 일반화된 방식이 된 것이다.

1.2. 암기의 쇠퇴와 회상의 부상

전자․대중매체의 급격한 발달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의미하게 여겨졌던 

암기를 위한 기억술(art of memory)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술이 되었다. 

전자매체와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가 갱신되고 수정됨에 따라 암기보

다 유효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인간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

보다 매체를 통해 저장하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컴퓨터와 웹 저장 장

4)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pp.520-521.

5) Aleida Assmann,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4th edition, Munchen: Verlag C.H.Beck oHG, 2009,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2011, p.23.

6)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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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 방대한 양의 기억을 얼마든지 저장하고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으

며, 웹 검색을 통해 알지 못했던 기억과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억, 특히 암기는 상당히 무의미한 방식으로 여겨질 위기에 놓였다. 

20세기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기억의 지위가 약화되는 구체

적인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기억 행위를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에드워드 

케이시(Edward S. Casey)는 1980년대 경 나타난 기억의 약화를 보여주는 몇 

가지 현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200년간 기억과 관련된 영어 어휘 중 사

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많아졌다는 점,7) 암기 방식이 초등 교육 과정에서 사라

졌다는 점, 기억과 암기를 돕는 장치나 방법 등에 관한 관심이 하락했다는 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점차 해체되면서 추억이나 회상이 점차 흔하지 않은 특

별한 현상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니체, 프로이트, 하이데거, 에빙하우스 등 철

학자․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망각(forgetting)’이 새로운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는 점을 꼽는다.8) 20세기 후반 기억의 망각 현상을 연구한 안드레아스 후이센

(Andrea Huyssen)은 20세기 말에는 기억의 침체로 인한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

났으며, 이를 “새로운 매체 기술에 의해 생성된 위험한 문화적 바이러스”9)에 

의한 것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억은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는가? 흥미롭게도, 이러

한 매체의 진화와 더불어 기억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기억의 

다른 측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전승할 수 있는 매체의 진화로 인해 암기 

및 기억술에 관한 관심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회상(remembering)으로서

의 기억,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형성되는 체험적․경험적 기억에 관한 

7) 기억 관련 영어 단어 중 memorous, memorious, memoried, memorist, mnemotechny, 

mnemonize, mnemonicon 등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8)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p.4-10.

9)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Marking Time in A Culture of Amnesia,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5,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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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

‘기억’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케이시에 따르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이 아니라 정보를 기록하고(record), 저장하며(store), 검색하

는(retrieve) 일이다.10)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입력된 정보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가 어떤 기억에 대한 분석과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

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기억과 관련된 작업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간의 기억능력(remembering)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세기 말 기술의 발전으로 기억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난 측

면이 있지만, 이 때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된 기억의 영역은 인간의 암

기와 기억술에 관한 부분이며, 이에 대응하는 기억과 관련된 새로운 측면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이러한 기억 방식의 차이를 ‘기술(ars)’

로서의 기억과 ‘활력(vis)’으로서 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11) ‘기술’로

서의 기억은 기억술로도 불리는 암기법으로서의 기억으로, 고대로부터 이처럼 

암기를 통한 기억의 저장이 인간 기억 능력이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 방식은 전자매체가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오늘날 

전자매체는 인간의 기억 능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술로서의 기억

을 수행하므로 기술로서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쇠퇴하였다.

반면 활력으로서 기억은 저장이라는 과정을 통해 입출력되는 기억이 아니라 

시간이 개입된 회상으로서 기억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로서 기억은 입력된 

기억과 출력된 기억이 정보로 동일하지만, 활력으로서 기억은 출력된 기억이 

입력된 기억과 분명히 구분된다. 회상의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

는 시간이 기억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아스만에 따르면, 고대 로마 수사학에서 ‘기술’로서의 기억은 암기를 의미하

10)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p.2.

11)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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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연설

(actio)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면, ‘활력’으로서의 기억은 인간의 독창적인 

능력이자 힘으로서 상상력, 이성, 기억으로 구성된다고 한다.12) 특히 활력으로

서의 기억은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 기억이다. 이는 고대로부터 저장과 암기를 

설명해온 기억술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아스만은 인쇄 매체의 발달과 함께 정체성 문제가 활력으로서 회상 기

억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억들이 민족 집단에서 공유되어야 하며, 이 기억이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집단 정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사회적․문

화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3) 정체성의 문제

는 20세기 후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는데, 특히 세계대전 이후 

불거진 냉전 체제가 종식된 1989~1991년 사이에는 정체성과 기억에 대한 정

치적 논의 및 표현이 급증하였다.14) 20세기 말 냉전이 종식되고 양극화가 막을 

내리면서 유럽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이 되살아나고 언어, 문화, 

역사, 신화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15)

이처럼 기술의 발전 이외에도 기억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들이 있다. 아

스만은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기억 변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제프리 올릭

(Jeffrey K. Olick)은 과거를 대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태도로 인해 표출되

는 ‘후회(regret)’의 정서가 집단의 기억 방식과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보았

다.16)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상실되는 

12)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35.

13)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119-121.

14) David W. Bright, “The Memory Boom: Why and Why Not?” eds. Pascal Boyer and 

James V. Wertsch, Memory in Mind and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241, 245.

15)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81.

16) Jeffrey K. Olick, The Politics of Regret, New York: Routledge, 2007, 강경이 옮김, 기억의 
지도, 서울: 옥당, 201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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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보존하고 경험하는 기억의 장소들이 등장하였다고 보았다.17)

이처럼 20세기 후반에는 기억 방식이 암기에서 회상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관찰된 것이며, 

매체 기술의 변화를 기초로 기억 방식의 변화를 이끈 다양한 요인들이 여러 연

구에서 분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한 가지 대표적 현상으로 1980년

대를 전후로 시작된 기억의 붐(memory boom)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오늘날 도시에 조성되는 기억 경관이 처음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와 같으며, 이 

시기 기억에 대한 주목하게 된 현상으로서 기억의 붐은 기억을 활용한 장소와 

경관이 출현하게 된 중요한 사회적 배경의 하나로 추정된다.

1.3. 기억에 대한 주목

‘기억의 붐’이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기억이라는 주

제가 급격히 부상한 현상을 일컫는다. 이 시기는 “공공 메모리얼과 기념이 빠

른 속도로 급증한 시기이며, 정보통신학, 수사학, 역사학, 종교학, 건축학, 철학, 

사회학, 영문학, 문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기억학(memory 

scholarship)이 급격하게 성장한 기억 산업(memory industry)의 시기”18)다.

1980년대 경 기억의 붐이 발생하였다는 현상의 진단은 여러 연구에서 논의

된 바 있지만, 어떤 요인이 기억에 대한 주목과 기억 논의 급증을 촉발시켰는

가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거의 없다.19) 이러한 기억의 붐 현상을 1990-2000년

17) 혹은 기억의 ‘터’로 번역하기도 한다. 피에르 노라가 제시하는 기억의 보존 매체인 ‘장소’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실제 물리적 장소 이외에 다양한 기억의 정박지(anchorage)를 의미한다. 

Pierre Nora et al., Les Lieux de Memoire. Paris: Gallimard, 1984, 김인중 옮김, 기억의 장
소Ⅰ. 공화국, 파주: 나남, 2010, pp.31-34.

18)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2017, p.3.

19) 연구마다 기억의 붐이 발생한 요인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정체성과 다문

화주의에 대한 우려, 근대 민족 국가의 해체에 대한 반향, 포스트 모던적 전환에 따른 공식 

역사에 대한 불신, 과거와 현재 간 분화와 관련된 인식 증가, 근대의 여러 사회적 변화에 대

한 반향, 2차 세계대전과 유태인 홀로코스트의 영향 등이 기억의 붐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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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이르러 정리한 제이 윈터(Jay Winter)와 안드레아스 후이센(Andreas 

Huyssen)의 연구를 통해 1980년대를 전후로 나타난 기억의 붐 현상이 무엇이

며 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도시에 조성되는 기억 경관과는 어떤 접점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윈터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의 문화․사회적 변화와 기억․역사 인

식 변화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 중 하나다. 그는 1980년대 기억의 붐 현상을 국

가 단위를 넘어서는 우리 세대의 특징적 현상으로 인식하였는데,20) 이는 그가 

기억에 대한 주목이 결국 1990년대에 이르러 역사학 분야에서 문화사, 정신사, 

노동사, 역사기록학 등에 주목하는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형성하면서 

역사학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이러한 기억 

연구 방법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윈터는 20세

기 후반 기억에 대한 주목 현상을 “우리 세대의 역사적 특징(historical 

signature of our own generation)”으로 이해하였다.21)

윈터는 본래 근대 이후 기억에 대한 매료(fascination) 또는 집착

(obsession)이 나타나는 기억의 붐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1890

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특히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억이 주목을 받았으며 이러한 기억의 주목은 제 1차 세계대전과도 연관된다. 

지목되었다.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pp.3-4.

20) 이에 대한 반론으로 가브리엘 로젠펠트는 “기억의 출현은 동시대 서구 문화권에서 주로 발달

하였으며, 세계적이거나 문화적, 지적 삶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기억

의 붐은 오직 서구권에서만 일어났다는 반론이라기보다 기억에 대한 집착(obsession with 

memory), 기억 열광(memory craze), 기억 열병(memory fever), 기억 대유행(memory 

epidemic) 같은 기억에 대한 주목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20세기 후반 서구 유럽 이외의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즉, 로젠펠트의 반론

은 20세기 후반 기억 주목 현상은 서구권 국가에 국한되어 시작되었으며 지역마다 시기적으

로 기억에 대한 주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광범위하게 일어나

고 있는 기억 주목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Gavriel D. Rosenfeld, “A Looming 

Crash or a Soft Landing? Forecasting the Future of the Memory Industry,”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81(1), 2009, pp.124-126.

21) Jay Winter,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s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Canadian Military History 10(3), 2001,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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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경 나타난 두 번째 기억의 붐(memory boom)은 

첫 번째 기억의 붐 시기에 주목했던 정체성이 파편화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기억에 주목하게 된 현상이라 분석하였다. 기억의 붐 논

의의 선구자 격인 프랑스 사학자 피에르 노라가 『기억의 장소』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쓸려나간 기억을 찾는 작업에 주목하는 변화를 짚어낸 것 또한 이러

한 현상의 일환이다.

다만 두 번째 기억의 붐은 첫 번째 기억의 붐처럼 정체성의 문제만을 다루

지는 않았다. 윈터는 1970년대-1980년대 사이 나타난 두 번째 기억의 붐과 관

련된 여러 기억 작업에서 기억을 다루는 다양한 형식이 있었고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노스탤지어에 대한 주목이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과 서사의 유지, 전쟁 등 거대한 재난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것, 또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학살 행위인 홀로코스트에 대응하기 위

한 방법 등으로 기억이 주목받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22)

윈터는 이러한 기억의 붐의 발생 요인을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하였다. 요약

하자면, 먼저 양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홀로코스트와 관련하여 나타난 된 공적 

기념(public commemoration)의 급증, 그리고 하이픈(-)으로 표시되는 유태계-

미국인, 아프리카계-미국인, 아일랜드계-미국인 등의 증언 메시지로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과거의 기억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20세기 말 부유

함 및 교육 수준의 증가, 소설이나 영화, 박물관 등에서 유행하는 주제로 부상

한 가족사(family history)의 전승, 전쟁 후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및 문학적 관심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요인의 벡터들로 형성된 역사학 분야의 

문화적 전환 및 변화한 기억 연구 방법의 세계화로 정리된다.23)

22) Jay Winter, “Notes of the Memory Boom: War, Remembrance and the Uses of the Past,” 

ed. Duncan Bell, Memory, Trauma and World Politics: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 and Present,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6, pp.55-56.

23) Jay Winter,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s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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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비교문학자인 후이센은 20세기 말 기억의 부상과 함께 기억의 쇠

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의 대표 저서인 『Twilight 

Memories』는 20세기 말 동시에 나타난 문화적 기억상실(amnesia)과 기억에 

대한 집착(obsession)을 분석하며, 이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가 단순

히 불안과 우울을 동반한 세기말적 신드롬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후이센이 20세기 말 ‘기억’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황혼, 쇠

퇴, 또는 박명을 의미하는 ‘twilight’는 당시 기술적 근대화와 시간적 변화의 가

속화로 인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던 기억(generational memories)이 쇠퇴하

는 상황, 그리고 기억의 지위 또한 그 자체로 희미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

어다. 그러나 ‘twilight’는 기억이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는, 기억의 현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최첨

단 기술과 매체 발달, 세대를 이어 전승되지 않는 세대적 망각으로 인한 기억

상실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1980년대 초부터 지속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 의해 시간과 시간성, 기억과 같은 주제들은 지속적으로 격하되어 온 현

상을 기억상실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기억 상실이 20세기 말 문화적 기억

의 특징적 현상인 동시에, 왜 박물관의 인기나 기념비와 메모리얼의 재기와 같

은 기억에 대한 집착과 같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가에 주목했다.

후이센은 1980년대 나타난 기억의 붐 현상이 기억에 대한 집착 또는 기억

의 부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라 지적한다. 기억의 붐으로 인해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문화적 기억 또는 집단 기억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

했으며, 1980년대 경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독일 등 유럽 등지와 미국을 포

함하는 서구 사회는 기억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다루며 박물관과 메모리얼을 

계속해서 건설했다. 또한 정치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성별, 성정체성, 인종과 

관련된 사회적 정체성 논쟁에서 기억이 폭넓게 다루어졌다.24)

24)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Marking Time in A Culture of Amnesia,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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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과 기억에 대한 집착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후이센

은 이를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러 징후들이 뒤섞여있는 일종의 포스트모던적 혼

성모방(pastiche)의 증상으로 이해했다. 즉, 20세기 말에 이르면 근대라는 시대

는 유토피아적이고 급진적이며 더 이상 단순화될 수 없는 타자(other)로서, 20

세기 말에 이르러 근대라는 대상을 새로움(the new)을 기념하는 시대로 표기하

고자 하는 시간성의 형식(structure of temporality)이 이러한 모순에 의해 위기

를 겪고 있는 징후가 기억 상실과 기억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25)

여기서 ‘시간성의 형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시간 또는 ‘기억’을 표현하는 

형식을 일컫는다. 시간성은 과거-현재-미래로 구분되는 시간의 특징으로서, 특

히 문화․예술에서 매체를 통해 표현된다. 시간성은 과거 및 과거로부터 이어지

는 현재의 시간, 바로 ‘기억’이 된다. 따라서 ‘시간성의 형식’은 넓게 보면 ‘기억

의 매체’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이센의 표현을 ‘기억’과 ‘매체’로 수정하면, 우리는 오늘날 근대의 

기억이라는 타자(the other)를 중요한 것 또는 진기한 것(novelty)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기억을 기념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억상실과 기억에 대한 집착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기억을 표현하는 기존의 

전통적 표현 형식과 매체가 근대 기억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억에 대한 집착은 기억 상실의 

반작용이기도 하다. “기억의 열병(mnemonic fever)”은 기억상실이라는 바이러

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며, 기억 상실의 반응적 태도로 정리되었다.26)

이상의 기억의 붐에 관한 연구는, 기억 매체의 변화 이외에도 기억 방식으

로서 회상이 부상하게 된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윈터의 기억의 붐에 대

한 분석은 기억 행위가 단순히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것을 넘어 광범위

하게 등장하였으며, 이를 촉발시킨 사회적 배경이 전쟁이나 정체성에 대한 주

25)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Marking Time in A Culture of Amnesia, p.6.

26)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Marking Time in A Culture of Amnesia,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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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이외에도 역사적․정치적․경제적․학문적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있음을 설명한

다. 또한 후이센이 기억에 대한 주목 현상을 기억 상실의 반작용으로서 언급한 

것은, 노라가 근대 이후 역사의 가속화로 기억이 급격하게 상실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기억의 장소’가 등장하였다고 설명한 것이나, 아스만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험 기억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문화 기억으

로 번역하여 저장되는 ‘기억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언급과 맥을 같이 한다. 

기억 매체의 발달 과정을 통해 암기로서 기억의 방식이 쇠퇴하고 회상이라

는 경험적 기억 방식이 증가하였음을 살펴보았다면, 기억의 붐 연구는 우리가 

‘가까운 과거’로서 아직 역사화되는 과정에 놓인 근현대 시기의 기억을 여러 가

지 이유로 중요한 기억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억들이 상실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경험하기 위한 방식이 고안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주변에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기억 이미지를 형성하는 회상과 

관련된 여러 매체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매체 중 본 연구의 대상이자 

기억 부상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매체로서 장소, 그리고 경관이 회상 매체로서 

지니는 특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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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상 기억의 매체 

2.1.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 

매체는 각각 고유한 형식적 특성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사람들 간의 사회적 

소통을 매개하므로 기억-개인, 개인-개인, 개인-사회 간 매개와 소통 방식을 

규정한다. 앞서 매체의 발전사를 말-문자-활자-전자․대중매체의 변화로 언급하

였지만, 실제로 기억을 담고 전달하는 매체의 종류는 훨씬 더 다양하다. 맥루한

은 말과 글, 화폐, 인쇄, 사진, 신문, 광고, 영화,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의 특

성을 분석했고,27) 아스만은 문자, 언어, 그림, 몸, 장소와 같이 문화적 기억으로 

통하는 매체의 특성을 탐구했다.28) 기억은 몸이라는 내부적 매체에서 벗어나 

외부적 매체에 저장되고 전달될 때 지속성과 문화적 차원을 획득하기에, 매체

는 기억을 저장하는 동시에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문화적 기억 개념을 주창한 

아스만은 매체를 “문화적 기억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질적 기반이며 보조수

단으로, 인간의 기억들과 교호작용을 한다”29)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장소와 경관은 기억이 가장 먼저 저장되고 습관화되는 

‘몸’과 대비되는 외부적 기억 매체다. 이는 회상과 경험을 위한 기억을 주체인 

인간 몸 외부의 장소와 경관으로 옮겨 저장해둔다는 의미이다. 장소와 경관은 

활자나 그림, 전자매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재현하며, 회상하고 

경험하게 한다. 장소와 경관에는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며, 장소와 경관을 통해 

회상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절에서는 먼저 장

소와 경관이 회상 기억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 고대 기억술에서도 ‘장소’는 암기를 위한 중요한 매체였다. 암기로서의 

기억술(art of memory)은 기억을 위한 연상법에서 공간 이미지에 의존했다. 즉 

27)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2001.

28)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22-24.

29)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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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된 어떤 사실은 감성적 환기력이 있는 이미지와 연결되고, 이 이미지들은 

친근하면서도 상상적인 장소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행동 X를 장

소 Y에서 한 것을 떠올리고, 이와 함께 어떤 상황 C에서 어떤 사람 P가 있었

던 것을 인식하면서 장소 Y의 특징과 사건을 연관지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장

소에 기반한 기억 연상법의 예시다.30) 기억술에서 볼 수 있듯이, 암기된 기억은 

공간의 이미지를 통해 상상적으로 매개됨으로써 다시 살아있는 기억으로 재현

된다. 암기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가 가진 상상적 특성, 즉 이미지를 상상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특징은 암기술이 쇠퇴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범주이며, 회상 기억의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회상 기억의 관점에서 장소는 외부적 기억의 매체이자, 어떤 기억을 불러일

으키는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매체가 된다.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가? 먼저 노

라의 견해로는, 오늘날 도시에서 장소와 관련된 기억은 대체로 더 이상 일상적

이지 않으며 상실된 혹은 상실되어가는 상태의 기억이 대부분이다. 노라는 근

대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기억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억의 장소가 나타난다

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원인은 양차 세계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파괴

와 단절, 그리고 기억 저장과 공유의 측면에서 막대한 변화를 가져온 디지털 

매체의 발달 때문이다. 이로써 노라는 20세기 후반 우리가 기억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 것은 이제 더는 기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진정한 기억, 살아있는 기억은 대부분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오늘날 도시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환경(milieux de memoire)’

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억의 흔적이자 잉여물에 지나지 않는 ‘기억의 터(lieux 

de memoire)’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31)

한편 아스만은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여겨지는 기억들 또한 장소에서 회상

된다고 보았다. 아스만은 특정 시대의 기억이 문화적으로 번역되어 전승된다는 

30)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p.213.

31) Pierre Nora et al., 기억의 장소Ⅰ. 공화국,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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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문화적 기억’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때 문화적 기억은 경험 기억이 미

래에 상실되지 않기 위해 번역된 기억32)이다. 경험 기억이 개인의 몸, 신체, 또

는 신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심리적 기제를 통해 기억의 동력을 얻는 반면, 

문화적 기억은 이러한 자체적 기구로서 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억

의 매체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매체는 문화적 기억이 뿌리내리고 있는 물질

적 기반으로, 경험 기억은 대부분 매체라는 형식을 통해 문화적 기억으로 번역

된다. 특히 장소는 상실되는 기억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현시대에 의미 있는, 따

라서 회상될 필요가 있는 기억들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된다.

그렇다면 경관은 어떤 매체이며,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는 어떤 차이가 있

는가? 경관은 일반적으로 자연 또는 자연환경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학문 

분야에서는 조경학, 지리학, 역사학, 생태학, 문학, 미술사학 등의 분야에서 공

간 범위를 기반으로 시각화된 풍경을 의미한다. 기억의 매체로서 경관이 보여

주는 특징은, 공간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혹은 기억을 기반

으로 이미지화되어 형성된다는 점이다.

2000년 유럽 경관 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ELC)은 경관

(landscape)을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자연적 요인 및 인간

적 요인 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결과물”33)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경관이 

인식적 차원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경관은 사람들이 인식을 통해 

형성하는 기억의 이미지와 관련된다. 즉, 어떤 경관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

지로 인식되는데,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면 경관과 관련된 기억 또한 사람들에

게 경관을 통해 이미지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경관은 ㄱ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되어 표출된 개념이 된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기억과 관련된 도시 경관의 인식을 비자의

적 기억(mémoire involontaire)과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벤

32)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15.

33) Council of Europ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1조 a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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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민은 19세기의 베를린과 파리 등의 도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기억

들은 지적 노력이나 의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각적 자극에 의해 자

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으로서 비자의적 기억이라 설명한다. 이처럼 도시를 산

책하는 과정에서 도시 경관과 맞닥뜨리게 될 때, 유년 시절을 비롯한 여러 기

억의 층위에 묻힌 파편들이 비자의적으로 떠오르며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 과거

의 기억들은 현재와 만나 서로 충돌하고 상호 침투하면서 기억의 이미지는 변

증법적으로 형성된다.34) 변증법적 이미지의 개념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으로서 

떠올리는 과정에 현재의 관점 또는 의미, 생각들이 개입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경관에서 이미지로 구현되는 회상 기억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경관은 최근 문화유산의 범주에 점차 포함되고 있어, 역사적 흔적을 

표현하는 매체로도 주목받고 있다. 유네스코(UNESCO)가 2011년부터 새로운 

문화유산 유형으로 지정한 역사 도시 경관(historical urban landscape)이 대표

적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여러 국제보존원칙에서 

경관은 과거 문화유산의 주변 요소로 취급되던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35)

이처럼 기억과 역사적 흔적을 포함한 경관은 조성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

에서, 장소에 물리적 흔적으로 남겨진 기억이 재현되고 인식되는 구체적인 대

상이 될 수 있다. 조경은 경관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다루며 조성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경관이 역사적 흔적을 내재한 양피지(palimpsest)라면, 조경은 경관에 

퇴적된 지층들을 다시 시각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36) 기억의 풍경을 만들

어내는 작업은, 공간에 쌓여 있는 장소 기억들을 시각화하고 경험할 수 있게 

34) 이용란, "발터 벤야민의 기억 이론," 미학 83(1), 2017, pp.199-207.

35) 채혜인․박소현,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개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1(2), 2015, pp.253-260.

36) 헌트는 경관을 이전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경관이 덧씌워지는 양피지에 

비유했다. John D.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4, p.6.



41

하는 작업이다. 조경은 설계를 통해 경관에 남겨진 기억과 시민 사이의 중개자

(agent)로 기능한다.37)

특히 경관은 상실된 기억을 회상하는 매체이자, 직접적인 기억의 이미지로 

기능한다. 이는 경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

다는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95년 철거된 서울의 구 조선총

독부 건물38) 철거 논의에서 조선총독부 철거 및 경복궁 복원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경관’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9) “주산인 백악을 배경으로 하

여 광화문 앞으로 난 육조대로에서 볼 때 훌륭한 도시 경관을 이룬다”40)거나, 

1995년 1월 1일 여러 신문 제1면에서 문화체육부가 컴퓨터로 합성한 조선총독

부 철거 이후 모습을 게시하며 “조선총독부가 헐리고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경복

37)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Risskov: IKAROS 

Press; Basel: Birkhäuser, 2015, p.98.

38) 현재 경복궁 입구에 위치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1945년 광복 이후 정부 기관의 건물인 

중앙청으로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고, 1995년 8월 15일 해체되었다.

39) 손은신·배정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한국조
경학회지 46(4), 2018, p.32.

40) 이상해, “서울 600년의 건축적 사건들: 경복궁 경희궁 복원과 옛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문제,” 

건축 35(2), 1991, p.55.

그림� 2-1.� 동아일보� 1995년� 1월� 1일자�기사에�실린�조선총독부�모습

(왼쪽)구�조선총독부�건물이�남아있는�당시�모습� (오른쪽)철거�후�예상되는�

모습을�문화체육부에서�컴퓨터로�합성한�모습

(출처:� 동아일보사�편집부,� “구�총독부는�가고� 경복궁이�다가온다,”� 동아일보,� 199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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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의 전경”41)을 기대하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 경관은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 

실재하던 당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 철거로 인해 얻게 될 가치이자 대상을 지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곧 경관이 ‘이미지’, 즉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

거를 통한 역사적 ‘과거 청산’의 이미지를 나타냄을 보여준다[그림 2-1]. 

이처럼 상실된 과거 시점에 대한 기억이 이미지로서의 경관으로 표현되는 

양상은 영국의 전원적 풍경 인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18~19세기경 확실히 

산업화된 영국에서는 이 시기 전원적 풍경을 영국적인, 특히 잉글랜드적인 것

으로 보는 이상한 동경의 시선이 나타난다.42) 1870~1900년 영국에서 전원적 

풍경에 대한 이상이 갑자기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도시

화가 절정에 이르면서 현실이 보여주는 영국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이상적 영국

의 모급을 시골과 전원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녹색의 들판, 자연스럽게 뻗은 나

무들, 낮은 구릉, 오솔길과 밀밭의 농가 같은 영국의 전원 풍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안식처를 상징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핵심 요소였다[그림 2-2].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농촌의 많은 부분이 사라져버

리고 변화하던 시기에 시골과 농촌에 대한 향수 혹은 환상처럼 등장한 전원적 

41) 경향신문사 편집부, “구 조선총독부가 헐리자 경복궁이 한눈에,” 경향신문, 1995년 1월 1일; 

동아일보사 편집부, “구 총독부는 가고 경복궁이 다가온다,” 동아일보, 1995년 1월 1일.

42) 박지향, “전원적 잉글랜드,”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서울: 기파랑, 2006, pp.59-60.

그림� 2-2.� 제� 2차� 세계대전�당시�영국군�모병�홍보�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구릉과�들판,�자연스럽게�드리운�나무와�농가,� 밀밭의�풍경�등� ‘영국적인�전원�

풍경’을� 지키기�위해�전쟁에�나가�싸울�것을�독려하고�있다.� (출처:� iwm.o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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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은 20세기 초에 영국의 국민성과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43)

정리하자면 장소와 경관은 상실되거나 역사화되는 과정에 놓인 기억, 동시

에 현재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인식되는 기억이 저장되는 공간

적 범위이자 인식된 기억이 구현되는 이미지의 형식이다. 또한 공간 범위 안에 

들어가 기억을 회상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엄밀히 구분하자

면 장소는 경관이 형성되는 공간적 기반이자 범위가 되며, 경관은 장소를 기반

으로 가시화된 기억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매체가 된다.

2.2. 기억의 보존과 경험

장소와 경관에서 기억을 회상하기 위해, 기억은 이들 매체에 저장되어야 하

며 사람들은 장소와 경관에서 기억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경험하는 과정을 거친

다. 즉, 장소와 경관은 회상 기억의 매체로서, 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도시 공

간에 표현하여 경험하게 하는 고유한 매체인 것이다. 기억의 흔적이 보존될 때, 

기억이 경험될 때 장소와 경관 고유의 매체적 특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절에서는 기억의 회상과 경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와 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기억의 ‘보존’과 ‘경험’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기억의 보존과 매체적 특성

장소와 경관에 기억이 저장될 때, 이 기억은 대체로 장소와 관련이 깊거나 

장소에 남겨져 있는 기억이다. 장소는 기억의 ‘증거’로서 여겨지는데, 이는 기억

의 장소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다. 어떤 사건이나 과거의 흔적이야

말로 진정한 기억의 흔적이며, 진정한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

문이다. 케이시는 장소는 과거를 현재에 소생시키고 사회적 기억의 생산과 재

43) 박지향, “전원적 잉글랜드,” pp.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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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수행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험의 담지체(container)로서 그 자체

로 강력한 내재적 기억력(memorability)을 가지므로,”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

한 기억은 모두 “본질적으로 장소 지향적(place-oriented)이며 적어도 장소 기

반적(place-supported)”44)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장소에

서 기억의 저장이란 기억의 흔적을 보존(preservation)하는 것이 된다.

장소와 경관은 어떻게 기억의 흔적을 보존하는가? 장소와 경관이 전자․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전자․대중매체는 용량의 제

한이 거의 없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접속하여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컴퓨터와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의 빅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장소

와 경관은 물리적 크기와 위치에 제약이 있으며, 모든 기억의 흔적을 보존하거

나 경험 또는 회상할 수도 없다. 

이러한 매체적 특성은 기억이 보존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장소와 경관

에서 기억은 정해진 공간 범위에 한정되며, 도시 내에서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기억의 흔적이 보존될 수 

있는가? 한 장소에서는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와 사건들

이 일어났지만, 장소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기억

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장소에는 모든 기억의 흔적

이 남아 있지 않으며, 대부분 최근의 흔적들만이 남아있다.

설령 여러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흔적을 장소에 모두 남기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장소와 경관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처럼 흔적을 나열하고 전시

하는 매체가 아니라, 흔적에 담긴 기억과 의미를 표현하고 경험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기억의 장소는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기억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의미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 기억

은 언제라도 새로운 도시의 개발 압력에 의해 철거될 수 있다. 박물관의 유물

44)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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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처럼 나열된 기억의 흔적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기억

의 흔적이 남겨진 장소는 곧 가치를 잃고 다른 장소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매체적 특성은 결국 ‘어떤 기억이 보존될 것인가?’라는 기억의 선별

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요한 위치나 물리적 범위가 큰 장소와 경관일수록,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일수록 보존될 기억을 판단하고 선별하

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1995년 철거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나,45) 25년 후 같은 위치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서 촛불

집회나 이순신 동상 이전 등 기억의 상징적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격렬하게 제

기된 것46) 등의 경우를 통해, 중요한 위치나 규모가 큰 공공 공간일수록 경관

에서 표현되는 기억 선별의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극렬한 논쟁들이 쉽게 발생

하며 공적으로 공유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는 공공의 

집단, 시민 또는 적어도 주변 지역 집단이 기억의 선별 기준을 수용할 수 있어

야 한다. 공공 공간에서 사람들은 의도적이지 않게 경관에서 표현되는 기억의 

이미지를 비자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47) 특히 경관은 장소에 형성된 ‘이미지’

로서 기억의 의미와 상징적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공공 

공간에서 기억의 상징적 이미지는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고 읽히게 된다. 따라

서 도시 공공 공간에 보존되는 기억에는 공적 의미와 상징성이 내포될 가능성

이 높으며, 보존되는 기억의 가치가 공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 기억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기억 경관이 철거될 수도 있다.

45) 손은신·배정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pp.21-35.

46) 박대로, “광화문광장 설계자 ‘이순신상 이전-촛불문양 포기’,” 동아일보, 2019년 1월 25일; 배

정한, “광화문광장, 과정이 중요한 이유,” 한겨레, 2019년 2월 15일.

47)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자의적’이라는 용어는 발터 벤야민이 경관에서 기억 이미지를 경험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이용란. "발터 벤야민의 기억 이론,"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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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의 경험과 매체적 특성

기억의 외부적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은 내부적 매체인 몸 바깥에 기억을 저

장․보존할 수 있게 하는 매체다. 장소와 경관이 외부적 매체이기 때문에, 이들 

매체에서 기억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장소와 경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억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된다. 

방문은 직접적으로 해당 장소가 위치한 곳에 방문하는 것, 또는 장소에 대

한 자료가 충분한 경우 다양한 사진, 영상, 도면, 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

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간접적 방문의 경우 완전한 기억의 경험을 형성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기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

으며,48) 이러한 간접 경험 정보들은 실제로 공간을 직접 방문했을 때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방문 행위는 사람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소와 경관을 방문하고, 

가장자리와 입구를 지나 공간 내부를 가로지르며 직접 이동하는 것은 장소 기

억을 회상하고 경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방문과 이동을 통한 ‘나’라는 

주체의 움직임은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이동하는 속도, 주의 깊게 살펴보

는 요소 또는 시야 등을 주체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장소와 경관

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는 방문을 통해 장소와 경관에서 원하는 방식과 속도

로, 여러 번 회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Vietnam Veterans Memorial)과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 사례에서 이처럼 방

문자들이 이동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베트남 참

전용사 메모리얼을 설계한 마야 린(Maya Lin)은 이 메모리얼은 변하지 않는 

기념비가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구성되는 작품(moving composition)으로서, 기

억은 메모리얼을 걷고 찬찬히 돌아보면서 경험되며, 칼로 베어낸 것처럼 살짝 

열린 메모리얼을 방문자가 걸어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메모리

48) 최근에는 VR 기계 등을 통해 증강현실로 구현된 장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47

얼이 완성된다고 보았다[그림 2-3].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운영 위원으로 참여한 

제임스 영(James E. Young)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내부에 들어가면 하늘과 

빛만이 보이고 바깥의 도시 풍경과 소리는 점차 사라지며, 중간 깊은 곳까지 

가면 도로 소음도 사라지고 기둥이 깊어지면서 시야에는 기둥 위아래와 하늘, 

근처의 다른 방문자만 남겨진다고 설명했다. 메모리얼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편안하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어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메모리얼 한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처럼 고독감과 

분리감을 경험하는 변화가 나타난다[그림 2-4].49)

한편 방문은 장소와 경관에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이나 끔찍하고 슬픈 

49)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6, pp.4, 10.

그림� 2-3.� 미국�워싱턴의�베트남�참전용사�메모리얼을�걸어서�이동하며�경험하는�사람들�

(출처:�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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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불편한 기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슬픈 기억, 특히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이나 멜랑콜리(melancholy)와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기억들은 상실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우울증처럼 병적 증상으로 

연결되거나 정신병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억과 관

련된 사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이 있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

할 수 있다. 이러한 병적 상태 유발은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전쟁에 참전하여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비슷한 

전쟁 영화를 보면 과거 느꼈던 기억이 다시 비자의적으로 나타나 고통을 유발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실제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 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을 가진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일종의 회피 반응을 보이며,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과 행동을 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회피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를 위한 인지 행동 치

료 기법의 경우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

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스스로 세워봄으로써 자기 통제감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50) 이는 자기 통제를 통한 안전에 대한 감각

그림� 2-4.� 독일�베를린의�홀로코스트�메모리얼을�경험하는�사람들� � � � � � � � � � � � �

(왼쪽)가장자리에�앉아서�쉬고�있는�사람들,� (오른쪽)내부를�지나가는�사람들�

(출처:� (왼쪽)AFAR,�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afar.com,

� � � � � � � � � � � � � � � � � (오른쪽)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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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억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기억에 대해 공포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지 않은, 치료가 필요하

지 않은 일반인에게 이러한 외부적 기억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의 이동과 자율

적 통제 감각은 중요한 특성이다. 장소와 경관에서 기억의 흔적은 ‘나’의 외부

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은 몸에서 분리된 기억으로 인식되며, 기억의 장

소와 경관에서 이 흔적은 기억 장면을 직접적으로 재현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자는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기억의 경험

을 중단하거나, 이동을 통해 경험 속도를 늦추거나 경험하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억의 흔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감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장소와 경관에 남겨진 흔적으로서 여러 다

양한 기억들, 심지어 불편한 기억들까지도 간접적으로 경험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51)

50) Jesse H. Wright, Monica R. Basco, and Michael E. Thase, Learning Cognitive-behavior 
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06, 김정민 옮김, 인지행동
치료, 서울: 학지사, 2009, pp.211-215, 227-228. 

51) 단,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기억 주체의 경우 이러한 간접 

경험이 가능하기까지 충분한 치료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완전히 극복하기 어

려울 수도 있다. 2001년 9.11 테러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미국 뉴욕 9.11 메모리얼

의 경우 테러가 일어난 지 10년 이상의 지나고 메모리얼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던 2010년대 

중반에도 테러를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메모리얼 방문을 꺼리거나 

힘든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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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 기억의 유형

장소가 기억을 보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억

을 기록, 표현, 재생할 수 있는 장소의 매체적 잠재력에 의한 것이다. 이 장에

서는 기억 경관의 공간적 기반이자 범위인 장소에 남겨진, 또는 재현되는 기억

의 흔적으로서 장소 기억(place memory)의 유형을 살펴본다. 

장소 기억 개념을 제시한 에드워드 케이시에 따르면, 회상의 측면에서 장소 

기억은 기억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존속시키며 회상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매체가 된다.52) 본 연구에서는 회상 측면의 장소 기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회상의 장소 기억은 과거의 기억을 물리적 흔적으로, 또

는 터의 기억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회상할 수 있게 한다. 어

떤 장소 기억의 유형들이 기억 경관에서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는가? 이 절에서

는 앞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기억 경관의 주요 유형으로 살펴보았던 포스트 인

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의 사례에서 주목받은 중요한 

장소 기억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 장소 기억의 유형들이 현재 기억 경관에서 활용되는 모든 기억 유형을 

포괄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유형의 기억은 20세기 후반 활발하게 

조성되기 시작한 기억 경관의 출현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은 기억이자, 오늘날 

기억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억임에는 분명하다. 

3.1. 산업 기억

산업 기억은 20세기 후반 탈산업화를 겪으며 유기되거나 폐쇄된, 또는 황폐

화된 산업 경관에 남겨진 흔적으로서 기억을 의미한다. 산업 기억의 흔적에는 

남겨진 산업 잔해, 유기된 건물과 공장, 시설, 인프라스트럭처, 빈 유휴부지, 근

로자와 인부들이 남긴 흔적, 또는 산업 시설의 영향을 받은 주변 도시 경관 등

52) Edward S.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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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될 수 있다.

산업 기억은 기존 연구 및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사례에서 크게 세 가

지 관점, 산업 유산, 오염되고 위험한 부지, 그리고 상흔으로 인식된다. 탈산업

경관의 문화유산적 보존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관점이 산업 유산이라면, 탈산

업 부지의 오염과 산업 시대의 그늘진 측면을 인식하는 관점이 오염되고 위험

한 부지로서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상처이자 흉터로서 인식하는 상흔은 그 

중간 단계의 관점이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 주로 등장하는 산업 기억

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산업 부지를 인식하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 유산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산업 부지와 기억의 흔적을 유산으로 보는 관점, 

즉 ‘산업 유산(industrial heritage)’의 관점이다. 20세기 말 산업 부지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서 산업 유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산업 유

산 관점은 탈산업 시설과 기억을 근현대 역사의 일부로서 산업 시대의 유산처

럼 이해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독일의 푈클링겐 제철소나 졸페라인 탄광 산

업단지처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업 유산은 물론, 공원 조성이나 

도시재생 시 폐산업 시설을 이용할 때도 산업 유산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 박물관(Tate Modern Museum), 미국 시애틀의 개스 웍스 

공원(Gas Works Park), 중국 베이징의 798 따산즈(大山子) 예술지구 등의 산

업 유산 관점의 기억 경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그림 2-5], 산업 기억과 흔

적은 탈산업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

서53)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하나로 여겨진다. 

산업 유산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0년대 영국으로, 18세2

53) 박재민․성종상,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 2012,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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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산업혁명 시기의 산업 유산들이 낙후되고 파손되면서 20세기 중반 철거 위

기에 처하자, 이러한 폐산업 시설을 유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산업혁명 시대의 기념물․대상지․구조물의 발굴, 보존, 연구 등과 관

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산업 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 분야가 등장하기도 

했다.54) 산업 유산의 개념 및 산업 고고학은 20세기 후반 점차 국제적으로 확

장되었고,55)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산업 유산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특

54) 산업 고고학은 1960년대 마이클 릭스(Michael Rix)가 영국에서 처음 제기하였다; Michael 

Rix, Industrial Archaeology, The Historical Association, 1967.

55) 특히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산업 고고학이 확산되며 관련 학회들이 다수 설립된다. 대표

적으로 영국의 AIA(The Association for Industrial Archaeology), 미국의 SIA(The Society 

for Industrial Archaeology), 프랑스의 CILAC(French Comité d'information et de liaison 

그림� 2-5.� 산업�유산을�활용한�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위)독일�졸페라인�폐탄광,� (오른쪽�위)영국�테이트�모던�박물관,� � � � �

(왼쪽�아래)중국� 798� 따산즈�예술지구,� (오른쪽�아래)미국�개스�워크�공원�

(출처:� (왼쪽� 위)zollverein.de� (오른쪽� 위)tate.org.uk� (오른쪽�아래)are-arch.it� � � � �

(왼쪽�아래)tcl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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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73년 결성된 산업유산보전국제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 TICCIH) 이후 ‘산업 유산’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56)

여기서 산업 유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처음 산업 유산에 관한 연구가 

촉발된 영국의 경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산업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처럼 산업 시대를 구분하는 분기점은 지역 및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산업 유산의 시대적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의 어느 시점까지 형성된 시설들을 산업 유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현재 관련 연구에서 산업 유산의 형성 시기

는 영국 등 서구권 국가의 경우 산업혁명 전후 시기부터,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중국은 난징조약 이후, 한국은 조선 후기부터로 보고 있으며,57) 이 시기

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대체로 수십 년 전 조성된 산업 시설과 경관이 일반적인 

산업 유산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적 범위 문제보다 중요한 논점은, 산업 유산에 대한 태도 혹은 접근 방

식이 기존의 전통적 문화유산에 대한 방식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문

화유산이 보존(preservation) 중심으로 관리된다면, 산업 유산은 주로 보존과 활

용(conservation)의 대상으로 이해된다.58) 특히 2000년대 이후 많은 산업 유산 

관련 연구들은 산업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재활용(reuse)하는 방

안을 재생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산업 관광 

pour l'archéologie, l'étude et la mise en valeur du patrimoine industri), 일본의 JIAS(Japan 

Industrial Archaeology Society), 유럽의 E-FAITH(The European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Industrial and Technical Heritage), 국제기구인 산업유산보전국제위원회 

TICCIH(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 등

이 있다. (박재민․성종상,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p.68에서 재인용)

56) 강동진․이석환․최동식,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38(2), 2003, p.10.

57) 중국은 공업유산, 일본은 근대화유산 또는 근대화 산업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용어인 ‘근대문화유산’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박재민․성종상, “산업유

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pp.72-78. 

58) 박재민․성종상,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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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 재생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

구들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례 중 산업 부지의 재생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

이다. [그림 2-5]에 제시한 사례를 비롯하여 영국의 게이츠헤드(Gateshead), 중

국 상하이의 모간산루(莫干山路) M50 문화예술구, 미국 뉴욕 하이라인(High 

Line) 프로젝트 등은 산업 관광의 대상지이자 지역 재생 성공사례로 꼽힌다.59)

산업 유산이 도시 재생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도시 재생 사례 중 유기되

거나 버려지고 황폐화된 산업 유산을 재활용한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는 20세기 후반 탈산업화의 변화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도시재생 대

상지는 쇠퇴한 도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대체로 20세기 후반 탈산업화와 도

시 변화로 인해 쇠퇴를 겪었기 때문이다. 도시 재생에서 유산으로서 산업 기억

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강동진은 이

러한 산업 유산 재활용 과정을 크게 산업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원화 단

계, 산업 유산 재활용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가치확장 단계, 제

도와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유지관리 단계로 설명하기도 했다.60) 많은 

성공적인 산업 유산 사례들이 이처럼 재활용 과정을 통해 재생과 맞물려 형성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달리 산업 유산은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오염되고 위험한 부지

환경오염, 폐기물, 유휴지 발생 등은 폐산업 경관의 가장 불편하고 부정적인 

측면이다. 산업 부지는 앞서 살펴보았듯 유산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 사

람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이용하기에는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다. 산업 부지의 

59) 강동진,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법론 연구-산업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1(1), 2010, pp.158-159.

60) 강동진,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법론 연구-산업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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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먼저 브라운필드(brownfield)를 들 수 있다. 영

국 도시계획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 브라운 필드는 주로 산업화로 인해 오염

된 부지 또는 쓰레기매립지 등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에는 유휴지 등의 부지

를 포함하여 폐산업 부지 또는 산업 유산까지 브라운필드로 간주되기도 한

다.61)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브라운필

드는 “위험한 물질이나 오염 물질로 인해 오염된 상태이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

어 확장, 재개발 및 재사용이 어려운 부지”로 미국에만 45만 개 이상의 브라운

필드 부지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62)

환경오염과 폐기물 문제 등은 브라운필드를 재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지만, 동시에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재생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 산업시설로 이용되다가 쇠퇴하여 유기된 브라운필드는 산업 부지

로서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환경 문제는 물

61) 이자원, “한국형 브라운필드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0(4), 2016, p.426.

6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brownfield is a property, the expansion, redevelopment, or reuse 

of which may be complicated by the presence or potential presence of a hazardous 

substance, pollutant, or contaminant.”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ebpage, 

“Overview of EPA’s Brownfields Program,” epa.gov/brownfields.

그림� 2-6.� 오염되고�위험한�폐산업부지를�개선한�사례� � � � � � � � � � � � � � �

(왼쪽)쓰레기매립지를�공원화한�미국�프레시킬스�공원,� (오른쪽)낙후된�

복합상가단지인�서울�세운상가�재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왼쪽)untappedcities.com� (오른쪽)조한대,� “50년된�세운상가,� 4차�산업� 새싹�

틔운다,”� 중앙일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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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주거․상업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도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쓰레기매립지나 낙후된 상가, 오염된 군사 부지, 또는 미국 디트

로이트(Detroit)처럼 급격한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공실률과 범죄율이 높아진 도

시가 이처럼 위험하고 오염된 탈산업 부지의 범주에 포함된다.

주로 오염부지, 매립지, 폐산업시설이 브라운 필드로 지목될 때, 이를 정화

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과 접목

하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63) 폐허화되고 버려져 오염되고 위험한 것으로 인

식되는 부지의 재생 경관이라는 의미로, 드로스케이프(drosscape)라는 개념이 

있다. 앨런 버거(Alan Berger)가 제안한 드로스케이프 개념은 버려진 부지, 쓰

레기처럼 방치되고 오염된 부지들이 재활용 또는 전용(adaptive reuse)을 통해 

경관화된(scaped), 또는 다시 지표면에 표현되고 재프로그래밍된 부지를 말한

다.64) 즉 버거의 드로스케이프 개념은 재생되고 경관으로 재프로그래밍된 브라

운필드를 일컫는다. 버거는 20세기까지 미국에서 산업과 도시가 성장하다가 20

세기 후반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방치되고 버려지고 오염된 부지들이 나타

났으며, 이를 재사용하고 다른 부지로 전용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드로스케이프의 관점은, 오염되고 위험한 부지로서 브라운필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방치나 유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산업 

기억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산업 유산이나 상흔, 오염되고 위

험된 부지로 나타나는 기억의 흔적과 탈산업 경관들은 대체로 포스트 인더스트

리얼 공원의 관점처럼 기억의 재생을 통한 도시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3) 상흔

실제 산업 폐허는 어떤 기억으로 인식되는가? 일반적으로 폐쇄되고 유기된 

63) 조유정․이형석․김도년, “혐오․기피 도시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
설계 16(3), 2015, pp.161-172.

64) Alan Berger, Drosscape: Wasting Land in Urban America,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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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설이라고 하여 반드시 산업 유산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침체된 지역

의 재개발 혹은 재생이 목적인 경우, 산업 시설은 유산보다는 충분한 개입과 

조정이 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때때로 어떤 부분들은 과감히 철거되기도 

한다. 이때 유산 전문가의 개입은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재생된 산업 부지도 

유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유산으로 인식

되는 대상이 다른 지역에서는 유산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산업 

폐허는 오염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하고 해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

식되지도 않는다. 대체로 산업 폐허의 기억을 활용하는 과정에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관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기억에 대한 복합적 관점으로서 상흔(scar)의 관점은 

새로운 논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경관을 주로 연구

한 안나 스톰(Anna Storm)은 산업 유산이 아닌 관점에서 폐산업 부지에 남겨

진 산업 기억의 흔적을 ‘상흔’으로 이해했다. 역사 경관에서 역사의 흔적이 썼

다 지워진 것처럼 자국으로 남아 있는 양피지(palimpsest)에 비유된다면, 폐산

업 부지의 흔적은 일종의 ‘상처’이며, 산업 기억의 활용은 상처를 깨끗이 없애

는 것이 아니라 재생으로, 낫는 과정에서 상처의 흔적처럼 남겨진다는 것이다. 

스톰은 폐산업 부지가 ‘유산’처럼 보존과 발굴의 대상이 아니라, 주변 도시 

맥락과 통합되어 주로 새로운 기능으로 활용되는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상흔의 은유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있다. 유기된 

산업 부지는 벌어진 상처(open wound)로서, 도시 맥락과 새로운 방식으로 결

합하고 사람들의 경험 및 기억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딱지(scab)로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상흔(scar)으로 변한다.65) 스톰은 상흔으로서 포스트 인

더스트리얼 부지, 공원, 또는 도시 경관의 사례로 광산 채굴로 큰 구덩이가 생

긴 스웨덴 갈리바레(Gallivare) 광산과 광산마을 맘베르게트(Malmberget)[그림 

2-7], 리투아니아의 이그날리나(Ignalina) 핵발전소 폐쇄 부지, 독일 루르 지역

65) Anna Storm, Post-industrial Landscape Sca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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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 철강 산업 쇠퇴로 도시 전체가 재생이 필요한 스웨

덴의 기업도시 아베스타(Avesta) 등의 사례를 들었다.

상흔의 관점은 산업 시설의 활용, 재생, 재활용 등 산업 유산 개념만으로 설

명하기 난해한 부분들을 보완한다. 상흔은 남겨지는 기억의 흔적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동시에, 산업 기억이 남겨진 부지의 쇠퇴와 낙후, 어려움에 대해

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톰은 이러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경관의 상흔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

하였는데, 첫 번째는 재생된(reused) 상흔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기된 

산업 부지를 새로운 목적과 기능으로 재생한다는 점에서, 산업 유산 관점과 가

장 많이 중첩되는 유형의 상흔이다. 두 번째는 폐허화된(ruined) 상흔으로 버려

지고 쇠퇴한 산업 부지를 말한다. 폐허화된 산업 부지는 어떤 경우에는 낭만적

인 것으로 분위기를 유지해나가며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림� 2-7.� 스웨덴�맘베르게트�광산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광석�채굴로�형성된�거대한�구덩이의�모습.�이곳의�철광석은�주로�독일�

루르�지역에�수출되었다(출처:� “Malmberget,� Northern� Sweden,”� red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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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쇠퇴를 가져온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불확정적인

(undefined) 상흔은 어떤 관점이나 인식이 분명히 인지되지 않은 유보 상태의 

산업 부지, 혹은 논쟁적인 상태의 폐산업 부지로서 세 상흔 중 유산의 범주에

서 가장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66) 이러한 ‘상흔’ 관점은 산업 유산이 일반

적으로 긍정적 측면에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유산으로서 가치가 작거나, 가치

가 있더라도 불편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어두운 유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3.2. 근현대 역사 및 기억

장소와 경관에서 활용되는 근현대 시기의 역사 및 기억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근현대 시기의 흔적은 역사와 기억의 경계에 위치

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과거로서 근현대 역사는 기존 문화재처럼 보존되기만 

하지 않는다. 법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근현대 역사는 과거의 기억으

로서 활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현대 역사 및 기억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은 이처럼 역사와 기억의 경

계에 위치한 근현대 역사의 모호한 지위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본래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활용되고 쉽게 철거될 수 있는 대상인 근

현대 역사 또는 기억이 중요한 문화유산처럼 ‘보존’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현대 역사의 지위 향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근현대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본래 기피하거

나 부정하였던 ‘불편한 기억들’을 수용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제국주

의의 식민 지배와 침략, 분쟁, 국가 간 대규모 전쟁,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정적이고 불편한 기억들을 무조건 삭제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부정적 특

성을 인식하면서 기억해야 할 대상으로 수용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근

66) Anna Storm, Post-industrial Landscape Scars,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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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역사 및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발생한 양상 및 배경을 총 세 가지 특

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근현대 시기의 흔적: 역사와 기억의 경계

역사란 무엇인가? 기억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비판화된 기억이

다. 기억은 개인이나 집단의 체험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이미지로 구현되는 반

면, 역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구조적 전개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지식의 분

야로 정립된다. 

19세기 역사학은 엄청난 호황을 겪었는데, 이는 근대화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간의 유대가 손상되어 집단 기억

에 의한 과거의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과거와 현재는 인위적

인 방법을 통해 재결합되어야 했고, 이로서 역사학은 급격한 변화에 휩쓸린 시

대를 해명하기 위해 등장한 지식으로 등장하여 최상의 지위를 누렸다.67)

그러나 20세기에 역사학은 다시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

제에 직면했다. 20세기는 양차 세계대전과 민주 혁명들로 서구 사회가 몰락했

던 시대로, 역사학은 과거를 객관화하여 우리의 현재 삶과 과거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은 20세기 초부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부터 시작된 이전과 다른 전쟁과 대량 살상 등의 총력전(total war)으로 인한 

트라우마 기억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던 것이다.68)

20세기 말에 이르러 기억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주목을 받고 호황을 누리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역사학의 위기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역사학이 더 이상 집

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억이 역사학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69) 기억이 특히 역사와 구분되는 지점은, 

67)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p.77-79.

68)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서울: 휴머니스트, 2009, pp.16-17.



61

재구성(recollection) 작업을 거쳐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와 대면한다는 점일 것

이다. 기억은 자성적이며,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의미가 결

합되기 때문이다. 이로서 기억은 역사학의 결함을 보완한다.

역사학 또한 기억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근현대의 역사

를 기억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라(Pierre Nora)는 근

현대의 기억이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상실되었다고 설명했지만,70) 급격한 변화

가 일어난 만큼 근현대 기억은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전개되며, 또한 매체의 발

달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기억들이 저장되고 있다. 이처럼 매우 방대하고 복잡

한 근현대의 기억의 문제에 대하여, 역사 또는 역사학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기

억들을 검토하고 성찰하여 중요한 기억 또는 의미 있는 기억을 인식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71)

기억과 역사의 결합은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의 ‘문화적 기억

(cultural memory)’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기억이 매체를 통해 전승되면서 

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되며, 집단 내에서 문화적으로 유의미하게 규정되는 과

정은 기억이 역사로, 다시 역사가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자, 기

억과 역사가 만나는 접점을 보여준다. 얀 아스만(Jan Assmann)은 문화적 기억

과 동일한 의미로 ‘기억문화(Erinnerungskultu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개인

의 기억이 결국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

한다는 점,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은 공동체 고유의 문화적 형식으로 표출되

어 집단적 기억을 통해 지속된다는 점을 보여준다.72)

엄밀히 말하자면, 특히 근현대 시기의 역사는 기억과 역사의 경계에 있다. 

수십 년 전 역사를 기억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거나, 부모와 조부모의 경

69)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p.80-84.

70) Pierre Nora et al., 기억의 장소, pp.31-33. 

71)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p.81-82.

72) Jan Assmann, Das kulturelle Gadachtnis, p.29,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p.85-86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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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구전으로 전달받은 세대는 가족사(family history)의 관점에서 이를 중요하

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여73) 살아있는 기억에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에서 다뤄지는 근현대 기억 또한 마찬가지로 기억과 역사의 경계에 있

다. 피에르 노라가 급격한 변화로 기억이 역사화되는 과정에서, 즉 기억과 역사

의 경계에서 ‘기억의 장소’가 탄생한다고 언급한 것을 떠올려보면,74) 본래 근대

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면 근현대 역사는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억으

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기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억들이 이미 역사

화된 것은 사실이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이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어느 한 개념만으로 근현대 시기의 역사를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근현대 시기의 역사를 논의할 때, 역사

와 기억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근현대 역사의 지위 향상

근현대 역사가 짧게는 수 년 또는 수십 년 전, 길어야 100-200년 전 시기

의 역사라는 점에서, 고대나 중세의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역사적 가치

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들어진 지 수십 년밖에 안된 근대 문화재가 수백 년을 

이어져 온 전통적 문화재보다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러나 최근 근현대 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근현대 시기의 역사적 유산들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향도 분명히 나

타나고 있다. 국가나 대륙마다 조금씩 목적과 이유는 다르지만, 대체로 근현대 

73) 이러한 경험 기억의 전승은 서구권의 경우 1960-7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주로 양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조부모 세대로부터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80-1990년대 양

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소설 중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세계대전과 관련된 ‘가족사’

를 다룬 내용이다; Jay Winter,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s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pp.62-63.

74) Pierre Nora et al., 기억의 장소,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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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가까운 최근 과거를 개념화, 맥락화, 역사화하여 최근의 경향이나 발전 

양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5)

즉, 근현대사는 현재와 가까운 역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여러 사회적․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 역사로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76)

예컨대 유럽의 경우,77) 영국에서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를 역사 연구에 포

함시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이 시기는 가까운 역사, 최근의 과거(recent 

past)에 대한 논쟁이 정치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일어나던 시기였다. 논쟁이 되

는 이슈 중 대부분은 제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 이후, 국가 제도 정비와 관

련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중이 정당과 엘리트 집단의 행동을 해석하고 수

용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가까운 최근의 역사일수록 논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1947년 독일연방공화국(당시 서독)이 수립된 직후 나치 시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가 세워졌는데, 이는 당시 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후속조치 및 전범재판 등 전쟁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

이었다. 또한 1990년대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해 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던 체

코,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들은 공산주의 치하의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현대사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기관을 제도화

하기 시작한다. 반면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목적

보다는 구술사나 여성학 등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이나 현대사에 대해 주목하는 

역사학계의 변화하는 동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근현대사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대체

75) Michael D. Kandiah, “Contemporary History,” 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IHR) in the 

University of London ‘Making History’ webpage, 2008, archives.history.ac.uk/makinghistor

y.

76) Charles S. Maier, “Contemporary Histor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2001, pp.2690-2697.

77) 이하 유럽에서 근현대사 지위 향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은 Michael D. Kandiah의 위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Michael D. Kandiah, “Contemporary History.”



64

로 1960년대 한국사 연구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 극복에 비중을 두었던 경향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또한 1980년대 6월 항쟁을 전후로 진보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사학’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관점의 역사 연구는 

대체로 민족국가 건설, 또는 민중운동과 관련된 ‘반유신세력’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되어 있었다.78)

한편 1990년대에는 근현대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일제 강

점기 시대의 근대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론과 역사주의론적 관점이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론적 관점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유산을 일제 침략

과 관련된 잔재로 인식하여, 이를 철거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반면, 역사주의론적 관점에서는, 일제 강점기 역시 부정적인 역사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이므로,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

으로서 근대 문화유산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9) 이러한 민족주의론

과 역사주의론은 1990년대 경 본격화되었는데, 두 관점의 대립 양상이 잘 드러

나는 사례로 1995년 철거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근현대 역사의 지위 향상은, 장소와 경관에서는 대체로 근대 문화유

산에 대한 주목과 보존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76년 독립선언 200주년을 맞아 국가의 근대 건축물을 유산으로 보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역사경관 보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을 

비롯한 여러 역사 협회, 단체, 위원회, 보존운동 활동이 이루어진다.80) 또한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수많은 박물관이 건설되어 대중들에게 인기

를 끌었다.81)

78) 한국국제정치학회 근현대사 연구팀, “근현대사 연구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보고서, 2011, pp.9-10.

79)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
문화 14(2), 2011, pp.267-273.

80) Norman Tyler, Historic Preservation: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London: W.W. Norton and Company, 2000,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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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현대 역사가 살아있는 기억이며 극심한 논쟁의 대상인 경우, 특히 

독일이나 한국 등의 경우 장소와 경관에 나타나는 근현대 역사에 대한 주목과 

보존 경향은 20세기 후반 대체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82)라는 말처럼 홀로코스트에 대한 예술적 표현

은 마치 홀로코스트를 도구화하려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독일에서 금기시되었고, 

1980년대에서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박물관 등 

관련된 근현대적인 기억의 장소가 조성되기 시작했다.83) 한국에서는 일제강점

기 시대의 주요 건물과 시설들, 특히 궁궐을 훼손하기 위해 지은 대부분의 일

본식 건물이 철거84)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쟁을 겪었다.

이처럼 근현대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경향과 별

개로, 근현대 역사와 기억이 도시 경관과 장소에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

다면 근현대 역사 중에서도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억, 문제를 유발하는 논쟁적

인 역사 기억은 어떻게 장소와 경관에 표현되었는가? 이러한 불편한 기억에 대

한 인식 변화를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불편한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

근현대 역사에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역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19-20세기

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식민 지배, 각종 전쟁과 지역적 분

쟁, 학살과 테러,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의 사건들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

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들은 20세기 후반 당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기억인 동시에 가장 최근의 역사를 규명하여 국가적 제도에 반영하거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도덕적․윤

81)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p.5

82) Theodor W. Adorno, “Cultural Criticism and Society.” Prisms, Cambridge, MA: MIT 

Press. 1983. p.34.

83)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p.6.

84) 오명철, “창경궁 장서각 완전 철거,” 동아일보, 199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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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거부되거나 논쟁적인 기억이었기 때문에 

장소나 경관, 일상적인 도시 경관에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기억의 범주가 아니

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면 냉전 체제 와해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

하던 기존 이데올로기 체제가 재편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룬 과거 

피식민지 국가들의 식민지사 청산이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기념물과 장소, 경관

들이 적극적으로 철거되기도 한다.85)

이러한 근현대 기억의 상흔, 부정적 특성, 또는 불편함은 오늘날 장소와 경

관에서 어떤 기억의 흔적으로 나타나는가?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네

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등의 용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근현대 

기억들이 최근 문화유산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수용되며, 도시의 중요한 공간이

나 일상적인 경관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철거하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용어들이 학

문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예를 들어 불화 문화유

산(dissonant heritage, 1996), 기피 문화유산(unwelcomed heritage, 1998), 상

처 문화유산(heritage that hurts, 1998), 다크 헤리티지/투어리즘(dark 

heritage/tourism, 2000),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2002), 거부 문

화유산(undesirable heritage, 2006),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2008), 분

쟁 문화유산(conflict heritage, 2015) 등의 용어들은86)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근

현대 시기의 기억이 문화유산으로서 인식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비극적인 기억의 장소가 관광의 대상

이 된다는 점에서, 불편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연히 보여준다. 

20세기 후반부터 이처럼 죽음, 재난, 학살과 같은 부정적 사건들이 관광의 대상

이 되었고, 이러한 장소들이 죽음 관광지(fatal attractions)나 근대적 순례지

85) 손은신․배정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pp.22-23.

86) 관련 용어들은 다음 논문에서 이현경이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영문 뒤에 표기된 연도는 각 

용어가 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된 시기다;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 2018,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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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pilgrimage sites)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87) 이러한 배경에

는 관광 상업화, 근대에 대한 불안, 대중매체 확대, 교육적 요소와의 결합 등의 

영향이 있었다.88)

이처럼 불편한 역사를 피하지 않고 보여주는, 심지어 관광지가 된 기억 경

관의 사례는 매우 많다[그림 2-8].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hwitz-Birkenau) 

수용소를 비롯한 홀로코스트 관련 경관과 박물관들, 미국의 JFK 메모리얼(JFK 

Memorial),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 원자력 발전소 폭

87) John Lennon and Malcolm Foley, Dark Tourism, Andover; Hampshire: Cengage Learning, 

2010, p.3.

88) 한지은, “전장에서 관광지로-동아시아의 기억산업,” 문화역사지리 27(2), 2015, p.57

그림� 2-8.� 불편한�근현대�역사․기억이�반영된�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위)� 독일�베를린�홀로코스트�메모리얼,� (오른쪽�위)미국�댈러스� JFK�

메모리얼,� (왼쪽�아래)노르웨이�우퇴야�메모리얼,� (오른쪽�아래)제주� 4.3�

평화공원� (출처:� (왼쪽�위)dw.com� (오른쪽�위)jkf.org� (왼쪽�아래)dezeen.com� (오른쪽�

아래)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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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chernobyl), 미국의 9.11 메모리얼과 박

물관, 노르웨이의 우퇴야(Utoya) 섬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을 추모하는 우퇴야 

메모리얼(22 July Memorial), 한국에는 서울의 전쟁기념관, 서대문 역사공원, 

제주도의 4.3평화공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제국주의 식민지를 겪은 국가들에서 이와 관련된 기억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나타나

는 포스트 식민지주의(post-colonialism)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용어는 탈식민

주의 또는 후기식민주의로 번역된다. 두 개념 모두 20세기 중반 이후 식민지배

에서 벗어난 국가들의 문화, 정신, 또는 사회 구조 등에 식민지 시기의 흔적이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탈식민주의는 과거 식민

지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근대 극복에 주목하는 반면, 후기식민주의는 

해방 후 사회 및 문화에 남아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향을 인식하고 해석하면서 

이후의 변화 전망을 살펴보는 것에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다.89)

3.3. 재난 기억

1) 재난의 흔적

재난 기억은 앞서 살펴본 불편한 근현대 시기의 역사에도 포함되며, 일시적

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험 기억이기도 하다. 재난은 

지진, 홍수, 화재, 쓰나미 등의 자연 재해와, 폭력, 테러, 학살, 전쟁 등 인재로 

나뉜다. 

재난은 대체로 지역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재난이 지나간 흔적이 

장소에 분명하게 남겨진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갈라진 도로나 무너진 건물들, 

쓰나미로 바뀐 지형이나 밀려온 선박, 테러로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 전쟁 포로

89) 황호덕, “탈식민주의인가, 후기식민주의인가: 김남주, 그리고 한국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 

20년에 대한 단상,” 상허학보 51, 2017, pp.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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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갇혀있던 수용소 건물과 여러 흔적들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흔적들

은 사건을 보여주는 매우 분명한 기억의 흔적이기 때문에 재난 기억과 관련된 

경관이 조성될 때 대부분 기억을 표현하기 위한 흔적으로 이용된다.

재난의 흔적이 표현된 기억 경관의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공원은, 1995년 일어난 강도 7.2의 

고베 대지진을 기억하고자 항만과 방파제 일부를 고베 시가 당시 지진이 일어

났던 상태로 보존하여 둔 것이다[그림 2-9]. 당시 사상자는 4만여 명으로, 기울

어진 가로등과 깨진 바닥 돌 틈으로 물이 차오른 지금의 모습은 당시의 지진을 

그림� 2-9.� 고베�대지진과�고베�항� 지진�메모리얼�공원� � � � � � � � � � � � � � � � � � � � � � �

(왼쪽)1995년� 고베대지진�당시�모습,� (오른쪽)고베�항� 지진�메모리얼�공원� � �

(출처:� (왼쪽)nationalgeographi.org� (오른쪽)tripadvisor.co.kr)

그림� 2-10.� 인도네시아�쓰나미와� 813� 쓰나미�메모리얼�공원� � � � � � � � � � � � � � � � � �

(왼쪽)2004년� 인도네시아�쓰나미�당시�모습,� (오른쪽)인도네시아�팡나에�

조성된� 813� 쓰나미�메모리얼�공원에�놓인�경비정의�모습� � � � � � � � � � � � � �

(출처:� (왼쪽)disastersites.com� (오른쪽)tripadvis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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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 메모리얼 공원은 지진의 위력을 보여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팡나(Phang Nga)의 813 쓰나미 메모리얼 공원에는 쓰나미 당

시 떠내려 온 813호 경비정 한 척이 놓여 있다. 이 공원이 기억을 전달하는 방

식은 쓰나미로 인해 떠내려 온 회색의 경비정 한 척, 그리고 이 한 척의 배가 

상징하고 있는 2004년의 인도네시아 쓰나미의 피해를 담은 사진과 지도를 전시

한 작은 천막 하나다. 23만 명의 사상자를 낸 거대한 쓰나미의 기억이 작은 경

비정 한 척으로 환기되고 있다. 거대한 산만한 파도가 밀려와 해안가를 덮쳐 

해안의 위성 지도를 바꿔버린 쓰나미의 모습은 당시 뉴스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자연 재해의 기억이 되었다. 해변에 덩그러니 

높여있는 813호 경비정은 얼핏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놓여 있

지만, 이 경비정이 여기까지 밀려온 것을 떠올려보면 쓰나미의 위력을 새삼 짐

작할 수 있다[그림 2-10]. 

미국 9.11 메모리얼에는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자리에 두 개의 인공 호수가 설치되어 있다. 본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건물은 완공될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고층 건물이 

늘어선 뉴욕 맨해튼에서도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2001년 9월 11일의 비행기 

납치 테러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사고를 수습한 후 조성된 9.11 메모

리얼에는 이 두 빌딩의 기존 부지 라인에 맞춘 두 폭포가 만들어졌고, 깊이 파

인 구덩이로 조성되었다. 높게 솟아 있던 쌍둥이 빌딩이 이제는 인공폭포를 따

라 아래로 침잠하는 것 같은 이 공원은 9.11 테러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희생자들의 이름이 검정 동판에 새겨져 

있다. 동판 뒤로는 폭포처럼 물이 흘러나와 아래쪽 공간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마치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폭포에 실어 보내는 것처럼 느껴져 방문자

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위로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지상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박물관에는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폐허에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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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해, 출동 중 찌그러진 소방차, 건물을 받치고 있던 두 개의 거대한 철근 

기둥, 테러 참사 뒤 쌍둥이 빌딩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둥, 부서진 안테나, 탈출 

시 사용한 계단 등의 건물 잔해 흔적과, 당시 참사를 기록한 사진 및 영상 자

료들이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은 테러와 관련된 기억의 흔적으로서 많은 ‘유물’

들을 전시하며, 이러한 흔적은 다른 재난 기억의 흔적들과 마찬가지로 테러 사

건의 기억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그림 2-11]. 

그러나 재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및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경관

에 표현된 재난 기억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난 

기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억 경관은 이러한 기억의 심각성을 가볍게 

그림� 2-11.� 뉴욕� 9.11�테러와� 9,11� 메모리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위)2001년�테러�당시�모습� (오른쪽�위)테러로�무너진�건물�잔해� �

(왼쪽�아래)메모리얼�공원�지상부� (오른쪽�아래)메모리얼�지하�박물관� � �

(출처:� (왼쪽�위)Nancy� Gibbs,� “If� You�Want� To� Humble� An� Empire,”� Time� Magazine,�

September� 14,� 2001� (오른쪽�위)Reuters,� “The�World� Trade� Centre� Smoulders,”� ABC�

News,� September� 6,� 2011� (왼쪽�아래)911memorial.org� (오른쪽�아래)9.11memori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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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재난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끔찍한 기억이며,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된 도시에서 재난 기억은 일부 흔

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남겨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깨우쳐준다. 재난

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재난의 일부 흔적만으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재난의 잔해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겪지 않은 사람들도 이를 보면서 위험함과 

두려움, 끔찍함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2) 트라우마 기억과 멜랑콜리

테러나 사고 등 인공 재해나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 기

억은 실제로 재난을 경험한 사람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유발한다. 재난의 피

해자나 유족들은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자나 목

격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재난 기억 활용 시 중

요한 점은 이러한 트라우마(trauma) 기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트라우마 

기억을 통해 기억 경관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트라우마 기억이란 무엇인가? 20세기 초 정신과 의사 피에르 자네(Pierre 

Janet)는 인간의 기억을 습관적 기억, 내러티브 기억, 트라우마 기억으로 분류

했다.90) 습관적 기억은 몸에 체화된 기억을, 내러티브 기억은 일상적으로 쓰이

는 의미의 기억으로서 경험을 통해 얻어지며 의미를 생성하는 기억을 지칭하는 

반면, 트라우마 기억은 극도로 충격적인 체험이 무의식에 고착된 기억으로 내

러티브 기억과 대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트라우마 기억이 무

의식에까지 저장되어 시시때때로 생생한 광경 그 자체로 재연되며, 지속적인 

삶의 위협에 직면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9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90) 전진성․이재원,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p.24.

91)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1920, 박찬부 옮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서

울: 열린책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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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는 기억으로부터 탈락되는 사소한 망각과 구별되는 억압(Verdängung)

된 기억으로 이해된다. 고통스런 체험에 대한 기억이 일단 무의식으로 추방, 곧 

억압되지만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아 우리의 자아에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억압된 기억은 무의식속에서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나타나며, 정신질환의 증상을 띠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반복의 악순환

을 끊기 위해 인위적인 기억의 구성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2)

이때 기억의 구성 작업이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개인을 위한 일종의 심리

치료와 같다. 과거를 ‘타자’로서 대상화함으로써, 반복적․강박적으로 질환처럼 

나타나는 기억을 완화하는 것이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을 의식으로 꺼낼 

수 있는 기억 구성 작업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우울하며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신질환적 특성을 지닌 트라우마 기억은 어떻게 경관에서 

표현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멜랑콜리(melancholy)의 미적 개념을 통해 트라우

마 기억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트라우마 기억에서 나타나는 반복성과 지속

성, 우울감 등의 특성은 멜랑콜리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멜랑콜리는 기원전 5세기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다. 고대 그

리스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주창한 ‘4체액설’의 체액 중 하나인 멜랑콜리는 

melas(black)와 chole(bile)의 합성어로 ‘검은 담즙’을 의미한다. 히포크라테스는 

검은 담즙이 과도하게 흘러넘쳐 뇌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멜랑콜리로 보았는

데, 이는 슬픔, 불안감, 낙담, 자살 성향 등의 병적 증상을 동반한다. 멜랑콜리

는 정서적으로 우울함, 허무함, 무기력함, 권태로움 등과 연관된다.93)

특히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Trauer und Melancholie)”에서 멜랑콜리

를 겪는 우리의 현 상황을 상실(loss)로 설명한다. 프로이트가 ‘애도’와 ‘멜랑콜

리’ 비교에 주목한 것은 두 개념이 어떤 대상이 상실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

응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애도와 달리 멜랑콜리는 병리학

9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p.69-70.

93) Julia Kristeva, Soleil Noir: Dépression et Mélancolie, Paris: Gallimard, 1987, 김인환 옮김,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서울: 동문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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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극복 또는 회복에 실패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프

로이트에 따르면, 애도(trauer)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상실에 대한 반응, 즉 상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슬픔’

의 과정이다. 이 슬픔의 과정에서 애도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슬픔은 평

범한 슬픔으로 남게 되지만, 실패할 경우 슬픔은 멜랑콜리로 변모한다. 

애도 작업에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슬픔의 극복, 애도에 실패한 멜랑

콜리커는 슬픔을 극복하는데 실패해 슬픔의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며, 이

러한 과정에서 상실의 대상을 내면화시키고 자기와 동일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분열 및 가학으로 인한 우울한 상태로 쉽게 빠져든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스

트를 예로 들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 내면에 누구나 멜랑콜리적 성향을 가

지고 있다고 설명한다.94) 이로서 프로이트 이후 멜랑콜리는 질병에서 우울함과 

관련된 하나의 ‘기질’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현대에 이르러 멜랑콜리는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이나 우울증보다는 예술적 

동인, 자연스러운 정신 상태, 문화적 기질 등으로 여겨진다. 멜랑콜리는 의학적 

의미에서 우울증(depression)과 확실히 구별되며, 우울증과 유사하지만 어떤 예

술적 기질, 또는 미적 매력, 삶의 고뇌 등과 같은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

럼 여겨진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멜랑콜리에서 매력을 뺀 것이 우울

증”95)이라고 말한다. 멜랑콜리는 우울증에 매력이 더해진 상태라는 것이다. 또

한 오늘날 멜랑콜리는 예술적 기질의 하나로도 논의된다. 멜랑콜리 기질이 있

는 사람을 가리키는 멜랑콜리커가 예술가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96)

애도와 멜랑콜리, 트라우마의 개념에 기초하여 실제 장소에서 트라우마 기

억과 애도, 멜랑콜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94)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론,” 철학탐구 28, 2010, pp.280-281.

95) Susan Sontag, Illness as Metaphor,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8. 

96) 도재기, “[책과 삶]멜랑콜리는 우울함 이상의 매력이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경향신

문, 2013년 4월 19일; 이연식,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면, 멜랑콜리. 파주: 이봄; 문학동

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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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멜랑콜리를 유발하는 경관의 모습으로 폐허(ruin)가 많이 언급된다. 이는 

폐허가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무너져가

기 때문이다. 폐허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천천히 파괴된 결과물로 회복 불가능

한 상태로 귀결되는 멜랑콜리의 정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멜랑콜

리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고대 그리스

의 ‘시지프스(Sisyphus)’ 신화에 비유한다. 신화에서 시지프스는 언덕 꼭대기까

지 돌을 올려놓아야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돌을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곧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갔기 때문에 그의 형벌은 영원히 반복되었다.97)

딜런 트리그(Dylan Trigg)는 폐허를 통해 장소에 저장된 트라우마 기억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이 때 트리그가 다룬 폐허의 사례는 홀로코

스트와 관련된 것이었다.98) 이처럼 트라우마 경관은 20세기의 세계 대전을 비

롯한 근현대기의 전쟁, 침략, 테러, 재난, 내전 등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기억과 

연관이 깊다. 전진성 등은 앞서 언급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홀로코스트와 관

련된 장소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이외의 많은 장소들의 등장을 “트라우마의 

귀환”으로 보았다.99) 오늘날에도 트라우마의 장소들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이처럼 트라우마 기억을 다룬 경관은 기념 또는 추모(commemoration)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애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트라우마 

경관은 슬픔에 대한 추모 방식 혹은 태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아픈 기억을 간

직하고 추모하는 직접적인 기억의 매체이기도 하다. 트라우마 기억이 극복되어

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반성적 기억인 것처럼, 트라우마 경관 또한 어떤 

사건으로 인한 상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재현하는 동시에 트라우마 기억을 회

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위로할 수 있는 양가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97) Jakcy Bowring, “Melancholy Landscape of Modernity London and Passaic,” Landscape 
Journal 30(2), 2011, p.218.

98) Dylan Trigg, “The Place of Trauma: Memory, Hauntings, and the Temporality of Ruins,” 

Memory Studies 2(1), 2009, pp.87-101.

99) 전진성․이재원,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pp.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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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경관이 이러한 양가적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트라우마 기억이 공간, 장소, 경관이라는 외부 매체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트라우마 기억의 매체로서 ‘몸’과 ‘장소’를 대응적으로 비교해보자. 몸은 트

라우마 기억을 시시때때로 불가항력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매체다. 홀로코

스트의 피해자들이 당시의 피해 사실을 증언할 때 해당 기억의 끔찍함으로 인

해 주저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같이100) 트라우마 기억의 직접적 

회상에는 고통이 수반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서 나타나는 플래시

백(flashback)을 유발할 수 있다. 몸은 분명히 가장 온전하고 확실한 기억을 저

장할 수 있는 매체이지만, 몸을 통해 트라우마 기억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에

게 전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반면 장소와 경관에 저장된 트라우마 기억은 방문과 간접적 체험을 통해 경

험된다. 본 연구는 앞서 장소와 경관의 매체적 특성에서 방문과 이동을 통해 

기억을 경험한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장소와 경관에는 기억을 재현하기 위

한 여러 기억의 파편들이 역사적 지식과 함께 정리되고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상태의 트라우마 기억을 일

정 거리를 유지하며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방문자는 방문 후 장소를 벗어날 때, 

트라우마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몸과 분리되어 장소를 통해 전

달받는 트라우마 기억과 이를 경험하는 방문자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3.4. 피해자와 소수를 위한 기억 

1)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억

오늘날 기억 경관, 특히 메모리얼 공원이나 근대 역사 경관에서는 영웅보다

100) Dylan Trigg, “The Place of Trauma: Memory, Hauntings, and the Temporality of Ruins,”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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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 다수보다는 소외된 소수, 기념할 만한 사건보다는 기억해야 할 사건

이 기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억 양상이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영웅이나 전쟁의 숭고한 전사자 등이 추앙받는 기념의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에

는 전쟁이나 테러, 학살 등의 피해자들이 추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

한 경향은 대체로, 20세기 후반 기억의 붐이라고도 불리는 공적 기억에 대한 

대중의 기념 급증, 그리고 전쟁의 기억과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문제에 대한 

대응하고 참상의 실상을 알리고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추모(commemoration) 이전에, 오랫동안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희생

과 업적을 기념하는 방식을 송덕(eulogy)이라 부르는데, 이는 사실상 가장 익숙

하고 전통적인 기념 방식이다. 전쟁에 대한 기념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

스의 도시 국가에서는 “모든 전사자의 죽음을 희생으로 신성시하는 명예의 민

주화”라는 측면에서, “전투에서 얻은 업적이나 죽음으로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101) 이러한 방식을 ‘송덕’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그리스·로

마 시대에는 시인들이 송덕을 담당했다. 

시인의 송덕은 매우 유서 깊은 행위로, ‘아킬레스 건’으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고대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인 호메로스(Homer)가 쓴 서사시 『일리아

스(Ilias)』를 통해 노래되고 전승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크시슈토프 

포미안은 이에 대해 문자 이전의 문화에서는 책이 아니라 시인들이 매개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02) 이처럼 전쟁에서 전사자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으로 

칭송하고 이들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칭송하는 송덕의 행위는 오랫동

안 이루어져 왔으며, 시와 책은 이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전승되

고 문화적인 기억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매체로 기능해왔다.

시인의 송덕처럼 문자가 아닌 장소에서 영웅과 국가 지도자를 기념, 즉 송

101)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54.

102)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5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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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방식을 기념비(monu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

기 이후 기념비는 역사박물관과 결합된 형태로 등장하며, 20세기에는 매우 일

반화된 현상이 되었다.103) 기념비가 장소를 상징적으로 차지함으로써 기념하고

자 하는 기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 역사박물관은 기념비에서 설명하기 어려

운 전쟁의 기억과 영웅담을 비롯한 자세한 역사적 내용들을 유물을 통해 전시

함으로써 시와 책이 수행하던 역사적 이야기의 전달 및 전승을 담당한다. 

예컨대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도 기념비와 역사박물관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쟁기념관의 건립 목적을 살펴보면 “외침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대외항쟁사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켜온 국난극복사 등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을 예방하며,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104)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이 전

쟁의 희생자들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명예로운 전사자로 인식하고 외

세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에 대해 교육하고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송덕의 목적은 메모리얼을 조성하는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비롯

된다. 전쟁 이후 민족 국가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전사자를 희생자

로서 명예롭게 기념하는 송덕의 방식은, 먼저 전사자의 죽음을 가족들이 소규

모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의 집단적 기억 공간에서 기념하고 죽음에 명

예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했고,105) 이러한 명예의 부여는 결과적으로 권

력 집단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쟁과 전사자의 기념은 부

조리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민족주의를 새롭게 부활시켜106) 민족적 정체

성을 형성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명예를 부여하는 기념의 방식은 희생된 당사자들의 

103)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pp.3-5;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60.

104)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건립목적,” www.warmemo.or.kr

105)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54-55.

106)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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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전쟁의 희생자들의 기억은 명예나 자주 독립, 국가 수호

보다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기억으로, 전사자들의 유족들과 상이군인들, 민간

인 피해자들의 다수가 이러한 트라우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희생자의 

기억과 관점에서 조성된 경관들이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 홀로코스트(holocaust)와 관련된 기억 경관

들은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데 주목한 대표적인 경관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 설계한 2,711개의 콘크

리트 블록이 놓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 Berlin)은 히틀러

와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였던 기억, 특히 1940년부터 약 5년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유태인을 추모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재난 기억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추모의 대상이 된다. 앞

서 살펴본 피터 아이젠만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이 피

해자의 무덤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메모리얼의 중심 대상에 놓는다면, 미국 뉴

욕 9.11 메모리얼에서는 지상부 두 개의 거대한 풀 가장자리에 테러로 인해 무

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와 동일하게, 미국 워싱턴의 펜

타곤 메모리얼(Pentagon Memorial) 역시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의 기억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펜타곤 건물과 충돌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사망

그림� 2-12.� 메모리얼에�새겨진�희생자의�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뉴욕� 9.11�메모리얼의�희생자�명판.� (오른쪽)워싱턴� 9.11� 펜타곤�

메모리얼의�희생자�이름이�새겨진�의자�구조물�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왼쪽)9.11memorial.org� (오른쪽)ⓒ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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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펜타곤 직원들의 이름이 의자마다 새겨져 있다[그림 2-12]. 이처럼 이름을 

새기거나, 무덤처럼 표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통해 피해자들은 기억 

경관의 중심이 되는 추모의 대상으로서, 경관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2) 소수 집단을 위한 기억

독일의 학자 후이센은 1980년대 이후 기억의 붐과 함께 나타난 기억의 부

상에서, 이 기억의 차원이 공식적인 정치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을 넘어서 소수 

인권에 대한 논쟁으로 나아갔음을 제시한다.107)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기억

의 붐 논쟁에서 나타난 소수 인권에 대한 논쟁, 격렬한 정체성 논쟁은 주로 성

별(gender), 성정체성(sexuality), 인종(race)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

중의 논의는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본래 단일한 것이었던 국가적 

정체성의 개념이, 이질적인 정체성(identities)의 개념으로 이행하는 양상이 20세

기 말 나타난다.

특이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후반, 약 1970년대 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정

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학은 

특히 이민계 집단의 후손들, 예를 들어 아일랜드계-미국인, 유태계-미국인처럼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민족 집단의 지위가 향상하면서 나타났고, 페미니즘, 

흑인 민권 운동, 소수민족 운동, 게이와 레즈비언을 중심으로 한 성정체성 관련 

운동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체성 정치의 등장은 자유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점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08) 대체로 억압을 받는 계층에 속했던 집단

107) Andrea Huyssen, Twilight Memories, p.5.

108) 그러나 비평가들은 자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중립적 시민이란 주로 백인, 남성, 부르주아 

계층, 비장애인, 이성애자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과연 자유 민주주의 제도가 정체성 정치라는 

사상적 변화를 불러왔는가와 같은 회의적인 견해를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된 사

회 제도 하에서 소외된 각 집단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Identity Politics,” 2016, plato.stanfo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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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시작된 정체성 정치는 기억의 

붐과 관련된 기억의 세대(generation of memory)의 한 유형을 구성한다. 불평

등에 대항하는 정체성 정치가 기억과 연관되는 이유는, 집단이 경험한 억압과 

불평등에 대한 기억을 증언하는 것이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사회 운동의 동력

원이 되기 때문이다. 

윈터는 불평등함에 대한 증언 문학(testimonial literature)의 활성화,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존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기술의 발달, 이로 인한 

관련 아카이브의 구축 등을 꼽는다. 1960-70년대에 이르면 양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점차 완화되어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시기가 되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데, 이는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109) 이후 정체성 정

치학은 20세기 후반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1989년 소련 체제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를 지배하던 공산주의의 정치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민족적 관

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같은 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20세기 후반 

민족과 국가들을 지배하던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점차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장을 통해 소수 집단이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획득하였다는 점 또한 중요했다. 1990년대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문화

혁명과 천안문 사태의 잔혹한 억압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

부’ 피해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약 45년이 지난 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

가 본격화되었다.110) 이처럼 20세기 말의 정체성 정치는 냉전체제로 대표되던 

이데올로기 체제의 붕괴와 질서 재편,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룬 근대 시기 

제국주의와 전쟁 당시 피지배 국가들의 식민지사 청산이 활성화되면서 미국과 

서구를 넘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109) Jay Winter, “The Generation of Memory: Reflections on the Memory Boom in Contemporary 

Historical Studies,” p.60.

110) 김명식,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세월호 추모관까지, 파주: 

뜨인돌, 2017,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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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공간에서 활성화된 기억

장소 기억은 공간에 남겨진 모든 흔적이다. 이 흔적은 산업 폐허나 재난의 

흔적처럼 공간에 실제 물리적으로 남겨진 흔적일 수도 있고, 과거 공간에서 일

어난 사건의 역사적 서사일 수도 있으며, 부지의 역사일 수도 있다. 새로운 장

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장소 기억이 활용된다는 것은, 흔적으로서 장

소 기억이 의미를 부여받아 형태를 갖추고 시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모든 장소 기억이 새로운 기억 경관 조성에 활용되지는 않는다

는 점이다. 장소 기억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재료가 된다. 특별히 어떤 

재료는 의미를 부여받아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되며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장소 기억이라는 재료를 활용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흔적

을 남기고 보존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서사와 정체성으로만 남아있는 땅의 기

억을 물리적으로 새롭게 구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앞의 3절에서 살펴본 장소 기억의 유형은 최근 기억 경관이 조성되는 과정

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며 자주 활용되는 선별된 장소 기억이다. 어떤 기억이 왜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되는가? 어떤 기억은 왜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경

관을 조성하는 재료로서 장소 기억이 선별되고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에 대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틀로서, 본 연구는 아스만의 저장 기억(비활성적 

기억)과 기능 기억(활성화된 기억)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스만은 모든 문화적 매체에서 나타나는 회상 기억의 양태를 활성화된 기

억으로서 기능 기억과, 비활성적인 기억으로서 저장 기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저장 기억이란 기록으로서의 일차적 기억으로 아직 어떤 의미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의 기억, 즉 도서관의 기록물과 같은 기억이다. 그리고 이 저장 기억 중 어

떤 의도, 목적, 의미를 가지고 선택되고 활성화된 기억을 기능 기억으로 규정한

다. 저장 기억은 일종의 덩어리와 같은 1차 기억으로서 “기능 기억을 둘러싸고 

있으며,” 기능 기억은 저장 기억 중에서 선별되어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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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능’을 하는 기억을 뜻한다.111)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활성화된 기억으로서 기능 기억은 중

요하게 선별된 ‘대상’으로서 기억(memory)이지만, 이 기억에 중요한 의미와 가

치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기억과 사회 집단 간 일련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

다. 따라서 어떤 기억이 활성화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해당 기억과 관련

된 사회 집단이 기억 회상(remembering/recollecting) 과정을 통해 이 기억을 

유의미하며 가치 있는 기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뜻한다.

아스만 또한 활성화된 기억을 지칭할 때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언급한다. 아스만이 활성화된 기억을 ‘기능 기억’으로 명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활성화된 기억은 특별히 선별되어 의미를 지닌 기억이며 

사람들이 자주 기억하는 대상으로서 기억(memory)인 동시에, 기억과 관련된 

주체가 있으며 이들의 판단과 가치 부여를 통해 활성화된 기억에 특정한 의미

가 형성되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능 기억’이 된다는 

것이다. 아스만은 기능 기억이 “저장된 기억 내용의 토막을 활성화”하거나, 알

박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회상이 집단적 기억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의미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한다.112)

즉, 활성화된 기억으로서 기능 기억은 수많은 저장 기억 중에서 중요한 기

억으로 선별된 기억 대상이지만, 이러한 활성화된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억이 중요한 기억으로서 회상되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과정과 집

단적으로 기억이 취합되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사회 내 어떤 기억이 특정 집단 A에서는 활성화되어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른 

집단 B에서는 왜 활성화되었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면, 이 기억은 사회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나 가치가 없는 기억

이거나 적어도 집단 B에서는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기억이 되어 집단 간 기

111)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179-183.

112)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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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 기억은 대상으로서 기억이지만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선별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명사적이고 동사적인 두 가지 양태를 모두 갖는다. 

어떤 기억이 선별되고 의미를 지니게 될 때,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

으며 왜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과정적 내용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저장된 기억을 선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기억과 

일련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억의 주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억 경관이 도시 공공 공간에 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제도보다는 ‘집단’과 관련이 깊다고 파악하였다. 활성화된 기억은 선별된 기억

이자 선별 과정으로서 일종의 집단적(collective) 기억이다. 도시에 조성되는 기

억 경관은 다수의 기억과 연관되며, 특히 조성 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어떻게 도시 경관에 적용되는가? 기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

인의 기억과 회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때때로 왜곡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억이 단지 개인적이고 주

구 분 아스만이 제시한 개념 기억 경관 적용

저장 기억

(비활성적 기억)

-� 과거의�사건�및�장소의�흔적으로�비활성화

-� 기억의�의미와�가치가�동등함�또는�미결정

-� 현재와�유의미하게�연관되지�않은�기록과�

유물로서�기억�원본

-�부지에�남겨진�모든�흔적으로서� ‘장소 기억’ 

(place memory)

-�물리적�흔적과�비물리적인�터의�기억�포함

기능 기억

(활성화된 기억)

-� 특정�의도와�목적에�따라�선택�및�활성화

-� 중요한�의미와�가치를�부여받아�선별됨

-� 집단․제도․개인과�유의미하게�연결된�기억

-�장소�기억�중�경관에�선별되고�표현된�기억

-�집단적�차원에서�기억의�의미와�역할�부여

-�집단적․공적�차원의�기억으로,�본�연구에서는�

공적 기억(public memory) 개념�적용

도식화

표� 2-1.� 아스만의�저장�기억과�기능�기억



85

관적인 측면만을 가진다면, 도시 공공 공간에 기억이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모

순적이다. 기억이 개인적이고 경험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된다면, 이러

한 기억을 도시 공공 공간에 통합된 의미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억 경관은 집단적으로 취합되고 의미가 부여된 기억

이 표현된 결과물로서, 해당 공간이 포함된 지역, 도시, 국가 내에서 땅의 기억

이 집단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표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상이 된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성립되는 기억의 집단적 특성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한다. 기억에 대한 주목이 나타난 20세기 후반에는 집단적

이고 공적인 차원의 기억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20세기 중반 

집단 기억 이론의 기념비적 연구로서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ks)가 제

안한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을 시작으로, 집합 기억(collected memory),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공적 기억(public 

memory) 등의 개념이 논의되었다. 이 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억 이론으로

서 집단 기억과 집합 기억, 그리고 기억 경관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집단적 특

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공적 기억의 특징과 역할을 정리한다.

4.1. 집단 기억과 집합 기억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은 1950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가 제시한 개념이다.113) 집단 기억이란 집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게 되는 집단적인 기억으로, “각각의 집단이 상상적 공간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의식(또는 심성)”114)이다. 알박

스는 사실상 모든 개인의 기억은 집단 기억이라고 주장했다. 알박스에 따르면 

113) Maurice Halbwachs, La Memoire Collective, Pari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trans.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 Ditter,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1980.

114)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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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사적인 기억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장에서 매개됨으로

써 형성되며,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사회적 구성틀(cadre sociaux)은 특정한 집

단을 이루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115)

이러한 알박스의 기억 이론은 그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과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먼저 베

르그송은 반복적으로 암기하여 기억하는 기억과 달리 암기하려는 노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기억되며 의식 속에 표상으로 저장되는 비가역적인 과거를 ‘순수기

억’으로 규정했다.116) 뒤르켐은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지는 애착

을 기초로 형성되는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 이론을 제시했다.117)

엄밀히 말하자면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공동

의 기억이 살아 있는 인간들을 집단으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

한다. 집단 기억이 집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억은 특정 집단을 형성하고 

고정하며, 반대로 집단 또한 집단의 단결과 존속 과정에서 특정 기억을 고정한

다. 이로서 알박스는 공유되는 기억이 집단의 단결 또는 존속과 관련되어 있음

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 집단의 결속력과 존속을 기억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 하였다.

집단 기억은 집단을 구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역사’와도 비슷

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알박스는 집단 기억과 역사(또는 역사적 기억)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역사는 통합적인 틀에서 보편성을 목적으로 쓰인 단수

의 기억이자 기록이라면, 집단 기억(들)은 연관된 집단의 수만큼 다양하며 각 

기억들은 집단의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해나간다. 알박스는 흔히 역사, 또는 역

사적 기억이라고 지칭되는 보편적 기억은 실제로 사람들이 가진 기억이 아니

며,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억은 각 집단에서 형성된 특수한 기억이라고 주

11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48.

116) 김정옥, “하이데거와 베르그손의 시간개념 비교연구,” 철학논총 64, 2011, pp.156-157.

117) Emile Durkheim and Karen E. Fields,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95,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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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집단 기억이라는 용어는 알박스가 처음 제시하였지만, 집단 기억과 같이 집

단으로 형성되는 기억에 대한 논의, 예컨대 어떤 역사적 기억을 자신의 출신과 

정체성에 대한 지식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중세로부터 시작되어 궁정사와 왕조

실록이 절정에 달한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15-17세

기부터는 현재의 뿌리를 과거에서 찾는 ‘기록관’, ‘연대기 저자’, ‘사관’의 시대

가 도래하였다.118) 독일의 중세사 연구자인 왹슬레는 귀족의 가문, 세습귀족의 

가문, 도시의 명문가 등의 가문들과 종족, 수도원, 길드 조직, 동업자 협회, 대

학, 지방자치 단체 등을 집단적 기억을 구성하는 실체로 보았으며, 이들은 도시

의 권력 주체로서 재구성된 역사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집단의 기억이 사회적 구성틀에 의해 형성되어 개인의 기억을 구성한다는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은 기억 이론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이 개념

이 단일한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알박스가 집단 기억 개념을 주창한 

이후 집단 기억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알박스가 제시한 기존의 집단 기억 개념으로, 하나의 사회적 틀을 가진 집단이 

유사한 기억을 공유한다는 ‘집단 기억’ 이론이며 두 번째는 집단 기억이란 개인 

기억들의 합으로 형성된 말 그대로 집합적인 기억, 즉 ‘집합 기억’이라는 것이

다. 올릭은 이러한 차이가 ‘문화’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주관적인 대

상으로 인식하는 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았다.119)

미묘한 차이지만, 집합 기억 접근법은 개인 기억들의 합으로서 기억의 주체

가 개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하나로 통합되는 집단 기억에 반박하며, 

이는 개인의 기억이 이데올로기나 정치, 정체성처럼 거대한 개념에 의해 물화

118)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62.

119) 문화를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문화라는 객관적 틀에 의해 형성되는 ‘집단 기억’이 적

절하며, 반대로 주관적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문화란 개인 기억의 합으로서 ‘집합 기억’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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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인간 개인의 기억을 블랙박스처럼 저장된 기억으

로 상정하거나, 사회적 맥락이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

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집단 기억 접근법은 개인 기억으로만 살펴볼 수 없는 

사회화 양식, 상징 간의 관계, 개인의 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집합적 결과나 

제도, 공동체 차원의 기억 재구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0) 그러

나 기억 자체의 특성보다 신화나 전통, 제도, 이데올로기, 정체성 등의 용어로 

쉽게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억의 측면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고, 집단 내부의 통

일된 기억에 주목하기 때문에 기억의 충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2. 공적 기억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 주창 이후,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기억의 개

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절에서는 집단 기억과 

집합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된 후속 개념으로서 올릭의 ‘사회적 기억

(social memory)’과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개념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이어서 본 연구에서 기억 경관 분석 시 적용하고자 하는 ‘공적 기억

(public memory)’의 개념 및 적용 지점을 검토한다.

1)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

제프리 올릭(Jeffrey K. Olick)은 집합 기억의 개념이 기존 집단 기억 내에

서 발생하는 논쟁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기억들 간

의 통합과 합의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기억의 합으로

서만 집단적 기억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올릭은 알

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을 변용한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억은 집단이 가진 동일하고 통합된 기억 자체를 지칭하는 대상이 

120) 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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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러한 집단적 기억과정과 실천 양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올

릭의 사회적 기억은 “다양한 형태의 신경적․인지적․개인적․집합적․집단적 기억 과

정과 실천, 결과를 감지하는 감지적 용어”로, 기억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과

정 전반을 가리킨다.121) 이는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기억을 개인의 합이든 사회

적 틀에 의해 형성되는 통일된 기억이든 대상으로서 기억(memory)만이 아니라 

기억 행위 과정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부부는 

집단 기억을 문화적으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을 

제시했다. 아스만 부부는 알박스가 집단기억이 동시대의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차원으로만 형성된다고 설명한 것이 기억이 펼치는 시간적 지평을 고려하지 못

했다고 보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문화적 기억이란 “제도적으로 공

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기억”을 뜻한다.122)

과거의 특정 시대에 형성된 집단 기억은 기록물, 텍스트, 건축물, 도상, 묘

비, 사원, 기념비, 축제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적으로 전승된다. 이렇

게 축적되고 전승된 많은 기억들 은 각 시대마다 특정 집단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차용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억은 문화적 모습을 띤다. 또한 문화적 기억

은 매체를 통해 번역되고 전승되며, 동시에 이를 사용하는 후대에 의해 항상 

새롭게 매개되므로 개인의 기억과 매체의 기억은 문화를 통해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게 된다.123)

문화적 기억 개념은 과거의 역사가 매체를 통해 어떻게 동시대로 전이되고 

적용되며, 이렇게 형성된 기억이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가에 주목한

다. 아스만은 개인이 과거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121) 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p.66.

12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51.

123) 다만 문화적 기억으로의 번역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축소 또는 도구화될 위험성이 있

기 때문에, 문화적 기억은 공공의 비판과 성찰, 토론이 필요한 기억이기도 하다;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15.



90

구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이 의사소통, 이야기, 종교, 예술 등의 

상징 행위를 통해 매개되어 집단 정체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124)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 개념이 집단 기억 개념을 보완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기억 개념에서 집단 기억이란 통합

되고 고정된 대상이 아니며, 기억이 취합되고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미 행위로

서 기억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편 문화적 기억 개념은 

동시대의 의사소통을 넘어 매체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집단적 기억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적 기억은 동시대 집단의 정체성을 비롯한 여러 문화 관

124)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81-100, 105-109.

1. 집단 기억과 집합 기억

구 분 특 징 한계점

집단 기억

(collective memory)

-�각�집단�구성원이�의사소통을�통해�

가지는�집단적�기억

-�사회적�구성틀에�의해�형성

-�개인의�기억은�사실상�집단�기억

-�경험적이고�주관적인�기억의�영역이�

사회적으로�물화될�우려

-�개인�및� 집단�기억의�충돌과�논쟁보다는�

집단적으로�통합된�기억에�주목

집합 기억

(collected memory)

-�집단의�기억은�개인�기억의�합으로�존재

-�이데올로기,� 정치,�정체성�등에�의한�

경험적이고�주관적인�기억의�물화�방지

-�통합에�주목하는�집단�기억에�반론�제기

-�기억의�사회적�맥락이나�행동을�설명할�

이론적�기반�부족

-�매체로�표현되는�기억은�개별�기억의�

합이�아닌�선별되고�의미가�부여된�기억� �

2. 집단 기억 개념의 보완: 사회적 기억, 문화적 기억, 공적 기억

구 분 특 징

사회적 기억

(social memory)

-�통합된�집단�기억이�형성되는�과정�및� 실천�과정에�주목

-�대상으로서�기억만이�아니라�기억�행위�및� 집단�기억�형성�과정�전반을�포함

-�기억�과정과�실천,� 결과를�감지하는�감지적�용어

문화적 기억

(cultural memory)

-�동시대의�의사소통만이�아닌,�매체를�통해�번역되고�저장되며�전승되는�기억�양상�설명

-�경험�기억은�매체를�통해�문화적�기억으로�번역됨�

-�집단�기억은�문화의�형태로�기억�매체를�통해�제도적이고�조직적으로�전승

공적 기억

(public memory)

특징

-�특정�집단�구성원�간에�통용되는�기억

-�공식적인�역사와�대비되는�비공식적이고�다양하며�가변적인�특성을�지님

-�기억의�주체가�대중�및� 공공이라는�점에서�사적�기억(private� memory)과� 대비

-�일련의�기억(a� series� of� memory)을�공유하는�집단이�대중(a� public)이며,�

기억의�공유를�통해�형성된�기억�네트워크에�따라�집단(a� collective)이� 형성

기억

경관

적용

-�기억�행위는�동적이고�복합적이며�집단�간� 갈등이�일어나는�논쟁적�과정으로서,�

소통과�논쟁을�통해�공통된�기억�맥락을�가진�기억�네트워크�및� 집단이�형성

-�공적�기억은�기억의�매체를�통해�표출됨

-�매체를�통해�시각적으로�표출되는�기억의�공적�특성에�주목

표� 2-2.� 기능�기억으로서�집단적�기억�개념�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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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있는 기억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 공적 기억과 기억 경관

앞서 살펴본 집단 기억과 집합 기억,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의 개념과 

달리, 공적 기억(public memory)의 개념은 다소 지엽적이다. 공적 기억의 개념

은 개인의 경험적이고 인식적인 기억의 영역으로서 사적 기억(private memory)

의 영역과 달리, 대중적 공감을 얻어 통용되고 공유되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거나 인식이 형성된 기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125) 공적 기억의 개념

은 통합 중심적인 단일 집단 기억의 개념에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중요하게 선

별된 기억이 사회적 기억이나 문화적 기억처럼 ‘사회적 차원’ 또는 ‘문화적 차

원’에서 어떤 거시적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공적 기억은 어떤 기억

이 사적인 개인의 기억의 차원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하기 위한 개념이다.

공적 기억(public memory)이란, “특정 집단 구성원 간에 통용되는 기억”126)

으로서 공식적인(official) 역사에 대응되는 비공식적이고 다양하며 가변적인 특

성의 기억이자, 일련의 기억 묶음을 함께 공유하는 대중(a public)을 형성하는 

의미한다. 공적 기억은 기억이 개인의 회상 단계를 넘어 이동하고 공유되고 전

승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집단적 감정을 규합해낼 수 있는 더 폭넓은 기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행위와 과정을 포괄한다. 그리고 대중(a public)은 일련의 

기억(a set of memories)을 공유하는 집단의 범위를 말한다. 공유된 기억이 하

나로 취합되거나, 논쟁 또는 논란이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형성된 기억의 

125) 올릭은 존 보드나르(John Bodnar)와 마이클 슈드슨(Michael Schudson)의 연구를 인용하면

서 공적 기억(public memory)의 개념은 집합 기억 측 연구자들이 단일한 집단 기억에 대한 

반론으로 다양한 종류의 집단 기억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적 기억(private memory)에 대응시

키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억 개념쌍으로는 공식 기억(official 

memory)와 민간 기억(vernacular memory), 역사적 기억(historical memory)과 민속 기억

(fork memory)등을 들 수 있다; 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p.50.

126)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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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기억의 특정한 요소, 인물, 사건, 장소, 문화유산 등이 기억을 공유

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a collective)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127)

공적 기억 개념은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알박스의 

집단 기억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실제적인 기억의 회상이란 사실상 공동

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집단적으로 공유된 기억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적 기억은 모두 집단 기억이 된다. 반면 공적 기억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배경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용되고 공유되는 기

억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 기억 표현 방식의 하나로 ‘여론’을 꼽을 수 있다. 

여론은 공식적인(official) 국가나 정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소통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적 기억이 표현되는 방식이자 매체가 될 수 있다.

공적 기억이 형성되는 방식은 경관에서 기억을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가 되는 장소 기억은 물리적이든 서사적이든 땅의 

흔적이다. 이 장소 기억 중 의미를 부여받아 선별된 기억이 경관에서 의미를 

지니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해당 기억은 공적인 기억이 된다. 이처럼 

경관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억과 관련이 있는 여러 집단들이 일련의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집단 간 기억의 소통과 공유뿐 아니라 충돌과 타협, 통합

과 분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각 집단들이 기억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어

떤 기억들은 서로 통합되거나 타협점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격렬

하게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집단 기억으로 설명할 경우, 충돌에 따른 집단에 승패에 따

라 중요하게 선별되는 기억과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

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이점으로 인해 승리한 집단의 기억이 경관의 대표적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경관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집단 기억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도시 공공 공간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점

127)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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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지에 세우는 승전 기념비나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또는 패전 국가

의 건물과 도시를 파괴하는 현상 등에 보다 적확하게 적용된다.128)

그러나 오늘날 도시에서 기억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방식은 

집단의 승리에 따른 건설이나 파괴 행위로 설명하기 어렵다. 기억의 충돌이 일

어나면 그 논쟁의 내용은 경관 표현에 반영된다. 기억 충돌 과정에서 상대적으

로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는 기억이라 하더라도 박물관에 기록물로 삽입

되거나 오브제로 조성되어 놓일 수 있으며, 경관의 주요 기억이 표현되는 방식

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기억 논쟁은 그 자체로 경관을 

조성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며, 기억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억 경관에서 어떤 기억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억

의 공유와 소통, 충돌 과정을 거쳐 경관에서 수렴되고 표현되는 기억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억 개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공적 기억 개념을 기억 경관 조성 과정에서 활성화된 기억으로

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공적 기억 

연구자들은 어떤 기억이 활성화되어 공적 기억이 되는 과정을 동적이고 복합적

이며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인식했는데, 이때의 갈등 양상을 기억의 현재

적 의미에 대하여 집단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기억과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이

해하고 있다는 점이다.129) 아스만은 공적 기억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억이 소통

되며 대중화되는 과정, 즉 공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권력 집단의 왜곡

이나 검열이 개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공식적 

반대 기억이 생산된다고 설명한다.130) 이처럼 공적 기억 형성 과정에는 반대되

는 기억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동적인 갈등 양상은 기억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128) Robert Bevan, The Destruction of Memory: Architecture at War, London: Reaktion 

Books, 2006, 나현영 옮김, 집단 기억의 파괴, 서울: 알마, 2011, pp.7-35.

129)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p.3.

130)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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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적 기억이 매체를 통해 표출된 기억이라는 점이다. 공적 기억 

연구자들은 공적 기억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억이 공적으로 

표출되는 매체에 대해 연구한다. 공적 기억이 표출되는 대표적 매체로 대중 연

설, 장소, 기념비, 집단 감정(정동)과 트라우마 등이 연구되었다.131) 이러한 기

억 매체 연구는 기억이 공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소통과 갈

등이 어떻게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각 관련 집단은 기억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기억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공간 매체로는 19세기 이후 기억과 관련하여 주

목을 받은 메모리얼, 기념비, 박물관이 공적 기억이 표출된 중요한 대상으로 연

구되었다.132) 본 연구의 대상인 장소(place), 부지(site) 또는 경관(landscape) 

또한 공적 기억이 표출된 대표적인 매체가 된다.133)

마지막으로 공적 기억은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기억의 활성화를 

공적(public)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는 특히 도시의 공공 공

간에 기억 경관이 조성될 때, 경관을 구성하는 기억에 공적인 가치가 부여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억의 공적인 측면 혹은 특성은 애국심이나 국가 정체성, 

역사, 이데올로기, 인권, 평등, 대중문화 등 다양하다.134) 기억에 부여된 의미 

131)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pp.4-12.

132) 단, 후이센은 정확히는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 표출된다고 썼다; Andrea Huyssen, 

Twilight Memories, pp.249-250.

133) 장소와 부지, 경관에서 중요하게 활성화된 공적 기억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기억이 아니라, 

실제 과거의 흔적이다.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흔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흔적

은 오늘날의 공적 기억이 된다. 아스만이 문화적 기억을 설명하며 언급하였듯이 과거의 기억

은 매체를 통해 번역되고 저장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이처럼 장소에서 공적 기억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과거의 흔적의 예시로 문화유산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문화유산 연구자들

은 문화유산이란 “‘현재’ 그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되는데, 문화유산 안에 쌓인 과거

의 여러 기억 중의 특정 기억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선별된 가치 혹은 사회적 믿음(social 

myth)을 선별하여서 만들어가는 것”이라 인식한다. 이는 문화유산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

대로 보여주는 사료이자 기록이 아니라, 특정 과거의 사건을 공론화하고 의미를 부여한 결과

물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22-24; 이현경, “불편문화유산

(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p.167.

134) 다음 연구에서, 매체에 표현된 기억의 공적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일부 용어를 발췌하

였다;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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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치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공공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집단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다. 반

대로 기억이 표상하는 공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각 가치들이 공공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

우 공적 기억의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기억이 공유되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집

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거나 대립하는 등 관계 형성 자체를 의미한다. 

이상으로 Ⅱ장에서는 기억 경관의 구성 요소로서 ‘기억’의 방식과 매체, 유

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억 방식으로서 회상 및 기억의 매체로 주목받은 

장소와 경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기억의 유형으로 ‘장소 기

억’과 ‘공적 기억’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장소 기억이 장소에 남겨진 흔적이자 

경관에서 활용되는 기억의 원본으로서 비활성화된 저장 기억이라면, 공적 기억

은 집단적 차원에서 의미와 역할이 부여된 활성화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96

Ⅲ. 기억 경관의 출현과 형성

1. 유형 분류 및 분석 방법

기억 경관은 공간에 누적되고 적층된 장소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 공간에 나타나는 기억 경관의 대표적 유형으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의 출현과 형성 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이 세 가지 기억 경관의 대표적 유형들은 기억과 결합되어 도시에 조성된 

경관이며, 경관을 지칭하는 명칭에는 각 경관에서 활용된 기억 유형이 반영되

어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산업화 시대가 지나 쇠퇴한 

산업 부지에 남겨진 공장이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산업 폐허 기억을 활용하였고, 

‘메모리얼’ 공원에서는 추모가 필요한 재난 사건이나 피해자, 소수 집단 등을 

기억하고 추모한다. ‘근대 역사’ 경관에서는 가까운 과거이자 급격히 역사화되

는 과정에 놓인 기억으로서 근현대 기억이 활용되고 있다. 

Ⅲ장에서는 세 유형의 기억 경관이 20세기 후반 출현하고 형성된 과정을 살

펴본다. 먼저 20세기 후반 등장한 경관 유형별 초기 사례를 정리하고, 유형별 

관련 문헌을 살펴본 후 기억 경관의 출현 및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 기억 경관

의 유형별 형성 과정은 각 절마다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앞선 두 

항목에서는 각 경관을 구성하는 장소 기억(place memory), 즉 Ⅱ장에서 살펴본 

산업 기억, 근현대 역사 및 기억, 재난 기억, 피해자와 소수를 위한 기억과 이

들 기억을 떠올리고 회상(remembering)하는 방식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정리

하였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활용되는 산업 기억은 1960년대 이후 유럽

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탈산업화 현상과 공장 등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발

달한 산업 도시의 쇠퇴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재생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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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 기억의 활용 가치가 부상하였다. 메모리얼 공원에서 활용된 기억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주로 기념(celebration)의 대상이었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추

모(commemoration)의 대상으로 기억 방식이 변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활용되

는 기억의 내용 또한 정치적이고 기념비적인 대상보다 특정 집단․지역․사건을 

추모하는 경향을 보이며 확장되고 있다. 근대 역사 경관에서 활용되는 근현대 

역사 및 기억의 경우 과거에는 전통적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와 중요성

이 적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그 지위와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테러, 

식민지, 내전, 폭력, 학살, 재난 등 근현대 시기의 ‘불편한 역사적 기억’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

다.

한편 후반부의 두 항목에서는 실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경

관’에 어떻게 적용되었고 구현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먼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는 18세기 픽처레스크 정원 등 경관에서 폐허를 심미적으로 인식한 방

식이 산업 폐허 재활용 전략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기된 산업 부지에서 발생하

는 산업 자연(industrial nature)을 통한 친환경 복원 전략이 도입되었다. 메모

리얼 공원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매장된 도시 외곽의 공원묘지와 추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 내부의 메모리얼 공간이 점차 구분되고 있으며, 조각상 중

심의 기념비(monument)가 공간 중심의 메모리얼 공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

대 역사 경관에서 역사적 기억은 박물관, 특히 야외 박물관이자 현장 박물관으

로서 마을 또는 구역 전체를 역사적 지구로 지정하는 에코뮤지엄(eco-mu-

seum) 방식과 최근 도시 재생의 자원으로서 근현대 역사를 활용하는 경향이 근

대 역사 경관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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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초기 대표적 사례로는 1970년 설계된 미국 시

애틀(Seattle)의 개스 워크 공원(Gas Works Park)과 1991년 설계된 독일 루르

(Ruhr) 지역의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Landschaftspark Duisburg-Nord)을 

들 수 있다. 국내 초기 사례로는 폐쇄된 정수장 시설을 처음으로 재활용한 선

유도공원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20세기 후반 조성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의 대표적 초기 사례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20세기 후반 조성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대부분 유럽 및 미국에 위치하는데, 이처럼 초기 주요 사

례들이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원인으로는 탈산업화와 도시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설계 연도 이름 위치 장소 기억 및 활용 방식

1970
개스�워크�공원

(Gas�Works� Park)
Seattle,� USA -1956년� 폐쇄된�구� 시애틀�가스정유공장�공원화

1982
라�빌레뜨�공원

(Parc� de� la� Villette)
Paris,� France -1974년� 폐지된�구� 대형�도축장�부지�공원화�

1986
씨트로엥�공원

(Parc� André� Citroën)
Paris,� France

-1975년� 폐쇄된�구� 씨트로엥�자동차�제조�공장�

부지�공원화

1986
클로트�공원

(Parc� del� Clot)
Barcelona,� Spain -구� 스페인�철도회사의�차고지�공원화

1987
베르시�공원

(Parc� de� Bercy)
Paris,� France

-옛� 와인�창고�부지�공원화,� ‘기억의�정원’(Jardin�

de� la� Mémoire)

1988
프롬나드�플랑테

(Promenade� plantée)
Paris,� France

-1969년� 운행이�중단된�바스티유�역~생�마우르�

역�구간�고가철로�공원화

1991

두이스부르크-노르트�공원

(Landschaftspark

Duisburg-Nord)

Duisburg,�

Germany

-독일�루르(Ruhr)� 지역의�공장�부지를�공원화한�

IBA� Emscher� Park�프로젝트의�대표�사례

1996

주드겔렌데�생태공원

(Natur-Park�

Südgelände)

Berlin,� Germany
-1952년� 폐쇄된�구� 템펠호프�조차장을�자연�

경관�보전을�위한�생태�공원으로�지정

1998
MFO�공원

(MFO� Park)
Zürich,� Swiss

-무기공장이�있던�오리콘�지역�내� 구� 엔진공장�

부지�공원화

1999 선유도공원 서울,� 대한민국
-2000년� 선유정수장�폐쇄�후�환경재생�

생태공원으로�조성

표� 3-1.� 초기�주요�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사례� (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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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탈산업화와 산업 유산

20세기 후반 조성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 특징

을 지닌다. 첫 번째는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 두 번째는 20세기 중후반 폐쇄된 산업 시설 및 건물, 인프라, 부지 등을 공

원화하였다는 점이다. 시애틀 가스 정유 공장이 개스 워크 공원으로, 파리의 씨

트로엥 자동차 공장이 씨트로엥 공원으로, 운행이 중단된 고가 철로가 프롬나

드 플랑테로 변화하였다[그림 3-1].

이러한 변화를 촉발한 것은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대 경부터 

시작된 탈산업화다. 탈산업화로 기능을 다한 산업 시설과 건물, 인프라가 폐쇄

되거나 유기되었는데, 이러한 산업 시설을 재활용하는 전략으로서 포스트 인더

스트리얼 공원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산업화 경향은 어떻게 전개되

었으며, 탈산업화 현상이 어떻게 산업 시설을 재활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가?

최초의 산업 혁명은 18세기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사회 및 도시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산업 혁명 이후 형성된 산업 도시는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인프라 확충 등 급격한 성장을 겪으며 발전한다. 18-19세기에는 섬

유, 증기, 철 주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며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에 많은 

인구가 이주하여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생산품을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

스트럭처가 처음으로 도시에 건설된다. 19세기 중반에는 전기 생산을 기반으로 

한 강철, 화학, 정유, 자동차 산업 등 중공업이 성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체제가 가능해졌고 자동차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규

모가 대폭 확장되고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 산업이 쇠퇴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본격화되었는데, 이 변화는 1960년대 유럽 및 북미 등 서구권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공업 중심의 기존 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이 제 3세계 

국가들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산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폐쇄되는 현상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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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이로 인해 많은 산업 시설과 공장이 버려지거나 폐쇄되었는데, 가장 먼

저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곳은 유럽과 북미 지역이었다. 유럽 및 북미의 산업 

도시는 아시아권과 남미 등 산업화가 뒤늦게 진행되어 새롭게 등장한 산업체와

의 경쟁에서 밀려나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다.1)

그림� 3-1.� 탈산업화로�폐쇄․유기된�산업�시설을�활용한�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사례�

(위)시애틀�가스�정유�공장과�개스�워크�공원,� (중간)파리�씨트로엥�자동차�

공장과�씨트로엥�공원,� (아래)파리�고가철로와�프롬나드�플랑테� � � � � � � � � �

(출처:� (왼쪽�위)pauldorpat.com� (오른쪽�위)tclf.org� (왼쪽�중간)citroen-kr.com� (오른쪽�

중간)kalliergeia.com� (왼쪽�아래)citiestoinspire.com.br� (오른쪽�아래)alog.au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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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 시설과 연관되어 있던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쇠퇴하거나 

변화를 겪는다. 공산품을 수송하던 물류 시스템은 자동차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 물류 시스템을 구성하던 철도와 항구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산

업 도시 혹은 기업 도시(company town)로도 불리던 대도시들은 빠른 쇠퇴를 

겪게 된다. 영국의 글래스고우(Glasgow)와 셰필드(Sheffield), 미국의 디트로이

트(Detroit), 피츠버그(Pittsburgh), 독일 도르트문트(Dortmund), 이탈리아 토리

노(Torino) 등2)이 20세기 후반 쇠퇴하기 시작한 북미 및 유럽 지역의 대표적 

산업 도시의 사례들이다. 

이처럼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산업화가 촉발되고 발전하였다가 탈산업화

로 변화하는 양상을 엘렌 브라에(Ellen Braae)는 세 번의 산업화의 물결(waves 

of industrialization)로 설명하였다.3) 첫 번째 산업화의 물결은 18세기 말~19세

기 초 섬유 생산, 증기, 철 주물 산업에서 일어났다. 도시에 공장이 세워지고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으로 인해 처음으로 산업 도시가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된 

시기였다. 또한 철도와 수로 등 생산품의 유통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도시

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기업 도시(company town) 개념이 정립되

었는데, 기업 도시란 단일 기업(체)에 의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도시 정주 환경

을 말한다.4)

두 번째 산업화의 물결은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전력 생

1) 18세기 산업화 및 20세기 탈산업화 경향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Risskov: IKAROS 

Press; Basel: Birkhäuser, 2015, pp.21-25.

2) 신동호. “선진공업도시의 지역재생정책에 관한 연구: 이탈리아의 토리노를 사례로,” 국토계획 
43(2), 2008, p.7.

3)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p.21-25.

4) 이 용어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애팔래치아 산맥과 머논가힐라 강 일대의 광산 및 제련 산업이 

주를 이루던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John Garner ed., The Company Town: 

Architecture and Society in the Early Industrial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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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electrification)을 기반으로 한 강철, 화학, 정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 두 번째 산업화의 물결의 영향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논리를 가속화

시키고 특히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교통량

의 증가는 도시에 대규모 도로와 주차장의 설치를 필요로 했고 이동 가능한 거

리를 확장시켜 도시의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한편 20세기 중반 이후 시작된 세 번째 산업화의 물결이 바로 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로, 이는 앞서 나타난 두 산업화의 물결과는 매우 다른 양

태를 보인다. 탈산업화 또는 탈공업화라 불리는 이 현상으로 제조업 중심의 2

차 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과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증

가하였다. 또한 더욱 저렴한 재료와 저임금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공장이 이

전하거나, 이러한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한 산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쇠퇴하

는 현상들이 빠르게 일어났다.5) 물류 네트워크 또한 철도 및 해상 수송에서 도

로망으로 전환되면서, 철도와 항구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산업 도시 

혹은 기업 도시로도 불리던 대도시들은 빠른 쇠퇴를 겪게 된다. 이 변화는 

1960년대 경 유럽 및 북미 등 서구권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뒤늦게 산

업화가 진행된 다른 국가들에서도 서서히 탈산업화 현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도시에서 먼저 시작된 탈산업화

로 인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또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

했다. 탈산업화로 인해 도시에는 쇠퇴하고 낙후된 산업 부지가 발생하게 되었

으며 도시는 산업화가 초래한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

게 된 공간과 물리적 자원들을 새롭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산업 중심으로 발달한 기존 도시에서 버려진 산업 시설과 부지들은 본래 

기존의 산업 도시의 계획과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도시의 인프라

스트럭처 및 정주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시와 긴밀한 구

조로 엮여 있던 산업 시설의 쇠퇴는 기존 도시 공간의 공백을 가져왔다. 이러

5)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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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다른 기능을 수행하

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산업 공간의 재활용은 20세기 후반 부상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측

면에서도 유효했다. 특히 산업 공간을 새로운 도시 경관으로 재활용하는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전략은 남겨진 산업 시설을 공간의 자원으로 이해함으

로써 기존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도시의 쇠퇴 지역을 재생함으로써 공간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산업시설을 재생함으로써 

역사문화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

에서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6)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탈산업화 이후 제 기능을 상실한 산업 시설 

및 인프라를 폐쇄하지 않고 보존하거나 재활용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이처럼 

탈산업화 초기 산업 시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기능을 상실한 산업 

시설이 역사적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는 산업 유산(industrial heritage)적 

관점 때문이었다. 1994년 독일 남부 푈클링겐 제철소(Völklingen Ironworks)는 

산업 시설로는 최초로 유네스코(UNESCO) 문화유산에 등재된다. 당시 등재 기

준에는 문화유산으로서 푈클링겐 제철소가 지니는 가치가 잘 서술되어 있다. 

푈클링겐 제철소는 선철 생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술 혁신을 이루었으며 이 

기술을 산업적 규모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과,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제철 산업을 지배한 유형인 종합 선철 생산 공장의 뛰어난 사례로, 해당 시기

에 건설된 서유럽과 북미 지역의 종합 제철소 중 유일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이 역사적 가치로 꼽혔다.7)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을 비롯한 기억 경관은 산업 시설을 문화유산의 관점으

로 이해하고 흔적을 보존하고 남긴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문화유산과 

달리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설계는 남겨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6)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p.10-12.

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유네스코와 유산-푈클링겐 제철소,” heritage.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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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화유산 보존과는 다른 맥락으로 전개된다. 장소를 도시에 받아들이는 

수용력과 장소의 용도를 새롭게 정하고 전환할 수 있는 수행력이 중요해진 것

이다.8) 현실적으로 유기된 산업시설이 도시의 새로운 공공 공간으로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구조와 시설의 복원과 안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능동

적 대응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합하다. 

2.2. 도시의 쇠퇴와 재생

기억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부지가 도시에 출현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탈

산업화 및 도시 수축,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 재생과 관련이 

깊다. 20세기 후반 도시 구조의 변화는 탈산업화로 인한 도시 변화와 연계된다. 

특히 19세기 발달한 산업 도시들의 중심 산업이 20세기 후반 쇠퇴하기 시

작하면서 도시에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 도시가 발달했던 미국과 유럽 등지에

서 먼저 산업 도시가 쇠퇴하면서 탈중심화를 겪었고, 인구와 상권, 주요 시설 

등이 낙후되고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교외화(sprawl)되는 도시의 수축

(shrinkage) 현상으로 인해,9) 공동화(空洞化)된 도심의 공간들은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억 경관의 등장 배경

이라 할 수 있다.10) 교통망의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권은 도시 외부의 교외지역

까지 확대되었으나, 구 도심이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도시 생활권의 중심을 

8)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76.

9) 수축 도시의 등장 배경 및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Karina Pallagst, 

Thorsten Wiechmann, and Cristina Martinez-Fernandez eds., 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 New York: Routledge, Tayler & Francis Group, 2014.

10) 최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인해 도심의 인구 감소와 교외화 현상을 저지하는 현

상 또한 발견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기존 도심에 남겨진 기억 경관을 활용하

는 경우 또한 많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도시 수축 완화 경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한다; Loretta Lees, “Gentrification in London and New York: An Atlantic gap?” Housing 
Studies 9(2), 1994, pp.199-217; Rowland Atkinson, “Does Gentrification Help or Harm 

Urban Neighbourhoods? An Assessment of the Evidence-base in the Context of the New 

Urban Agenda,” ESRC Centre for Neighbourhood Research, CNR Paper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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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는 점에서, 20세기를 지나며 도시화가 완료된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오래되고 낙후한 많은 시가지를 고쳐 새롭게 활성화해야 하는 문제

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11) 이와 관련된 도시 구조의 변화 동향을 도시 수축과 

도시 재생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1) 도시 수축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탈산업화는 19-20세기에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많은 

도시들이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유럽과 북미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 

쇠퇴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도시 수축(urban shrinkage)이라 부른다. 

도시 수축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2002년-2008년

까지 독일 연방문화재단(Federal Cultural Foundation)에서는 ‘수축 도시(Ein 

Initiativprojek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12) 2004년 미국 버클리대

학교에서는 14개국 출신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수축도시 국제연구 네트워크(The 

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를 통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13) 도시의 수축이란 산업 혁명으로 인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겪

은 대도시들이 20세기 말 쇠퇴 및 축소되는 현상으로, 미국, 영국, 벨기에, 핀

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 전세계 도시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도시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다.14)

특히 독일의 수축도시 연구진은 수축 도시의 국제적 사례로 2002년 이후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와 리버풀(Liverpool), 러

11) 이러한 도시적 차원의 문제점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 촉발된 배경이기도 하다: 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서울: 보성각, 2015, pp.27-28.

12) 독일 연방문화재단 수축도시(Ein Initiativprojekt) 홈페이지, www.shrinkingcities.com

13) 수축도시 국제연구 네트워크 홈페이지, sites.google.com/site/shrinkingcitiesnetwork

14) 독일 연방문화재단 수축도시(Ein Initiativprojekt) 홈페이지, “About Us.” www.shrinkingcitie

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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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이바노보(Ivanovo), 독일 할레(Halle)와 라이프치히(Leipzig) 지에서 발생

한 도시 수축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15) 이들 지역의 도시 수축 

현상은 대부분 탈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디트로이트는 헨리 포드의 제너럴 모

터스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 영국 산업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했던 맨

체스터와 리버풀은 1950년대부터 빠르게 진행된 영국 내 탈산업화와 다른 지역

과의 경쟁에서 뒤처짐으로 인해 도시의 쇠락을 겪는다.16)

2) 도시 재생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 도시의 쇠퇴를 겪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990년대에 제안되었다. 도시 재생 정책은 산업 구조

의 변화 및 주거 환경 노후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

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17) 1980년대까지 주로 시행되었던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이 도시 쇠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도시 재개발 정책의 문제는, 낙후되고 쇠퇴한 기존 도시 환경

의 물리적 정비를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재개발 후 기존 원

주민이 이탈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

어나는 등 도시의 질적 환경 개선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로서 도시 재생 정책은 도시 재개발과 달리 기존 도시의 구조, 형태, 기능 등을 

크게 해치지 않고 도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서 제시되었다.18)

특히 기억 경관의 형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정책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공

공 공간에 기억 경관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쇠퇴

한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탈산업부지를 활용한 도시 재생 정책

15) 독일 연방문화재단 수축도시(Ein Initiativprojekt) 홈페이지, “International Investigation.”

16) 서준교, “도시쇠퇴(urban decline)와 수축(shrinkage)의 원인과 대응전략 연구-리버풀(Liverpool)

과 라이프치히(Leipzig)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2014, pp.102-104. 

1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도시재생-개요,” www.city.go.kr

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pp.27-2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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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19) 그렇다면 실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도시 재생 방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독일의 루르(Ruhr) 지역은 1990년대 성공적인 산업 폐허의 도시 재생 사례

로 꼽히며,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은 루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포스트 인

더스트리얼 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에는 루르 지역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탈산업화 도시의 변화는 탈산업화로 인한 교외화(suburbanization)와는 반대 방

19) 도시재생 정책 기조는 메모리얼 공원과 근대 역사 경관과도 결합된다. 많은 성공적인 도시재

생 사례가 문화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근대 역사 경관은 도시재생 경관으로 조성되며, 재난과 테러와 같이 

기억과 관련하여 손상을 입고 폐허처럼 변모한 장소를 메모리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이 

도시재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림� 3-2.� 독일�루르(Ruhr)� 지역�도시�재생�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1950~60년대�루르�지역�공장�모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IBA�엠셔�국제건축전의�결과로�조성된�재생�경관,� (왼쪽�아래)� 에센�

졸페라인�폐탄광�단지,� (오른쪽�아래)�두이스부르크-노르트�공원� � � � � � � � �

(출처:� (위)zeitreise-ruhr.de� (왼쪽�아래)zollverein.de� (오른쪽� 아래)lande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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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한다. 도시 교외화와 탈중심화로 형성되는 광역 도시권

(conurbation)의 도시 형태가 디트로이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와 

산업이 발달하면서 형성된 20세기 산업 도시의 형태였다면, 탈산업화 이후에는 

반대로 도심 지역에 위치했던 버려진 산업 지역들이 다시 새로운 도시 재개발, 

혹은 재생의 발상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0) 이는 기존의 도시 확장 

및 교외화와는 다른, 쇠퇴한 도심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

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루르 지역은 북쪽의 엠셔(Emscher) 강과 남쪽의 루르(Ruhr) 강 사이의 넓

은 공업 지역으로 두이스부르크와 에센 등 널리 알려진 공업 도시를 포함한 17

개 시가 교통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산

업 지역으로서,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과 철을 기반으로 19-20세기 독일 산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유럽 철강 산업의 쇠퇴로 루르 지역의 주요 

철강 산업 및 탄광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 쇠퇴를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이 1988년-1989년의 국제건축전(IBA)이다.21)

1988-1998년 엠셔 공원(Emscher Park)을 대상지로 개최된 독일의 

IBA(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국제건축전(IBA)은 1988년 에센의 크룹철

강회사 용광로 폐쇄로 인한 노동자 4천여 명의 실직으로 촉발되었는데, 광대한 

자연경관공원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고용과 교육, 새로운 주거지역, 관광, 역

사문화, 생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늘날 도시 재생 정책이 포함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22) 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는 두이스부르크 노

드 공원과 에센 졸페라인 산업 폐탄광 단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명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인 두이스부르크 노

드 공원의 공모전에서 우승한 라츠+파트너(Latz+Partner) 사는 다른 팀의 설계

20)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p.42-43.

21) 신명훈,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재생-독일 루르지역 엠셔공원의 사례,” 열상고전연구 48, 2015, 

pp.103-105.

22) 신명훈,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재생-독일 루르지역 엠셔공원의 사례,”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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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달리 이 지역에 남겨진 유기된 산업 경관, 남겨진 폐광재(slag), 오염된 하

수구와 강, 유기된 후 자라난 덤불과 식물 등에 주목했으며,23) 당시로서는 파격

적인 방식으로 쇠퇴한 산업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며 공

모전에서 당선된다. 

이처럼 1990년대에는 도시 재생 정책과 맞물려, 폐허가 된 산업 지역을 다

루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와 달리 과거 

도시화되었으나 쇠퇴한 도심 지역을 재정비, 재활용, 재해석하는 방식이 나타나

게 된 것이다. 특히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은 1990년대 이후 산업 폐허의 

흔적을 새로운 공원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

다.

20세기 중반 루트비히 힐버자이머가 미국 디트로이트 내 쇠퇴한 다운타운을 

대상지로 하는 라파예트 파크(Lafayette Park)의 1955년 구상에서부터, 1970년 

미국 시애틀의 개스 워크 공원, 1991년 독일 루르 지역의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 2006년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의 사례는 이미 대표적인 경관 중심의 대표

적인 도시 재생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을 통해 탈산

업부지를 도시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고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경관 전략은 

국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탈산업부지를 

활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들이 꾸준히 조성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

울의 선유도공원(2002), 하늘공원(2002), 서울숲(2005), 서서울 호수공원(2009), 

경의선숲길(2015), 서울로(2017), 마포석유비축기지(2017) 등을 들 수 있다. 

2.3. 산업 폐허의 활용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형태는 어떻게 현재와 같이 형성되었는가? 첫 

번째 요인으로 산업 폐허가 도시의 일상 공간으로 전환될 때 남겨진 산업 폐허

23)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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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흔적을 미적으로 감상하는 전략이 제시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산업 

폐허를 미적인 대상으로 매력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 요인

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8세기 픽처레스크(picturesque) 정원 양식에서 폐허(ruin)의 흔적과 

감상이 정원 설계 시 반영되던 전통적 설계 기법이 산업 폐허에 대한 경험 및 

감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두 번째로 산업 폐허의 흔적이 매력

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시 공공 공간에 남겨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설명하

는 숭고(sublime)와 폐허애(ruinophilia)의 미적 개념을 살펴본다.

1) 픽처레스크 정원의 폐허와 기억의 연상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에 부여된 새로운 기능으로서 공원은 유기된 산업 

부지에 남겨진 산업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부지에 남겨진 산업 시설의 물리적 흔적과 잔해를 설계(design)의 요소로 활용

하는 설계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다른 기억 

경관의 유형들보다 물리적 흔적을 활용하여 표현되는 이전 산업 부지의 물성에 

주목한다. 산업 부지에 남겨진 공장 시설과 콘크리트, 철근, 녹슨 철제 구조물 

등 기존 산업 부지의 시설과 재료는 흔적으로서, 장소에 남겨진 기억으로서 새

로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설계 요소가 된다.

조경 분야에서는 이처럼 기억의 흔적(mnemonics)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찍

이 활용되어 왔다. 센트럴 파크를 비롯한 목가적 자연 풍경을 보여주는 근대식 

공원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는 18세기 영국 풍경화식 정원(picturesque garden)

에 대한 경험 방식으로서 연상주의(association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픽처레스크(picturesque)란 1730년부터 1830년까지 영국 정원을 비롯한 시, 

그림, 건축 등 문화 전반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적 용어로서,24) 고대 로마의 

24) David Watkin, The English Vision: The Picturesque in Architecture, Landscape and 
Garden Design, London: Harper & row, 1982, p.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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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 도시와 유적을 보기 위한 여행인 17세기의 그랜드 투어(Grand Tour)와 

함께 영국으로 수입된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e), 니콜라 푸생(Nicholas 

Poussin), 살바토르 로사(Salvator Rosa), 가스파르 뒤게(Gaspar Dughet) 등의 

이상주의 풍경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시, 풍경화, 정원 전반에서 나타난 경향

을 가리킨다.25)

기억의 흔적으로서 폐허와 픽처레스크, 경관과의 연관성은 이러한 풍경화가

들의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쇠퇴한 도시인 디스아비타

토를 그린 클로드 로랭은 로랭은 1620년대 후반부터 1680년대 초반 사이 로마

에서 그린 일련의 회화를 통해 영어권에서 경관(landscape)의 개념을 구체화하

였는데, <로마 포럼의 폐허(Caprice with Ruins of the Roman Forum)>(1634

년 경)와 같이 로랭의 풍경화에서 쇠퇴한 로마 도시의 경관은 버려지고 잡초가 

무성한 시각적 이미지의 경관으로 구성된다. 픽처레스크 회화가 정원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로랭의 로마 디스아비타토 풍경화는 영

국 픽처레스크 설계가들의 모델이 되었고, 고대 로마 유적지로의 여행인 그랜

드 투어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26)   

픽처레스크 폐허를 감상하는 방식은 연상(association)이다. 연상이란 무엇인

가? 1794년부터 촉발된 웁데일 프라이스(Uvedale Price)와 리처드 페인 나이트

(Richard Payne Knight), 윌리엄 길핀(William Gilpin) 등의 픽처레스크 논쟁은 

픽처레스크 이론을 구체화하는데 영향을 끼치는데, 이 중 픽처레스크 정원의 

연상에 관하여서 나이트의 글 「취향의 원칙에 대한 분석적 탐구(Analytical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Taste)」(1805)를 살펴보면, 나이트는 픽처레스

크가 외부 세계가 아닌 관찰자의 내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며 픽처레스크는 연

25) Stephanie Ross, “The Picturesque: An Eighteenth-century Debat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46(2), 1987, p.272. 

26) Charles Waldheim, Landscape as Urbanism: A General Theo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배정한·심지수 옮김, 경관이 만드는 도시: 랜드스케이프 어
바니즘의 이론과 실천, 서울: 한숲, 2018,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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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association)의 방식으로 경험된다고 설명했다.27)

당시의 연상주의적 관점은 픽처레스크 정원에 표현되는 폐허와 관련이 깊

다. 존 딕슨 헌트(John Dixon Hunt)는 픽처레스크 정원에서 폐허는 불완전성

을 지니고 있으며, 이 불완전성이 연상, 즉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마침내 완성

되어 미적인 매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28) 유리코 사이토(Yuriko Saito)는 픽처

레스크 정원에서 미적 감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상상력(imagination)

을 자극하는 것으로, “노화한 대상에 대한 미적 경험은 연상된 생각, 대상의 근

원과 그 이후의 역사적 발전, 수명, 변화를 일으킨 사건과 활동을 염두에 두고 

상상된 이미지에서 비롯”되며, “연상된 생각은 대상의 감각적 외관(appearance)

에서 유발”된다고 설명했다.29)

이처럼 픽처레스크 정원에서 연상을 통한 미적 감상은 폐허와 같은 불완전

한 외관을 보면서 관찰자의 마음에서 대응적으로 일어나는 상상력으로서의 연

상(association) 능력에 있다. 그리고 나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연상은 관찰자 

개인이 지닌 기억과 경험, 문화적 배경에 좌우되는데, 특정한 사회에서 유행하

는 경향이나 취향이 사람들에게 연상 작용에서 기반이 되는 공유된 생각을 부

여한다.30) 따라서 개인의 연상은 유사한 문화권 혹은 시대적 배경을 가진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 

픽처레스크 정원에서 폐허는 픽처레스크 풍경화처럼 허물어지거나 무너진 

중세 고성, 낡은 은신처(hermitage) 등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영국 해글리 정원

(Hagley Garden)의 허물어진 고성이나 스코트니 성(Scotney Castle), 스토우 

정원(Stowe Garden)의 은신처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그림 3-3]. 픽처레스크 

폐허는 의도적으로 일부를 헐어내어 만들기도 한다. 자연 속 허물어진 폐허의 

27) Stephanie Ross, “The Picturesque: An Eighteenth-century Debate,” p.275.

28) John D. Hunt, “Picturesque Mirrors and the Ruins of the Past,” Art History 4(3), 1981, 

p.259.

29)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180-182.

30) Stephanie Ross, “The Picturesque: An Eighteenth-century Debate,”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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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물성에서 표출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성을 나타내며, 이 시간성

의 경험은 감상 주체가 폐허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연상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은 폐허 미학의 전통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도 적용된다. 

공원에 남겨진 기억의 장치 또는 흔적(mnemonics)으로서 기존 산업 시설과 공

장 등의 잔해는 허물어지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방문자들은 연상을 

통해 불완전한 부분을 상상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 

2) 산업 폐허에 대한 미적 감상: 폐허애와 숭고

폐허가 픽처레스크 정원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기억의 장치인 동

시에 미적 경험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폐허를 통한 미적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폐허에 대한 미적 감상을 설명하기 위한 미적 

개념으로 폐허애와 숭고의 개념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스베트라나 보임(Svetlana Boym)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에서의 미적 

경험을 폐허애(ruinophilia)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픽처레스크 정원에서 연상 

작용을 통해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던 폐허가 현대 도시 경관에서도 등장하고 

있으며, 21세기에 나타난 근대적 폐허에 대한 매료됨은 포스트모던적 현상으로 

그림� 3-3.� 픽처레스크�정원�폐허�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해글리�조지�리틀턴�정원(George� Lyttelton’s� Park� at� Hagley)의�폐허,�

(오른쪽)스코트니�성(Scotney� Castle)과� 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왼쪽)hagleyhall.com� (오른쪽)tripadvis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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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할 수 있을 수준을 넘어서는 역설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보임에 따르면, 

폐허애는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물리적이고 본능적인 경험으로서, 산업 시설

의 형식이나 재료를 재활용하는 건축․예술 프로젝트에서 탈근대성은 폐허애, 또

는 폐허에 대한 관용과 인정을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건축가와 예술가는 

과거를 파괴하거나 재건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사의 잔해를 가지고 창작 활동

을 하고 근대의 폐허와 협업하면서, 폐허의 기능을 실용적인 동시에 시적인 것

으로 다시 규정함으로써 폐허와 직면하며, 폐허를 우리의 현재와 통합시키는 

것이다.31)

그러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 남겨진 산업 기억의 흔적을 통한 미적 

경험은 폐허애의 개념보다 숭고(sublime)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숭고란 무엇

인가? 숭고는 공원 또는 정원의 목가적 풍경을 설명하는 아름다움(the beau-

tiful)과 대비되는, 야생적이고 불규칙하며 거친 상태를 의미한다.32) 자연 경관

에서 숭고는 19세기 미국의 자연 경관이 지닌 야생성, 황야(wilderness)를 설명

하는 개념이며,33)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경관에서 숭고는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과 같은 대지 예술가들의 작업에서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표현되는 추함과 공포심 등 감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제시된다.34)

이러한 배경에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숭고라는 생경한 미적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시애틀의 개스 워크 파크(Gas 

Works Park)에 대해 마이어(Elizabeth K. Meyer)는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남겨

31) Svetlana Boym, “Ruinophilia: Appreciation of Ruins,” eds. Zbynek Baladrán and Vit Havr

ánek, Atlas of Transformation, 2011, monumenttotransformation.org/atlas-of-transformati

on/r/ruinophilia.

32) Edmund Burke,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1757, 김동훈 옮김,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서울: 도

서출판 마티, 2009.

33) 배정한, “황야에 대한 인식과 미적 경험의 변화: 조경의 이중적 자연관과 그 모순,” 한국조경
학회지 34(1), 2006, pp.59-68. 

34) 이명준․배정한, “숭고의 개념에 기초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미학적 해석,” 한국조경학
회지 40(4), 2012,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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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장 시설은 산업 잔여물인 동시에, 방문자에게 장소의 기억을 불러일으키

는 기억의 장치라고 평가했다.35) 이와 유사하게 독일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

원(Landschaftspark Duisburg-Nord)의 설계가인 피터 라츠(Peter Latz)는 한 

강연에서 부지에 남겨진 산업 기억과 숭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프라와 산업 유물의 잔해로부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거대

한 잔해의 미학은 이 땅의 혼(genius loci)를 배양했으며,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잠

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 버려진 철골 구조물은 거인과도 같았고, 숭고(sublime)의 언어

로 말했다. 거대한 용광로는 단지 낡은 용광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태어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용(dragon)처럼 느껴졌다.36)

라츠는 당시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 설계 공모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낡

은 흔적을 깨끗하게 치운 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기존 공장 지역의 흔적과 구

조물을 반영하여 이를 유지하고 정비하는 안을 택했는데, 당시 부지에서 숭고

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대표적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

원인 선유도공원 또한 숭고의 미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정한은 선유도공원

에 표현된 물성을 표현하며 “허물어진 콘크리트, 거친 표면의 시멘트 기둥, 녹

슬고 부식된 철제 배관과 같은 시간의 파편”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숭고의 

미적 아우라”로 해석한다.37) 이러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숭고를 경

험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 이명준․배정한은 산업 경관과 야생의 자연의 결합에

서 느낄 수 있는 생경한 감각적 체험, 산업 시설이 보여주는 과거와 식물이 점

거할 미래가 혼합되어 표현되는 불확실한 시간성의 현시, 그리고 유기된 산업 

부지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치유력의 교훈으로 설명한다.38)

35) Elizabeth K. Meyer, "Seized by Sublime Sentiments: Between Terra Firma and Terra 

Incognita," ed. Wiliam S. Saunders, Richard Haag: Bloedel Reserve and Gas Works Park,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p.5-28.

36) Peter Latz, “The Metamorphosis of the 20th Century’s Landscapes,” March 1, 2004,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ecture.

37)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파주: 

조경,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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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대하고 오염되었지만 도시의 발전사와 맥을 같이 하며, 새로운 대

상지로서 도시에 던져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는 오늘날 도시에서 새로운 

경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염된 산업 부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재생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숭

고와 폐허애 등의 특별한 미적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포스트 인

더스트리얼 부지의 생경한 특성 또한 새로운 공원 조성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다. 산업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달한 근대의 도시에서 쇠퇴한 산업 부

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사례들은, 이 새로운 경관이 유기된 산업 부지를 재

생하고 도시적 맥락과 연결하는 데 유효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2.4. 탈산업부지의 산업 자연

흥미로운 점은, 재생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표현되는 산업 기억

에는 자연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식재, 더 복

38) 이명준․배정한, “숭고의 개념에 기초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미학적 해석,” pp.83-87.

그림� 3-4.� 숭고를�경험�가능한�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사례� � � � � � � � � � � � � �

(왼쪽)두이스부르크-노르트�공원�내� 용광로,� (오른쪽)선유도공원� � � � � � � � � �

(출처:� (왼쪽)latzundpartner.de� (오른쪽)ydp.go.kr)



117

잡한 경우 공원의 생태적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도시 속의 자연을 대변하는 공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

합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부정적인 산업 기억의 특성을 완화하고 장

식하기 위한 녹색의 화장술39)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 기억과 관련하여 

자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절에서는 기억의 측면에서 포스트 인더스트리

얼 공원의 자연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기되고 폐쇄된 산업 시설 혹은 부지에 다시 식생 군락이 형성되어 생태계

를 이루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의 주드겔렌데 생태

공원(Natur-Park Südgelände)은 1952년 폐쇄된 후 형성된 식생 군락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생태자연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비무장지대 

DMZ의 경우 약 70년간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 속에서 개발이 통제되고 사람

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면서 최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

다.40)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의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 또한 설계 시 지피식물과 덤불 등 자연스럽게 형성된 식생 군락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이러한 자연을 지칭하는 용어로 산업 자연(industrial nature)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엄밀하게는 산업 이후 자연(post-industrial nature), 즉 유기된 산업

시설에 다양한 식생 군락이 형성되어 다시 원시 자연의 숲처럼 생태계를 이루

게 된 자연을 의미한다. ‘산업 이후 자연’의 모습은 식물학․생태학자에게는 종 

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처이며, 도시 계획가 및 조경가에게는 포스트 인더스트리

얼 경관에서 산업 폐허의 물성과 대비되는 상징으로, 사진가와 영화 제작자에

게는 낭만적인 혹은 디스토피아적인 무대이자 배경으로 인식된다.42)

39)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4, pp.201-218.

40) 최주영․유상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실현방안 연구,” 국토계획 50(1), 2015, pp.105-114.

41) Anna Storm, Post-industrial Landscape Sc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108-109.

42) Anna Storm, Post-industrial Landscape Scar,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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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자 잉고 코바릭(Ingo Kowarik)은 이러한 산업 자연을 “제 4의 자연

(the fourth kind of nature)”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제 1의 자연은 야생

(wilderness) 혹은 원시 자연을, 제 2의 자연이 인간이 기능적 필요에 의해 개

입한 농지나 도시와 같은 자연을, 그리고 제 3의 자연은 기능적 필요 이상으로 

인간이 미학적 측면 등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자연이다. 특히 16세기 

이후 정원술이 발달한 이탈리아에서 정원은 바로 제 3의 자연이라 불렸던 대상

이었다.43) 오늘날의 경우 도시의 공원이나 도시 미관을 위해 조성된 녹지 공간

이 제 3의 자연에 포함된다.

코바릭이 제안한 제 4의 자연, 즉 산업 이후 자연은 기존의 제 3의 자연의 

개념을 확장하여 등장한 자연으로서, 일반적인 공원 혹은 정원과 다른 양상으

로 표현되는 새로운 산업 자연을 설명하는 용어다. 코바릭은 도시의 유기된 산

업 부지에서 나타난 자연을 제 4의 자연으로 지칭했으며, 제 2의 자연과 제 3

의 자연이 문화적 영향을 받은 자연의 유형이라면, 제 4의 자연은 가장 원본이 

되는 제 1의 자연과 같이 자연 생태계의 변화 혹은 천이 단계에 영향을 받은 

자연으로, 자연의 야생성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1의 자연, 원시 

자연이 “오래된 야생성”이라면, 산업 부지의 자연으로서 제 4의 자연은 “새로운 

야생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44)

이러한 산업 자연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자연 식생이 ‘유산’으로서 산업 시

설 및 잔해의 원본성(originality) 혹은 진정성(authenticity)을 훼손한다는 관점

에 반론을 제기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식생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관리되

어야 하는 대상으로, 산업 유산의 경우에도 기존 시설을 녹슬게하거나 부식시

43) John D. Hunt, “The Idea of a Garden and the Three Natures,” Greater Perfections: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pp.51-70; 황주영, “윌리엄 켄트의 정원에 나타난 풍경화적 속성,” 미술사논단 25, 2007, 

p.226.

44) Ingo Kowarik, “Wild Urban Woodlands: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eds. Ingo 

Kowarik and Stefan Korner, Wild Urban Woodlands: New Perspectives for Urban 
Forestry, Berlin; Heidelberg: Springer, 200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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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보존해야 할 특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생태적 관점에

서 ‘제 4의 자연’은 오히려 제 1의 자연인 원시 자연의 보존이라는 점이 유의

미했다. 코바릭에 따르면, 자연의 원본성은 자연성(naturalness)에 있으며, 이 자

연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태고의 원형적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회

고적 관점(retrospective perspective)과, 훼손되었더라도 스스로 변화해나갈 수 

있는 자연 생태계의 가능성 또는 능력(natural capacity)을 중시하는 장래적 관

점(prospective perspective)으로 구분된다. 장래적 관점에 따르면 포스트 인더스

트리얼 부지의 자연은 가장 원본의 자연성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5)

코바릭의 이러한 견해는 산업 유산과 자연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

시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 유산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보존에

서 활용과 이용의 관점으로 변화한 것과 함께, 산업 유산이 포스트 인더스트리

얼 공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산업 자연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상징

적 요소가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 자연은 유기된 산업 시설과 이러한 환

경을 뚫고 자라나는 야생적 자연의 대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생태적 관점에

서 식생을 비롯한 새로운 자연은 유기된 산업시설을 새로운 토양으로 삼아 형

성되며, 자연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라는 점에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산업과 자연의 관계를 반드시 대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억의 관점에서도, 산업과 결합된 자연에는 중요한 상징적 가치가 있다. 탈

산업화와 관련하여 제기된 환경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나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의 개념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환경 문제와 관련이 깊다. 산업화는 환경오염과 자연 자원 고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산업 부지는 탈산업화 이후 새로운 유산인 동시에,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따라서 유기

된 산업 부지에 자연스럽게 자란 식생이든, 또는 관리 및 공원화 과정에서 의

45) Ingo Kowarik, “Wild Urban Woodlands: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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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만들어진 자연 식생이든 ‘자연적 요소’는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고 자

연을 회복시키는 상징으로서 여겨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두이스부르크-노르

트 공원을 설계한 피터 라츠는 기존 공장 부지에 대하여, “때가 되면, 녹색의 

식물들이 공장 입구의 기술적인 구조물들을 덮어버릴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오염된 산업 부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정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

씩 하나씩 전개되는 것이다”라고 예측했다.46)

이처럼 유기된 산업 부지와 산업 자연에 대한 미적 측면을 기존 주민이나 

과거 공장 노동자보다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의 경우 1985년 공장 폐쇄 후 기존 

노동자들은 인근의 현대식 공장으로 이전했고, 두이스부르크 시 트러스트가 보

존을 위해 해당 부지를 구매한 후 일부 구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

전에 공장에 방문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유기된 공장 시설을 활용한 공원화

에 더 매력을 느꼈다.47)

이처럼 많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에서 기존 지역 주민보다 방문 경험

이 없는 방문객들이 유기된 산업 부지의 재사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

곤 하는데, 이는 유기된 산업 부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을 가진 주민들보다, 

산업 유산으로서의 부지 및 자연을 통한 부지의 회복이라는 시대적․역사적 배경

의 기억을 지닌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산업 부지에 대한 공적 기억을 어

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46) Peter Latz, “Landscape Park Duisburg-nord: The Metamorphosis of an Industrial Site,” 

ed. Niall Kirkwood, Manufactured Sites: Rethinking the Post-industrial Landscape, New 

York: E & FN Spon. 2001, p.157.

47) Anna Storm, Post-industrial Landscape Scar,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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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모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memorial park)은 기억의 대상으로서 특성 대상 혹은 사건

을 상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억의 대상을 회상함으로써 기념하거나 추모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기억(memory)’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억 경관

의 유형이다.

20세기 후반 메모리얼의 가장 큰 변화는 기념비(monument)에서 메모리얼

(memorial)로의 변화다. 이 변화는 정확하게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기념비성(monumentality)의 붕괴로 인해 기존의 기념비가 메모리얼로 

재형성된 것을 의미한다.48) 그렇다면 기념비성이란 무엇이며 왜 붕괴되었는가? 

기념비(monument)가 메모리얼(memorial)로 변화하였다면 이 용어들 간에는 어

떤 차이가 있는가?

현재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memorial’과 ‘monument’의 

사전적 정의49) 및 어원50)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일반적으로 

‘memorial’과 ‘monument’는 모두 ‘memory’와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혼용되어 쓰

이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memorial’은 기억하고 보존하는 행위

를 설명하는 형용사형과, 기념비․관습․규칙․기록 등 기억의 보존을 위해 형성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명사형으로 주로 사용되며, ‘monument’는 보다 구체적

48)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6, p.14.

49) 사전적으로 memorial은 형용사․명사․동사로 쓰이며, monument는 명사․동사로 쓰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사형은 생략하고 형용사형 및 명사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법률적 

용례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용례, 그리고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구어를 정

의하는 항목의 경우 생략하였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memorial” and “monument,” 

2020, www.oed.com.

50) 주학유․전영훈, “현대 기념건축에 대한 연구: 기념성의 개념정의와 기념건축의 설계방법을 중

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3), 2013, p.165; 주학유․전영훈의 연구에서는 각 용

어의 어원 분석을 위해 Oxford English Dictionary, Merriam-Webster Dictionary,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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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용

memorial

사전적 정의
adj. 1.�사람�또는�사물에�대한�기억을�보존함;�대체로�사건․인물을�기념하기�위해�설치된�사물�

또는�기획된�축제.

� � Preserving� the� memory� of� a� person� or� thing;� often� applied� to� an� object� set� up,�

or� a� festival� (or� the� like)� instituted,� to� commemorate� an� event� or� a� person.

3.�기억과�관련된�것

� � Of� or� relating� to� memory.

n. 2.a.� 사람,� 사건,�사물에�대한�기억이�기념비,�관습,�규칙을�통해�보존된�것

� � Something� by� which� the� memory� of� a� person,� thing,� or� event� is� preserved,� as�

a� monument,� a� custom,� or� an� observance.

3.a.� 기록․연대기․회고록;�개인적�회고�또는�사람․장소․사건에�대한�역사를�포함

� � A� record,� chronicle,� or� memoir;� (in� plural)� a� record,� often� containing� personal�

reminiscences,� of� the� history� of� a� person,� place,� or� event.

어원

라틴어 memoriã / memor+(-)iã 

� � � � � � memor:�의식하는,�신중한,� 기억하는,� 감사하는

� � � � � � � � � � � � � � mindful,� prudent,� remembering,� grateful

� � � � � � -iã:� 명사를�만듦,� 병명/지명/라틴어계�복수� -militia

monument

사전적 정의
n. 1.�무덤,�매장지

� � A� tomb,� a� sepulchre.

2.a.� 유명하거나�중요한�인물�또는�사건을�기념하기�위해�세워진�조각상,�건축물�및�기타�

구조물

� � A� statue,� building,� or� other� structure� erected� to� commemorate� a� famous� or�

notable� person� or� event.

2.c.� 죽은�사람에�대한�기억과�관련하여�세워진�조각상�및� 기타�구조물

� � A� statue� or� other� structure� erected� in� memory� of� the� dead

2.d.� 역사적�흥미�또는�중요도가�있는�구조물,�건물�및� 부지

� � A� structure,� edifice,� or� (in� later� use� also)� site� of� historical� interest� or� importance.

4.a.� 생존자에�의해�특정�인물,�행위,�시대,� 사건�등을�기념하고�차별화하기�위해�조성된�

것;� 메모리얼의�역할을�하기도�함

� � Something� that� by� its� survival� commemorates� and� distinguishes� a� person,�

action,� period,� event,� etc.;� something� that� serves� as� a� memorial.

4.c.� 삶의�방식․태도․성취�등을�회상․목격․찬양하는�것

� � Something� that� serves� as� a� reminder� of,� or� witness� or� tribute� to,� a� way� of� life,�

attitude,� achievement,� etc.

어원

라틴어 monumentum / monu(monēre)+(-ment) 

� � � � � � monēre(moneo):�상기,� 경고,� 충고,� 지시하기�위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to� remind,� warn,� admonish,� instruct

� � � � � � -ment:�구상명사를�만듦.�동작�또는�결과로서�생기는�상태/산물/수단� -ornament

표� 3-2.� memorial과� monument의�사전적�정의�및�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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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억의 보존을 위해 세워진 조각상․건물․구조물을 가리키는 명사형으로 사

용된다. 또한 어원적으로, 메모리얼의 어원인 ‘memoriã’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 

행위를, 기념비의 어원인 ‘monumentum’은 어떤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세워진 

산물로 볼 수 있다. 이에 ‘memorial’은 “기억하는 행위에 중심을 둔 추상적․성

(性)적 측면”에서, ‘monument’는 “기억하기 위한 물체를 지시하는 구상적․물

(物)적 측면”에서 기억과 연관된다.5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영나는 미학자 

아서 단토(Arthur Danto)의 표현을 빌려, ‘monument’가 개인이나 역사적 사

건, 추상적 개념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면, ‘memorial’은 애도의 의미가 강한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52) 문은미는 통상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monument’는 주로 전쟁의 승리나 위대한 영웅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형물로서 

경축(celebrating)하는 성격이 강할 때, ‘memorial’은 주로 죽음이나 상실의 슬

픔을 위로하는 공간과 장소로서 애도(mourning)의 성격이 강할 때 사용되는 단

어로 설명하였다.53)

이상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및 메모리얼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기

념비에서 메모리얼로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양상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철학적 또는 사상적 변화다. 통합되고 단일한, 공동의 이상 

또는 가치를 상징하는 기념비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기념 또는 

추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상을 메모리얼로 지칭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대상으로서 세워진(object erected) 기념비 중심의 기념 공간의 물리적 

변화로, 에리카 도스(Erika Doss)의 말을 빌리자면 조각상 마니아(statue ma-

nia)에서 메모리얼 마니아(memorial mania)로의 이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54)

51) 주학유․전영훈, “현대 기념건축에 대한 연구: 기념성의 개념정의와 기념건축의 설계방법을 중

심으로,” p.165.

52) Arthur Danto,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The Nation 31, 1985, p.152. 

53) 문은미, “현대 메모리얼의 개념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9(6), 2008, p.200.

54)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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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양상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monument’라는 용어가 

‘memorial’로 바뀌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의 변화는 실

제로 공간에 조성되고 있는 기념비 또는 메모리얼의 양상이 이처럼 두 가지 측

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 전개 시 사례로 살펴본 주요 

메모리얼 사례는 [표 3-3]과 같다. 

설계 연도 이름 위치 장소 기억 및 활용 방식

1982

베트남�참전용사�메모리얼

(Vietnam�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U.S.

-미국의�베트남전쟁�참전용사�기념을�위한�

메모리얼로,�검정�화강암�벽에� 5만명이�넘는�

참전용사�이름이�새겨짐

1997

오클라호마�메모리얼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Museum)

Oklahoma,� U.S.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폭탄�테러로�

사망한�사람들을�추모하는�메모리얼�및�박물관

1997

고베�항� 지진�메모리얼

(Port� of� Kobe�

Earthquake� Memorial)

Kobe,� Japan

-1995년� 1월� 17일� 일본�고베�대지진(한신�

대지진)으로�부서진�고베�항을�지진의�참상을�

보여주기�위해�그대로�보존하여�조성

1999

학살된�유럽�유대인을�위한�

메모리얼/베를린�홀로코스트�

메모리얼�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Berlin,� Germany

-제� 2차� 세계대전에서�학살된�유럽�유대인을�

추모하기�위한�메모리얼로,�베를린�중심부에�

위치,� 유대인의�이름없는�묘비를�상징하는�

2711개의�거대한�콘크리트�블록으로�구성

2001
아일랜드�대기근�메모리얼

(Irish� Hunger�Memorial)
New� York,� U.S.

-1845~1852년�발생한�아일랜드�대기근으로�

사망한�아일랜드인들을�추모

2003

펜타곤� 9.11�메모리얼

(9.11� Pentagon�

Memorial)

Arlington,� U.S.
-2001년� 9.11� 테러로�무너진�펜타곤�건물�및�

납치된�비행기의�사망자를�추모

2004

9.11�메모리얼�및� 박물관

(9.11�Memorial� &�

Museum)�

New� York,� U.S.

-2001년� 9.11� 테러로�무너진�세계무역센터�

건물�부지에�세워진�메모리얼�및� 박물관으로�

당시�뉴욕�시의�사망자들을�추모

2011
에이즈�메모리얼

(AIDS� Memorial)
New� York,� U.S.

-에이즈로�사망한� 10만�명�이상의�뉴욕�시민을�

추모하며�에이즈�관련�치료�및�연구에�기여한�

이들을�기림

2013

쓰촨�지진�메모리얼

(Sichuan/Wenchuan�

Earthquake� Memorial)
Sichaun,� China

-2008년� 5월� 12일� 발생한�쓰촨�대지진의�

7만명이�넘는�사망자를�추모.� 지진으로�갈라진�

땅의�모양을�형상화

2014
우퇴야�메모리얼

(Utoya� Memorial)
Utoya,� Norway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폭탄�테러로�

사망한�청소년들을�추모

2020 세월호�안전공원 안산,� 대한민국
-2014년� 4월� 16일� 진도�앞바다�세월호�

침몰사고�사망자를�추모하고�안전의식을�

고취하기�위한�메모리얼

표� 3-3.� 주요�메모리얼�공원�사례� (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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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념에서 추모로 변화

전통적인 기념비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알라이다 아

스만(Aleida Assmann)은 추모(commemoration)의 방식이 기억과 관련하여 크

게 다음의 세 가지, 종교적 차원의 망자 추모, 세속적 차원의 망자 추모(송덕), 

역사적 증거로서 민족적 기억 및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55) 각 

추모 방식과 관련된 기념비를 살펴볼 수 있다.56)

먼저 종교적 차원에서 망자 추모는 고대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추모 방식으로, 살아 있는 후손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망자를 기리며 위령(慰靈)

하는 것을 말한다.57) 이와 관련된 기념비 또는 기념물(monument)의 유형은 묘

비, 묘지석, 위령탑, 혹은 묘지공원 등을 들 수 있다. 아스만에 따르면 망자 추

모는 가장 본질적인 문화적 기억이자 추모의 방식으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

효한데, 예컨대 20세기 후반의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오히려 망자 추모의 형식

으로 되돌아간 기념비의 사례가 된다.

두 번째는 세속적 차원의 망자 추모로 ‘송덕(eulogy)’을 들 수 있는데, 송덕

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람들이 망자의 행위와 치적을 기록하고 이를 칭송하

는 방식으로 추모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인’들이 망자의 업적

을 기록하고 송덕 작업을 직업적으로 전담했으며, 이로서 망자는 사회적 명성

을 얻게 된다. 특히 전투에서의 업적이나 죽음을 희생으로 신성시하며 명예를 

부여하는 방식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무덤이 가족의 개인

55) 아스만은 세 가지의 추모 방식을 간략하게 ‘기억, 명성, 역사’라 설명한다;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39-80.

56) 미술사가 호르스트 얀손(Horst Janson)는 기념비를 장례 기념비(funerary monument), 위대한 

인물을 위한 기념비(monument to great men), ‘자유’와 같은 역사적 사건 또는 이념을 위한 

기념비(monument)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얀손의 기념비 유형 분류는 각각 

아스만이 제기한 추모의 세 가지 양식, 망자 추모, 송덕, 역사적 증거와 정체성 형성과 연결

된다; Horst W. Janson, The Rise and Fall of the Public Monument, New Orleans; LA: 

The Graduate School; Tulane University, 1976. 

57)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3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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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념비”였다면, “기념비는 도시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적 기억, 더 확장된 

기억 공동체에 대한 기념비”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58) 이에 따라 집단적으로 

공공 공간에서 기념되는 기념비와 명예의 전당 등은 송덕을 위해 세워진 기념

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념비의 형식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증거로서 민족적 기억을 회상하게 하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추모의 방식을 들 수 있다. 즉, 국가의 권력 집단이 국가적 내러티브

로서 역사적 기억을 재구성하여 추모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정당성을 다진다는 것이다. 아스만은 이러한 경향이 19세기 민족국가 

등장 이후 두드러지지만,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도 궁정과 왕가와 관련하여 역

사적 추모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한다.59) 기념비는 추모의 공간 이상으

로, 과거의 사건이나 업적을 고증하는 역사적 기능을 한다. 기념비의 존재로 인

해 민족적 기억을 형성하는 역사적 사건은 증거가 있는 신뢰할 만한 기억이 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추모하면서 국가적․민족적 기억과 정체성을 수립하는 기념 방

식은 국가 기념일, 의식, 행사, 책과 영화 등 무형적 유형으로도 나타나며, 많은 

기념비와 기념공간, 박물관 등이 이와 관련된 기념비 유형에 속한다. 정치적으

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념비들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성과 관계없

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의 기념비와 메모리얼, 독일의 홀로코스트 메

모리얼과 유태인 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기념물이 조성된 베를린 중심부, 대

한민국 서울의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이 바로 역사적 기억을 통해 국가적 정체

성을 수립하기 위해 기념비 또는 메모리얼이 설치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기념비(monument)들은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기념물의 다수를 차지하

58)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47-54. 

59)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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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많은 기념공간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념비의 양상이 

메모리얼(memorial)로 변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모든 기념비가 사

장되고 메모리얼로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전통적인 기념비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대안적 기능을 담당하는 메모리얼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전통적 의미의, 특히 송덕과 기념의 기념비에서 나타나는 기

념(celebrating)은 오늘날 추모가 포함된 기념(commemoration)의 개념과는 다

소 거리가 있다. 

이처럼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의 변화에 대해, 미학자 제임스 영(Young)은 

기념비의 기능적 측면이 메모리얼로 재구축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그리는 ‘메모리얼 양식의 궤적(arc of memorial vernacular)’을 구성하는 대표

적 메모리얼의 사례로 1982년 마야 린(Maya Lin)이 설계한 미국 워싱턴의 베

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Vietnam Veterans Memorial), 1999년 피터 아이젠만

(Peter Eisenman)이 설계한 독일 베를린의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메모리

얼(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Holocaust- Mahnmal), 2004

년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와 피터 워커(Peter Walker)가 설계한 미국 뉴

욕의 9/11 메모리얼(9/11 Memorial and Museum)을 들고 있다. 이러한 메모

리얼의 사례들은 메모리얼에서 재현된 기억이란 “결코 종결되지 않는 과정

(never-to-be-completed process)”이며, 메모리얼은 기억이 “실재(being)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60)

한편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제로 영은 

기념비(monument)와 메모리얼(memorial)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념비가 기능적 측면에서 메모리얼로 재구축되었다

는 견해, 그리고 기념비성의 붕괴와 거짓 기념비성(pseudo monumentality)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전개된 이후 20세기 말부터 기념비와 박물관, 메모리얼과 

60)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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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호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영이 기념비와 메모리얼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추론해볼 수 있다. 

영은 특히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했다. 과거 통합된 기억․신념․가치가 존재하던 시대에 기념비는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고 재현함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메모리얼은 더 이상 통합될 수 없는, 이질적이고 다양화된 기억․신념․가

치가 함께 논의되는 공동의 공간(common space)이자, 다양화된 기억을 모을 

수 있는(collected) 형식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차이는 기념비와 메모리얼에서 표현되는 기억 개념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념비와 메모리얼은 여러 행위, 사건, 사상으로 치환될 수 있는 어떤 기

억에 기한다. 그러나 기념비가 역사적 기억이 상징하는 단일한 의미를 재현하

는 형식이라면, 메모리얼은 역사적 기억 그 자체를 재현함으로써 이를 회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메모리얼은 장소 기억과 관련된 다양한 기억들을 촉발시키

며, 때로는 서로 경합하는 기억들을 모으고 구성함으로써 공유되는 일종의 공

적 기억(public memory)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영은 메모리얼의 형식

(vernacular)이 궤도(arc)를 이루며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림� 3-5.� 메모리얼의�변화를�가져온�주요�메모리얼�사례� � � � � � � � � � � � � � � � � � � � �

(왼쪽)워싱턴�베트남�참전용사�메모리얼� (중간)베를린�홀로코스트�메모리얼�

(오른쪽)뉴욕� 9.11� 메모리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왼쪽)cfa.gov� (중간)dw.com� (오른쪽)9memori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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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 

사실상 영이 제시했던 메모리얼 변화를 보여주는 3가지의 메모리얼 사례는 

곧 아스만이 제시한 3가지의 추모 방식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 번째 사례인 1982년 설계된 미국 워싱턴의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은 전

통적인 기념비가 담당하던 송덕의 기능을 추모와 함께 담당한다. 이 메모리얼

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

름이 새겨진 검은 화강암 벽은 상처와 같이 벌어지고 절개된 땅에 세워져 있어 

아픔과 희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은 송덕

으로서 기념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드러내는 방식의 메모리얼이지

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기념비와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다.

1999년 설계된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사회적 차원에서 메

모리얼의 기능이 송덕에서 집단적인 망자 추모로 옮겨간 사례라 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의 가해자였던 독일이 

피해자인 유대인 및 학살당한 유럽인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이다. 메모리얼의 

위치나 조성 의도는 전통적인 기념비가 기념하던 전쟁의 승리, 군인의 승전, 기

념할만한 어떤 사건의 기념, 영웅의 송덕과 반대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과거

에 대한 반성으로 변화한다. 이름 없이 죽어간 유대인과 여러 유럽인들의 이름 

없는 묘비이자 무덤을 상징하는 2,711개의 콘크리트 블록은 고대로부터 유족들

이 죽은 가족들을 추모했던 ‘망자 추모’의 형식으로 나타난다.61)

2006년 설계된 미국 뉴욕의 9.11 메모리얼은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

얼처럼 희생자, 피해자, 또는 망자를 추모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지만, 메

모리얼이 다루는 기억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전반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총력전(total 

war)의 시대였으며,62) 이후 20세기 후반기에는 냉전 체제라는 거대 이데올로기

61)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62.

62)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서울: 휴머니스트,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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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를 양분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 대전의 여파가 어느 정도 마

무리되고 정치와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18-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

한 식민 지배에 대한 문제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촉발된 홀로코스트

와 같은 전쟁의 역사적 상처를 직면하는 문제가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났고, 메

모리얼의 형식은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처럼 이러한 문제적 기억을 표현

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메모리얼이 다루는 사건은 20세기의 전쟁, 이데올

로기, 정치와 역사로 대표되는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건’에 주목하

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뉴욕의 9.11 메모리얼의 경우 2001년 

당시 9.11 테러 사건이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후 미국의 정책 변화와 미국인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63)

9.11 메모리얼은 메모리얼의 대표적 사례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메모리얼에서 나타나는 추모 방식은 크게 국가적 영웅이나 군인과 같은 대상을 

칭송하기 위한 송덕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방식의 망자 추모로 변화

하고 있다.

3.2. 메모리얼 기억의 범위 확장

기념비성의 몰락과 추모 방식의 변화는 기념비의 쇠퇴와 메모리얼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 메모리얼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메모리얼 의미 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양상과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 종합하여,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 특히 그 의미와 기능의 변

화 양상을 다음의 4단계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20세기 중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념비와 기념비성의 쇠퇴다. 

63) 박진빈, “9.11 기억의 터: 미국 예외주의의 트라우마,” 사회와 역사 78, 2008,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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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관련

된 기념비와 메모리얼을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1980년대 발생한 기억의 붐

(memory boom)과 관련된 공적 추모(public commemoration)의 폭발적 증가

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하

는 거대한 역사적 담론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오늘날 메모리얼의 의미 변화

를 단계별로 탐구한다.

단계 시기 내용

1. 기념비성의 

쇠퇴
1945~

-�기념비에서�표현되는�통합된�가치,� 문화,� 신념이�다변화

-�양차�세계대전�당시�기념비의�정치적�이용� (반기념비의�등장)

-�전쟁의�기억과�트라우마�문제에�주목하고�대응하기�시작

2. 정체성 정치 

등장
1970~

-�하이픈(-)으로�표시되는�민족�집단의�사회적�지위�향상에�따른�민족�

정체성�확립�시도(예:� Irish-American,� Jewish-American)

-�정체성�정치는�성별,�인종,� 성정체성,� 질병�등�여러�소수집단과�관계된�

대규모�정치�운동으로�확장

3. 기억의 붐과 

공적 추모 증가
1980~

-�분절된�사회를�통합하고자�하는�반작용적�욕구

-�시민․대중�중심의�기억�회상과�공적�추모�활성화

-�대중�매체�확산으로�기억�공유�용이

4. 거대 역사적 

담론 탈피
2000~

-�홀로코스트를�비롯한� 20세기의�주요�역사적�담론에서�탈피․확장

-�특정�지역에서�일어난�사건을�장소�기억에�기반하여�회상․추모

-�임시�메모리얼(temporary� memorial)의� 즉각적�조성

-�메모리얼의�지역화․다양화․대중화․지구지역화(glocalization)

표� 3-4.� 메모리얼�공원에서�추모�방식�및� 기억�의미�변화�단계

그림� 3-6.� 기념비에서�메모리얼로�추모�방식�및� 기억�의미�변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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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화 단계는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메모리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편의상 변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지만, 모든 메모리얼

이 이러한 변화를 균등하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단계가 시작된 시

기는 있지만,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종결 이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서 중첩되어 나타난다. 어떤 메모리얼은 사회적 요구나 상황에 따라 여전히 전

통적인 기념비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세기의 역사적 

기억의 문제를 제기하는 메모리얼과 사회 운동과 관련된 메모리얼의 기능 또한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기념비성의 쇠퇴: 1945년 이후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 기념비성의 쇠퇴와 몰락

이다. 기념비성이란 무엇인가? 1943년 호세 루이스 세르트(Josep Lluis Sert),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 지크프리트 기디온(Sigfried Giedion)의 글 「기념

비성에 대한 9가지 쟁점(Nine Points on Monumentality)」을 보면, “기념비는 

오로지 통합된 의식과 문화가 존재하는 시대에서만 가능”64)하다. 기념물을 설

립하는 주체가 대개 국가 또는 그 내부의 유력한 사회집단이기 때문이다. 

권력주체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념물을 설립하는데, 이로서 

권력집단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중요 인물이나 집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다. 권력집단은 기념물이나 기념공간 건설 이외에도 역사 서술, 종교 의

례, 축제, 예술적 형상화 작업, 국경일 제정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배타적

인 집단기억”을 만들어낸다.65) 사실상 기념비에서 기념(commemoration) 행위

는 역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상실된 과거 혹은 어떤 대상

과의 유대를 회복하는 시도로서 제의적 성격을 지닌다.66) 공동체의 정체성 획

64) Josep L. Sert, Fernand Léger and Sigfried Giedion, “Nine Points on Monumentality,” 

Architecture Culture 1968 (originally published 1943), p.29.

6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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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과 담론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원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기념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세르트, 레제, 기디온의 글에서 지적한 기념비성의 조건, 즉 기념비는 통합

된 의식과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진다는 점은 곧 오늘날 기념비성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영(Young)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지난 약 80년의 기간 동안 기념비는 동시대에 미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에 

직면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구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념비

를 존재하게 했던 통합된 의식과 문화적 기반이 분절화되었기 때문이다. 세르

트, 레제, 기디온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기념비는 과거의 역사가 가

진 의미를 단일하게 이해하는 통합된 비전을 통해 세워지는데, 이는 근대 이후 

형성된 과거 및 과거가 지닌 의미가 결코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는 신념

(modern conviction)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67) 즉 기념비는 역사

의 단일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기에, 역사가 단일화되지 않는 현대에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기념비는 대체 무엇인가? 제 2차 세

계대전 이후 기념비와 기념비성은 과거 전통적 기념비성의 레토릭(rhetoric)만

을 복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이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신념과 가

치가 형성되기 어려운 오늘날의 현대적 기념비가 여전히 공통의 믿음이 존재한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기념비의 형식만을 복제하

는 장식적 요소에 불과하며 더 이상 과거의 기념비처럼 단일화된 집단 정체성

을 보여주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었다. 1958년 기디온은 현대의 

기념비성의 레토릭 복제는 “기념비 자체의 표현력이 결핍된 것을 보상하기 위

한 것”이며, “근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기념비의 복제적 형태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결과는 ‘거짓 기념비성(pseudo monumentality)’으

66)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88.

67)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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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서 오늘날의 기념비는 “흘러간 시대로부터 온 

틀에 박힌 형태”, “내적 중요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감정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단순한 클리셰”가 되었다고 비판했다.68)

또한 영은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의 변화를 ‘기억’이 집단적이고 통합적인 

것에서 분화되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으로의 변화와 동일선상에서 보았다. 

이에 영은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개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지위

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적 관점과 내러티브, 단일한 기억의 의미를 강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유대인 미학자로서, 영은 기념비

가 20세기에 파시즘(Fascism) 및 나치즘(Nazism)의 독재 체제를 보여주기 위해 

이용되면서 20세기 후반 몰락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69) 기념비가 보여주는 기

억의 특성은 경직된 체제,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단일화된 독재 체제를 보여주

는 데 적합했고, 이러한 기념비의 몰락을 보여주는 기념비로서 기념물의 논리 

그 자체에 도전하는 반기념비(counter-monument)는 전체주의 체제의 몰락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 것이다.70)

반기념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 국가로서, 또한 홀로코스트라는 

반인륜적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결과적

으로 20세기 후반 기념비 변화의 한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전쟁영웅이나 전투를 이상화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국민과 군인들을 

기리는 전통적인 기념비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독일에서는 기념비의 

몰락을 보여주는 반기념비 이외에도, 기존의 기념비가 표현하는 것과 다른 의

미를 지닌 기념비의 표현 방식이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68) Sigfried Giedion, Architecture You and Me, p.25,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14에서 재인용.

69)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p.15-16.

70) James E. Young, “The Counter-monument: Memory against Itself in Germany Today,” 

Critical Inquiry 18(2), 1992,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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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공 기념비를 지칭하는 단어의 변화를 보면, 기존 독일에서는 

국가가 조성하는 기념조형물을 의미하는 ‘Denkmal’과 선조의 영광을 기리는 

‘Ehrenma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들은 전통적 기념비를 지칭하는 용

어로 볼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세에 대한 경고를 상기시키는 

‘Mahnmal’, 애도를 위한 기념물 ‘Trauermal’,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

해 독일의 가해 행위를 치욕으로 인지하는 ‘Schandmal’과 같이 기념비를 지칭

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며71) 기념비의 대안적 의미들을 모색하기 시작했

다. 이 중 “과거의 죄업을 상기시키는 기념물”72)로서 ‘Mahnmal’은 독일에서 

대안적인 공공기념물의 개념으로 정착했는데,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물 중 가

장 유명한 것으로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역시 

독일어로 ‘Mahnmal’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더 이상 무언가를 기념하지 않는 메모리얼은 기념비라 불리기 어려

운 처지가 되었다. 기념비라는 용어가 점차 쓰이지 않게 된 것은, 기념비가 상

징하는 단일한 특성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추모 행위가 더 

이상 무언가를 기념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참전용

사 메모리얼을 설계한 마야 린은, 자신의 작업물은 기념비가 아닌 메모리얼이

며, 더 정확히는 반기념비(anti-monument)라고 설명한다. 1993년 워싱턴 내셔

널 몰에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박물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을 설계한 건축가 제임스 잉고 프리드(James Ingo Freed)

는 더 이상 기념비가 아닌 메모리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념비는 어

떤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메모리얼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념하

지 않는다고 밝혔다.73)

1970년대에 이르면, 미술․건축 등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

71) 허효빈,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에 나타난 반기념비(counter-monument)의 특성과 공공

성에 관한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2, 2015, p.67.

7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383.

73)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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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전통적인 기념비는 거의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기도 할 만

큼,74)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념비의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의 학자 후이센(Andreas Huyssen)은 1990년대 말 기념비의 지위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돌로 만들어진 기념비가 보여주는 영원함(permanence)은 늘 모래 위에 지어진 

것 같이 불안하다. 어떤 기념비는 사회 변동이 일어날 때 기쁨으로 철거되며, 어떤 기념

비들은 매우 경화된 형태, 신화나 클리셰의 형태로 기억을 보존한다. 또 다른 기념비는 

단순히 망각의 상징(figure)로 세워져 있으며, 기념비의 의미와 본래 목적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점차 침식된다.”75)

2) 정체성 정치 등장: 1970년대 이후

한편 20세기 후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대규모 정치 운동이 메모리얼과 연관되는 이유는, 하이픈(-)으로 표시되는 유태

계-미국인(Jewish American), 아일랜드계-미국인(Irish-American) 등 소수 민

족 집단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인해 사회적 불공정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

치적 움직임이 메모리얼과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정체성 정치가 페미니즘, 흑인 

민권 운동, 동성애자 관련 운동과 같은 소수 집단의 권리와 관련된 정치적 변

화를 망라하면서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메모리얼 조성에 영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학은, 왜 어떤 메모리얼들은 장소성과 관련 없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1970년대 이후부터 정체성 정치학이 본격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특히 하이픈(-)으로 표현되는 민족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메모리얼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치 수도

인 워싱턴 몰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74)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43.

75) Andreas Huyssen, Twilight Memories,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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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1993)과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American History and Culture, 2016)은 유태계-미국인, 아프리카

계-미국인의 억압과 투쟁의 기억을 보여주는 메모리얼로 입지했다. 미국 뉴욕

을 비롯하여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에 위치한 아이리시 메모리얼(Irish 

Hunger/Famine Memorial)은 1845-1852년 사이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대기근

의 사건을 기념하는데, 이 또한 아일랜드계-미국인(Irish-American)의 정체성 

정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아일랜드 대기근은 20세기 후반의 미국 도시의 장소성과는 별다른 관

련이 없다. 오히려 이 현상은 1990년대 중반 미국과 호주, 영국 등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 타국으로 이민하게 된 이민자들이 대기근 150주년을 맞아 기

억과 정체성 정치가 대두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기근을 본격적으

로 기념하기 시작한 “대기근 열병(famine fever)” 현상과 관련이 깊다.76)

또한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카틴 폴란드인 학살(1940) 메모리얼(1991년 설

립),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대기근(1932-33) 홀로도모르 대학

살 메모리얼(2008년 설립)은 1930년대-1940년대 당시 소련의 우크라이나 학살 

홀로도모르(holodomor)77) 및 폴란드인 학살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

진 메모리얼로서, 마찬가지로 정치성 정치의 맥락에서 세워진 것이다. 

정체성 정치는 오늘날 소수 집단과 계층을 위한 메모리얼의 조성의 기반이

기도 하다. 1987년 레즈비언과 게이의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 DC

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에이즈 퀼트(Aids Quilt) 프로젝트나,78) 2016년 미국 뉴

욕에 조성된 에이즈 메모리얼 공원(AIDS Memorial Park) 등은 성정체성 관련 

76) Emily Mark-FitzGerald, Commemorating the Irish Famine: Memory and the Monument,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3, pp.1-2.

77) 당시 소련에서 스탈린이 실시한 농장 집단화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농촌 경제가 마비되어 대

기근을 맞이한 것으로 규명되어 이 사건은 소련의 우크라이나 집단 학살(genocide)로 규정되

어 있다. 독일인의 유태인 집단 학살이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듯이, 소

련의 우크라이나 집단 학살 사건은 홀로도모르(holodomor)라 불린다.

78) The AIDS Memorial Quilt, aidsquil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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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치로 형성된 예술 작품과 메모리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수 집단

을 위한 메모리얼은 정체성 정치가 시작되었던 20세기 후반에 주로 논의되었던 

인종, 소수민족과 이민자, 성별, 성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질병, 노동자, 사회 계

층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기억의 붐과 공적 추모 증가: 1980년대 이후

한편 어떤 기억을 상기시키고 회상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메모리얼의 변화는 

특히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된 ‘기억의 붐’ 현상과 연관된다. 20세기 후반 

기억의 공간으로서 메모리얼 및 박물관, 기념비가 급격히 부상하게 된 원인으

로 많은 학자들이 ‘기억의 붐’ 현상을 지목했다. 

영 또한 이와 같은 20세기 중반 기념비에 대한 근대적 회의론이 1980년대 

이후, 즉 20세기 말부터 2세기 초까지 기념비와 박물관, 그리고 기억의 붐을 

설명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보았다. 영은 분절되고 이질화된 사회일수록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들을 공동의 공간(common spaces)에 공동의 의미(common 

meaning)로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억의 단일

화는 여전히 어려운 난제이지만, 기념비 또는 기념비의 레토릭은 다변화된 기

그림� 3-7.� 정체성�정치�관련�메모리얼�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뉴욕�아이리시�헝거�메모리얼,� (오른쪽)워싱턴�홀로도모르�메모리얼� �

(출처:� (왼쪽)architecturalrecord.com� (오른쪽)worldwithoutgenoci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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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들이 통합되고 나아가는 지향점이 될 수 있는 공공의 의미를 상정하는 기반

으로 변모한 것이다. 즉, 단일한 것으로 통합된 기억과 신념과 문화가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기념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기념비의 형성 조건과 반

대로, 오히려 이질적이고 경쟁적인 오늘날의 기억들을 통합하기 위해 단일한 

형태(singular architectonic form)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서 공공 

공간에서 메모리얼은 서로 파편화된 사람들과 기억과 경험과 신념을 다시 규합

하는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다. 영은 이처럼 공공 공간에서 메모리얼이 기억을 

규합하고 재현하는 기능을 “국가적 기억에 대한 공공의 소유(public owner-

ship)”이라 명명하였다.79)

즉, 메모리얼의 변화와 증가가 탈기념비화와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기념비

성의 상실의 원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경우처럼 기념비가 더 이상 홀

로코스트와 같은 기억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에 나타난 ‘기억의 붐’ 현상으로 인해 기

념비 조성과 기념 행위가 국가 권력 집단, 이른바 지배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대중에 확산되었음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이 메모리얼을 통해 형성되는 국가적인 이야기에 관한 설명을 

보면, 국가적 의도에 의해 조성된 메모리얼이 대중의 참여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영은 국가의 공식적 메모리얼(official state memorials)은 

“분명하게 국가가 옳은 것으로 여기는 기억을 형상화하는 것이며, 여기서 기억

은 최대한으로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지만, 한편 “메모리얼이 일단 

조성되고 나면, 메모리얼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되며, 종종 국가의 본래 의도

에 완강하게 저항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80)

기억의 붐 현상으로 촉발된, 혹은 기억의 붐을 촉발시킨 시민과 대중의 기

79)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p.14-16.

80) James E. Young,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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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이 결합된 공적 추모 행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중요한 국가적 가치를 상징하던 기념비성의 상실과 연결된다. 시민․대중이 기억 

과정에 공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스만이 지적하였듯이 문화적 기억의 형식이 베

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처럼 가장 본래적인 방식인 ‘망자 추모’로 되돌아가

고 있는 상황81)과 관련이 있다. 망자에 대한 추모는 기본적으로 가족들 및 망

자와 관련된 공동체가 행하는 기억의 방식으로, 특별한 업적의 인물을 기리는 

송덕보다 범위가 넓고 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망자의 죽음이 재난이나 테러

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과 연결되거나, 혹은 집단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추모는 사회적으로 확장된다. 

또한 메모리얼 조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경합 문제 또한 시민과 대중

이 메모리얼 조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메

모리얼에서는 고정된, 하나의 단일한 국가적 기억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기보다

는, 조성 과정에서부터 기억의 중요성에 대한 경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contested), 이는 기억의 경합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기억의 주체, 특히 시민

과 대중이 메모리얼 조성 과정에서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

고 앞서 살펴본 영의 관점에 따르면, 메모리얼이라는 공공의 공간(common 

space)에 모인 여러 주체의 기억들은, 경합을 통해 어떤 형태의 메모리얼로 조

성됨으로써 공유되는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지향점 하에 메모리얼 공간에 어

우러진다. 

4) 거대 역사적 담론 탈피: 2000년대 이후

마지막으로 짚어볼 수 있는 메모리얼의 의미 변화는, 메모리얼이 20세기의 

세계 대전과 식민 지배, 냉전 체제와 같은 거대한 역사적 담론을 넘어, 구체적

인 사건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영의 논의에서 인

용하였듯이, 미국 뉴욕의 9.11 메모리얼은 기억의 공간으로서 메모리얼의 변화

81)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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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온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인데, 이 메모리얼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역

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82) 시민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사건의 기억이 공공 공간에 조성되는 메모리얼에 반영되는 변화

의 지점이다. 

이러한 메모리얼의 사례로는 9.11 메모리얼을 비롯하여, 마찬가지로 2001년 

9.11 테러로 피해를 입은 미 국방부 청사의 펜타곤 메모리얼(Pentagon 9.11 

82) 2001년의 9.11 테러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미국의 예외주의적 사고에 충

격을 준 사건이자, 이후 중동 국가와 아랍인들에 대한 미국 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건

이라는 점에서, 9.11 메모리얼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예외

주의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박진빈, “9.11 기억의 터: 미국 예외주의의 트라우

마,” pp.97-126.

그림� 3-8.� 역사적�담론이�아닌�특정�사건과�연관되어�조성된�메모리얼� � � � � � � � � � � � � �

(왼쪽�위)알링턴�펜타곤� 9.11� 메모리얼,� (오른쪽�위)고베�항� 지진�메모리얼,�

(왼쪽�아래)쓰촨�지진�메모리얼,� (오른쪽�아래)오클라호마�메모리얼� � � � � � �

(출처:� (왼쪽�위)washington.org� (오른쪽�위)tripadvisor.co.kr� (왼쪽�아래)world-achitectes.�

com� (오른쪽�아래)KF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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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 2000년 4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오클라호마 시티 메모리얼(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 Museum),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우퇴야(Utøya) 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희생을 

추모하는 우퇴야 메모리얼(22 July Memorial)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추모하기 위한 메모리얼 공원으로 경기도 안산시

에 세월호 안전공원이 현재 조성 과정에 있다. 한편 자연 재해로 인한 사건을 

추모하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을 추모하는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쓰촨 지진 메모리얼 파크 

등 또한 사건의 기억을 중심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모리얼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최근 메모리얼의 변화는 메모리얼의 지역화․다양화․대중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메모리얼은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

간으로 조성됨으로써 표현되는 기억의 의미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로서 

20세기에 메모리얼에서 많이 나타났던 거대한 역사적 담론들,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냉전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대립, 민족주의 및 흑인, 여성, 

노동자 중심의 정체성 정치 등의 담론들이 표현되던 메모리얼은 점차 특정 사

건,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으로서 장소 기억으로 그 의미가 옮겨가

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급증한 공적 추모(public commemoration)가 어느 정

도 대중화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변화의 동인이 된다. 공적 추모는 시민 주도로 

일어나는데, 국가와 정부가 메모리얼을 조성하기에 훨씬 앞서서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해당 장소를 중심으로 많은 임시 메모리얼(temporary memorial)들이 즉

각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메모리얼의 조성이 이후 정부 차원

의 계획과 설계가의 개입을 통해 조성되는 메모리얼 공원에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미국에서 이러한 임시 메모리얼이 활성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임시 메모리얼은 특히 비극적이고 트라우마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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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경부터 임시 메모리얼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

기 시작한다.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자발적 메모리얼

(spontaneous memorials)” 또는 “수행적 메모리얼(performative memorials)”이

라 불리기도 한다.83) 임시 메모리얼의 의의는 기념비에서 표현되던 ‘공식적’ 의

미를 지녔던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내러티브가 여러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상징

적인 기억 표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있다.

임시 메모리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2001년 9월 11일 테

러 직후에는 꽃과 화환, 촛불 등이 도시 곳곳에 놓였고, 돌아오지 않는 희생자

를 찾는 전단 용도의 엽서 수천 장이 도시 곳곳에 게시되었다고 한다.84) 1999

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꽃과 풍선, 곰인형 등이 총

기 난사 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사고 당일 탔던 트럭에 놓였다.85)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는 희생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에 꽃과 함께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 생전

에 사용하던 물품 등이 놓였고, 당시 사건 수습이 진행되던 진도군 팽목항 일

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노란 리본을 달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 여

성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자발적으로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고,86)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

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지하철에 치여 숨진 19세 계약직 노동

자를 추모하기 위해 1만여 장이 넘는 포스트잇이 스크린도어를 덮었다.87)

83)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64-67.

84)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p.20-21. 

85)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62

86) 고한솔․박수지, “여성 살해, 사회가 답해야. 강남역 ‘포스트잇 추모물결’,” 한겨레, 2016년 5월 

18일.

87) 이후 매년 5월 28일 경이 되면 이 사건을 추모하고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시민 주도에 의해 붙고 있다; 탁지영, “오늘도 세워진 ‘추모의 벽’이 묻는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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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메모리얼은 대중의 추모와 애도 방식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다.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인한 공적 슬픔을 보여주는 임시 메모리얼은 오늘날 공적 추모(public com-

memoration)의 대표적인 행위다. 이와 같은 임시 메모리얼은 사건의 기억에 대

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고, 사건에 대한 여론과 기억을 형성하며, 이

후 정부 차원의 메모리얼 공원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만큼, 도시와 관련된 지역적이고 다양한 종류

의 기억들이 메모리얼로 조성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9.11 메모리얼은 테러 사건 직후 뉴욕시 전체가 임시 메모리얼

로 뒤덮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영구적으로 기념해야하지 않을까에 관

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테러 사건 직후인 2001년 9월 

30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유명 예술가와 건축가들로부터 9.11 

메모리얼 조성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해 기사에 싣기도 한다. 이후 9.11 메모리

얼에 대한 국제 공모가 2003년 열렸고, 무려 5,200여개의 팀이 참가한다.88)

또한 대중 매체의 발달로 해당 사건과 피해 양상이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메모리얼로 조성되는 사건의 기억은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건이 일어난 도시와 관련된 중요한 기억으로 남겨진다. 예를 들어, 2001년의 

9.11 테러로 인해 세계무역센터 건물 테러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뉴욕 또는 미국만의 사건을 넘어 세계적으

로 알려진다.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하게 보도될수록, 사건과 관련된 기억

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억 중 하나가 된다. 이로서 오늘날 

도시 공공 공간을 구성하는 메모리얼의 의미는 점차 지구지역화(glocalization)

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경향신문, 2020년 5월 28일.

88)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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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원묘지와 메모리얼 공원

한편 메모리얼은 어떻게 도시의 공원 또는 공공 공간이 되었는가? 메모리얼 

공원의 형태 변화에 관하여, 기념비(monument)가 기억을 주로 표현하던 방식

인 오브제(objet), 특히 조각상(statue) 및 기념물 중심의 조성 방식에서 ‘공간’ 

중심의 메모리얼 조성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조각상에서 공간으로의 메모리얼 형식 변화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묘지공원’ 또는 ‘공원묘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원묘지 역시 ‘메모리얼 공원(memorial park)’이라는 용어로 지

칭되기 때문이다. 공원묘지가 이처럼 메모리얼 공원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상 

공원묘지가 오래 전부터 메모리얼과 정원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망자 추모의 기

능을 담당하던 추모 경관(commemorative landscapes)이기 때문이다. 

추모 경관으로서 공원묘지는 오랜 정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로

마 시대 귀족의 무덤은 귀족 영지 내에 추모 정원(commemorative gardens)으

로 아름답게 꾸며지곤 했다. 이는 로마 도시 내에는 시신을 매장할 수 없다는 

법률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로마인들의 정체성이 ‘땅’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귀족 엘리트 계층들은 영지 안에 죽은 가족을 

매장하고 정원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그들 소유의 토지에 그들이 영원히 거주

하는 것(eternal dwelling)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영지에 대한 소유권은 귀

족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내는 기반이었다. 따라서 가문의 영지에 조

상들을 매장하는 것은 곧 이 토지가 해당 가문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이었

다.89)

또한 매장지 주변의 정원은 사유지(estates)로 불렸지만 농장(farms)이나 과

수원(orchards)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원들이 미화와 유희의 목

적 이외에도 생산적 기능(productive garden)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89) Nadine Brundrett, “Roman Tomb Gardens: The Construction of Sacred Commemorative 

Landscapes,” The Brock Review 11(2), 2011,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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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무덤과 정원의 관리 등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모

든 로마인들이 조상을 매장하고 정원을 꾸미는 방식으로 추모를 할 수 있을 만

큼의 충분한 토지와 정원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부유한 로마인들의 경우 작은 구역을 구매하여 조상들을 

매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묘지 구역에도 역시 정원이 포함되었는데, 폭 

30m(100ft), 깊이 60m(200ft)의 매장지 주변에 과수원과 포도밭 같은 생산 정

원(productive garden) 또는 농경지가 포함되는 것이 당시 로마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90)

시대는 다르지만 이러한 정원과 묘지의 결합은 한국의 선산(先山) 문화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특정 가문에서 여러 조상들의 묘를 모신 선산은 성리

학과 유교가 문화가 정착하면서 조선시대에 본격화되었다. 선산은 권력 계층에

서 세습되는 토지에 포함된 산림이었으며, 특히 선산의 형성은 문중 또는 종중

과 같은 친족집단의 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때때로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제사 비용이나 선산 관리 비용을 마련하였다는 점91)에서 로마 시대의 

묘지 정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처럼 추모 경관으로서 공원묘지, 즉 정원은 예로부터 정원사 분야에서 중

요한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묘지와 경관이 결합되던 묘지 정원의 전통이 서구

에서 변화의 지점을 맞이한 것은 중세 시대로, 특히 교회 묘지에 시신을 안장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정원과의 결합 전통이 변화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다시 묘지 및 비석과 같은 기념물들이 정원과 결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

기 풍경화식 정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로, 17세기 말 아르카디안, 이상화된 

풍경(Arcadian landscapes)에서부터 무덤과 기념물들이 다시 정원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향유하는 정원에서의 

추모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92)

90) Nadine Brundrett, “Roman Tomb Gardens: The Construction of Sacred Commemorative 

Landscapes,” pp.51, 60-61.

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선산(先山),” 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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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풍경화식 정원 문화에서 자연 속에 무덤을 두는 것은 이상적인 추모 

방식으로 여겨졌다. ‘설계된 자연 속에서 얻는 평안(Solace in designed na-

ture)’은 18세기 풍경화식 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18세기 이

후 추모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관이 ‘자연’과 결합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

을 미친다.93)

예를 들어, 1820-1830년대 영국 도시 주변부에는 대규모의 정원 형식의 묘

지, 즉 정원묘지(garden cemetery)가 형성되어 전통적인 매장지 또는 교회의 납

골당 문화를 대체하게 된다. 이는 공공 위생과 시체를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해외 문화의 유입, 딱딱하고 경직된 교회 매장 방식으로부터의 탈피, 화려

한 묘지 공간의 과시를 통한 사회적 지위 표현 등과 연관이 있었으며, 당시 매

장 문화에서 ‘정원’은 19세기 유족들이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회상할 수 있는 

미적이고 감정적인 경관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처럼 자연과 결합된 정원

묘지의 양식은 특히 영국과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94)

92) Annegreth Dietze-Schidewahn, “From Painful Places to Commemorative Landscapes: 

Utøya in Norwa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2(1), 2017, p.19.

93) Annegreth Dietze-Schidewahn, “From Painful Places to Commemorative Landscapes: 

Utøya in Norway,” pp.12-13.

94) Sarah Tarlow, “Landscapes of Memory: The Nineteenth-century Garden Cemetery,” 

그림� 3-9.� 주요�공원묘지�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런던�하이게이트�공원묘지,� (오른쪽)뉴욕�브루클린�그린우드�공원묘지�

(출처:� (왼쪽)highgatecemetery.org� (오른쪽)bk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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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1839년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조성된 런던의 하이게이트 공원묘지

(Highgate Cemetery), 1838년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 먼저 조성된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우드 공원묘지(Green-Wood Cemetery) 등을 볼 수 있다[그림 

3-9].  

묘지와 경관의 결합은 정원이 고대로부터 전통적인 매장지의 역할을 해왔음

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원의 특징을 기반으로 조경이 여타 분야보다 추모 기능

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점들을 추론해볼 수 있다. 헌트에 

따르면, 먼저 정원은 외부와 내부, 도시와 전원, 사회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

에 걸쳐 있는 중재적 공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를 추모할 수 있

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정원은 에덴(Eden), 

아르카디아(Arcadia), 유토피아(Utopia)처럼 존재하지 않는, 상실된 완벽한 이상

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실, 슬픔, 무상함 등의 감정과 쉽게 결합될 수 있다. 

한편 정원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장소의 혼(genius loci)이라 불

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추모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정

원을 구성하는 연못과 조각상, 비문 등 여러 장치들은 방문자들이 추모와 관련

된 기억을 구성할 수 있는 암호(code)이자 메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정

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연의 ‘무상함’은 계속해서 시들었다가 다

시 태어나는 상징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추모와 연결된다.95) 한편 경관은 여

러 문화권에서 고향(homeland)의 이미지 또는 내러티브를 함의하는 것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타국에서 거주하는 집단이나 이민자 집단과 관련되어 있거나 

민족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묘지공원은 이러한 집단 정체성을 반영하여 이들

의 본래 고향을 상징하는 경관처럼 꾸며지는 측면도 있다.96)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3(2), 2000, pp.217-239.

95) John D. Hunt, “Come into the Garden, Maud: Garden Art as a Privileged Mode of 

Commemoration and Identity,” Joachim Wolshke-Bulmahn ed., Places of 
Commemoration: Search of Identity and Landscape Desig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2001, pp.20-22.

96) 이스라엘 키부츠 묘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1920년대 팔레스타인 땅에 옛 조국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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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펴본 공원묘지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메모리얼 공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메모리얼의 추모 방식은 ‘망자 

추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원묘지와 메모리얼 공원의 추모 방식은 

유사하다. 엄밀히 말하면, 두 공간의 차이는 망자의 시신 또는 유골 등이 공간

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다. 시신이 공간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는 묘지공원과 구별

되는 메모리얼 공원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메모리얼 공

원은 도시 내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공원묘지와 구별된다. 

이러한 입지의 차이는 묘지가 도시 내부에는 입지하지 않는 관례 또는 법률 

때문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도시 내부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했

는데, 이로 인해 모든 시신의 매장과 장례 절차는 도시 바깥에서 수행되어야만 

했다.97) 한국의 경우 유교식 장례행위로 매장 문화가 활발해진 조선시대의 경

우, 《경국대전》에 “서울의 성저(城底) 10리 및 인가(人家)로부터 100보(步) 

내에는 매장하지 못한다”98)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19세

기 초 영국과 북미 지역에서 정원묘지(garden cemetery)가 활성화된 요인 중 

하나로 도시의 공공 건강과 위생의 문제가 포함되기도 한 것처럼,99) 시신을 도

시 내부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은 위생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꺼려지는 일이

었음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화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 근대 이전까지는 유럽이나 미

체와 토지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농업공동체 키부츠 묘지는 전통적인 유태인 

방식의 묘지와 다르게 정원(planted garden)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 경관은 고향(homeland)

이라는 내러티브를 생성함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Elissa 

Rosenberg, “Landscape and Commemoration: The Kibbutz Cemetery,”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5(1), 2015, pp.31-32.

97) Nadine Brundrett, “Roman Tomb Gardens: The Construction of Sacred Commemorative 

Landscapes,” p.52.

98)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상장(喪葬) 558, 이향아, “만세전: 1919년 ‘만세’운동 이전 

<묘지규칙>의 제도화 과정-191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5, 2020, p.182에서 

재인용.

99) Sarah Tarlow, “Landscapes of Memory: The Nineteenth-century Garden Cemetery,”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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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묘지가 도시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근대 이전 프랑스 파리에서 몽파르나스(Mont Parnasse)나 몽마르트(Mont 

Martre)와 같은 유명한 묘지들은 도시 내부에 위치했는데, 이는 파리의 묘지들

이 교회 묘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시민들 또한 도시 공원과 같이 

추모의 장소인 동시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와 장터 등이 행해지는 도시 공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100)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우드 공원묘지의 경우 입지는 

도시 내부가 아닌 외곽의 전원 지역이었지만 1876년 센트럴 파크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도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 정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101)

그러나 근대화 이후 묘지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다. 1800년대 파

리에서는 대규모의 신규 묘지 구역이 도시 외곽에 조성되었고, 1910년 이후 일

제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공동묘지들은 20세기 도시화로 인해 확장된 서울 내부

로 점차 포함되는 과정에서 혐오시설로서 개발 압력에 밀려 대부분 서울에서 

먼 외곽으로 이전되거나 폐지된다.102) 오늘날 도시 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는 공동묘지는 조성 초기에는 도시 외곽의 농촌 지역에 위치했으

나, 도시화로 인해 도심 지역이 팽창되고 확장되면서 현재 도시 내부에 포함된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공동묘지 사례가 대표적이다.103) 이처럼 시신이 안치된 

공원묘지는 사실상 근대화 이후 거의 대부분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따라서 도시 내부의, 공공 공간에 위치하는 메모리얼 공원은 시신 또는 유

골의 안치를 통한 망자 추모와 다른 방식으로 행해진다. 공원묘지와 메모리얼 

공원의 두 번째 차이는 각각 개인과 집단의 추모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다. 공원묘지의 망자 추모는 망자와 관련된 유족과 후손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100) 기세호, “근대화로 인한 묘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 변화에 관한 연구: 파리와 서울의 비교를 

통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4(5), 2018, p.99.

101) Green-wood Cemetery webpage, green-wood.com.

102) 기세호, “근대화로 인한 묘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 변화에 관한 연구: 파리와 서울의 비교를 

통해,” pp.102-105.

103) 김충호, “시애틀 공동묘지의 공간적 구조와 역사적 변화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46(3), 2018,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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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망자 추모라면, 도시 내부의 메모리얼 공원에서 수

행되는 망자 추모는 도시민 집단에 의한 공적인 망자 추모다. 메모리얼 공원은 

희생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추모하지 않고, 사건의 흔적을 남기고 기

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추모를 수행한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 중심의 사적 메모리얼과 도시 내부의 공적 메모리얼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의 기준이 된다.104)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 하더라

도, 유족들과 시민들이 사건과 희생자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 내부에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며, 조경가

가 공간 조성에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05) 이런 이유로, 도시 내부의 메모리얼 공원은 장소

와 관련된 사건, 또는 역사적 경험을 흔적, 잔해, 또는 이를 상징하는 재료를 

통해 구현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한편 묘지공원의 특성 중 메모리얼 공원에 적용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9.11 메모리얼 공모전에서 최종 8개 안에 올랐던 설계안 중, 피에르 데이비드

(Pierre David), 션 코리엘(Sean Corriel), 제시카 크메토빅(Jessica Kmetovic)이 

설계한 ‘빛의 정원(Garden of Lights)’은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사라지고 텅 빈 

부지를 정원으로 꾸며,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생애와 그 변화를 설명하면

서 자연을 추모의 공간인 동시에 재생의 도구로 제안했다. 영(Young)은 이 설

계안에서 정원의 전원적 비애(pastoral elegiac) 전통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데,106) 이는 공원묘지에서 가족과 친지를 잃고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변

화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고찰하게 하고 위안과 안도의 감정을 형성하는 정

원과 묘지의 결합과 연결된다.

104) Annegreth Dietze-Schidewahn, “From Painful Places to Commemorative Landscapes: 

Utøya in Norway,” pp.19-20.

105) Anna Petersson and Carola Wingren, “Designing a Memorial Place: Continuing Care, 

Passage Landscapes and Future Memories,” Morality 16(1), 2011, p.61.

106)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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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각상에서 공간으로 변화

기념비(monument)는 기념물로 표현된다. 동상, 조각상, 오벨리스크, 아치, 

문, 또는 건축물 등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념물인데, 이러한 기념물은 오

브제(objet)로서 설치되며 기념물을 중심으로 기념공간이 구획된다. 전통적인 

기념비는 송덕과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념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공공 공간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서 기념비성이 쇠퇴하면서 기념비의 의미가 해체되었고, 이로서 기념비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의 의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논의하

였는데, 이 변화 과정에는 기념물, 특히 조각상으로 대표되는 기념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메모리얼이 공간, 특히 공원처럼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 변화하는 물

리적 변화 과정이 동반되었다. 미국의 메모리얼 연구자 에리카 도스(Erika 

Doss)는 20세기 중반까지 메모리얼이 조각상 중심으로 조성되던 방식에서 20

세기 후반 공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조각상 마니아(statue mania)’에서 

‘메모리얼 마니아(memorial mania)’로의 변화로 제시한다.107) 이 변화는 약 

1970년대 경부터 시작되며,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기억의 붐 현상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왜 메모리얼 ‘마니아(mania)’인가? 도스는 조각상 마니아 또는 메

모리얼 마니아처럼 20세기 이후 기념비와 메모리얼이 마니아(mania)적으로 광

범위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진단한다. “모든 유형의 메모리얼들이 번성하

고 있으며,” 이러한 “메모리얼의 편재성”을 마니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기억과 역사라는 주제에 대한 강박과, 이러한 주제들을 표현하고 대중적으로 

시각화할 것을 요청하는 열망”을 반영한다.108) 후이센 또한 특히 1980년대 이

107)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17-60.

108)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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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억의 붐 현상과 관련하여, “메모리얼로서 기념비와 공적 추모 현상이 성

공적으로 귀환”109)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기억의 붐은 기념비와 메모리얼이 

공공 예술 및 공공 문화와 결합하게 되는 기점이 되기도 한다.

먼저 조각상 중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조각상 마니아(statue mania)’의 경

향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과 북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프

랑스에서는 ‘statueomania’라는 말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

고, 프랑스의 정치가와 학자, 문학가, 음악가 등의 조각상들이 “애국주의 열병

(patriotic fever)”의 일환으로 세워졌다.110) 미국에서 조각상 마니아 현상은 

187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나타난다. 미국 기념비의 조각상들은 민족주의

의 정서적 결속(affective bonds of nationalism)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

국의 위대한 개척자(pioneer)들이 동상으로 세워졌다.111)

그런데 당시 이러한 미국의 조각상 마니아 경향은 백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었다. 19세기 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주로 읽던 신문인 <Washington 

Bee> 1889년 기사를 보면 흑인들에 의해 많은 조각상과 기념비들이 세워졌으

며 이 현상을 “기념비 열병(monument fever)”이라 칭하고 있다.112)

이러한 조각상 중심의 기념비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 조각상은 “국가

109) Andrea Huyssen, Twilight Memories, p.3.

110) 프랑스에서 조각상으로 세워진 인물로는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철학자 데니

스 디드로(Denis Diderot), 작곡가 루이 엑토르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인 조르주 자크 당통(Georges Jacques Danton), 문학자 볼테르(Voltaire) 등을 

들 수 있다: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20.

111) 미국에서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시인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en Poe) 등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워싱턴 몰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링컨(Abraham 

Lincoln) 조각상을 중심으로 한 링컨 메모리얼이 기획된 것 또한 이 시기다. 미 대륙을 처음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또한 미국의 조각상 마니아 경향에서 

가장 조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다: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20-22.

112) 흑인 중 조각상이 세워진 인물로 노예제 폐지에 앞장선 언론인 윌리엄 쿠퍼 넬(William C. 

Nell), 1770년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이 대상이 된 보스턴 대학살의 첫 번째 살해

자였던 크리스터스 애턱스(cristus Attucks), 노예폐지 운동가 프레데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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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歌, national anthem), 국경일, 국가적 행사와 박람회 같은 광범위한 공공 

문화의 영역에서 집단 국가 이상(collective national ideals)을 옹호하고 지지하

는 중요한 역할”113)을 수행했다. 미국에서는 급변하는 20세기 초 다인종 및 다

문화 국가 형성으로 인한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국가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경관을 재구성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동부에서부터 서부의 도시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거대한 조각상이 중심에 세워진 도

시 중심의 대로와 넓은 광장, 잘 꾸며진 공원 등이 조성된다.114)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조각상 중심의 기념비는 점차 비판의 대상으로 변모

했다. 조각상 마니아가 쇠퇴하기 시작한 처음 제기된 비판의 주요 내용은 주로 

조각상 중심 기념비의 형식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비판 내용은 대체로 조악

한 수준의 조각상이 제작되고 있다는 점(poor craftsmanship), 장소성과 관계없

이 조각상과 동상이 세워진다는 점(indifferent placement), 과도하게 상업화된

다는 점(hyper commercialism), 일반적인 대중들과 무관한 조각상이 세워진다

는 점(general public irrelevance)으로 정리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조각상 중

심의 기념물이 구식 예술이라는 권태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술계 엘리트들에 의

해 가속화된다.115)

이후 1960-70년대에 이르면, 조각상 중심의 기념비는 정치적 공세의 대상

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19세기 말-20세기 초 조각상 마니아의 경향에 따라 

청동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수백 개의 조각상들이 공원, 광장, 묘지, 그리고 

도시의 거리에 세워졌는데, 특히 이러한 조각상들이 기념하는 인물,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등 미국 대통령과 군인, 시민운동가 등의 인

물들이 20세기 후반 변화한 미국의 이상, 가치, 관심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혀 

무관하는 비판이 일었다.116) 이러한 지적은 변하지 않는 단일한 국가적 가치나 

113)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25.

114)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24-27.

115)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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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기념비성(monumentality)의 쇠퇴와도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이후 20세기 중반 조각상 마니아의 경향

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각상 중심의 기념비와 기념 공간을 대체하는 공간 중심의 메모리얼이 등

장한 것은 1970년대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공공 미술의 등

장과 성장이었다. 당시 공공 미술은 예술 에이전시, 정부 단체로부터 수백만 달

러의 지원금을 받았고, 대학의 학위 과정 개설과 예산 지원을 통해 많은 공공 

예술가들이 양성되었다. 공공 미술은 과거에 도시의 공공 기념물이 어떤 기억

을 상징하고 구현했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었다.117)

그러나 초기의 공공 미술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완전히 구식인 조각상 중심

의 메모리얼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미술관 밖으로 나와 도

시 맥락 속으로 들어간 공공 미술 분야에서는 대상으로서의 예술에 주목하지 

않고, 미술 행위가 벌어지는 도시 공간에 주목하는 경향이 형성된다. 미술이론

가 권미원에 따르면, 공공 미술의 역할은 “장소와 연계된 정체성(place-bound 

identity)”을 만들어내고, 예술가가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함(distinction)과 진정성

(authenticity)을 통해, 동질화되어 있고 평범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118)

공공 미술 영역 중 수직적 기념비가 수평적 메모리얼로 조성되는 과정에 영

향을 미친 분야로 반형태(anti-form) 미술 사조인 대지예술(land art), 그리고 

후기해체주의 건축 담론을 들 수 있다.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 등

으로 대표되는 20세기 후반 대지예술 분야는 오브제보다는 대지의 맥락을 중시

하였고, 자연과 대지의 힘을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16)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30.

117)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p.31-33.

118) Miwon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Cambridge, Mass.: MIT Press, 2002, 권미원 지음, 김인규·우정아·이영욱 옮김, 장소 특정
적 미술,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3, 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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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되기 시작한 해체주의 건축은 영역을 해체하고 장르 간 융합 및 혼성을 이

끌어 건축과 조경, 도시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데 영향을 미쳤다.119) 연구에 따

르면 대지예술을 표현 특성 중 경관의 시공간적 변화를 포함한 환경성, 방문자

의 활동과 장소의 의미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장소성, 그리고 대지예술에서 경

험 가능한 숭고미의 특성이 오늘날 메모리얼 공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지예술적 특성으로 꼽힌다.120)

이러한 메모리얼 형식의 변화는, 메모리얼을 통한 추모 방식이 변화하고 대

중화되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즉, 기념비와 같이 어떤 단일한 내러티브와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개별

화된 내러티브가 공유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때 공유

된 추모의 방식은 완전히 ‘기념’으로부터 탈피했다. 사실상 1970년대 이후 메모

리얼 마니아의 특성 중 하나는 메모리얼이 완전히 기념비에 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 조성되는 메모리얼의 명칭이 대부분 기념비가 아닌 ‘메

모리얼’로 불린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0년대 공공 미술의 등장 이후, 형식적으로 조각상 중심의 메모리얼이 공

간 중심으로 변모하게 된 중간 과정의 메모리얼 형식 변화를 사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20세기 후반 유행에서 뒤처진 조각상은 기념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본래 기념공간의 구조를 보면, 여러 기념비와 메모리얼에 설치된 조각상

(statue)들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좌대를 놓고 그 위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좌대가 없어지고 조각상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면 위에 바로 설치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9~1980년 독일 베를린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에리히 로이슈(Erich 

Reusch)는 베를린 슈타우펜베르크 거리의 독일저항기념관(German Resistance 

119) 김한배,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다원적 전개양상,” 한국조경학회지 32(6), 2004, pp.75-76.

120) 임현진․이승민․김한배, “현대 메모리얼의 대지예술적 특성 연구,”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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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 Center) 앞마당에 이미 1953년 1m 높이의 좌대에 설치되어 있던 청

동상을 지면으로 내린다. 이 청동상은 1944년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으나 바로 

이 장소에서 사살당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과 그의 동료들을 상징한다.121)

1997년 조경가 로렌스 핼프린(Lawrence Halprin)이 조성한 미국 워싱턴의 

FDR 메모리얼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를 기념하는데, 이 메모리얼 구역마다 예술가들에 의해 

설치된 청동상들은 좌대 없이 지면에 바로 놓여 있으며, 사람과 같은 크기로 

공간에서 줄을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강아지와 함께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세워져 있다. 또한 1995년 조성되었

으며, 마야 린의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맞은편에 위치한 미국 워싱턴 내셔

널 몰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메모리얼(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은 작은 

원을 꼭짓점에 놓고 펼쳐지는 삼각형의 공간 바닥에 지피식물들이 심겨져 있고 

19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실제 사람의 크기보

다 약간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

다. 이 조각상 역시 삼각형 지면 위에 바로 놓여 있다.

121) 백종옥,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조형물, 서울: 반비, 2018, 

pp.121-135.

그림� 3-10.� 조각상에서�공간으로�변화�과정을�볼� 수� 있는�메모리얼�사례� � � � � � � � � �

좌대가�아닌�바닥에�놓인�조각상들.� (왼쪽)베를린�독일저항기념관�앞,�

(오른쪽)워싱턴� FDR� 메모리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왼쪽)europeremembers.com� (오른쪽)np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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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념비성’ 그 자체에 반대하고 도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반기

념비(counter-monument)’의 사례는 기념비의 형식이 변화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 1980년대-1990년대, 특히 유럽권에서 제기된 기념비성의 쇠퇴를 표

현하기 위한 목적의 반기념비는 기념비에서 메모리얼로의 형식적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형식 중 하나다. 전통적인 기념비는 인물을 표현하는 조각

상 중심이거나 수직적인 기념물들이 기념 공간 중심에 높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기념물이 세워진 물리적 공간과 기념비가 구현하는 상징적 가치를 결합했

다.122) 그러나 반기념비는 기념비성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

해 기존 기념비의 중심이 되는 기념물을 해체하거나 없애거나 땅 속에 묻는 방

식 등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반기념비에서 볼 수 있는 기념물에 대한 무시, 

사라짐, 상실 등의 모습은 이후 메모리얼에서 기념물이 점차 사라지는 중간 단

계의 형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기념비 예술가 및 건축가인 호르스트 호하이젤(Horst Hoheisel), 요헨 게

르츠(Jochen Gerz), 에스더 샬레브 게르츠(Esther-Salev Gerz), 다니엘 리베스

킨트(Daniel Libeskind) 등은 자신들이 모두 마야 린이 1982년 설계한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123) 마야 린은 이 메모

리얼을 설계할 때, “칼을 가지고 땅을 베어내고, 그 부분을 열고, 적절한 때에 

치료되어야 할 폭력과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을 상상했다”고 언급했다.124) 이 

메모리얼은 조각상이나 우뚝 솟은 기념비가 없이, 땅에 칼로 상처를 낸 것처럼 

단차를 만들고 추모의 벽을 세운 후, 이를 방문자가 걸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는 단일한 오브제로서의 기념비와 달리, 걷는 방식의 움

직이는 경험을 통해 추모를 행하는 메모리얼의 형태였다.

122) Erika Doss, Memorial Mania: Public Feeling in America, p.37.

123)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155.

124)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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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에 대해 예술가와 디자이너

들이 직면했던 딜레마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우

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것이 야만이라고 제기되었던 것은,125) 예술적 작업이 

홀로코스트라는 트라우마 기억을 경감시키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현될 때 자

칫 홀로코스트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은 전쟁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경

감시키기 위해 유토피아적이고 혁명적인 작업들을 수행했다. 그러나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예술가와 기억 연구자, 디자이너들은 예술적 작업을 통해 자칫 테

러를 정당화하거나 보상하게 되지 않을지, 또는 파괴 행위가 종교적, 정치적, 

미적으로 연결될 되지 않을지를 우려했다. “파괴에서 구원으로(from destruc-

tion to redemption)는 홀로코스트 이후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문구”였

다.126) 이로서 치유될 수 없는 상실(loss)과 폭력을 보여주기 위해 빈 공간에 

기념물을 채워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겨졌다. 설계가들은 홀로코

스트로 대표되는 엄청난 폭력과 상실을 무언가를 채워넣지 않은 빈 상태로 표

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 하에서, 20세기 말 조성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여러 유

럽권 국가에서 조성된 메모리얼이 반기념비와 네거티브 형태의 디자인

(negative-form memorial)으로 나타났던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반기념

비의 설계가들은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을 통해 마야 린이 암시적으로 비판

했던 전통적인 기념비의 정적 고정성(static fixedness), 외형적 과장(bombast), 

자기 확신(self-certainty), 권위주의적 교훈주의(authoritarian didacticism) 등을 

더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한다.127)

125) Theodor W. Adorno, “Cultural Criticism and Society.” Prisms, Cambridge, MA: MIT 

Press. 1983. p.34.

126)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6.

127) James E. Young, The Stages of Memory: Reflections on Memorial Art, Loss, and the 
Spaces Between,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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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메모리얼로서 반기념비 설계가들은 희생자의 미화와 명예로운 영웅 

같은 이전 모뉴먼트의 상징에서 벗어나, 트라우마 기억이 지닌 부정적인

(negative) 특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이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세기 후반 독일에서 기념비를 뜻하는 용어 

증 ‘Mahnmal’이라는 용어다. 이 용어는 의역하자면 ‘과거의 죄업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라는 뜻으로, 전후 독일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상기시키기 위한 

기념물을 조성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128)

반기념비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 하르부르크(Harburg)에 위치한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The Harburg Monument against Fascism, (독)Das 

Harburger Mahnmal gegen Faschismus)129)가 있다. 이 기념비는 마야 린에게 

영향을 받은 독일계 개념예술가인 요헨 게르츠(Jochen Gerz)와 리투아니아 출

생으로 이스라엘의 조각가이자 행위예술가로 활동하는 에스더 샬레브 게르츠

(Esther Shalev-Gerz)가 1986년 제작한 기념비로, 이들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

한 기념비는 사라지는 것”130)이라고 말하며, 실제 땅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의 

128) James E. Young,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p.143.

129) 전체 이름은 ‘파시즘과 전쟁,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념비(The Harburg 

Monument against Fascism, War, and Violence and for Peace and Human Right)’이다.

그림� 3-11.� 독일�반기념비�사례� (왼쪽)하르부르크�반파시즘�기념비,� (오른쪽)유실된�집� �

(출처:� (왼쪽)shalev-gerz.net� (오른쪽)art-agen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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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를 제안했다.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는 밑면 1제곱미터, 높이 12미터, 무게 7톤의 

검정색 알루미늄 기둥으로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의 모습은 전통적 기념비의 모

습인 오벨리스크나 묘석과도 흡사했지만, 시민과 방문객들의 낙서를 통해 표면

이 채워질 때마다 한 번에 140cm씩 총 8회에 걸쳐 지하로 가라앉으면서, 1993

년 11월 10일 완전히 지하로 가라앉게 된다.131) 현재 지상에서는 기념비의 윗

면만 관찰할 수 있으며, 기념비가 가라앉은 지하에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낙서

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과거 지

상에 있었을 때 쓰인 낙서와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132)

이처럼 바닥에 가라앉히거나 땅에 묻는 방식의 반기념비는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94~1995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건너편 베벨 광장

에 이스라엘 출신의 예술가 미하 울만(Micha Ullman)이 설치한 <도서관>은 광

장 바닥에 폭 120cm의 정육면체 유리판으로 뚫려 있고 아래쪽에는 깊이 

529cm의 공간에 도서관처럼 책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 보인다. 이 반기념비는 

1933년 5월 10일 베벨 광장에서 일어난 나치 정권의 분서(焚書) 사건을 경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133) 베를린 곳곳의 보도블럭에 설치된 <슈톨퍼슈타인

(Stolperstein)>이라는 이름의 동판은, 예술가 군터 뎀니히(Gunter Demnig)가 

제작한 것으로 1996년부터 베를린 길바닥에 조성되었는데, 나치가 추방하거나 

130) 이 설명은 1989년 6월 영(Young)의 인터뷰 당시 요헨 게르츠와 에스더 샬레브 게르츠가 직

접 언급했던 내용이다; James E. Young, At Memory’s Edge: After-Image of the 
Holocaust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128.

131) 기념비가 가라앉은 8회의 날짜 1987년 9월 1일, 1988년 10월 23일, 1989년 9월 6일, 1990

년 2월 22일, 1990년 12월 4일, 1991년 10월 27일, 1992년 11월 27일, 1993년 11월 10일

이다: 허효빈,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에 나타난 반기념비(counter-monument)의 특성

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p.70.

132) 허효빈,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에 나타난 반기념비(counter-monument)의 특성과 공

공성에 관한 연구,” p.78.

133) 백종옥,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조형물,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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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다.134)

베를린에 설치된 또 다른 반기념비의 사례로, 크리스티앙 볼탄스키

(Christian Boltansky)가 설계한 <유실된 집(Missing House)>을 들 수 있는데, 

이 반기념비는 말 그대로 ‘유실된 집’, 즉 집 사이에 비어 있는 부지 그 자체로 

표현된다. 볼탄스키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로 보내진 유대인들이 살았

었고, 1945년 폭력으로 유실되어 사라진 집의 부지를 그대로 비워두고, 집 옆

에 인접한 외벽에 이 집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유대인들의 이름, 거주기간, 직

업을 적은 이름표를 붙여 빈 공간(void)을 통해 반기념비를 표현했다.135)

한국에서도 장소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이 있다. 

천안 독립기념관 내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이 바로 그것인

데, 이곳은 1995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철거된 옛 총독부 중앙청 건

물의 철거 후 부자재들을 전시해놓은 공원이다. 이곳의 안내문에는 ‘전시의 기

본적인 개념은 철거 부재를 역사 교육의 자료로서 활용하되’ ‘홀대하는 방식으

로 배치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총독부가 상징하는 일제 강점기 역사의 홀대

를 위해 첨탑을 지하 5m 깊이로 반매장하여 전시하는 형식으로 조성하였으며, 

그 위치를 서쪽에 위치시킴으로써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한 방식

으로 조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136)

메모리얼에서 빈 공간(void)이 상실(loss)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점은, 수직으

로 높이 솟은 조각상과 기념물 중심의 기념 공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영이 설명하였던 메모리얼로의 변화를 이끈 3가지 메모리얼의 사례, 워싱턴 베

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1982),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1999), 뉴욕 9.11 

메모리얼(2006)은 모두 기념물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기념공간이다. 이들 

사례는 공간 형식의 메모리얼이 방문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통해 기억을 제시하

134) 백종옥,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조형물, pp.101-105.

135)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pp.221-223.

136)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i81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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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어떤 관점에서 도시의 공공 공간, 즉 공원처럼 기능하는지를 보여준

다. 즉, 조각상 중심 기념비의 쇠퇴와, 기념비의 개념을 해체시키기 위한 목적

의 반기념비의 형식은 모두 현대 메모리얼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로서 메모리

얼의 형식적 대안이 빈 공간(void)이자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 나타난 것은 이

러한 선구적 사례들이 보여준 기억의 특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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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역사 경관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은, 근대기에 형성된 역사적 장

소를 오늘날 현대적 관점에서 복원하거나 조성한 경관을 말한다. 근대 역사 경

관은 다루는 기억 또는 역사의 시기가 근현대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

게 읽힐 수 있는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과 메모리얼 공원이 근현대 시기

의 역사를 주요하게 다루는 경우 이들 유형을 포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역사 경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주목하여 살펴본

다. 먼저 공원 및 공공 건축물 등 구획된 특정 도시 공간에 ‘근(현)대 역사’를 

활용하여 조성된 사례들이다. 이들 사례 중에는 근현대 시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정비되고 역사적 성격이 강화된 사례들도 포함

된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독일의 푈클링겐 제철소

(Völklingen Ironworks, 1994년 지정)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독일 

나치 유태인 강제 수용소(Aushwitz-Birkenau, 1979년 지정), 국내의 경우 효창

공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소문 역사공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근대 

역사 경관 사례에는 근현대 역사를 주요 컨텐츠로 하는 박물관 또한 포함된다. 

예컨대 식민지 시기와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다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포

(Hapo) 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 지역 또는 지구 내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를 근현대 시기의 

역사를 ‘테마’로 정비한 유형이다. 이러한 근대 역사 ‘경관’의 초기 사례로는 19

70-80년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테마화된 박물관 마을처럼 조성된 에코뮤지

엄(ecomuseum)을 살펴볼 수 있다. 알자스 지역의 폐광산을 활용한 알자스 에

코뮤지엄(Écomusée d'Alsace, 1971)이나, 제철 및 산업 단지를 박물관 마을처

럼 조성한 크뢰즈-몽소 에코뮤지엄(Ecomuseum of the Creusot-Montceau-Le

s-Mines, 1974)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내 사례로는 도심 내 근대 유산을 활

용한 사례로 대구 중구의 근대문화골목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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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같은 시기 도시 내부의 노후한 공간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남겨

진 근현대 역사적 흔적을 활용하여 경관을 형성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근현대 역사는 도시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며 근대 

역사 경관은 도시 재생 경관으로 조성된다. 1971년 미국 시애틀의 파이어니어 

스퀘어 역사지구(Pioneer Square Historic District) 프로젝트나 1983년 이탈리

아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 예술가 마을, 1997년 조성된 미국 뉴욕 첼시

마켓(Chelsea Market), 1999년 조성된 상하이 신톈디(新天地) 지역의 재생 사

례를 근대 역사 경관 조성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세기 말 개항된 

항구 도시의 조계지 경관을 활용한 사례로 2000년대 초 조성된 군산 근대문화

유산마을과 2010년대 조성된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오픈스페이스나 도시 풍경으로서 ‘경관’이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대체로 20세기 중반부터 문화재로서 가치

를 인정받기 시작했던 근대 건축물과 달리, 경관은 그 대상이 불분명하고 모호

하다는 점에서 뒤늦게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근대 역사 경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경관은 물론 근현대 역사 또한 역사적 가치가 상대적으

로 낮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경관’의 경

우 고대 시기의 주거지나 암각화 등 역사적 연원이 길거나 한국의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처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온 사례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근대 역사 경관 또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는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에 등재된 근대 역사 경관 목록으로는 영

국의 석탄 및 제철 산업단지인 블래나번 산업 경관(Blaenavon Industrial Lands

cape, 2000년 등재), 독일의 에센 졸버레인 탄광 산업단지(Zollverein Coal Mi

ne Industrial Complex in Essen, 2001 등재),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Coffee 

Cultural Landscape of Colombia, 2011 등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근대 역사 경관이 등장하게 된 의미의 변화와 형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의미의 변화로, 근현대 시기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이 증가하면



166

서 함께 나타난 근현대 문화재 및 역사경관의 지위가 부상하는 경향을 정리한

다. 그리고 근현대 시기 역사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불편한(difficult)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장소와 경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본다. 형식의 

변화로는 먼저 1970년대 나타난 박물관의 부상과 에코뮤지엄(ecomuseum) 형

식의 등장을 살펴보고, 1990년대 도시재생 정책이 제안되면서 지역에 특화된 

문화적 도시 재생의 자원으로서 근현대 역사와 기억이 활용되는 양상을 검토한

다.

4.1. 근현대 역사의 지위 향상

앞의 Ⅱ장 3절에서는 근현대 역사의 지위가 향상된 최근의 경향에 대해 논

의하였다. 최근에는 근현대 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많은 근현

대 시기의 역사적 유산들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래 근현대 

역사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역사라는 점에서 고대나 중세의 역사에 비해 역사적 

가치가 적은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20세기 역사학에서 ‘기억’이 상호보완적 개

념으로 등장하였으며 근현대 시기의 역사가 오늘날의 정치와 제도, 또는 사람

들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기억으로도 작동

유형 특징 사례 예시

1. 구획된 공간에 근현대 

역사를 보존․활용

-� 문화재�및� 공공�건축물,�

공원�등�도시�내� 구획된�

공간으로�조성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독일�나치�유태인�강제�

수용소(폴란드)

-효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국내)

-하포�박물관(남아프리카공화국),� 전쟁기념관(국내)

2. 근현대 시기를 테마로    

특정 지역 정비

-� 1970-80년대�테마화된�

야외박물관� (에코뮤지엄)�

형태로�시작

-알자스�에코뮤지엄,�크뢰즈-몽소�에코뮤지엄(프랑스)

-대구�중구�근대골목(국내)

3. 근현대 역사를 활용한   

도시 재생 경관 

-� 도시재생�사업�시� 근현대�

역사를�활용한�역사문화적�

재생�경관

-시애틀�파이어니어�역사지구,� 뉴욕�첼시�마켓(미국)

-조나�토르토나�예술가�마을(이탈리아)

-상하이�신톈디,�와이탄(중국)

-군산�근대문화유산마을,�인천�개항장거리� (국내)

표� 3-5.� 주요�근대�역사�경관�사례�예시�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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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근현대 역사 또는 기억의 지위 향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와 경관으

로 근현대 문화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근현대 시기의 문화재는 제

도적으로 보호받는 범위 내에 있다. 한국에서는 ‘등록문화재’라 불린다. 이와 관

련된 대표적인 몇몇 국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는데, 문화재의 범주 안

에 근현대 문화유산이 포함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55년 사적법(The Historic Sites Act)과 1966년 역사보존법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가 성립되어 미국 전역의 역

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특히 1969년부터는 역사보존법

에 산업유산 및 유적 또한 제도에 포함되면서 근현대 시기의 문화재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적법에서 역사적 랜드마크 등록 프로그램(The 

National Historic Landmarks Program, NHLs)과 역사보존법의 등록 사적 프

로그램(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NRHPs)을 통해 산업유산을 

포함한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137) 또한 미국에서는 1976년 미국 독립선

언 200주년에 즈음하여 미국 국민들이 국가의 역사 유산 보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이후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20세기 말에는 

여러 역사유산 보존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138)

영국에서는 1947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현재와 같이 역사적 건조물을 등록

하는 제도가 확정되었는데, 역사적 건조물 등록의 원칙에 대하여 연도별로 다

르게 규정하고 있다. 1840년 이전 건축물들은 대체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1840년에서 1914년까지 지어진 건물은 특히 중요한 것만, 1914년 이후 

건물은 엄선된 매우 중요한 건축물만이 등록 가능하며, 건축한 지 10년이 지나

지 않은 건물은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된다. 이는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경우

나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의 경우로, 대체로 30년 이상이 지나야 등록 가

137) 우동선, “등록문화재제도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건축 49(12), 2005, p.116.

138) Norman Tyler, Historic Preservation: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London: W.W. Norton and Company, 2000,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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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그러나 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를 보면 공장이나 철도역, 병원, 감옥, 또

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등이 폭넓게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건조물에는 문화재

적 가치 및 중요성 평가에 따라 세 가지 등급(Grade Ⅰ~Ⅲ)으로 부여되는데, 

대체로 근현대 문화재는 Grade Ⅱ로 분류된다.139)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제도는 1996년으로 미국과 영국에 비해 최근에 시행

되어, 한국에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될 때 관련 연구팀이 집중적으로 검토

한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검토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보존 이외의 개조

나 내부 변경, 부분 변경, 활용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140)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소멸될 위기

에 있는 근대 건조물을 중심으로 근대건축 보존에 주력하고 있는데, 근대의 범

위는 메이지유신(1868년) 경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1945년)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50년을 맞아 원록 돔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추진 운동이 일어난 것과도 관련이 있다.141)

한국에서는 2001년 등록문화재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대 문화 유산을 문화재

의 범주에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현대사의 역사적 가치가 부상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

해 근대 문화유산들이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현대기의 역사적․문화적 산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건

조물․시설물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니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활용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142) 국내

의 경우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은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39) 우동선, “등록문화재제도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pp.117-118.

140) 정수진, “식민지 유산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으로-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민속학 71, 2020, p.196.

141) 우동선, “등록문화재제도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pp.118-120.

142)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정책 안내자료, 2006,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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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

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

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143)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구 서울특별시청사(등록

문화재 제52호), 구 대법원청사(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등록문화재 제

247호) 등이 있으며[그림 3-12],144) 군산시는 2008년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의 

근대 건축물과 역사문화경관을 문화유산 자원으로 해석하여 원도심지역의 재생

사업 및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45)

특히 근현대 문화재는 건물과 시설이 주를 이루지만,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또는 지구를 근대 역사 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경관은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가? 유산을 대

상(object)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개념이 오늘날 문화유산을 설명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인문지리학자 브라이언 그

래험(Brian J. Graham)과 유산학자 피터 하워드(Peter Howard)는 문화유산은 

14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개정 2019.12.24.

144)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등록문화재현황,” cha.go.kr

145) 김민영, “군산의 근대역사경관 활용과 원도심재생,” 지역발전연구 13(1), 2013, pp.1-15; 김

영중,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군산 원도심 재생,” 국토, 2014,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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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이자 행위이며, 물질적인 부분보다 인간의 정신적 측면

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한다.146)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말부터 제기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의미가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으며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

겨지던 문화유산의 개념이 사회화 과정 하에서 현재의 해석에 따라 충분히 변

화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으로 평가받게 되었다.147)

이처럼 동적인 개념으로서 변화 가능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은 2011년 유

네스코(UNESCO)에서 새로운 문화유산의 범주로 지정한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 경관 보존에 관한 논의

는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으로서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양상으로 전개되

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경관 자체가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은 정주환경으로 나타나는 일상

의 경관에 중첩된 역사성에 문화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며, 경관이 지닌 ‘변

화’라는 속성에 주목하여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로 인한 물리적이고 사회

146) Brian J. Graham and Peter Howard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Heritage 
and Identity, Abingdon: Routledge, 2008.

147)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
문화 20, 2018, p.166.

그림� 3-12.� 국내�등록문화재�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구�서울특별시청사,� (오른쪽)구�서소문�대법원청사� � � � � � � � � � � � � � � � � � �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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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환경 변화를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148)

또한 역사경관의 일환이자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서 ‘역사적 도시공원

(historic urban park)’가 최근 문화재의 관점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공원이 처음 보존 대상 문화재로 언급된 것은 1981년 이코모스(ICOMOS)의 

플로렌스 헌장(The Florence Charter)이지만, 이 헌장에서는 정원과 공원, 경관

을 유사한 속성으로 한데 묶어 파악하였다. 

이후 도시 공원에 특화된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이코모스 총회에서 ‘역사적 도시공원에 대한 ICOMOS-IFLA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19세기-20세기 초 사이 조성된 도시공원을 주요 보

존대상으로 상정하였지만, 더 최근에 만들어진 공원도 보존 대상의 범위에 포

함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된 전쟁 희생자를 추

모하는 도시공원이나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공원, 미국에서는 1978년 폐허가 된 

섬유공장지대를 활용하여 조성된 로웰 국립역사공원(Lowell National 

Historical Park) 등이 역사적 도시공원의 범주에 포함된다.149)

4.2. 불편한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

앞의 Ⅱ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근현대 시기의 역사에는 부정적이고 불편

한 기억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19~20세기에 형성된 중요한 근현대 역사

적 기억에는 특히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침략, 분쟁, 국가 간 대규모 전쟁, 

테러 등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기억들은 대체로 도덕적 관점에서, 

또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평가되었다. 주로 2000

148) 채혜인․박소현,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개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1(2), 2015, pp.253-260.

149) 길지혜·박희성, “영국, 미국, 일본의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전략 사례 연구,” 한국조경학회
지 48(2), 2020, pp.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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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다크 투어리

즘(dark tourism),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등의 용어에서 이러한 경향

을 살펴볼 수 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독일 뉘른베르크의 나치 관

련 장소, 아시아의 식민 감옥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암살 장소나 

뉴욕 9.11 테러 현장, 대만의 일제 총독부 건물 등이 포함된다[그림 3-13].

불편 문화유산을 연구한 이현경은 이 ‘불편함’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고통, 수치, 아픔의 기

억에 대한 불편함, 두 번째는 문화유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에 대한 불편

함, 세 번째는 역사적 해석 시 발생하는 난해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편함이

라 할 수 있다.150) 관점은 다르지만, 한국의 일제강점기 역사나 독일의 나치 관

그림� 3-13.� 불편한�기억에�대한�인식�변화가�나타난�근대�역사�경관�사례� � � � � � � � � �

(왼쪽�위)폴란드�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수용소,� (오른쪽�위)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왼쪽�아래)미국� JFK� 메모리얼,� (오른쪽�아래)대만의�일제�총독부�

(출처:� (왼쪽� 위)cipdh.gob.ar� (오른쪽�위)much.go.kr� (왼쪽� 아래)jkf.org� (오른쪽�

아래)c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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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역사를 예로 살펴보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는 대부분 도덕적 문제

로 인해 해석 및 보존 과정에서 논쟁적인 경우가 많다. 독일의 1960-70년대 

나치 관련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 논쟁이나,151) 한국의 1990년대 일제강점기 역

사를 둘러싼 민족주의론 관점과 역사주의론 관점의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152)

특히 국내의 경우, 근대 문화유산이 200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또는 과도

하게 보존되는 양상을 역사적 관점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153) 예컨대 한국

사에서 대표적인 부정적 근대사로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근대 문화유산에 대

한 관점 변화는 민족주의론, 역사주의론, 그리고 문화소비론의 변화를 겪는다. 

먼저 민족주의론적 관점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유산을 일제 침략과 

관련된 잔재로 인식하여, 이를 철거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주의론적 관점에서는, 일제 강점기 역시 부정적인 역사이지만 우리나라 역

사의 일부이므로,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서 근대 

문화유산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론과 역사주의론은 1990년대 경 본격화되었는데, 두 관점의 

대립 양상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 1995년 철거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

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문화소비론적 관점에서는,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건축물 복원을 통

해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54)

또한 한국처럼 과거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포스트 콜로

150)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p.173.

151) 독일 외에도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프랑스의 비시(Vichy) 정권에 대

한 기억 관련 논쟁, 스페인 과거사 논쟁, 미국 역사표준서 논쟁, 일본 평화헌법 논쟁 등 여

러 국가에서 근현대사의 불편한 기억 관련한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요 선진국 역사논쟁 사례 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2013.

152)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

방문화 14(2), 2011, pp.265-304.

153) 한편 앞서 설명한 2001년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의 영향이기도 하다.

154)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pp.2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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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리즘(post-colonialism)이 경관에 적용된 포스트 식민지 경관(post-colonial 

landscape)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용어는 ‘탈식민주의’ 

또는 ‘후기식민주의’로 번역되는데, 최근에는 탈식민주의 경향도 존재하지만, 해

방 후 사회 및 문화에 남아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향을 인식하고 해석한다는 관

점에서 후기식민주의 관점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소나 

경관의 측면에서는 해당되는 역사를 남겨둠으로써 역사적 증거로 활용하는 동

시에 사람들이 기억을 경험하고 잊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의 불편 문화유

산을 수용하는 방향이 나타난다.

이 개념이 제기된 1990년대 초기에는 주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20세기 중반 이후 유럽의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많은 국가들이 독립

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식민지 시기의 잔재에서 벗어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근대 역사 경관을 철거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소련 해체 이후 과거 소련 영향 하에 있던 국가

들에서 공산주의를 상징하던 레닌 동상이 해체되었으며, 1995년에는 일본 제국

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물로 서울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된다.

최근에는 과거 식민지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이를 무조

건 없애고 철거하기보다는 후기식민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식민지의 잔재를 극복하고 철거해야한다는 탈식민주의적 관점보다는 경관의 

구조와 문화적 기원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적 특성이 있음을 해석하고 이를 이

후의 경관 활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을 보여준다.155)

4.3. 박물관과 에코뮤지엄

근대 역사 경관은 어떤 형식으로 형성되었는가? 오늘날 근대 역사 경관은 

155) Astrid Ghyselen, et al., “Scenes of Amani, Tanzania: Biography of A Postcolonial 

Landscap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12, 2017,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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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측면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유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 기억의 붐 현상과 함께 나타난 박물관의 형식은 근대 역사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으로 이용된다. 

1980년대 이후 20세기 후반 기억의 장소로서 등장한 여러 형식 중 박물관

은 기억의 기록과 함께 역사적 기억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형식이며, 메모리

얼과 함께 기억의 붐 현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다. 기억의 붐 현상

에서 박물관은 공개 연설, 기념비, 연례행사, 기념일 등과 함께 급증한 기억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표출되는 매체였다.156)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의 전시 공

간을 넘어,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기억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구현

하는 기억의 장소다. 사람들은 박물관에 방문함으로써, 어떤 기억이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며 이는 사회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으로 작동한다. 

특히 근대 역사 경관과 관련하여, 1970년대 프랑스에서 제기된 에코뮤지엄

(ecomuseum)의 형식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코뮤지엄은 야외 박물

관으로, 역사적 기억을 전시하는 방식을 유물과 박물관을 넘어 일종의 마을이

자 경관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

156) Matthew Houdek and Kendall R. Phillips, “Public Memor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p.3.

그림� 3-14.� 근현대�역사�및� 기억을�주제로�한�박물관�사례� � � � � � � � � � � � � � � � � � �

(왼쪽)남아프리카공화국�하포�박물관,� (오른쪽)이스라엘�야드�바셈� � � � � �

(출처:� (왼쪽)archdaily.com� (오른쪽)yadvashe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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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박물관을 넘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역사적 기억의 사회․문

화적 맥락을 보존한다.157) 구체적으로 에코뮤지엄은 박물관의 기존 유형적 유

산과 함께 자연환경을 포함한 장소와 경관, 무형적 유산으로서 문화, 그리고 지

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구성된다.158)

에코뮤지엄에서 다루는 역사적 기억은 전통 역사에서 근현대 역사를 포괄하

며, 특히 탈산업부지와도 관련이 깊다. 에코뮤지엄 사례 중, 프랑스 알자스 에

코뮤지엄(Écomusée d'Alsace, 1971)은 알자스 지역의 폐광산을 유산화하여 지

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크뢰즈-몽소 에코뮤지엄

(Ecomuseum of the Creusot-Montceau-Les-Mines, 1974)은 폐광산 및 제철

산업 시설을 박물관화한 사례다. 또한 스웨덴의 베르그스라겐 에코뮤지엄

(Bergsiagen Ekomuseum)은 베르그스라겐 지방의 쇠퇴한 철강 산업 시설을 박

물관화하였으며, 영국의 아이언브릿지 박물관(The Iron Bridge Gorge 

Museum)은 19세기 쇠퇴한 후 100년 가까이 폐허화된 상태로 남아 있던 지역

을 1967년 박물관으로 재생하였다.

157) 이재영․이종오, “프랑스 에코뮤지엄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EU 연구 28, 2011, 

p.230.

158) 장훈종․정종완, “지역문화 기반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사례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디지
털디자인학연구 9(3), 2009, p.283.

그림� 3-15.� 1970~80년대�초기�야외박물관(에코뮤지엄)�사례� � � � � � � � � � � � � � �

(왼쪽)프랑스�알자스�에코뮤지엄,� (오른쪽)프랑스�크뢰즈-몽소�에코뮤지엄�

(출처:� (왼쪽)linternaute.fr� (오른쪽)ecomusee-creusot-montceau.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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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코뮤지엄 형식은 박물관화된 도시 공공 경관의 경향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다. 도시 경관을 일종의 야외 박물관처럼 조성하여 역사문화적 정체

성, 또는 역사적 기억을 활성화하는 사례는 최근에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200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대구의 근대골목투어는 20세기 초 근대 대구

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총 5개의 코스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159) 이러한 경향은 ‘걷기’라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공공 공간에 접근

하여 근대의 역사적 기억을 살펴보는 일종의 박물관화된 도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4. 재생의 자원으로서 근현대 역사

역사문화적 콘텐츠가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이자 주요 재료가 되는 문화적 

도시재생(cultural urban regeneration)이 도시재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

문에, 역사적 기억은 1990년대 이후 재생의 자원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져왔다. 

실제 도시재생의 선구적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 조성 관련 프로젝트들이 꼽히

기도 한다. 1970년대 이후 도시 재생의 선험적 사례로 제시되거나, 도시 재생

과 연관되어 형성된 근대 역사 경관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이처럼 근현대 시기의 역사가 문화적 재생 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 것

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현대 역사가 일종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역사성은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자

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생’이라는 관점에도 적합하다. Ⅲ장 2절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출현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를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도시의 구조, 형태, 기능 

등을 크게 해치지 않고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160) 특히 역사적인 

159) 이희상, “도시 속 걷기와 도시공간의 박물관화: 수행적 공간으로서 대구 근대골목투어,” 대
한지리학회지 48(5), 2013, pp.72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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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되 어느 정도 개수나 증축 등 활용 및 변화를 허용하는 

보전(conservation)적 관점에서 근현대 시기의 경관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의 가치는 도시 환경에 시간의 깊이를 더하며, 환경을 

윤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161) 또

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도시마케

팅 개념 또한 해외의 경우 1980년대, 국내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

16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p.41.

161) 도시재생사업단 엮음,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세계의 역사·문화 도시재생 
사례, 파주: 한울아카데미; 한울엠플러스, 2017, p.11

실행 연도 이름 위치 특징

1971

파이어니어�스퀘어�

역사지구

(Pioneer� Square� Historic�

District)

Seattle,� USA
-1960년대�재개발�계획에�있던�노후한�도심부�

광장�일대를�역사지구로�선정하여�재생

1977
메인스트리트�프로그램

(Main� Street� Program)
Washington,� USA

-1977년� 워싱턴�주� 지방�도시의�중심가로에�

입지한�역사적�상업�건물의�철거를�막기�위한�

역사보존트러스트�계획

1983
조나�토르토나(Zona�

Tortona)
Milano,� Italy

-20세기�후반�밀라노�남부�경공업�지역이었던�

조나�토르토나에�남겨진�산업유휴시설이�예술가�

중심으로�재생

1997 성완퐁�웨스턴마켓 Hongkong,� China

-19세기�중국과�홍콩의�교역�시장이던�

웨스턴마켓�폐쇄�후,�역사유산으로서�

웨스턴마켓을�중심으로�성완퐁�지역�재생

1997
뉴욕�첼시마켓

(Chelsea� Market)

New� York,

USA

-1960년까지�도축업이�행해지던�첼시�지역�

나비스코�공장이�옛�공장의�모습을�살린�식품�

쇼핑몰로�재생

1999 상하이�신톈디(新天地) Shanghai,� China
-1920~30년대�건축된�구식�주택의�외관을�

활용한�최고급�상업�지역으로�재생

2000

미들랜드�철도정비창�

재생(Midland� Railway�

Workshops)

Midland,�

Australia

-1994년� 폐쇄된�미들랜드�철도�정비창을�역사적�

유산으로�인식하여�재생

2001

포틀랜드�맥주공장�재생

(Brewery� Blocks� in�

Portland)

Portland,� USA
-2001년� 노면전차�도입과�함께�맥주공장을�

포함한�역사문화자산을�지정하여�재생

표� 3-6.� 역사․문화적�도시재생�초기�사례로서�근대�역사�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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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도시재생 정책이 도입된 시기와 유사한데, 많은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하도

록 장소를 조성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현

대 역사와 관련된 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의 역사를 경험하고,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서 활용된다.162)

국내의 경우 도시재생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며, 국

토교통부는 2006년 도시재생사업단을 설립하고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기억과 관련된 경관의 사례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162) 서용모·천명환·김형준, “도시 정체성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 도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6), 2010, pp.298-300.

그림� 3-16.� 역사․문화적�도시재생�초기�사례로서�근대�역사�경관� � � � � � � � � � � � � � � � � �

(왼쪽�위)시애틀�파이어니어�역사지구,� (오른쪽�위)뉴욕�첼시�마켓,� � � � � �

(왼쪽�아래)상하이�신톈디,� (오른쪽�아래)� 포틀랜드�맥주공장� � � � � � � � � � �

(출처:� (왼쪽� 위)scenicwa.com� (오른쪽� 위)expat-us.com� (왼쪽� 아래)urban-�

regeneration.worldbank.org/Shanghai� (오른쪽�아래)as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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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도시재생 사례는 건축물, 공원 등 구획된 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공간 형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2008년 개장한 인천 구도심 

개항기의 근대건축물 중 밀집 창고 건축물군을 활용한 인천아트플랫폼, 또는 

2017년 개장한 서울역 고가도로(현 서울로7017)나 마포석유비축기지(현 마포문

화비축기지), 2018년 공원화 공모전이 수행된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또한 도

시재생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19세기 말 개항 당시의 근대 역사경관을 활용한 

군산시의 도시재생이나, 근대 거리를 조성한 대구시 구도심 재생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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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억 경관의 확장

앞에서는 20세기 후반, 특히 1980년대 이후 나타난 기억 경관의 유형으로

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기억 경관의 출현과 형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3-7]과 

같다. 이들 유형은 기존 선행 연구 및 사례를 취합하여 일반적으로 경관을 부

르는 명칭이다. 따라서 어떤 사례의 경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도 하다.

유 형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

장소 

기억
산업�기억

재난�기억

피해자와�소수를�위한�기억

(또는�근현대�역사�및�기억)

근현대�역사�및� 기억

기억

활용

기억은�남겨진�흔적으로서�

물리적인�설계(design)�

요소이자�재료

기억은�기념�또는�

추모(commemoration)의�

직접적인�대상이자�행위

기억은�보존해야�할� 역사적�

가치가�있는�문화재�또는�

유산(heritage)

기억

출현

배경 

-�탈산업화와 산업부지:� �

1960년대�이후�유럽과�북미�

지역을�중심으로�탈산업화�및�

산업�쇠퇴,� 탈산업�부지�발생

-�도시의 쇠퇴와 재생:� � � � � � �

산업�도시가�주로�형성된�

유럽․북미�지역을�중심으로�

도시�수축�현상�발생,� 도시�

재생�담론�형성

-� 기념에서 추모로 변화:� � � � � � �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기념비와�기념비성�쇠퇴,�

국가적�영웅을�기념하는�

송덕에서,� 희생자․피해자에�

대한�추모로�기억�방식�변화

-� 메모리얼 기억의 범위 확장:�

20세기�후반�기억의�붐� 및�

정체성�정치,� 추모기억의�

지역화․다양화로�인한�기억�

범위�확장

-�근현대 역사의 지위 향상:� �

근대�이후�조성된�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지정되어�보존,�

역사�경관은�과거로의�복원과�

보존보다�최근의�개입과�변화를�

문화재의�범주로�인정

-�불편한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

전쟁․식민지․테러․재난�등�불편한�

기억에�대한�인식�변화로�해당�

기억이�보존�및� 표현되기�시작.�

문화유산화�또는�관광화.

경관에

기억

적용

-�산업 폐허의 재활용:� � � � � � �

경관에서�산업�폐허에�심미적�

가치�부여�및�재활용�전략,� �

영국�픽처레스크�정원�전략�및�

산업�폐허에�대한�미적�감상

-�탈산업부지의 산업 자연:�

유기된�산업�부지를�회복�및�

재생하는�산업�자연의�특성�

활용

-� 공원묘지와 메모리얼 공원:�

도시�확장에�따라�도시�외곽�

공원묘지와�도시�내부�공공�

공간으로서�메모리얼�공원�구분

-� 조각상에서 공간으로 변화:�

조각상과�기념물�중심의�

기념비가�공간�중심의�메모리얼�

공원으로�변화

-�박물관과 에코뮤지엄:� � � � � �

19C� 역사화된�기억의�장소로서�

박물관�증가.� 20C� 후반�역사�

경관이자�야외�박물관으로서�

에코뮤지엄�등장�

-�재생 자원으로서 근현대 역사:�

최근�역사문화적�도시�재생의�

콘텐츠로서�근현대�시기의�역사�

및�기억이�활용

표� 3-7.� 기억�경관�유형별�출현�및�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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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기억 경관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 확장은 기억의 

부지, 그리고 기억의 종류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기존 세 유형의 기억 경관에 

속하지 않거나,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지만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몇 가

지 확장된 기억 경관의 부지를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의 범위는 기능을 다하고 폐쇄된 산업 시설

과 부지에서 출발하여 보다 확장되었다. 1989년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무

너지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상당한 수의 군사 시설과 철로 지역이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에 추가되었다.163) 또한 근대의 산업 도시가 형성되는 과

정에서, 공장과 산업시설과 함께 조성된 철로, 고가도로, 항구, 역 등의 인프라

스트럭처와 광산, 쓰레기매립지 등의 브라운 필드뿐 아니라 공장 노동자 주거

지역 등 여러 공간 유형들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1989년 이후 군 축소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으로 변모한 미국 샌

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Presidio), 뉴욕의 고가철로를 재활용한 하이라인(High 

Line)과 군사기지 및 해안 경비대가 위치했던 거버너스 아일랜드(Governors 

Island), 쓰레기매립지를 공원화한 프레시 킬스(Fresh Kills Park), 국내의 서울

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한 서울로7017, 분단으로 인해 약 70년간 개발 압력이나 

사람의 개입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태지역이 형성되어 최근 생태공원화 계

획 단계에 있는 휴전선의 비무장지대 DMZ,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계획 등을 

1990년대 이후 확장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처럼 탈산업화와 도시 쇠퇴로 인해 형성된 비활성화된 산업 부지는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부지가 되는데, 이러한 부지를 지칭하는 용어들을 여러 문헌

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를 지칭하는 명칭은 곧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브라운필드/기개발

지(brownfield), 저이용토지(under-utilized land), 도시 빈공간(urban void), 버

려진 공간(urban waste land), 방치 자산(abandoned property), 잔여 필지

163)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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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nant parcel), 버려진 땅(derelict zone), 죽은 공간(dead space), 일시적으

로 방치된 부지(TOADs), 미지의 땅(terra incognita),164) 드로스케이프

(drosscape), 모호한 땅(terrain vague)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 

엘렌 브라에(Ellen Braae)는 드로스케이프(drosscape)와 모호한 땅(terrain 

vague)의 개념이 탈산업화 이후 불필요해진 잉여 산업 경관에 대한 미국적․유럽

적 접근 방식, 특히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개념과 결부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165) 미국의 조경가 앨런 버거(Alan Berger)의 책 제목이기도 한 드로스

케이프는 찌꺼기를 의미하는 ‘dross’와 경관 ‘landscape’의 합성어로, 현재는 도

시 확장과 수축을 겪으면서 찌꺼기 또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비활성화된 과거 

도시화 지역을 의미한다. 버거는 드로스케이프라는 용어를 산업 생산이 비활성

화된 부지, 불필요하게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교외 

지역, 버려진 경관으로서 쓰레기장, 폐차장, 대규모의 쇼핑센터, 그리고 오염된 

산업 지역166)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한편 솔라 모랄레스(Ignasi de 

Sola-Morales)가 제시한 개념인 모호한 땅(terrain vague)은 불확실하며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복합적인 상태의 부지를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역사성을 지닌 

산업 지역, 특히 유럽처럼 수많은 역사적 층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지가 지

닌 불확실하고 애매한 특성을 말한다.167)

또한 산업 시설과 같은 거대 인프라스트럭처나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는 아

니지만, 방치되고 유기된 도시의 건물과 시설을 활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일종의 ‘일상적 도시 폐허’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동

사무소, 보건소, 주민센터, 지하 쇼핑센터 점포 등과 같은 공간들을 문화창작센

164) 임유경, “[용어와 건축]도시 유휴공간,” 건축 64(3), 2020, p.90.

165)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47.

166) Alan Berger, Drosscape: Wasting Land in Urban America,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7.

167) Ellen Braae, Beauty Redeemed: Recycl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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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부지도 아니며, 근

대 역사 경관이라고 부르기에도 모호하고 일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서울 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일상적 도시 폐허를 활용한 공간들을 

‘창작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당 지하쇼핑센터 내 52개 점포를 개조한 신당

창작아케이드(2009)나, 금천구 독산동 인쇄공장을 개조한 금천예술공장(2009), 

성북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문래예술공장(2010), 옛 구의취수장 공간을 재생

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2015)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상업 거리들은 근대 역사 경관의 형식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기억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골목길, 핫 플레이스(hot 

place)나 힙 플레이스(hip place)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 스타

일168)은 레트로(retro)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작은 공장들이 늘어선 거리

나 적벽돌 건물, 한옥이나 일본식 적산가옥 등 과거를 회고하는 듯한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상업 거리로서 가장 세련된 장소감을 표출하는 이러한 장소들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레트로는 과거에 대한 회상 또는 회고를 뜻하는 ‘retrospect’의 줄임말로, 

1990년대 미국에서 과거 1950년대 및 60년대의 문화를 현대적 형식

(contemporary form)으로 재해석한 패션 및 주거에서의 문화적 유행을 일컫는 

용어로 등장했다.169)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레트로는 과거의 문화나 양식이 현

대의 감성과 형식으로 재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2011년 레트로는 대중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큰 관심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는데, 레트로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로, 이 시기의 문화들이 브랜

드,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예술,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얻고 

있다.170) 특히 레트로와 관련된 뉴트로(Newtro)는 레트로와 뉴(new)의 합성어

168) 한희,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성수동식 디자인,” 매일경제, 2019년 6월 19일. 

169) Elizabeth E. Guffey, Retro: The Culture of Revival, London: Reaktion Books, 2006, 

pp.9-10.

170) 권혜진․김수정, “레트로에 나타난 시대적 표현 연구-패턴 디자인의 모티브와 구조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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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거의 기억이지만 현대의 감성으로 경험하는 레트로의 특성을 더 잘 보여

주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도시 경관에서 레트로는 20세기 근현대의 역사나 문화를 담은 경관의 특성

을 설명할 때 표현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경우 100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통가옥과 함께, 70-80년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레

트로 스타일의 경관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박물관마을의 브랜드 슬로

건을 ‘기억의 저장소 레트로’로 제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71) 서울 종로구 

익선동은 한옥 건물 양식을 활용한 상업 거리로 힙플레이스 중 한 곳으로 불리

는데, 1920-30년대 근대식 한옥 건물들이 남아 있는 이 거리에는 옷을 대여해 

1930년대 패션으로 골목을 누비는 관광객들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상가들의 

인테리어 또한 한옥과 접목한 ‘레트로’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상업경관에서는 카페의 레트로 경향이 두드러진다. 많은 상업 카페들

은 업사이클링(upcycling) 및 리모델링(remodelling) 작업을 통해 오래된 건물을 

재활용하여 조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를 어

우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감성 재경험을 낳는 레트로의 특성이 나타난다.172)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3(4), 2012, pp.4-5.

171) 최문용․김문영,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도시재생과 도시브랜드 조성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
인학연구 17(1), 2019, pp.209-210.

172) 정다인․박보람, “공간 업사이클링을 통한 레트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카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3), 2020, pp.2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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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표현과 특성 

앞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기억 경관의 출현과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20세기 후반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

는 기억 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기억의 방식과 매체, 유형을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실제로 장소 기억을 활용하여 조성된 기억 경관의 유형으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을 고찰하였다. 

각 기억 경관의 유형마다 특히 주목받는 기억의 유형들이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흔적, 특히 탈산업화 시대의 

폐허로서 재생 등 변화가 필요한 산업 기억이 주목을 받는다. 메모리얼 공원에

서는 추모(commemoration)의 기억 방식이 부상하였는데, 추모의 대상으로는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보다 희생자, 피해자, 사회적 약자, 소수 집단에 주목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근대 역사 경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낮게 

인식되었던 근현대 유산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전쟁․테러․내전․학살 등 

20세기 근현대사의 불편한 기억들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억들은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

게 되었는가? 도시 공간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층위의 기억의 흔적들이 

남겨진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 조성 시 활용된 기억의 흔적은 여러 기억 중 중

요한 기억으로 선별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억은 왜 중요한가? 기억은 경

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Ⅳ장의 내용은 바로 이

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Ⅱ장 후반부에서는 땅에 남겨진 흔적이자 저장된 기억으로서 ‘장소 기억’과 

경관 조성 과정에서 활성화된 기억으로서 ‘공적 기억’의 개념을 고찰한 바 있

다. 특히 공적 기억은 집단 내에서 통용되면서 매체를 통해 공적으로 활성화된 

유의미한 기억이다. 기억 연구자들은 공적 기억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공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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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이 잘 표출되는 다양한 매체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다. 

도시 경관이 바로 이러한 매체에 속한다. 특히 공공 공간이나 외부 공간으

로서 도시 경관에는 다수의 주체 및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며, 땅에 쌓여 있는 

기억의 취합 과정이나 기억을 둘러싼 갈등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

다. 기억이 선별되고 여러 가치에 따라 평가되며, 기억의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

고 경관에 표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소 기억은 공적 기억으로 형성된다. 

Ⅳ장에서는 실제 기억 경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경관에서 물리적으로 표출

되는 기억의 양상을 탐구한다. Ⅳ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관에

서 기억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한다. 이 분석 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경관에서 나타나는 기억 표현 방식과 특성을 도출한다. 

1. 기억의 선별과 표현

기억은 경관에 ‘표현’된다. 이는 기억 경관을 탐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

자, 역사적 문화재와 기억 경관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만약 장소 

기억이 그대로 보존된다면, 동일한 장소 기억을 가진 부지는 항상 동일한 방식

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약 경관에서 기억이 재현되는 대상이라면, 과거의 어떤 

시점을 복원하거나 재현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경관에 표현될 것이다. 만약 

장소의 흔적이 문화재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상이라면, 이 흔적은 역사

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보존되며 고증을 거쳐 원형으로 복

원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억의 다양성이 드러나거나 충돌이 일어날 여

지가 적다.

그러나 실제 기억 경관 조성 과정에서는 활용되는 기억의 유형이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억을 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이 고안된다. 도식화하여 설명하자면, ‘어떤 기억 A는 경관에서 반드시 형식 B

로 표현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선별된 기억 A는 B라는 관점으로 인식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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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C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그림 4-1]. 기억을 인

식하는 관점이란 현재의 우리 또는 대중이 원형의 재료인 장소 기억을 인식하

는 관점으로, 기억에 특정 의미와 역할을 부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장소의 흔

적과 역사는 ‘현재화된 기억’이 된다. 이 때 공적 기억(PM, public memory)은 

중요하게 선별된 기억이며 경관을 통해 표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이 경관에 표현되는 과정을 ‘선별’과 ‘표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기억의 선별이란 특정 기억이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되는 것

을 말한다. 장소에는 여러 시대의 역사와 사건의 흔적이 지층처럼 쌓여 있는데, 

이 중 특정 기억들이 경관 표현 시 선별된다. 선별된 기억은 대부분 장소에 실

제로 남아 있는 물리적 흔적인 경우가 많지만,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복

원되는 추상적인 터의 기억인 경우도 있다. 

기억의 표현은 선별된 기억이 경관에 표현되는 단계를 말한다. 표현은 추상

적인 기억을 경관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때 기억은 과거의 사건

이나 역사 이상으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공간에서 회상을 통

해 경험된다. 따라서 기억이 경관에 ‘표현’된다는 것은 보존이나 재현과 달리 

과거의 기억을 현대 도시 공간에 현재화시키며 구체화하는 과정이 된다. 표현 

방식에는 설계가의 개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의도나 계획, 이해관계

자의 개입, 민원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그림� 4-1.� 기억�경관�조성�과정에서�장소�기억의�선별�및�표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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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억 선별

경관을 조성할 때 어떤 기억이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되는가? 포스트 인더스

트리얼 공원에서는 부지에 남겨진 흔적으로서 산업 기억이 주로 다뤄진다. 메

모리얼 공원에서는 피해자와 소수 집단을 추모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역사적 

사건 이외에도 여러 재난 사건의 기억들이 다루어진다. 근대 역사 경관에서는 

근현대 시기의 역사와 기억이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 사례 대상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선별되는 기억들

은 유형별로 분류된 기억보다 더 구체적이고 장소 특정적이다. 사실상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과 같은 기억 경관 유형은 

기억이 먼저 선별되고 이 선별된 기억에 따라 경관을 부르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경관의 유형이 선별되는 기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기억의 유형이 경관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Ⅳ장에서 다루는 기억 경관 사례를 예시로 살펴보자.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는 폐쇄된 신월정수장이 중요한 산업 기억의 흔적으로 선별되었지만 정수장의 

모든 흔적이 남겨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수장 관련 기억의 흔적 중에서도 주

요하게 선별되는 기억이 있음을 의미한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는 19세기 후반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기억이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되었는데 같은 시기 동학

의 역사나 과거의 서소문 행형장 역사가 배제되었다는 선별 논란이 일었다. 남

산공원 회현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조선시대의 역사적 문

화재인 한양도성 성벽 이외에도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역사인 조선신궁 터, 근

현대 시기의 노스탤지어 기억의 흔적인 분수대까지 여러 시대의 흔적이 선별되

어 새로운 기억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선별 과정에서는 기억을 둘러싼 논쟁이 흔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7년 

개장한 서울로7017의 경우 구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로로 재생한 사례인데, 

이 고가도로가 2006년과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가공원 조성 계획에 반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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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검증되지 않은고가도로가 과연 보존이 필요할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

치를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었다.1) 서소문 역사공원에서는 부지의 역

사 선별을 둘러싼 대립이 나타났다. 이 공원은 조선시대 서소문 밖 처형장이라

는 부지의 역사성에 기반하여 조선 후기 한국 천주교의 순교 역사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동학농민운동 및 여타 근현대 역사들이 삭제된 종교 편향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

기억 선별 논란은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

트 메모리얼의 경우, 나치 관련 역사에 대한 오늘날 독일의 반성적 태도를 대

표하는 메모리얼로 꼽힌다. 그러나 이 부지는 본래 18세기 이후 베를린 중심부

의 주요 내각 관청들이 있던 곳이자 분단 시절에는 장벽이 있던 곳으로, 유태

인 학살이나 나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 부지에 메모리얼이 조

성되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3)

이러한 기억 논쟁은 왜 발생하는가? 경관에서 일어나는 기억 충돌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논쟁이나, 소규모 집단의 이익 추구로 인한 논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경관에서 기억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억이 선별되기 때문

이다. 만약 집합 기억의 개념처럼 기억 경관에서 어떤 기억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장소 기억이 하나로 합쳐져 표현될 수 있다면, 기억은 선별 과정에서 충

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은 제한적이며, 어떤 기억의 흔적이 남겨지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기억의 선별 단계란 과거의 흔적

과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동시대의 기억으로 현재화하는 과정이다.

기억 선별 과정에서 논쟁은 관련 집단 간의 충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만약 보편적 가치의 대립이 발생할 경우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의 우위

1) 배정한, “세상에서 가장 긴 화분-서울역 고가 기본계획 국제지명 현상설계 비평,” 환경논총
56, 2015, pp.28-34; 박세준, “서울로7017의 두 가지 시선,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 vs 애물

단지,” 주간동아, 2017년 5월 29일.

2) 김선필,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쟁점과 함의,” 경제와 사회 112, 2016, pp.184-188.

3) 백종옥,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조형물, 서울: 반비, 2018,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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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로7017의 경우 안전을 

위한 철거와 역사성 보존의 대립이, 서소문 역사공원의 경우 천주교와 다른 종

교, 이익단체 간 대립 문제와 국공유지의 종교 편향성 문제가, 베를린 홀로코스

트 메모리얼의 경우 독일의 역사적 정체성이 도시의 상징적 위치 및 땅의 장소 

기억과 대립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처럼 기억 경관에서는 역사적 가치와 경

제적 가치, 미학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 공공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 등 여러 보

편적 가치들이 상충할 수 있으며, 어떤 가치가 반드시 다른 가치의 우위에 있

다고도 볼 수 없다.

1.2. 기억 표현

선별된 기억을 경관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맥락의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장소와 경관이 박물관처럼 땅의 흔

적을 역사적 유물과 같이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매체가 아니라, 기억을 회

상하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이며 도시의 실제적인 공

공 공간이기 때문이다.

기억 표현은 기억을 기록하는 아카이빙(archiving)과 다르다. 기록은 사람들

에게 정확한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장소와 

경관은 기억이 시각화되고 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이며, 이동 중에도 우연

히 마주칠 수 있는 도시 공간으로서 역사 기록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와 달리 조경가, 건축가, 도시 계획가 및 설계가는 기억을 활용

하고 표현하는 전문가로서, 이들의 관심은 부지의 기억을 역사 사료처럼 최대

한 원형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

가에 있다.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통해 어떤 기억의 

흔적과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을 넘어, 공간을 통해 체험하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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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표현 방식은 다양하게 고안될 수 있다. 기억에 대한 관점 차이, 이해 

관계자의 개입, 부지의 상황,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달라진다. 

앞서 도식화하였듯이 ‘선별된 A 기억은 B라는 관점으로 인식되며 경관에서 C

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표현 방식에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 과정에는 기억 A를 인식하는 관점이 개입한다. 기억에 대한 인식이란 

선별 및 표현 과정에서 부여된 의미와 역할로 구체화된다. 먼저 기억의 ‘의미’

란, 기존 부지의 기억이 현재 동시대의 우리 세대에 가시화될 때 가지는 의미

를 말한다. 기억의 의미는 선별 과정에서부터 부여된다. 예컨대 포스트 인더스

트리얼 공원에서 산업 폐허의 흔적은 쇠퇴하여 사라져가는 산업 시대의 유물이

자 부지의 흔적이며, 우리가 일상 환경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물성을 만

들어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메모리얼의 경우 9.11 테러나 세월호 참사처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근대 역사 경관에서 가까

운 과거의 사건이자 근현대 역사는 오늘날 경관의 모습이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로, 기억의 ‘역할’이란 기억을 활용하여 새롭게 형성된 도시 경관에

서 기억이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기억 경관들이 도시의 새로

운 공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경관에서 과거의 흔적인 기억은 어떤 

4) 조경이론가 헌트의 다음 견해를 참고한다. 헌트는 최근 대부분의 설계 대상지가 땅의 역사

(historical ground)를 지니고 있으나, 조경 설계가들이 이를 시각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언

어나 방법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역사를 시각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기에 적합한 어휘와 기회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조경가들은 역사학

자가 아니며, 장소를 재설계하기에 앞서 부지의 역사를 어느 정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 스

스로 찾아낸 역사를 시각화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실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할 의무를 지닌

다. 역사학자들이 조경가들보다 이런 작업을 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설계자는 

장소의 이야기나 내러티브의 시퀸스를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

하다. 설계자들은 설계 시 글이나 설명 표지문을 사용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 한다.” John 

D.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m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4, pp.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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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가? 장소 기억이 특별한 이유는 장소의 고유한 장소 정체성 또는 

장소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서, 다른 경관

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

형이나 주변 도시 맥락,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이 기존 장소 기억과 자연

스럽게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관을 이용할 때 더 밀도 높은 회상과 경험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기억에는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며, 이는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가와 설계가는 경관 조성 시 기억 표현 방식을 고

안하며, 대중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별되고 표현되는 기억의 의미와 역할이 도

시 경관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에서 나타나는 기

억 표현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경관 조성 과정에서 기억에 어떤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3. 기억 선별과 표현 과정의 문제

어떤 기억이 중요하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박물관에서 역사 사료들이 

연대기별로 또는 주제별로 구분되어 전시되는 것과 달리, 경관에서는 중요하거

나 가치 있는 기억들이 선별되며 기억의 표현 방식이 설정된다. 이 절에서는 

기억의 선별 및 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억의 충돌을 들 수 있다. 이는 여러 기억 중 어떤 기억이 중요한가, 

또는 어떤 표현 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이 부딪치는 문제로, 기억의 가치 

대립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로7017의 안전성과 역사성 간 

대립 문제나 서소문 역사공원의 종교 편향 논란이 기억 충돌 사례가 된다. 이

러한 기억 충돌 문제는 경관 조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그러나 사실상 집단에 따라 중요한 기억이 다를 수 있으며 역사에 비해 기



194

억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기억에는 언제나 논쟁적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충돌과 논쟁은 집단 간 기억의 공유를 통해 공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억의 충돌과 논쟁을 서둘

러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일부 권력 집단, 전문가 집단이 기억의 의미와 가치

를 쉽게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 차원에서 기억의 충돌은 ‘불편한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로도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난이나 전쟁, 제국주의와 식민지 같은 

근현대 기억은 윤리적 문제와 얽혀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기

억들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기도 하며, 전

쟁이나 식민지 등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왜 지우지 않고 남겨야 하는가

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반기념비나 네거티브 헤리티지 개념에서 살

펴보았듯이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불편한 기억을 무조건 철거하거나 기

피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중요한 보존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무시

하거나 홀대하는 방식 등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억 충돌 문제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

억 충돌 문제보다 더 난해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

한편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는 기억이 표현 과정에서 쉽게 정형화되

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기억 표현 방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인 성공 사례나 유행하는 경관의 영향으로 기억 경

관의 표현 방식이 몇 가지로 단순화되고 정형화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산업 부지에서 남겨진 산업 유산의 잔해들을 노출하고 활용하여 시각적

인 산업 폐허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쉽게 유행화되어 최근 ‘인더스트리

얼 스타일’ 카페 등 상업 경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5)

기억의 정형화가 일어난 원인은 경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성공 사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관 

5) 이영지, “인더스트리얼, 콘크리트와 녹슨 파이프의 세련된 반전,” 중앙일보, 201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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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시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 연구, 선진 사례 연구 등 관련 있는 유사한 사

례들이 먼저 연구되고 있다. 상업 경관에서 유행하는 감성적 외관은 다른 지역

에서 쉽게 차용되어 복제되기도 한다. 정형화된 관점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억 경관의 유형과 형식(style)을 만들어 내고 이 형식이 도시 경관에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틀이 될 수도 있지만, 정형화된 관점이 정답처럼 여겨

지는 경우 문제가 된다. 성공 사례나 유행하는 경관의 틀이 기억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들을 무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단 기준처럼 작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20세기 후반 모더니즘 도시의 몰개성한 무장소성(placelessness) 

문제를 지적했던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특

히 오늘날에는 기억과 관련되어 보이며 특별한 장소성과 장소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형화된 형식만이 남아있고 핵심적 구성 요소인 기억은 진위 

구분이 불가능한 경관이 생겨나고 있다. 획일화된 근대 도시를 지나, 오늘날 기

억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무장소성에 대해 렐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0년 전에는 장소 정체성에 대한 주된 위협을 강요된 획일성이라고 보았다. 특히 모더니

스트 건축과 계획,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대 주택 사업과 표준화된 설계로 건

축된 마천루에서 모더니스트의 획일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 지금은 장소가 고유

하다는 특성 자체를 왜곡시키는 포스트 모더니티 설계까지 끼어들었다. 한때 획일성을 추

구했던 기업들이 집이나 휴일을 팔아먹는 데 뚜렷한 장소 정체성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지금은 이윤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지리가 활용되고 있다. 이윤 추구

에 그 지역의 정체성이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장소의 정체성을 이식하기도 한다. … 

이것은 2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규모로 진행되는 ‘박물관화’, ‘디즈니화’이다. … 포

스트모던의 무장소성은 훨씬 난해하다. 전자 정보와 지구적 무역으로 경계가 사라진 오늘

날 거의 모든 곳의 정체성이, 그 관습과 문화 그리고 경관과 함께 뿌리 뽑혀 세계 어디든

지 재배치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식별하기도 어려운 거짓 지리적 다양성이다.6)

6) 에드워드 렐프가 1970년대 저술한『Place and Placelessness』의 2005년 한국어 번역판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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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억을 도구적으로만 활용하는 관점, 즉 기억이라는 대상이 지

나치게 상업화되면서 가벼운 소재로 취급되거나 유행화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

가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재산업(heritage-industry)”, “기억산업(memory 

industry)”이라는 신조어는 역사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권위가 점차 자본주의적 

소비와 여가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경향7)을 보여준다.

기억의 상업화 경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

소 쟁점적이다. 예컨대 산업 유산 재생 사례는 대부분 쇠퇴한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부정적이거나 슬픈 기억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다

크 투어리즘(dark tourism) 또한 방문자들이 슬픔을 공유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안적 관광 유형으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 및 상업

을 통한 활성화의 이면에 드리운 “비극의 상품화, 관광의 진정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8)는 여지없이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오늘날 상업 지역의 핫 플레이스(hot place)나 힙 플레이스(hip place)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이나 레트로(retro) 등의 유행은 도시 

공간에서 기억 산업 부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상업화․관광화 현상은 고유의 

장소 기억이 무시되고, 낡은 재료를 이용하여 유행하는 피상적 형태만을 복제

하는 경우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마을과 거리가 관광객을 위한 테마

파크처럼 변모하는 현상을 나타낸 디즈니화(disneyfication)9)라는 용어는 유원지

처럼 관광화된 경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잘 보여준다. 

한 ‘한국어판을 위한 특별 서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오늘날 기억 경관의 정형

화 문제를 다루면서 ‘무장소성’ 용어를 차용한 것은 21세기 포스트모던적 도시에 대한 이와 같

은 렐프의 견해를 참고한 것이다.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1976,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2005, pp.6-7. 

7)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20.

8) 한지은, “전장에서 관광지로-동아시아의 기억산업,” 문화역사지리 27(2), 2015, p.57.

9) 디즈니피케이션(disneyfication) 또는 디즈니제이션(disneyisation)이라는 용어는 세계화되고 상업

화되는 생활방식에 따라 사회 구조가 디즈니랜드처럼 상업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1991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도시 공간의 상업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2001년 

제프 페렐(Jeff Ferrell)이 처음 사용하였다. Jeff Ferrell, Tearing Down the Streets: Adventures 
in Urban Anarch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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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관 유형이 공공 공간이나 문화재인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거나 기존 주민의 삶이 침해받을 때 상업화와 관광화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본래 상업 경관이거나 쇠퇴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도시 경관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기억의 상업화와 관광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

억의 상업화 또는 관광화 문제는 경관 유형이나 이용 주체에 따른 문제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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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 표현 사례 

2.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 경관에서 기억의 표현 및 활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해 대표적인 최근 국내 기억 경관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 대상지로는 서울 양

천구에 위치한 서서울 호수공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 역사공원, 서울 중

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남산공원 회현지구를 선정하였다[표 4-1].

위치 이름 조성년도 PI MP HL 장소 기억 특징

서울�

양천구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2007)

개장(2009)
●

신월정수장
(김포정수장,�

1959-2003)

-�설계:� 씨토포스

-�기존�정수장�구조�및�소재(녹슨�철,�

송수관�등)를� 활용한�재활용공원이자�

폐산업부지를�재생한�환경테마공원

-�정수장�구조�및� 소재를�활용한�공간�

구성,� 비행기�이륙�시�소리분수(41개,�

81db�이상),� 몬드리안�정원,� 100인의�

식탁�등이�대표적

-�선유도공원과�유사한�정수장�기억�

활용으로�기억의�정형화�문제�분석

서울

중구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2014)

개장(2019)
● ●

서소문�밖�

처형장
(조선�후기�

기독교박해,�

1801신유박해-�

1866병인박해)

-�설계:� 인터커드+보이드+레스

-� 2011년�천주교�서울대교구의�

역사유적관광자원화�제안으로�시작

-�조선�후기�천주교�박해로�국사범�처형�

장소이던�서소문�밖� 처형장에서�

천주교인�처형,�이�중� 44명이�천주교�

성인으로�시성되어�국내�최대의�순교�

성지로�인식

-� 1973년�근린공원이�조성되었으나�

재활용쓰레기�처리장,�노숙자�문제로�

일반시민�기피

-�천주교�측에�편향된�역사�선별�논란으로�

기억�간� 충돌�문제�분석

서울

중구·

용산구

남산공원

회현지구

공원설계

(2013)

현장박물관�

설계

(2017)

●

한양도성
(조선시대)

-

조선신궁�터�
(일제강점기)

-

남산분수대
(현대)

-�설계:� 건축사사무소협동원+감이디자인랩

-� 2014년�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심사�

진행�과정에서�회현자락�한양도성�

구간을�대상으로�설계공모�수행

-� 2017년�한양도성�보존�및�정비�계획이�

변화하면서�기존�유구를�훼손�없이�

남기는�지침의�새로운�설계공모�수행

-�남산�회현지구�부지에�중첩된�조선시대-�

일제강점기-현대의�켜를�모두�유지

-�일제�강점기의�불편한�기억과�근현대�

기억을�다루는�방식의�변화�양상�분석

*PI: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MP:메모리얼�공원,� HL:근대�역사�경관

표� 4-1.� 사례�대상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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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선정 기준

사례 대상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Ⅲ장에서 분류한 기억 경관의 

세 유형,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사례 분석 시 기억 경관 유형을 모두 포

괄하고, 또한 앞서 살펴본 유형별 기억 경관의 특성을 사례 분석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최근 국내 사례 중 현장 답사와 관계자 인터뷰 

등 충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10) 분석 자료는 작성 주체

에 따라 발주처, 설계자, 일반인 및 연구자로 구분하였다. 발주처는 기억 경관

을 계획 및 운영하는 주체로서 행정 부처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발주처에서 제시된 공고문 및 설계지침, 그리고 기억 경관 조성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 자료 및 보고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설계자는 경관에서 

기억 표현 방식을 고안하는 주체로서, 설계 설명서 및 도면, 인터뷰 내용을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인 및 연구자는 기억 경관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주

체이며, 기억과 관련된 이해 집단으로서 기억 선별 및 표현 과정에 개입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일반인 및 연구자 관련 자료로는 신문 기사와 논문,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억 경관의 선별 및 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11) 서서울 호수공원은 2002년 개장한 선유도공원처

럼 폐정수장의 흔적을 남겨 활용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기억의 정형화 문제 양

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는 기억 간 충돌이 나타난다. 

먼저 서소문 형장 부지를 둘러싼 천주교와 천도교 간의 충돌이 나타나며, 또한 

10) 조성 논의 단계에 있거나 시공 중인 사례의 경우, 기억 표현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 답사를 통한 기억 표현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11) 앞서 정리한 기억 선별 및 표현의 문제 중 기억의 상업화․관광화 문제의 경우 새롭게 조성되

는 경관의 목적이 상업 또는 관광화인 경우가 많으며, 상인이나 지자체가 이러한 목적으로 적

극적으로 경관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 논의의 범주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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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종교적 공간이 결합되었다는 천주교와 비종교인 간 기억 갈등이 나타난

다.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경우 불편한 기억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근대 역사 및 

현대사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한양도성의 흔적이 있지만, 그 위에는 일제 강점기

의 조선신궁 터와 남산 분수대가 대표하는 1970대 이후의 현대적 기억이 겹쳐 

있다. 특히 남산공원 회현지구 사례를 통해 불편한 기억으로서 조선신궁 터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와 현대의 기억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2) 사례 분석틀

사례 대상지의 기억 선별 및 표현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표 4-2]와 같이 구성하였다. 

‘구성 요소’에서는 먼저 기억 및 경관 유형을 정리한다. <1. 기억 유형>에서

는 회상되는 기억이자(Ⅱ장 1절 참고) 장소와 경관을 매체로 경험되는 기억으

로서(Ⅱ장 2절 참고), 활용된 장소 기억의 유형(Ⅱ장 3절 참고)을 분석한다. 특

히 해당 장소 기억이 어떠한 배경과 맥락에서 형성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

한다. 

<2. 경관 유형>에서는 기존의 경관은 무엇이었으며 기억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 항목 내용

구성�요소

1.� 기억�유형
1-1.� 어떤�장소�기억을�활용하였는가?

1-2.� 해당�장소�기억은�왜,�어떻게�형성되었는가?

2.� 경관�유형
2-1.� 기존�경관은�무엇이었는가?

2-2.� 새롭게�조성되는�경관은�무엇인가?

조성�과정

3.� 기억�선별

3-1.� 어떤�장소�기억이�중요하게�선별되었는가?

3-2.� 선별�이유는�무엇이며,�해당�기억은�어떤�의미를�지니는가?

3-3.� 어떤�장소�기억이�선별되지�않거나�삭제되었는가?

3-4.� 선별되지�않거나�삭제된�이유는�무엇인가?

4.� 기억�표현

4-1.� 선별된�장소�기억은�어떻게�경관에�표현되었는가?

4-2.� 표현된�기억의�역할은�무엇인가?�

4-3.� 표현�방식에�영향을�미친�기존�관련�사례가�있는가?

표� 4-2.� 사례�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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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경관의 유형(Ⅲ장 참고) 및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다.

‘조성 과정’에서는 기억 경관 조성 시 어떤 기억이 선별되고 어떻게 표현되

었는가를 분석한다(Ⅳ장 1절 참고). 먼저 <3. 기억 선별>에서는 어떤 장소 기억

이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되었으며 선별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기억이 어떤 의

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는지를 분석한다(Ⅱ장 3절 및 Ⅲ장 참고). 

또한 반대로 선별되지 않거나 무시되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삭제된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함께 분석한다. 

<4. 기억 표현>에서는 선별된 중요한 기억이 경관에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Ⅲ장 참고), 새롭게 전용된 경관에서 기억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기억 

표현 방식에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한 기억 경관 

사례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상의 사례 분석틀에 따라 2절에서는 각 사례 대상지의 기억 표현 양상을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고, 기억 유형과 경관 유형을 먼저 간략히 설명한다. 이어

서 3절에서는 사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기억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 또한 각 사례별 기억 표현 방식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억 경관의 표현 특성을 도출한다.

2.2. 서서울 호수공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서울 호수공원은 1959년부터 2003년까지 가동되었

던 신월정수장(구 김포정수장)을 재생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으로, 2007

년 설계되었고 2009년 개장하였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국내에서 폐정수장을 처음으로 공원화한 사례인 선유도

공원(1999년 설계) 이후 조성된 대표적인 정수장 재생 공원으로서, 폐산업 인

프라인 폐정수장 활용 양상과 테마화된 기억으로서 환경 재생 공원 조성 경향

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나타나는 기억 활용 양상을 

사례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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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억 유형

1959년 조성된 신월정수장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물 공급을 담당하였다. 

1960~70년대 당시 서울은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급수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소규모 정수장을 조성하였는

항 목 내 용

1.�기억�

유형

1-1.

장소�기억
-신월정수장(김포정수장,� 1959-2003)� /� 확장된�산업�기억

1-2.

형성�배경

-1960-70년대�서울의�급수난�문제로�소규모�정수장�조성

-1990년대�대형�정수장(암사,강북)�건설로�노후화된�소규모�정수장�폐쇄

-노후화된�산업�인프라�시설로서�정수장�폐쇄,�해당�부지�재생�논의

2.경관�유형
-정수장에서�공원으로�변화

-현재�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

3.�기억� �

선별

3-1.

선별된�기억

A.정수장 흔적

-폐쇄된�신월정수장의�주요�구조․공간․소재�

B.산업 자연

-폐쇄�부지의�기존�식생�

-폐쇄�후� 3-4년간�형성된�산업자연�식생�

3-2.

선별이유

(의미․가치)

A.산업 폐허의 미적․역사적 가치 B.산업 자연의 미적․생태적 가치

C.환경테마공원 -친환경�테마공원�조성

3-3.

삭제된�기억

-�여과지동,�취수장,� 관사,� 회수조,� 자재창고,� 공익요원�휴게소,� 망루�등�

(시설�철거�또는�이전으로�미활용)

3-4.

삭제�원인

①� 4m�높이�석축,� 관리실,�폐기물집하장,�펜스�및� 담장

� � :�공원의�미관을�저해하는�경관저해요소로�평가되어�철거

②�철제�트러스�구조물,�관사,�가압장

� � :�공원화�계획�당시�이미�철거되었거나�공원�부지에�포함되지�않아�설계�시�활용�불가

� � :�가압장�부지는�추후�재활용이�확정되어� 2016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로�개장

③�여과지동,�취수동

� � :�노후화된�시설로�구조안전성�문제�및�리모델링�비용�부담으로�철거�및�일부�신축

4.�기억� �

표현

4-1.

기억�표현�

방식

A.정수장 구조․소재 재활용

-침전지▶몬드리안정원

-인공호수▶보존․활용

-본관동▶옥상정원(기둥�일부)

-송수관▶벤치․조명�등

B.산업 자연 활용

-기존�식생�및�부지�주변�식생�활용

-인공호수�식생�활용

4-2.

기억의�역할

A.공원의 공간․시설물에

산업 폐허의 독특하고 심미적인 특성 반영

B.자연이 표상하는 폐산업부지의 회복과

서울 서남권 지역에 녹지공간 확충

C.‘환경’ 테마

–산업�부지의�흔적�위로�자연�식생의�복원�및�재생

-정수장�시스템을�활용한�수질정화․물순환시스템�설계(몬드리안�정원)

4-3.

기존�관련�

사례

A.녹슨�철(corten� steel),� 부식�콘크리트,�

철근�등의�재료�및� 산업인프라의�

공간구조를�공원�구조․시설로�활용

B-1.산업�자연�관련(해외)�

B-2.환경테마공원(국내)

표� 4-3.� 서서울�호수공원�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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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당시 조성된 정수장에는 신월정수장(1959~2003), 선유정수장(1978~2000), 

보광정수장(1961~2004)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1990년대 서울 인구가 안정화되고 암사정수장(1984~현재), 강북정

수장(1998~현재) 등의 대형 정수장이 건설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노후화된 정

수장을 차례로 폐쇄하는 변화가 나타났다.12) 이처럼 오래된 정수장들이 폐쇄되

던 시기에 환경이라는 테마로 폐정수장을 공원화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00년 

폐쇄된 선유정수장(현 선유도공원)과 2003년 폐쇄된 신월정수장(현 서서울 호

수공원)이다.

정수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탈산업 부지라기보다는 도시의 인프라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정수장이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가 증가하며 형성된 

산업 시대의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산업 기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실

제 공원화 과정에서도 정수장은 일종의 공장처럼 인식되었다. 폐정수장을 활용

12) 조한,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파주: 돌베개, 2013, pp.259-260.

그림� 4-2.� 현재�서서울�호수공원�전경�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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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초 공원화 사례인 선유도공원에 대한 설명에서 정수장은 “식수 공장”, “정

수 공장”으로 지칭되며, “공장과 공원은 대척 관계”라고 언급되어 기존 정수장

을 공장으로 인식하면서 새로 조성된 공원과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3)

이때 정수장은 남겨야 하는 산업 유산이나 오염되어 정화가 필요한 브라운

필드보다는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상흔이자 흔적이 된다.14) 정수장

의 구조와 재료 등 부지에 남겨진 장소 기억 일부가 설계 시 물리적 요소로 보

존 및 활용되었다.

13) 정기용, “이달의 건축환경문화 작품해설-제1호 선유도공원,”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보고자료, 2006년 4월, p.6.

14) 정수장을 산업유산으로 인식한 사례로 국내 뚝도정수장(현재 일부 정수장 시설 등록문화재 지

정)의 사례가 있다. 정수장은 아니지만 오염되어 정화가 필요했던 브라운필드의 사례로는 

2000년대 초반 조성된 하늘공원(구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을 들 수 있다.  

그림� 4-3.� 폐쇄된�신월정수장�전경� (출처:� 양천구청�홈페이지,� yangcheon.go.k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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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 유형 변화

2003년 10월 1일 신월정수장 폐쇄 후 2007년 4월 26일 공원화 설계공모가 

수행되기 전까지 해당 부지에는 이용 계획 변화가 계속되었다. 2004년 4월에는 

청소년 유스타운 건립 계획, 같은 해 12월에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 2006년 6

월에는 영어체험마을 건립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이 모두 무산

된 것은 비행기 소음 때문이다. 신월정수장 부지에는 김포공항이 인접하여 항

공기 소음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

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공원이 적합한 이용 

방식으로 제안되었고, 2006년 9월 신월정수장 및 인근 임야 지역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15)

공원화 현상공모 지침에는 “기존 정수시설 및 기반시설”의 활용 및 “침전조 

및 펌프실 등 과거 정수장이었던 시설물은 최대한 재활용”할 것이 명시되었

다.16) 이러한 변화를 거쳐 서서울 호수공원은 기존 정수장의 공간 및 시설물을 

재활용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2.3. 서소문 역사공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 역사공원은 2019년 개장하였으며,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역사를 담은 성지이자 역사공원으로서 근대 역사 경관인 동시에 또

한 순교한 이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메모리얼 공원이기도 하다. 본래 이 부지

에는 1973년 조성된 서소문 근린공원이 있었으나 북쪽으로는 서소문 고가차도, 

동쪽으로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남쪽에는 염천교에 가로막혀 있어 접근성

15)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556호, 

2006년 12월 20일, p.2.

16)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설

계공모 지침서, 2007년 4월,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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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지 않았다. 또한 지하에 재활용쓰레기 처리장이 있어 악취가 나기도 했으

며, 1997년 IMF 이후 일자리를 잃은 노숙자들의 쉼터처럼 이용되면서 일반 시

민들이 기피하는 공간이 되어 왔다.

특히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는 장소 기억 선별을 둘러싼 논쟁이 복

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바 있다. 따라서 서소문 역사공원은 경관 조성 시 기억 

집단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나타나는 기억 활용 양상을 사례 분석틀에 따라 정

리하면 [표 4-4]와 같다. 

1) 기억 유형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중요하게 선별된 장소 기억은 19세기 조선 후기 천주

교 박해 및 순교의 역사다.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는 조선에 처음 천주교가 전

래되었을 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장소였다. 

서소문은 중국으로 향하는 의주로와 접해있고 물류가 집결되어 도성으로 반

입되는 통로로서 17세기 이후 외교와 상업 중심 공간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그림� 4-4.� 개장�당시�서소문�역사공원�전경� (출처:� vmspace.com/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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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도성 안의 시신을 밖으로 들어내는 시구문(屍軀門)이었으며 사법기

관인 형조 및 의금부와 가까웠기 때문에, 서소문 밖 일대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장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1784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이후 서소문 밖 네거리

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처형장이 되었는데,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9), 

항목 내용

1.�기억�

유형

1-1.

장소�기억
-19세기�조선�후기�서소문�밖�처형장(천주교�박해�및� 순교)

1-2.

형성�배경

-조선�중기�이후�서소문�밖�처형장은�주요�국사범�처형장으로�천주교�박해,�

동학농민운동,� 갑신정변�등�주요�근현대�사건과�관련된�인물들이�처형

-경인선(1900),�경의선(1906),�서소문고가(1910)�설치�및� 일제강점기�도시계획(1914)�

변경으로�처형장�흔적은�완전히�사라짐,� 일제강점기에는�수산청과시장이�들어섬

-1973년부터�서소문�근린공원으로�조성되었으나�이용도가�낮음�

2.경관�유형

-처형장(19세기�말)-시장(일제강점기)-근린공원(1973)-역사공원(2019)

-기존�근린공원은�재활용쓰레기처리장․노숙자�문제�등으로�개선이�필요한�대상으로�인식

-현재�메모리얼�공원이자�근대�역사�경관으로�조성됨

3.�기억� �

선별

3-1.

선별된�기억

-기억:� 조선�후기(19세기)� 천주교�박해�및�순교가�일어난�서소문�밖�처형장

-흔적:� 순교자현양탑(1984� 조성,� 1999�재조성),� 약현성당(부지�외부)

3-2.

선별�이유

(의미․가치)

A-1.종교성 A-2.역사성 B.관광자원화 가능성

천주교�박해․순교�기억이�

서소문�밖�처형장�역사를�대표하는가?

▶�기억�논쟁

종교�편향�및�공원의�성지화�비판으로

관광자원화�가능성이�중요한�가치로�부상

3-3.

삭제된�기억

C. 천주교 외 처형장 역사

:� 동학농민운동,�갑신정변�등� 근현대사,� 서소문�부지�역사�등

(*부지�내�기존�기억의�흔적은� ‘순교자현양탑’이�유일함.� 따라서�기존�장소의�흔적이�

삭제된�것이�아니라�역사공원�조성�시� 미반영�또는�소극적으로�반영된�것)

3-4.

삭제�원인

C. 기억 표현 문제:� 고증을�통해�확인된�내용들은�기록․전시물�보완�및�

경관에서�천주교의�종교�색채�약화에�영향�

4.�기억� �

표현

4-1.

기억�표현�

방식

A-1.

종교기념물․미사․

순례․추모공간

A-2.

상설전시관

(역사박물관)

B.순례코스 제안

서울�순례길(교황청�지정)의�주요�거점

삭제된�기억의�소극적�표현

C-1.역사성 및 종교편향성 보완:� 상설전시관(정보․기록�제공)�

C-2.종교기념물 설치 지양:� 천주교�관련�기념물�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지상부�기념탑․기념마당�미조성

4-2.

기억의�역할

A.종교적(영적) 기능, 송덕과 추모(천주교)

종교적 색채 경험, 역사 이해(일반인)

(기억�주체에�따라�차이)

B.순례코스 거점으로 관광자원화

:공간의�물리적�흔적이�아닌

터의�기억(genius� loci)이�

종교적�기억의�진정성�형성

4-3.

기존�관련�

사례

A.독일� ‘일치의�집(House� of� One)’

:범종교�예배�공간�복원�및� 조성�사업
B.산티아고�순례길

표� 4-4.� 서소문�역사공원�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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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박해(1866-1873), 기묘박해(1879)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처형당

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유박해 당시 처형당한 순교자 중에는 대한민국의 첫 천

주교 세례자로 알려진 이승훈 베드로 신부도 포함되어 있다.17)

이러한 역사로 인해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는 “단일 장소에서 가장 많은 순

교자를 배출한 한국 최대의 순교성지”로 꼽히기도 한다.18) 그러나 서소문 밖 

처형장에서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것은 이 곳이 본래 주요 국사범 처형장이었

기 때문이다. 공공 공간인 공원을 천주교 측에 종교 편향적인 공간으로 전용한

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서소문 밖 처형장에서 홍

경래의 난(1811),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의 주요 관련자들이 처형당했

으며 동학농민혁명(1894)의 주요 인사인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처형되고 

효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천주교만의 성지로 조성한다

는 계획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19)

처음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공원 설계 공모가 진행된 후 그

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소문 근린공원에 방문하였을 때였다. 교황의 방문

으로 서소문 공원에 천주교 관련 공간이 조성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고, 이

로 인해 ‘서소문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

는 2015년 기자회견, 강연회, 서울시장 및 중구청장과의 면담 등을 수행하였고, 

2016년에는 천도교(동학) 중앙총부와 연대하여 서소문 역사와 관련된 학술회의

를 개최하는 등 비판 활동을 지속하였다. 범국민대책위원회에는 천도교와 불교 

측 관계자를 비롯하여 역사공원 조성으로 퇴거 위기를 맞은 서소문 꽃 도매시

장 상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20) 서소문 역사공원은 2019년 6월 개장하였지만 

17)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성지 소개,” seosomun.org;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상설전

시관 전시 내용, 2020년 10월.

18) 2019년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 축성 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김

수나, “서소문역사공원 종교 편향 논란 계속, 관련단체 ‘천주교성지화 뚜렷’, 중구청 ‘균형 위

해 노력’,” 가톨릭뉴스, 2019년 6월 7일.

19) 서소문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조선시대 서소문 역사 바로보기,” 학술회의 자

료, 2016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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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이러한 비판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21)

2) 경관 유형 변화

해당 부지는 조선 중기 이후 주요 국사범 처형장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당시 

부지 쪽으로 흐르던 만초천변의 모래톱 위에서 처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

아 서소문 밖 처형장의 부지를 구획하는 표지나 시설물을 찾아보기는 어렵

다.22) 또한 경인선(1900)과 경의선(1905)년 개통, 서소문 고가 조성(1910), 일

제 강점기 도시계획 변화로 인한 서소문 철거(1914) 등으로 인해 현재 해당 부

지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현재 서소문 밖 

처형장의 부지 위치는 만초천과 이교(흙다리), 망나니가 칼을 씻던 뚜께우물이 

표기된 20세기 초 지도를 현재 지도와 중첩하여 추정한 것이다[그림 4-5].

일제강점기에는 수산 청과시장이 들어섰는데, 이 지역에는 본래 17세기부터 

칠패시장과 서소문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23) 시장과 처형장이 한 곳에 

있었던 것은 통행량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부지의 특성상, 죄인을 

처형하고 시체를 효수함으로써 형벌을 극대화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24) 1973년에는 서소문 근린공원이 조성되었는

20) 김선필, “서소문역사공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쟁점과 함의,” pp.188-189.

21) 2020년 1월 29일 종교투명성센터가 개최한 종교와 재정 좌담회에서는 가톨릭, 동학, 제 3의 

입장(일반인)에서 본 서소문공원의 문제점과 성지화 과정 및 종교 시설에 대한 국가 예산 지

원 문제를 검토하는데, 이들은 서소문 역사공원의 기억을 둘러싼 양상 전반을 문제로 지적하

고 있다. 이외에도 서소문 역사공원 비판 관련 기사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김유철 외, “종

교․문화시설의 현주소-서소문 역사공원의 경우,” 종교투명성센터 2020 종교와 재정 좌담회 자

료, 2020년 1월 29일; 김수나, “서소문역사공원 종교 편향 논란 계속, 관련단체 ‘천주교성지

화 뚜렷’, 중구청 ‘균형 위해 노력’,” 가톨릭뉴스, 2019년 6월 7일; 송지희, “결국 가톨릭성지 

된 서소문공원,” 법보신문, 2019년 6월 17일; 김한배, “서소문 역사공원 유감,” Landscape 

Times, 2019년 11월 26일.

22) 안창모, “서소문역사공원-참터 위치 추정,”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포럼 자료, 2012; 서울특별

시 중구,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경기 규정 및 설계지침,” 설계공모 지침서, 2014년 

2월 27일, p.10.

2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경기 규정 및 설계지침,” p.8.

24)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성지 소개,” www.seosom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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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철도와 고가차로로 인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1997년 지하주차장, 1999년 재활용처리장이 조성되면서 지상 공간은 

근린공원, 지하 공간은 재활용처리장과 주차장, 꽃 도매시장으로 운영되었다.25)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중구 측에 서소문부지 성지화 계획을 제안하

면서 처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계획이 시작되었으며,26) 2014년에는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가 개최되었다. 이후 5년여의 시간을 거쳐 2019년 6월 

2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경기 규정 및 설계지침,” p.16.

26) 김선필, “서소문역사공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쟁점과 함의,” p.187.

그림� 4-5.� 설계�지침에�수록된�서소문�밖�처형장�추정�사료� � � � � � � � � � � � � � � � � �

(왼쪽)18세기�후반�도성대지도에�표시된�이교와�뚜께우물,� (오른쪽)18세기�후반�

한양의�가로구조와�현재�지도를�중첩하여�대상지�위치를�추정한�지도� � � � �

(출처:� 서울특별시�중구,� “서소문밖�역사유적지�설계경기-경기�규정� 및�설계지침,”�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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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소문 역사공원 및 성지 역사박물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공간은 19세기 후반 천주교 박해 역사 및 조선 후기 사상 변화를 볼 수 있는 

근대 역사 경관이자, 순교 후 천주교의 성인과 복자로 시성된 이들을 추모할 

수 있는 메모리얼 공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2.4. 남산공원 회현지구

서울 중구와 용산구에 걸쳐 위치한 남산공원 회현지구는 남산공원을 구성하

는 4개의 지구(장충지구, 예장지구, 회현지구, 한남지구)27) 중 서울역과 회현역

으로 연결되는 공원 서측 구간을 가리킨다. 이 중 회현지구는 한양도성 복원사

업 구간에 포함되면서 2009년부터 총 3단계에 걸쳐 공원 조성 및 한양도성 복

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2020년 11월 개관한 남산공원 회현지구 3단계 구간의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은 앞서 복원이 시행된 1,2단계 구간과 달리, 발굴된 한양도성 성벽 유구와 함

께 일제강점기 조선신궁 배전 터, 1969년 조성된 남산분수대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박물관(야외박물관)으로 조성되었다. 남산공원 회현지구 3단계 구

간의 기억 활용 양상을 사례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면 [표 4-5]과 같다.

1) 기억 유형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기억은 조선시대에 축성된 한양도

성(사적 제10호)이다. 한양도성은 1961년 창의문(자하문) 일대 성곽 보수를 시

작으로 1975년 숙정문이 보수되었고, 이후 삼청지구-성북지구-광희지구-남산

지구-장충지구-청운지구 등이 꾸준히 복원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왕산, 동대

문 역사문화공원, 남산 회현구간에서도 복원이 진행되었다.28)

27)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남산공원,” korean.visit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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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회현지구는 총 3단계에 걸쳐 조성되었는데, 독특한 점은 앞서 조

성된 1-2단계와 달리 3단계 구간의 한양도성은 복원하지 않고 발굴된 유구 그

대로 마치 무너진 형태처럼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한양도성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공호, 1969년 

조성된 남산분수대 터가 함께 배치되어 현장 야외박물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

처럼 남산공원 회현지구 3단계 구간에서 중요하게 선별된 장소 기억은 시대에 

따라 조선시대의 한양도성, 일제강점기의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공호, 20세기 

후반의 남산분수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양도성 성벽은 조선 초 14세기 경 축성되기 시작하여 19세기까지 

개축 및 보수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많은 구간이 멸실되었고 현재는 복원 

중에 있다. 그런데 한양도성 성벽 발굴 작업 중 남산 회현자락 3단계 구간에서 

1925년 세워진 조선신궁 배전 터와 1940년대 만들어진 일제강점기의 방공호가 

28)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서울 한양도성(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

술연구,” 서울특별시 학술보고서, 2012, p.167.

그림� 4-6.� 남산공원�회현지구�한양도성�현장박물관�전경�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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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1.�기억�

유형

1-1.

장소�기억

-한양도성�성벽(조선시대,� 사적�제10호)

-조선신궁�배전�터� 및� 방공호(일제강점기),� 남산분수대(1970~90년대)

1-2.

형성�배경

-조선시대�한양도성�성벽은�한양�천도�당시�쌓은�성벽부터�개축한�성벽을�포함,�

문화재로서�가치�높음

-이후�일제강점기�남산에�조선신궁이�세워지면서�한양도성�성벽이�허물어지고�묻힘

-광복�후�조선신궁�철거,� 이승만�전� 대통령의�동상이�세워졌으나� 4.19�혁명으로�철거

-1968년� 남산식물원과� 1969년�남산분수대가�들어서�많은�시민들이�찾던�추억의�장소

-남산�한양도성이�유네스코�역사도시경관�잠정목록에�지정되면서�남산�한양도성�관리�

방안�수립,�조사를�통해�한양도성�성벽�유구�발굴

2.경관�유형

-한양도성(조선시대~1903)-한양공원(1903~1918)-조선신궁(1918~1945)-광복�

이후(1945~1962)-박정희정권(1962~1980)-남산�제모습찾기�사업(2006~2009)-현재

-현장유적박물관(현재):�땅에�쌓여있는�장소�기억�층위를�모두�보여주는�야외박물관

3.�기억� �

선별

3-1.

선별된�기억

A.한양도성 성벽

(조선시대)

B.조선신궁 배전 터

및 방공호

(일제강점기)

C.남산분수대

(현대)

3-2.

선별�이유

(의미․가치)

A.문화재로서 보존의 대상
B.한양도성 성벽

유실 원인

C.20세기 후반 

남산 기억을 대표하는 

추억의 대상

3-3.

삭제된�기억

3단계�구간은�조선시대부터�현대까지�모든�흔적을�보존하였으나,

과거�조선신궁�터의�역사를�삭제하던�방식이�변화하는�양상을�살펴볼�수�있음

3-4.

삭제�원인

남산공원�회현지구에서�조선신궁�터의�부정적�역사를�다루는�방식�변화

-� 이승만�동상�건립(1955):�조선신궁�부지�탈환의�의미,� 4.19혁명으로�철거

-� 김구�동상�건립(1969):� 조선신궁�및�이승만�동상�철거�자리에�독립운동가�동상�건립

-� 안중근의사기념관(1970):� 박정희대통령�지시�및� 국민�성금으로�조선신궁�터에�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1970.10.26.)� 재건립(2010)

-� 조선신궁�배전�터(현재):�성벽�와해�및�유실의�증거이자�근대�기억으로�보존

4.�기억� �

표현

4-1.

기억�표현�

방식

현장유적박물관(야외박물관)

-동일한�부지에�한양도성�유구,�조선신궁�배전�터,� 분수대�흔적을�중첩하여�표현

-보호각(필로티)를�통해�유구�보호� (필로티�높이는�한양도성�본래�높이로�추정)

4-2.

기억의�역할

  A-1.역사적 가치 상징

  A-2.허물어진 모습은 

역사의 질곡 표현

  B-1.성벽이 허물어진 

시대적 원인․배경

  B-2.네거티브 헤리티지 

또는 반기념비

(cf.안중근,김구,위안부기림비)

C.20세기 후반 남산의   

추억의 장소(nostalgia)

(cf.구�어린이회관�건물)

4-3.

기존�관련�

사례

-기존�복원�방식�개선�필요(UNESCO� 재등재�목적):�회현자락� 1․2구간�복원�사례

-도시�내�성벽�복원�및�관리�사례

� � :�터키�에페소(Ephesus)�힐사이드�테라스�하우스�성벽(2015� 유네스코�등재)

� � :� 콜롬비아�카르타헤나(Cartagena)�성벽(1984�유네스코�등재)

� � :� 이탈리아�토스카나(Toscana)�그로세트�가보라노�

� � :� 추후�해체가능한�가설구조물�설치하여�야외�환경�유구�보호�및�접근성�강화

표� 4-5.� 남산공원�회현지구(3단계�구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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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되었다. 또한 1969년 조성된 남산분수대는 비슷한 시기 조성되었던 남산식

물원과 어린이회관, 소동물원 등과 함께 20세기 후반 시민들이 많이 찾았던 남

산공원의 기억을 대표하는 추억의 대상이며, 동시에 현재 한양도성이 발굴된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 이처럼 남산공원 회현자락 3단계 구간에서 활용되는 

세 장소 기억은 각각 문화재로서 역사와 근현대 시기의 역사 및 기억이며, 이 

장소 기억의 흔적들은 모두 같은 위치에 중첩되어 있다.

2) 경관 유형 변화

2017년 현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용역보고서에는 연대순으로 해당 부지의 

역사를 7개의 표본 시대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해당 부지의 경관 유형 변화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역사는 크게 조선시대 한

양도성(~1903), 일제강점기 한양공원(1903~1918)과 조선신궁(1918~1045), 광

복 직후(1945~1960), 박정희 정권(1962~1980),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

(2006~2009), 현재(2016)로 구분된다.29)

이 시기들 중 중요하게 선별된 세 장소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한양도

성은 조선시대 형성되어 1903년까지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신궁은 

일제강점기 1918년 조성되어 1945년 철거되었다. 남산분수대는 196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조성되었다. 당시 이 부지는 남산공원으로 분수대 외에도 남산식물

원(1968), 남산어린이회관(1970), 남산소동물원(1971)이 조성되었으나, 2006년

부터 시작된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에 따라 남산식물원과 소동물원은 철거되었

다.30) 구 어린이회관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남산 회현지구 3단계 구간에 조성된 현장 야외박물관은 2012년 11월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된 것과 관련이 

29)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발표자

료, 2017, p.47.

30) 서울역사아카이브 홈페이지, “조선신궁,” museum.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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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발굴 가능한 한양도성 전 구간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2009~2010년 1단계, 2011~2012년 2단계 구간의 발굴 

작업을 완료하였고, 2013~2015년까지 3단계 구간의 발굴조사를 시행하면서31)

이와 동시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다. 2013년 처음 실시된 3단계 구간의 설계 

공모 지침에 따르면, 공간 정비 및 공원 조성을 통해 “남산의 역사성 회복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

다. 또한 이 시기부터 기존 회현자락 1,2단계에서 수행된 완전한 성곽 복원 방

식을 “지양”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제고의 유산보호철학과 운영지침을 기본으

로 발굴된 유적이 지속적으로 보존․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

였다.32)

3단계 구간에서는 2013년과 2017년 총 2번의 설계 공모가 진행되었다. 

2013년 시행된 첫 번째 공모에서 공원 및 현장박물관 당선안으로 우리엔디자인

펌과 조건건축의 ‘한양 도성, 발표(發表);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가 선정

되었으나, 이듬해 심의 과정에서 문화재 유구가 완전히 노출되는 야외 현장박

물관의 훼손 방지 및 보존방안,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

다.33) 3단계 구간의 발굴 작업 또한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2015년에는 현장유적

박물관 범위를 제외한 범위에 공원 공사만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34) 한편 같

은 해 사업 성격이 “공원 위주의 사업에서 문화재 보호관점에서의 한양도성 보

존관리”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전문가 TF팀이 결성되었고, 현장유적박물관 및 

보호각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새로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35)

3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보고자료, 2017년 2월 16일.

3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3단계) 설계공모 지침

서,” 설계공모 지침서, 2013년 11월, pp.2-3.

33) 문화재위원회,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연결유적지 내 남산 회현자락 공원 조성,” 2014년
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2014년 11월 12일, pp.44-48. 

3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p.3.

35)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설계공모 추진 기

본계획,” 보고자료, 2016년 3월 10일, pp.1-2.



216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남산 회현자락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

모가 수행되었다. 그런데 공모가 진행되던 도중 2017년 3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인 이코모스(ICOMOS)로부터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후 재등재를 위해 기존 

신청을 철회하게 되었다.36) 이 과정에서 “공원 조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한

양도성에 대한 보존과 정비는 추후 재론”37)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 협동원건축사사무소와 감이디자인랩의 ‘임시적 층위, 엄격한 잠정

성’ 설계안이 2017년 새롭게 당선되었다.38)

36) 문화재청,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 철회,” 보도자료, 2017년 3월 21일.

37) 서영애, “역사도시 경관, 무엇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규목 외, 이어 쓰는 조경학개론: 
이규목의 강의와 여덟 가지 조경 이야기, 서울: 한숲, 2020, p.152.

38)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서울시,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보도자료, 2017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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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남산�회현자락� 3단계�구간�설계�공모�당선안� � � � � � � � � � � � � � � � � � � � � �

(위)2013년�공원�조성�및� 정비�설계�공모�당선안,� (아래)2017년�현장유적�

박물관�설계�공모�당선안� (출처:� (위)urien.co.kr� (아래)projec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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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에서 기억 표현 방식

3절에서는 세 기억 경관 사례를 교차 분석하여 오늘날 경관에서 기억이 표

현되는 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억은 선별과 표현 과정을 거쳐 공적 기억으

로 형성되며, 기억의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는 과정을 통해 경관에서 물리적으

로 표현된다. 앞에서 사례별 표를 통해 분석한 기억 선별 및 표현 양상, 기억의 

의미와 역할을 종합하여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되는 양상을 [표 4-6]과 같이 요

약하였다.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각 표현 방식별로 차례대로 살펴본다.

구분

기억의 흔적 

활용

기억의 흔적

제거

기억의 터

복원

기억의

주제화․개념화

장소성과  

장소감 형성

경관�조성�시�

장소기억�활용

기존�흔적�

제거․미활용

흔적이�없는�터의�

기억�복원

특정�주제․개념�기억�

중심�활용

고유한�장소성�및�

장소감�형성

서서울 

호수공원

(P.I)

-정수장�흔적

-산업�자연

-경관저해요소

-계획�시�철거

-구조안전성�및�

비용부담

-

-폐정수장을�

재활용한�

환경테마공원

-산업�폐허와�

산업�자연의�

독특하고�고유한�

물성

서소문 

역사공원

(M.P/H.L)

-19세기�서소문�

처형장�천주교�

박해�및�순교

-천주교�외�

처형장�역사

-천주교�색채�

완화

-처형장�터의�

영적․공간적�복원

-역사성�및�

관광자원화를�

포괄하는�종교성

-종교�공간의�

추모�및� 순례

(신성성)

남산공원 

회현지구

(H.L)

-한양도성

-조선신궁�터

-분수대

-조선신궁�터�

다루는�방식�

변화

-문화재�발굴

-과거원형복원�

(1,2단계)

-현재원형복원�

(3단계)

-현장유적박물관�

선행�사례

-현대적�민족주의�

이미지�복원

-허물어진�성벽�

유구

-현대적�추억의�

장소

시사점
경관 조성 기초 

재료로서 

장소 기억의 흔적

기억 선별 시

가치 기준 분석

발굴․복원된 

개념적·물리적 

기억

주제․개념에 따른 

장소 기억 활용  

경관에서 

구현된 기억

:정체성․감성

표� 4-6.� 경관에서�기억�표현�방식� (사례�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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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억의 흔적 활용

1) 서서울 호수공원: 정수장 흔적과 산업 자연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활용된 주요한 장소 기억은 크게 폐쇄된 신월정수장의 

구조 및 흔적, 그리고 도시와 분리된 산업 부지에서 자라난 산업 자연으로 볼 

수 있다. 산업 폐허와 산업 자연이라는 두 장소 기억은 정수장의 장소성을 드

러내며 심미적 및 생태적인 가치를 지니는 요소로서 선별 및 표현되었다. 

A. 정수장 흔적의 재활용

(1) 기억 선별과 의미

정수장 폐허는 “낡고 폐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매력적인”39) 것으

로 인식된다. 2007년 공모 지침에서는 “기존 정수시설 및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침전조 

및 펌프실 등 과거 정수장이었던 시설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40) 이때 주요 정수장 시설물로는 

침전지, 여과지, 취수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서서울 호수공원의 경우 이 중 여

과지동 및 취수동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각각 신월미술관(커뮤니티센터)과 신

월루로 계획되었으나 노후화 및 구조안전성 문제로 대부분 철거되었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정수장 기억의 흔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수장 

기억은 산업 폐허로서 심미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설

계자에 따르면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수장의 흔적은 폐허처럼 보이긴 했

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졌기에 “없애거나 지우고 싶은 부분은 거의 없었고, 오히

려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활용할 수 없었던 건물이나 구조가 

있었다”41)고 한다.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설명서에서도 4가지 설계 개념 중에

39)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40)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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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가장 첫 번째로 “아름다운 폐허, 기억”42)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정수장 시설은 역사적 의미 또한 지니는데, 이는 선행 사례를 통해 부

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로 정수장 시설을 공원화한 사례인 선유도공원은 

“근대 산업의 폐허들을 유적으로 격상”시켰으며 “현대인들이 만든 산업 쓰레기

들도 기억과 유적으로 변신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평가되었고, 이러한 선

유도공원 사례가 성공을 거두면서 폐정수장은 산업 유산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43)

또한 공모 당시인 2007년 10월에는 국내 최초의 정수장인 구의정수장의 제 

1공장(1936년 조성)과 제 2공장(1956년 조성)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44)

정수장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 산업 유산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그

림 4-9]. 다만 신월정수장의 경우 1959년 조성된 소규모 정수장으로 내부 건

물과 구조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기보다는 정수장 흔적을 일부 남겨 

41)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42) 씨토포스, “MoonWalk: 신월문화예술공원,”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패널 및 설계설명서, 2007.

43) 정기용, “이달의 건축환경문화 작품해설-제1호 선유도공원,”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보고자료, 2006년 4월, p.13.

4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서울 구의정수장 제 1․2공장,” heritage.go.kr.

그림� 4-8.� 기존�신월정수장�흔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신월정수장�침전지․펌프장� (오른쪽)인공호수․취수장� (출처:�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부지�공원조성�기본계획(안)� 현상설계�공모지침서,”�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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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 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적 가치 수준을 지닌 것처럼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45)

(2) 기억 표현과 역할

먼저 기존 건물과 공간, 소재 중 정수장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시설물이 공

원 조성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정수장의 주요 공간이었던 침전지는 기존 

콘크리트 벽 일부와 선큰 구조를 활용한 몬드리안 정원으로 조성되었다[그림 

45) 이는 여과지동과 취수동 철거에서 잘 드러난다. ‘3.2. 기억의 흔적 제거’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그림� 4-9.� 서울�구의정수장�제� 1․2공장,� 2007년� 등록문화재�제358호로�지정� � � � � � � �

(출처:� 문화재청�홈페이지,� heritage.go.kr)

그림� 4-10.� 침전지�구조(왼쪽)를�활용한�몬드리안�정원(오른쪽)�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왼쪽)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부지�공원조성�기본계획(안)�현상설계�

공모지침서”� (오른쪽)ⓒ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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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정수장에 의해 형성된 부지 중앙의 거대한 인공호수는 4m 높이 석벽을 

없애고 나무데크를 조성하여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커뮤니티 센터(기존 여과

지동 위치)와 연결된다[그림 4-11]. 침전지와 여과지동을 연결하는 본관동의 

경우 콘크리트 기둥 일부를 남겨 옥상 정원으로 활용하였다[그림 4-12].

공원 시설물로는 기존 정수장에서 사용되었던 직경 1m 송수관에 코르텐 스

틸을 씌워 재활용한 구조물이 벤치, 자전거 보관소, 공원 내 장식물 등으로 활

용되었다[그림 4-13]. 특히 철강 송수관은 공원 시설물로 이용하기 위해 짙은 

갈색의 코르텐 스틸로 감싸 보강하였는데, 코르텐 스틸은 “일단 겉부분이 산화

그림� 4-11.� 여과동�앞� 4m의�석벽(왼쪽)을�없애고�인공호수와�연결되는�데크(오른쪽)�조성� �

(출처:� (왼쪽)씨토포스․지안건축사무소․도울ENG� “신월�정수장� 부지�공원�조성:� 기본�및�

실시설계,”� p.217� (오른쪽)ⓒ손은신)

그림� 4-12.� 본관동�콘크리트�기둥�일부(왼쪽)를�활용한�퍼골라�및� 옥상정원(오른쪽)� � �

(출처:� (왼쪽)한국구조안전기술원,� “신월정수장내�건축물�정밀구조안전진단�보고서,”� p.13.�

(오른쪽)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이용�가이드북-공원이�좋아,”�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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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내부가 부식되지 않아 공원과 같은 외부 공간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소재

이나 녹슨 외관 때문에 당시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던 소재였다. 그러나 낡은 

콘크리트나 철근 흔적이 남아 있는 정수장의 물성과는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

되어 공원 시설물 및 몬드리안 정원 벽체에 이용”되었다.46)

이처럼 공원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로 재활용된 정수장의 구조와 소재는 공

원에서 자연과 대비되는 산업 폐허의 독특한 물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공

원의 재료로 기존 정수장의 “철강 송수관과 콘크리트”가 사용되면서 “짙은 갈

색과 회색”이 대표적인 색채로 이용되었고, 산업 폐허의 흔적은 “재활용과 재생

을 통해 독특한 공간과 경관 경험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7)

B. 산업 자연

(1) 기억 선별과 의미

공모 당시부터 신월정수장의 자연 경관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현상공모 설계 지침에서는 “그간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된 지역으로 기존 

46)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47) ASLA, “West Seoul Lake Park, Seoul, Korea,” 2011 ASLA Professional Awards, www.asl

a.org/2011awards.

그림� 4-13.� 기존�송수관을�활용한�공원�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벤치� (오른쪽)자전거보관소�및�장식물�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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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자원 훼손이 적고, 정수장 내 인공연못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

역”48)으로 평가되었고 “울창한 숲, 연못을 최대한 활용”49)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고 도시의 개발 압력에서 분리된 산업 폐허에서 

자라난 산업 자연이 미적․생태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2007년 현상공모 당시 지침서에는 내부 및 경계부의 자연 식생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경계부의 산림은 물론 내부 산책로, 초소 주변, 인

공호수 주변의 자연 식생 모습을 보면 정돈되고 관리된 자연보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업 시설에 자라난 자연의 야생적 이미지로 드러난다는 것

48)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p.1.

49)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p.19.

그림� 4-14.� 폐쇄된�신월정수장�내부�자연�식생.� 2003년�폐쇄�후� 방치되면서�자라난�산업�

자연의�모습.� (왼쪽�위)경계부�산림,� (오른쪽�위)내부�산책로,� (왼쪽�

아래)인공호수,� (오른쪽�아래)초소�

(출처:�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부지�공원조성�기본계획(안)�현상설계�공모�

지침서,”�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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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그림 4-14]. 설계자에 따르면 “3년 이상 정수장이 폐쇄되어 있

으면서 형성된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웠고,” “특히 인공호수 가장자리에는 식

생이 엄청나게 잘 자라있어서 설계팀이 거의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생

각되었다”고 한다.50)

(2) 기억 표현과 역할

먼저 기존의 식생과 조경수가 공원 조성 시 활용되었다. 특히 기존 침전지 

주변에 기존 식생은 정수장 폐쇄 후 방치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업 자연

으로 나타났다. 인공 호수 주변으로 형성된 다양한 식생은 우수한 자연 경관을 

이루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기존 수림대 및 주변 녹지대는 다층 구조

의 식재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산업 자연 식생

[그림 4-14]을 공원 조성 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51)

한편 공원 조성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공원 개장 이후 정수장의 구조

물 및 공원 전체 공간 위로 자라난 산업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원 개장 

2년 후인 2011년의 사진과 2020년의 현재 사진을 비교해보면 계절적 차이는 

있지만 공원 내 활용된 산업 구조물 위로 자라나고 있는 산업 자연의 야생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4-15].

이처럼 공원이 조성된 후 점차 부지를 잠식해나가는 산업 자연의 모습은 유

기된 정수장의 흔적을 뚫고 자라나는 야생적 자연이자 폐산업부지에서 ‘자연’으

로 표상되는 회복력을 보여준다. 서서울 호수공원 가이드북에서 본관동의 콘크

리트 철근 기둥을 활용한 옥상정원[그림 4-12]에 대한 설명을 보면 “등나무와 

담쟁이덩굴은 점점 더 무성해질 것이고, 콘크리트는 자연적으로 풍화”될 것이

며, “낡고 쇠퇴한 것과 나날이 성장하는 식물이 만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

50)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51) 씨토포스․지안건축사무소․도울ENG, “신월 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특별

시 녹지사업소 과업보고서, 2008년 7월, pp.213-219.



226

다. 또한 콘크리트와 식물의 조화에 대해 “무채색의 거칠고 투박한 콘크리트와 

철근은 식물과 함께 있으면 식물이 더욱 돋보이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여지”

며, “삭막해 보이던 환경은 식물들로 인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온화한 풍경”

이 된다고 묘사되었다.52)

또한 기존의 자연 식생은 공원을 더욱 산업 자연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정수장 폐쇄 당시 형성된 인공호수 주변의 자연 식생은 시공 과정에서 사라져

서 찾아볼 수 없지만, 현재 새롭게 자라난 자연 식생화 인공호수를 둘러싼 여

러 수생식물, 호수 내부의 물고기 등은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53)

52)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 이용 가이드북-공원이 좋아,” 공원 안내자료, 

2018, pp.20, 41.

53)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 이용 가이드북-공원이 좋아,” 공원 안내자료, 

2018, p.18.

그림� 4-15.� 서서울�호수공원의�산업�자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2011년,� (오른쪽)2020년,� (위)몬드리안�정원,� (아래)본관동�콘크리트�

기둥을�활용한�옥상정원�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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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폐기물 집하장이던 곳을 정비하고 연결한 산자락공원이나 공원 뒤편의 능

골산 등은 기존 신월정수장 경계부에 위치한 우수한 자연 식생으로 평가되던 

구역으로, 공원과 연결됨으로써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드러

난다.

이러한 산업 자연은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울) 서남권역에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54)하기 위한 주요한 재료가 된다. 기존 폐정수장 부지에 형성된 

자연 식생과, 공원 조성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산업 자연의 모습은 하나

의 이미지로 통합되어 서서울 호수공원이 더 이상 폐정수장 부지가 아니라 자

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

2) 서소문 역사공원: 순교자현양탑과 약현성당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서 활용된 장소 기억은 19세기 조선 후기 서소문 밖 

처형장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기억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실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관련 장소 기억은 1984년 조성된 순교자현양탑이 유일하다

는 것이다. 부지 외부에 연계 가능한 기억의 흔적으로 중림동 약현셩당이 있지

만 시각적이나 공간적으로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에서 기억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

는 무엇인가?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로 본래 서소문 행형장 부지가 

별도로 부지를 구획하는 표식이나 별도의 시설물이 위치하였던 장소가 아니었

기 때문이다. 역사 추정 자료 따르면 부지 쪽을 흐르던 만초천변의 모래톱 위

에서 처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55) 두 번째는 20세기 초 철도 개통, 고

가 조성, 도시 계획 변화 등으로 인해 당시 서소문 부지의 흔적이 거의 철거되

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소문 부지에는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이 없었으며, 기

54)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p.1.

55) 안창모, “서소문역사공원-참터 위치 추정”;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경기 규정 및 설계지침,”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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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역사적으로도 조명받던 장소가 아니었기 못했기 때문에, 2011년 역사공원 

조성 계획이 논의되기 이전까지 이 부지는 역사성이 있는 장소로 인식되지 않

았다.

한편 천주교 측에서 조선 후기 천주교의 ‘순교성지’로서 서소문 부지에 오랜 

기간 관심을 기울여온 것은 분명하다. 1958년 한국천주교순교자현양회는 서소

문 부지에 대해 “유명한 순교자들 대부분이 거기로 끌려나가 칼 밑에 붉은 피

를 뿜고 쓰러진 곳”이라 설명하며 “서소문 사거리 순교 기념지에 단 몇 백 평

이라도 터를 입수”하여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 1964년 3월 한

국천주교순교자현양회 대표 최석우 신부는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설립 취지문

을 작성하며 서소문 부지에 순교 기념관 혹은 기념지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

다.56) 이러한 관심이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이전에 서소문 부지에서 직접적인 

기념물 또는 장소 조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약현성당과 순교자현양탑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소문 역사공원에 남겨진 두 기억의 흔적을 살펴보고, 일반적

인 인식과 달리 기억의 흔적이 진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경관 조성

56) 이러한 내용은 서소문 역사공원 지하 3층 상설전시관의 전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문 

밖 순교성지, 순교자 기념관 건립 주장,’ 1958년 9월;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설립 취지문,’ 

1964년 3월 등.

그림� 4-16.� 약현성당�및� 서소문�순교자�기념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중림동�약현성당,� (오른쪽)약현성당�내�서소문�순교자�기념관� � � � � �

(출처:� (왼쪽)최수문,� “[역사의�향기/근대문화유산]<5>약현성당,”� 서울경제,� 2017년� 9월�

17일,� (오른쪽)굿뉴스�가톨릭� 자료실,� “서소문�순교자�기념관,”� pds.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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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위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주변 도시 맥락에서 기억의 흔적: 약현성당

1892년 조성된 약현성당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조 성당으로 1801년부

터 시작된 천주교 박해가 끝나고 1886년 한불조약 이후 종교 자유가 허용되면

서 현 자리에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사적 제252호로 지정되어 있다. 약현성당

이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의 집이 인접해있

으며, “서소문 성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

을 본받기 위해”57)서라는 목적 때문이었다. 즉, 약현성당의 입지 자체가 서소문 

부지의 순교지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

약현성당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 성당인 명동성당보다도 6년 먼저 조성되었

다는 점에서 한국 최초로 천주교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기도 하는 등58) 한국 천

주교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 꼽힌다. 명동성당은 부지 소유권 분쟁으로 약현

성당 조성 이후 1898년에야 완공되었으며, 또한 당시 명동성당이 도심(사대문 

안) 교구를 담당한 반면 약현성당은 사대문 밖, 경기도와 황해도의 교구까지 담

당하여 현재 서울 지역의 성당들은 명동성당보다 약현성당에서 분당된 것이 대

부분이라고 한다.59)

이처럼 약현성당의 위치는 서소문 부지의 천주교 순교 역사의 흔적을 보여

주는 증거로 기능하였으며, 또한 약현성당 교인들은 서소문 부지의 순교 관련 

기억들을 유지해오는 주체이자 원동력 역할을 수행했다. 20세기 초부터 약현성

당의 신부들은 신도들에게 서소문 부지가 중요한 순교지라고 알려주며 지나가

면서 부지를 향해 성호를 긋고 순교자에게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고 한다.60)

57)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홈페이지, “약현성당소개-본당소개,” yakhyeon.or.kr.

58)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홈페이지, “성당연혁,” yakhyeon.or.kr.

5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울 약현성당,” encykorea.aks.ac.kr.

60)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홈페이지, “순교자현양탑,” yakhy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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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현성당은 1984년 순교자현양탑 설립 행사를 돕고, 1990년에는 성당 부

지 내에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현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을 조성하기도 한다. 

1997년에는 공원 리모델링으로 철거된 기존 순교자현양탑 부조 7점을 약현성

당 내 순교자 기념관에 옮겨두기도 했다.

2007년부터 약현성당에서는 본당 및 예배를 담당하는 주임신부와 별개로 

서소문 기념관 및 성지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임 신부를 두고 있다.61) 또한 

2010년 3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10시 공원 내 순교자현양탑 앞 광장에서 직접 

미사를 집전하였다[그림 4-17].62)

(2) 부지 내 기억의 흔적: 순교자현양탑

1984년 한국천주교회 설립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고(故) 김수환 추

기경은 당시 서소문 근린공원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순교자현양탑을 세우게 

61)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홈페이지, “성당연혁,” yakhyeon.or.kr.

62) 순교자현양탑 앞 미사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공사로 공원이 폐쇄된 2015년 11월까지 수행

되었으며, 공사 이후부터는 약현성당 내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에서 미사가 드려지고 있다: 천

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홈페이지, “서소문 순교성지-성지미사,” yakhyeon.or.kr.

그림� 4-17.� 약현성당�내� 순교자현양탑�및�서소문�공원에서�미사�모습� � � � � � � � �

(왼쪽)약현성당�내부�기도동산으로�옮겨진�기존�순교자현양탑(1984作),� � � � � �

(오른쪽)서소문�근린공원에서�미사�집전중인�약현교회�신도들

� � � � � � � � � � � � (출처:� (왼쪽)굿뉴스�가톨릭� 자료실,� “서소문� 밖� 네거리�순교성지,”� pds.catholic.or.kr�

(오른쪽)윤효선,� “순교성지를�위한�도시공원�설계:� 서소문공원을� 중심으로,”�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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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때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하여 성인 103위가 시성

(諡聖, 천주교 성인으로 추대됨)되었는데, 여기에는 서소문 부지에서 순교한 이

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현재 공원에 세워진 순교자현양탑은 기존 순교자현양탑 위치에 1999년 5월 

새로 조성된 것이다. 1984년에 세워진 첫 순교자현양탑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조각한 7점의 부조 작품으로, 1997년 서소문 근린공원 리모델링 시 철거되어 

인근 중림동 약현성당 내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현재는 약

현성당 경내의 기도동산으로 자리를 옮겼다.63) 1999년 새로 조성된 순교자현양

탑은 현재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 내 기존 현양탑이 있던 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현양탑에는 조선후기 기독교박해(1801년 신유박해-1886년 한불수교 사이) 

당시 서소문 처형장에서 처형당한 혹은 (천주교의 관점에서)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이 각각 성인 44명, 복자 27명, 순교자 30명 순으로 새겨져 있다.64)

1984년 처음 순교자현양탑이 세워질 때는, 천주교 순교 관련 흔적이 남아있

지 않고 부지 옆으로는 철도와 고가차도가 지나며, 천주교 박해 및 순교 사건

으로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왜 이

러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현양탑을 세웠는가? 당시 한국 천주교는 

창립 200주년을 맞아 성인 103명을 시성하고자 하였는데, 이 중 44명이 서소

문 부지에서 처형당했음에도 정확한 역사나 위치에 대한 고증이 없다는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었다.65)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성된 순교자현양탑이 정

확한 위치 고증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4년 서소문 역사공

원 조성 당시 역사 고증을 수행한 결과 망나니가 처형 후 칼을 씻었다는 뚜께

63) 오세택, “옛 서소문 순교자 현양탑 부조 빛본다,” 가톨릭평화신문, 1999년 8월 1일.

64) 순교자 100여명 중 후대에 성인 및 복자로 시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성인과 복자는 천주교에서 죽은 사람의 덕행성을 증거하여 부르는 존칭이다. 단, 성인(성녀)는 

전세계 어디서나 공식적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지만 복자(복녀)는 어떤 지역교회나 단체에서

만 공식적으로 공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톨릭대사전, “복자” 참고, maria.catholic. 

or.kr

65)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홈페이지, “순교자현양탑,” yakhy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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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이 실제로 순교자현양탑과 거의 근접한 공원 북측 입구 근처에 위치할 것

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처럼 현양탑의 위치가 실제 서소문 행형장 추정 부지 위

치에 근접하였던 것은 완전히 우연의 일치였다고 한다.66)

현재 천주교에서는 순교자현양탑에 이름이 기재된 순교자들에 대해 각 인물

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구 및 조사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각 

순교자의 생애나 처형 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고 있는데,67) 이는 

66)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67) 인물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생애와 관련된 기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처형 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발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처럼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역

사적으로 검증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 홈페이지, “서소

문 순교성지-순교자,” yakhyeon.or.kr.

그림� 4-18.� 서소문�순교자현양탑의�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 서소문�순교자현양탑�제막식�당시�김수환�추기경,� 1984년� 12월� 22일,� �

(오른쪽)�현재�서소문�순교자현양탑�모습,� 1999년� 설치� � � � � � � � � � � � � � � �

(출처:� (왼쪽)굿뉴스�가톨릭� 갤러리,� “김수환� 추기경화보집,”� photo.catholic.or.kr� � � � �

(오른쪽)ⓒ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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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위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성인과 복자가 

공경과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천주교에서 성인

이나 복자로 시성되려면 이름과 행적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68)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순교자현양회 및 한국교회사연구소와 같은 기

관들이 이러한 연구 및 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소문 부지의 역사적 기

록 중 천주교와 관련된 순교 및 박해의 역사적 기록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관에

서 연구 및 발굴된 것이다.69)

이처럼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에서 순교자현양탑과 약현성당은 기억의 흔적

으로서는 미비하지만 다른 역사적인 실제 흔적들이 장소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는 점에서 천주교 관련 기억의 장소성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흔적이 된다. 그러

나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를 둘러싼 기억 논쟁은 장소에 남겨진 흔적이 증거하

는 역사의 진정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러한 흔적이 상징하는 역사 또는 기억

이 ‘경관에 표현’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즉, 이때의 기억 논쟁은 역사적 사실

의 진위를 둘러싼 집단 간의 기억 논쟁이 아니라, 많은 기억들 중 어떤 기억이 

‘경관에 표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실제로 서소문 역사공원은 실재하는 기

억의 흔적을 활용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서 존재하는 ‘기억의 터’가 

경관에 표현된 사례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기억의 터 복원’ 부분에

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경관 표현 과정에서 기억 논쟁이 발생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학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으로 처형된 

인물들과 서소문 행형장 부지 변화에 대한 기록이 상설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

나, 이러한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하더라도 경관에서는 삭제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새롭게 전용된 공간이 ‘역사공원’을 표방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아닌 종교를 다루고 있으며, 공원이 아닌 성지라는 점

68)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69) 서소문 역사공원 지하 3층 상설전시관 전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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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종교는 역사를 포함할 수 없고, 성지가 공원을 포괄할 수 없다는 비판은 

서소문 역사공원에 제기되는 주요 비판적 지점 중 하나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

생한 서소문 역사공원의 기억 논쟁에 대해서는 ‘기억의 흔적 제거’에서 보다 자

세히 논의한다.

3) 남산공원 회현지구: 발굴된 역사와 지표면의 기억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이 조성된 남산공원 회현지구 3단계 구간의 주요 

장소 기억은 크게 세 가지로, 한양도성 성벽(조선시대),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

공호(일제강점기), 남산분수대(현대)의 흔적이다[그림 4-19]. 시대별로 구분되는 

이 장소 기억들은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지 않고 무너진 흔적을 유물처럼 보여

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세 장소 기억의 표현 방식은 모두 같을

그림� 4-19.� 남산공원�회현지구�현장유적박물관의�시대별�기억�유형� � � � � � � � � � � � � � �

왼쪽부터�분수대와�조선신궁�배전�터,�아래에는�발굴된�한양도성�성벽� � � � � � �

(출처:�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현장유적박물관�설계공모�

지침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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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각 장소 기억이 표출하는 의미는 모두 다르다. 선별되고 표현되는 과정

에서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된 남산공원 회현지구 내 장소 기억의 특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A. 한양도성 성벽(조선시대)

(1) 기억 선별과 의미

숭례문에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한양도성 성벽은 남산공원 회현지구 

전체를 새롭게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문화재이자 역사다. 조선

시대에 축성된 한양도성은 사적 제10호로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한양도성을 유

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부터 

시행된 남산공원 회현지구 1~3단계 전체 구간 조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땅 아

래에 묻혀있는 한양도성 성벽을 발굴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그림 4-20].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된 한양도성 성벽은 

그림� 4-20.� 남산공원�회현지구�단계별�구간�조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남산�회현자락� 3단계(중앙광장)�한양도성�발굴조사�및�

설계용역�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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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역사적 문화재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9년 서울

시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계획을 밝히면서 한양도성은 사적 제

10호로서 국내 문화재를 넘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

정받게 되었다. 2012년 11월 실제로 서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지정되면서 문화재로서 한양도성이 지니는 의미는 보다 확실시 되었는

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기준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복원과 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진정성

(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갖출 수 있는 문화재로 평가되었다.70)

(2) 기억 표현과 역할

1~2단계 구간의 한양도성 성벽 복원 방식과 3단계 구간의 복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2010년 7월 완료된 1단계 구간(아동광장)에서는 84m 길이 성곽

의 원형을 복원하고 주변에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원을 13,700㎡ 조성하

였으며, 2012년 5월 완료된 2단계 구간(백범광장)은 130m 길이 성곽의 원형을 

복원하고 44,900㎡의 공원을 조성했다. 이때 1~2단계 구간의 한양도성 복원 

방식은 성곽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으로, 본래 한양도성의 높이와 위치, 모습을 

추정하여 발굴된 흔적 위에 새로 돌을 쌓고 덧대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례 대상지로 살펴보는 3단계 구간의 한양도성 복원 방

식은 1~2단계 구간과 달리 발굴된 흔적을 무너진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전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4-21]. 3단계 구간에서 한양도성을 완전히 복원

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본래 3단계 구간 발굴조사 및 설계 계획이 처음 수립

된 2013년 3월에는 3단계 구간 또한 기존 1~2단계 구간과 마찬가지로 147m 

70)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서울 한양도성(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

술연구,” pp.113-11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Seoul City 

Wall,” UNESCO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Submission, November 2012,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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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성곽을 원형 복원할 계획이었다. 특히 3단계 구간은 일제강점기 1925년 

조선신궁 건립으로 훼손된 구간으로서 발굴과 복원이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평

가되었다.71)

그러나 2013년 11월 남산공원 회현자락 3단계 구간의 정비 및 공원조성 공

모가 공고되면서 이러한 복원의 방식이 지양되고, 발굴된 유적을 그대로 보존

하고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2013년 설계 지침에

서는 “남산 회현자락 1, 2단계와 같은 성곽복원을 지양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유산보호철학과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발굴된 유적이 지속적으로 보존·정

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과 “발굴된 한양도성 유적과 남산 회현자락의 

역사적 층위를 존중하면서, 육백여년에 걸친 축조와 관리에 대한 역사적 증거

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현장박물관 개념으로 계획”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72)

이러한 방향성은 2017년 1월 공고된 ‘남산 회현자락 현장유적박물관 설계 

공고’에서도 동일하며, 특히 더 강화되었다. 성곽 복원 방식을 지양하고 유구를 

71)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3단계(중앙광장) 한양도성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 추

진계획,” 보고자료, 2013년 3월 15일.

7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3단계) 설계공모 지

침서,” 설계공모 지침서, 2013년 11월, p.3.

그림� 4-21.�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사례�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남산�회현자락� 1,2단계�완전�복원�구간,� (오른쪽)남산�회현자락� 3단계�

구간�현장�유적박물관�모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왼쪽)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현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용역”� (오른쪽)ⓒ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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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보존 및 전시하는 현장 유적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기조는 2013년 공모와 

동일하지만 현장의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구를 보호할 수 있는 

추후 해체 가능한 보호각을 조성함으로서 문화재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

제 한양도성이 발굴된 위치와 모습 그대로 방문객이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

록 조성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73)

이는 오히려 성곽을 복원하지 않는 방식이 문화재,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지정을 위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본래 18.6km 길이였던 한양도성이 현재 12km만 남아있고 나

머지 구간은 훼손되었기 때문에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훼손의 원인이 일제강점기 침략과 도시화로 인한 유실임을 입증함으로

서 완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고증이 없이 복원하는 것

보다 훼손된 성벽을 다시 축조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문화재의 진정성을 드러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74)

이때 복원하지 않고 발굴된 상태의 허물어진 유구 모습으로 표현된 한양도

성 성벽은 역사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따르면 진정성

(authenticity)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시대 축조된 한양도성 성벽은 

그 자체로 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이 흔적을 추정에 따라 

원형 모습으로 복원하지 않고 무너진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는 오히려 문화재가 

겪어온 역사의 질곡을 표현하는 진정성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는 2012년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당시 한양도성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

와 구별된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시기별로 구분되는 재료와 축조 기술, 형태와 

디자인을 통해 500년간의 역사적 층위를 확인할 수 있고 지형과 어우러진 성곽

유산이라는 점에서 한양도성이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장인 기술을 토

7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

공모 지침서, 2017년 2월, pp.26-27.

74) 이형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 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 조성(3단계) 설계공모,” 환경과조경
2014년 1월호,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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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전통 기법으로 복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75) 그러나 

3단계 구간 설계 공모가 처음 시행된 2013년 말부터 이러한 기조가 점차 변화

하여, 기존의 역사가 훼철되고 질곡을 겪으면서 변화한 모습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유산이 지닌 진정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B. 조선신궁 배전 터 및 방공호(일제강점기)

(1) 기억 선별과 의미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조선신궁의 일반인 참배 장소인 배전 터[그림 4-22]와 

1940년대 조성된 방공호[그림 4-23]는 한양도성 발굴 작업 중 함께 발굴되었

다. 이전까지 남산공원 회현지구 부지에서 한양도성 성벽이 훼손되고 멸실된 

원인을 조선신궁(1918~1925) 건립으로 추정하였는데, 배전 터가 실제로 발굴

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공호는 1941년 태평양전

쟁을 앞두고 일본이 당시 경성(서울)에 건설을 추진한 1만개의 방공호 중 하나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6)

조선신궁 터와 방공호는 남산 회현자락 부지에 남겨진 혹은 발굴된 일제강

점기의 흔적으로서, ‘문화재’인 한양도성이 유실된 원인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

적이 된다. 특히 조선신궁 배전 터는 역설적으로 한양도성 성벽이 문화재로서 

지니는 완전성(integrity)을 상징한다. 본래 2012년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당

시 조선신궁 성벽의 완전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구간 중 70%가 보존 및 

복원되었으며 국가 문화재로서 고증을 거쳐 잔존 및 훼손 구간에 대한 지속적

인 복원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문화재 보호구역과 주변 지역을 관리함으

로써 개발 압력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주로 언급되었다.77)

75)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서울 한양도성(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

술연구,” pp.114-11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Seoul City 

Wall,” p.12.

76)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안내 리플렛 참조, 2020년 11월. 

77)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서울 한양도성(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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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남산공원�회현지구�현장유적박물관�내�조선신궁�배전�터� (ⓒ손은신)

그림� 4-23.� 남산공원�회현지구�현장유적박물관�내�방공호�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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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조선신궁 배전 터처럼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역

사의 흔적은 삭제되는 것이 적합하다.78)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변화한다. 2013년 1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르면, “조선신궁터는 성곽훼철의 역사현장으로 충분한 발굴가치가 있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시 성곽의 훼철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완전성 입증에 유리”79)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조선신궁 관련 옹벽만이 

확인되었고 배전 터는 발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80) 옹벽에 대해 이러한 평가

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즉, 전체 18.6km 한양도성 구간 중 원형이 복원된 구간

이 12km에 불과하여 완전성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20세기 일제의 침략

과 도시화로 인해 한양도성이 현재와 같이 멸실되었다는 것을 조선신궁 터의 

흔적이 입증함으로서 역설적으로 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대 역사로서 의미

를 지니게 된 것이다.

(2) 기억 표현과 역할

현재 조선신궁 배전 터는 한양도성 성벽과 마찬가지로 발굴 후 복원되지 않

은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남아있는 기단 흔적을 통해 과거의 모습과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신궁 배전 터는 한양도성 발굴 구간에 위치한다. 도면상으

로는 발굴된 한양도성과 바로 붙어있는 위치이며, 단면으로 보았을 때는 한양

도성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4-24]. 조선신궁 배전 터의 이러한 위치

술연구,” pp.115-11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Seoul City 

Wall,” p.12.

78) 1995년 8월 구 조선총독부 철거 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조선총독부 건설로 훼손된 경복궁

과 광화문의 복원과 조선시대의 상징적 경관의 회복으로서, 조선총독부 건물이 논쟁에도 불구

하고 철거된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다: 손은신·배정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구 조

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46(4), 2018, pp.31-32.

79)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3단계(중앙광장) 한양도성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 추

진계획.”

80) 서영애, “남산 회현자락 설계 공모 출품작에 대한 역사도시경관적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3(3), 201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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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신궁 건립 시 한양도성 성벽을 훼철하고 그 위에 터를 닦아 조선신궁을 

조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공호 등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은 남산 회현자락 부지

에서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또는 반기념비(counter-monument)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개념은 기억

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억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네

거티브 헤리티지는 부정적인 기억이지만 복합적 의미에서 문화유산의 일부로 

수용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개념을 적용

할 경우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공호의 일제 강점기 흔적은 한양도성의 완전성

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해당 부지에서 일어난 전체 역사적 층위를 모두 보여

주기 위해, 또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근대사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사적 지위

그림� 4-24.� 남산공원�회현지구�현장유적박물관�단면.� 한양도성�성벽과�같은�위치에�

조선신궁�배전�터와�분수대가�위치한다�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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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반기념비는 부정적인 대상으로서 해당 기억이 부정적인 대상이며 현재

는 그 기억이 완전히 쇠락하였음을 보여준다. 반기념비는 기념물을 땅에 묻는 

등 대체로 과거의 기억을 홀대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반기념비의 개념을 적

용해보면,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공호라는 일제강점기 흔적은 한양도성을 훼철

하고 조선신궁을 세웠던 식민지 시기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현재는 비어 있는 

‘터’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쇠락해버린 하나의 유물로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 헤리티지 또는 반기념비로서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공호의 

흔적은 남산공원 회현지구에 위치한 다른 요소들, 백범광장이나 안중근의사기념

관, 김구 동상과 안중근 동상, 위안부기림비와 같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

동가와 피해자를 상징하는 공간과 건물, 동상, 기념비 등과 대비되면서 그 의미

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이러한 공간과 기념비가 남산공원 회현지구에 위치하

게 된 것은 이곳에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이 조성되어 있던 것과 관계가 깊다. 

현재 남아있는 기념비와 동상, 건물 등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조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1968년 8월 백범광장이 조성되면서 백범 김구 동상을 비롯하여 이

시영 동상, 김유신 장군 동상 등이 세워졌고, 1970년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조성되었다. 2019년에는 위안부기림비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동상과 기념 공간

이 회현지구에 조성된 것은 이 부지가 “일제 침탈의 아픔을 간직한,”81) “일제

시기 민족정기를 탄압하는”82) 남산 조선신궁 터였기 때문이다.

81) 내 손안에 서울, “남산 옛 조선신궁 터에 ‘위안부’ 기림비 세운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
울, 2019년 8월 12일, mediahub.seoul.go.kr.

82) 안중근의사기념관 홈페이지, “기념관 안내,” ahnjungge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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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남산분수대(현대)

(1) 기억 선별과 의미

남산분수대는 1969년 조성되어 한양도성 성벽이 발굴되기 전까지 남아있었

으며, 해당 부지는 분수광장으로 불릴 만큼 공간을 대표하는 시설물이었다. 남

산분수대가 조성되던 시기 해당 부지에는 남산식물원(1968)과 남산분수대

(1969), 남산어린이회관(1970), 남산소동물원(1971)이 조성되었으나 2006년 ‘남

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에 따라 식물원과 소동물원은 철거되었다.

남산분수대는 둘레 20m로 조성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수였

으며,83) 남산식물원과 분수대가 있던 광장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나

들이 장소”이자 “많은 이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추억의 명소”로서 의미를 지

닌다.84) 2013년 회현자락 3단계 구간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이 계획되던 초기부

터 “분수광장은 남산의 랜드마크로서 추억이 담겨 있는 공간이었던 이용 실상

을 고려”85)하여 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남산분수대가 서울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가 된 것은 같은 시기 조성된 어린

이회관과 식물원, 소동물원 등이 1970년대 이후 어린이들의 주요 소풍 장소이

자 서울 시민들의 나들이 공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산 식물원이 

확장되고 남산 소동물원이 개장하면서 남산공원은 20세기 후반 서울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가 되었다. 2006년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에 따라 철거된 

식물원과 소동물원을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흔적은 분수대와 구 어린이회관 

건물뿐이다. 이 흔적들은 과거 서울 시민의 추억의 명소이자 남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20세기 후반의 현대적 기억의 층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기억이 된

다.

83)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안내 리플렛 참고. 2020년 11월.

84)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현장 안내문 참고. 2020년 11월.

85)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3단계(중앙광장) 한양도성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 추

진계획,”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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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 표현과 역할 

이러한 의미를 지닌 남산분수대는 경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먼저 

2013년 남산공원 회현자락 3단계 구간 공모에서는 분수대에 대한 처우가 명시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포함한 공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당선작들을 살펴보면, 당선된 1개의 안과 2개의 가작 안 중 당

선안은 분수대 및 일제강점기 옹벽(공모 당시 배전 터는 발굴되지 않음)의 흔

적을 전면 철거하고 흔적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가작 2개 안은 분수대를 남겨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86)

이처럼 2013년 공모에서는 현대적 기억의 흔적으로 분수대를 활용하는 전

략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계공모 직후 자문회의에서는 의외로 

근현대 기억 철거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의 자료에는 “회현자락

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조선신궁 철거에 따른 지형회복안 및 분수대 철거

안은 재검토”할 것과, “도성 전구간의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여 현장박물

관으로서 보존 방안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 언급되어 있다.87)

이후 조선신궁 배전 터 발굴, 역사적 층위 존중, 문화재 보호, 유네스코 등

재 철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2017년 공모에서는 현대적 기억을 다루는 

양상이 변화한다. 특히 가장 많이 변화한 지점은 이러한 기억의 흔적을 한양도

성 성벽 유적을 압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2017

년 공모 설계 지침에 따르면 분수대는 “현상 유지 시설 영역”으로서 “별도의 

보호 시설물 없이 그 전체의 유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안”하며 “추가적 시설

물로 인해 분수대로서의 인식이 불가한 방식은 지양”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88)

해당 부지에서 분수대의 역할은 문화유산으로서 한양도성 성벽과도, 이 문

86) 서영애, “기억과 재현, 역사적 층위에 대한 태도,” 환경과조경, 2014년 1월호, pp.76-77; 서

영애, “남산 회현자락 설계 공모 출품작에 대한 역사도시경관적 분석,” p.34.

87) 문화재위원회,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연결유적지 내 남산 회현자락 공원 조성,” p.44.

88)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 지침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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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의 훼철을 보여주는 조선신궁 터와도 다르다. 분수대는 해당 부지에서 

앞선 두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모두 일어난 후 20세기 후반 남산공원에 대해 

현재 시민들이 추억할 수 있는 기억의 층위를 보여준다. 분수대는 추억의 명소

이자 랜드마크라는 점에서 한양도성을 훼철한 부정적 기억이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던 기억의 흔적이자 단면을 보여주는 노스탤지어적 흔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남산분수대의 역할은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보관 건물로 사용

되고 있는 구 어린이회관 건물과 결합되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 흔적들은 

20세기 후반 남산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의 추억 속 풍경을 재현하는 매개체가 

된다.

그림� 4-25.� 현재�남산�분수대�모습.� 흔적으로만�남아있다.�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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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억의 흔적 제거

1) 서서울 호수공원: 노후화 및 구조안전성 문제와 정수장의 장소성

[그림 4-26]에서 신월정수장의 기존 시설 및 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볼 수 있는 정수장 공간으로는 침전지와 인공호수, 본관동의 일

부 콘크리트 기둥, 그리고 가압장이 있다. 현재 인공호수를 제외한 시설물 중 

침전지는 몬드리안 정원으로, 본관동은 일부 콘크리트 기둥이 남겨진 옥상정원

으로, 가압장은 서서울 예술교육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이 시설들 이외에 서서

울 호수공원 조성 시 철거된 기존 정수장 시설 및 건물로는 여과지동과 취수장

을 비롯하여 관사, 회수조, 자재창고, 공익요원 휴게소, 망루 등이 있다.89)

몇몇 시설들이 공원 설계 당시 활용되지 못하거나 철거된 이유는 무엇인가? 

89) 씨토포스․지안건축사무소․도울ENG, “신월 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pp.213-219.

그림� 4-26.� 신월정수장의�기존�시설�및�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수장�흔적이�활용된�공간은�흰색,�철거된�공간은�노란색으로�표시하였다.�

(출처:� 양천구청� 홈페이지,� yangcheon.go.kr,� 2005년� 8월� 23일�촬영본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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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정수장 흔적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경관인 ‘공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된 경

우다. 여과지동과 호수 사이의 4m 석축, 관리실, 폐기물집하장, 가압장 경계부 

펜스, 폐기물 집하장 담장, 조경수 재배지 담장, 자재창고 경계 펜스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그림 4-27]. 이러한 흔적들은 내부 공간을 분절하고 있으며 미

관상 문제가 되는 대상이자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 

요소로서 ‘경관저해요소’로 평가되어 철거되었다.90)

두 번째는 공원화 계획 당시 이미 철거되었거나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못한 

흔적들을 들 수 있다. 침전지의 철제 트러스 구조물과 관사 건물, 김포 가압장 

90)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관저해요소”, “도시미관 저해요소”로 평가되어 있다; 

씨토포스․지안건축사무소․도울ENG, “신월 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pp.213-219.

그림� 4-27.� 경관저해요소로�철거된�흔적.� 왼쪽부터� 4m� 석축,� 관리실,� 가압장�경계부�펜스�

(출처:� 씨토포스․지안건축사무소․도울ENG,� “신월� 정수장�부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림� 4-28.� 공원화�계획�시� 제거된�시설,� 왼쪽부터�철제�트러스�일부,�관사,� 가압장� � �

(출처:�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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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이 경우에 속한다[그림 4-28]. 먼저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연결되는 철

제 구조물과 관사 건물 3채의 경우 현상 공모가 진행될 때까지는 일부 남겨져 

있었지만, 설계와 무관하게 이미 공원화 계획 당시 철거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 이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활용되기는 어려웠다.91)

서서울 호수공원 입구에 위치한 가압장의 경우 1999년 10월부터 잠정 폐쇄 

중이었으나 2006~2007년 공모 계획 및 진행 당시에는 한강 하류권의 급수체

계 구축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 수요 증가에 따라 재가동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공원 부지 범위에서 제외되었다.92) 그러나 공원 입구에 위치하면서도 공

원화 범위에서 제외된 가압장을 공원 부지에 포함해 달라는 주민 요구로 인해, 

2008년 4월 총선 이후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가압장 관리 권한이 있는 수

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고, 공원 부지를 확대하며 

91)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9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추진계획,” p.18.

그림� 4-29.� 서서울�예술교육센터(구�가압장)�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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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였다.93) 그러나 가압장 시설은 건축물 

리모델링 대상으로 상정되어 2007년 공원화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하였고,94) 공

원 개장 7년 후인 2016년 서서울교육예술센터로 개원하였다[그림 4-29]. 

마지막으로 설계 시 활용을 제안하였지만 노후화된 시설에 구조 안전성 문

제가 있어 철거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여과지동과 취수동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두 시설은 정수장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핵심적 시설로 본래 초기 

설계 시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던 시설들이었다[그림 4-30]. 

먼저 여과지동 건물은 2007년 초기 설계안에서는 신월미술관, 2008년 최종 

설계 보고서에서는 신월문화관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는 방문자센터로 이용되

고 있는데, 구조 안전 진단 결과 노후하여 구조 안전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2008년 수행된 신월정수장 구조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여과지동은 

“대부분의 골조에 대해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로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골조 

신축공사 비용을 초과하는 상태로 분석”되어 “리모델링할 경우 과다한 공사비

용과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경제성이 없으며, 건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의 효

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었다.95) 이에 기술 심사 여부를 반영하여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노후한 부분은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안이 변경되었으

나,96)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침전지와 연결되는 본

관동의 철제 구조물 일부를 제외한 건물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현재 이 자리의 

방문자센터 건물은 대부분 새로 신축된 것이다.97)

취수동 건물의 경우 2007년 설계안에서 신월루로 재활용할 것이 계획되었

9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선거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p.80.

94) 씨토포스․지안건축사무소․도울ENG, “신월 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p.213;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95)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신월정수장내 건축물 정밀구조안전진단 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과업보고서, 2008년 2월, p.322.

96) 씨토포스․지안건축사무소․도울ENG, “신월 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p.259.

97)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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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8년 구조안전진단검사 결과 “내부 계단의 위치를 변경하여 보강공사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어느 정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적절하게 보수․

보강하면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98)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취수동 건물 또한 노후화 문제로 

공원 조성 시 활용되지 못하고 철거되었다.

여과지동과 취수동이 철거된 것을 단순히 노후화와 구조 안전성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노후화와 안전의 문제는 구조안전 보강에 조성 예산을 얼마나 

98)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신월정수장내 건축물 정밀구조안전진단 보고서,” p.322.

그림� 4-30.� 기존�취수동�및� 여과지동�건물과�설계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위)기존�취수동,� (오른쪽�위)기존�여과지동,� (아래)� 2007년� 설계안�

이미지,�취수동을�활용한�신월루(좌측�흰색건물)와�여과지동을�활용한�

신월미술관․문화관(우측�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위)한국구조안전기술원,� “신월정수장내�건축물�정밀구조안전진단�보고서,”� pp.9,14.�

(아래)씨토포스,� “MoonWalk:� 신월문화예술공원,”�신월정수장�부지�공원조성�기본계획(안)�

현상설계�공모�당선작�패널�및�설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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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가의 문제와 연결된다.99) 신월정수장의 여과지동 및 취수동의 철거

는 근현대 시기의 산업 유산이 과연 남겨 보존하면서 활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

는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살펴보면, 안전진단 평가 대상 건물인 ‘본관

동’, ‘여과지동’, ‘취수동’의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 비용을 추정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 비용에 비해 얼마나 절약 가능한가를 ‘리모델링 시 보수보강 비/

골조신축비 대비율’로 산출하였다. 이는 신축 비용을 100%로 산정하였을 때 리

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콘크리트 기둥 

일부를 남겨 옥상정원으로 조성한 본관동의 경우 이 비율이 59%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비율 140%로 계산된 여과지동은 “신

축시보다 공사기간이 증가”되고 “기존 구조물을 성능 향상할 경우에도 신축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비율 83%인 취수동은 “다소 경제성

이 부족”하지만 “보강공사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100)

이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달리 산업 시대 기억에 대한 보존과 활

용에 대한 평가는 비용 절감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처럼 근대 산업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 문제는 비단 서

서울 호수공원이 조성된 2010년 이전 시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2017년 개장한 서울역 고가도로(현 서울로7017)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근대 시기 형성된 

산업 유산에서 노후성과 안전성, 비용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산업 유산

이 다른 문화재만큼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즉 기억 

인식 차이의 문제로 연결된다. 예컨대 구의정수장의 경우 폐쇄 후 일제강점기 

조성된 국내 최초 정수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반면, 같

99)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100) 표의 내용은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의 비용 분석 및 평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구조안

전기술원, “신월정수장내 건축물 정밀구조안전진단 보고서,” pp.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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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인 2007년 설계 공모가 진행된 신월정수장의 경우 정수장의 주요 건물 

활용에 대한 평가에 리모델링을 통한 비용 절감 여부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

는 차이가 나타났다.101)

서서울 호수공원의 노후화 및 구조안전 평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산업 폐허가 여전히 유산 보존과 기억 활용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를 보존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는 각 산업 기억의 특성과 역사적 가치에 따라 

다르다. 또한 산업 기억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수록 경제적 가

치 이외의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2) 서소문 역사공원: 기록물과 경관에서 기억의 흔적 삭제

서소문 역사공원에 대한 비판적 지점 중 하나는, 천주교 순교자 외 서소문 

처형장에서 처형된 역사적 인물의 기록이나 서소문 자체의 역사적 기록 등이 

중요한 기억으로 선별되지 못하고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 서소문 역사공

원을 종교 편향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조성된 후 

서소문 부지의 역사를 다루는 학술대회와 여러 고증 작업이 이어져 왔다. 이러

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에서 기억이 제거된 혹은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이

유는 무엇인가?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삭제된 기억들은 여론의 일반적인 비판사항과 달리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설전시관의 전시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로 지적되는 천주교 이외의 역사 기록물이며, 두 번째는 공원 및 

성지박물관 공간 대부분에서 완화되거나 삭제된 천주교의 종교적 색채다. 

101) 구의정수장과 신월정수장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로 철거되는 구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야구

장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는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부지로 구로구 고척

동, 구의정수장, 신월정수장 세 부지를 선정하였는데, 구의정수장과 신월정수장 모두 인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이 조성되었다. 특히 구의정수장은 일

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음에도 일부 부지를 소규모 ‘야구공원’으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남형, “동대문야구장, 구의정수장 부지로 이전 추진,” 조선일보, 2006년 

10월 15일; 김종한, “신월 야구공원 4일 개장,” 한국일보, 200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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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설전시관 기록물

지하 3층의 상설전시관에서는 서소문 부지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전시

되고 있다. 상설전시관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전시실은 “조

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으로 천주교를 포함한 서학, 동학, 각종 종교 

사상 및 실학 등 18세기 전후 조선후기 사회에 도입된 사상의 흐름과 변화와 

관련된 전시물을, 제2전시실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로 조선시대 처형장으로 

이용되었던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의 역사성 및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102)

천주교 관련 기록은 이 중 제1전시실의 서학 전래에서 간략하게, 그리고 제 

2전시실에서 현재 서소문 역사공원이 천주교 기억을 적극 활용한 공간으로 조

성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제2전시실에서는 1950~60

년대 해당 부지를 천주교 순교 기념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천주교 내부 주장

에서부터 1984년 조성된 순교자현양탑,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2018년 

서울 순례길을 교황청에서 공식 순례길로 지정한 역사 등을 다루고 있다. 천주

교 이외의 역사 기록물로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 조선후

기 실학 및 동학 관련 사상 기록과 서소문 처형장 위치를 추정한 지도, 동학 

지도자 최제우를 처형하여 서소문 밖에 효수하였다는 고종실록의 기사 등이 전

시되어 있다[그림 4-31].103)

전시관 기록물에 반영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 있는가? 2019년 개

관 직전 서소문역사공원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및 동학농민혁명 단체협

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참형, 효수 기록이 전혀 없

는 것은 역사 편향이자 왜곡”이라 언급하고 있다. 삭제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기록은 2020년 1월 종교투명성센터가 개최한 서소문 역사공원 좌담회에서 제

시된 동학 측 발표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871년 대구에서 

영해교조신원운동을 주도한 동학 주요 인사인 이필제, 정기현, 정옥현이 서울로 

102)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상설전시관,” seosomun.org

103)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지하 3층 상설전시관 전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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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었고 이 중 정기현과 정옥현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는 역사, 1894

년 동학농민혁명의 대표 지도자인 김개남 대접주가 서소문 밖에서 효수되었다

는 기록, 동학 2대 교주인 최시형이 서소문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이 역사 

전시물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104)

이러한 내용들은 2016년 역사 고증을 통해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는데, 사실

로 밝혀진 내용도 있고 오류로 지적된 내용도 있다. 2015년 범국민대책위원회

는 중구청장 면담을 통해 민중봉기 역사를 서소문 역사공원에 반영해 줄 것과 

천주교 이외 역사적 사건들을 고증해줄 것을 협의했고, 이에 2016년 역사 고증 

104) 김유철 외, “종교․문화시설의 현주소-서소문 역사공원의 경우,” 종교투명성센터 2020 종교와 

재정 좌담회 자료, 2020년 1월 29일.

그림� 4-31.� 서소문�역사공원�상설전시관�전시�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제우의�처형기사가�실린�고종태황제실록,� 임오군란�주동자�처형을�입증하는�

기록물,�서소문�부지의�변화�등� 천주교�외� 역사�기록물�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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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용역이 수행되었다. 해당 학술용역 보고서 결과에 따른 역사적 고증 결과

는 [표 4-7]과 같다.105)

역사 고증을 통해 추가로 고증되어 타당성이 검증된 역사적 사실들은 전시

계획에 선별하여 반영될 것으로 계획되었고, 실제로 반영되었다. 또한 이는 기

존에 계획되어 있던 기념전시관(현 상설전시관)이 “전국에 산재한 한국 천주교 

유물을 집대성하는 장소”106)에서 “조선후기 전근대적이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상과 민중의 노력을 전시하고 의미를 찾는 기념공간”107)으

로 조성되는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기억들이 전시관의 역사콘텐츠이

자 기록물로는 반영되었지만 실제로 역사공원으로 조성되는 과정, 즉 기억이 

경관에 표현되는 과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을 

1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공원과 동학의 관련성 역사고증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보고,” 

보고자료, 2016년 12월 27일.

106) 서소문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중구청장 면담 관련 질의서, 2015년 3월 5일.

10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공원과 동학의 관련성 역사고증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보고.”

구분 검증대상

타당성 

검증

타당성�검증

(문헌�기록)

-�임오군란�주동자�서소문�밖�처형

-�홍경래의�난�주요�참여자(홍경래�제외)�처형

-�군대�해산과�남대문�전투

-� (동학)영해교조신원운동�지도자�정기현�처형

-� (동학농민혁명)김개남,� 성재식,�안교선,� 최재효�효시

-�경성습격사건�주동자�처형

-�서소문�처형장�위치�고증

타당성�검증

(정황�추정)

-�갑신정변�주동자�서소문�밖�처형

-�충청�동학지도자�서장옥,�손천민의�처형과�효시

오류 역사적�사실과�다름

-�홍경래의�난�주모자(홍경래)�서소문�밖�처형:�홍경래�이외�참여자만�처형

-� (동학)영해교조신원운동�지도자�이필제�처형:� 군기시�앞에서�처형

-� (동학농민혁명)전봉준,� 손화중,�김덕명,� 최경선,�성두한�등�재판�및� 처형:�

현�세종로� 1가의�전옥서에서�처형

미검증
검증을�위한

추가�연구�필요

-�허균�서소문�밖�처형:� 칠패시장에서�처형되었으나�시기�부정확

-�홍재학�서소문�밖� 처형:�처형된�시장이�서소문�밖� 시장인지�불명

-�독립협회�주동자�서소문�밖�처형:�서소문�감옥�위치�추가�연구�필요

-�동학� 2세교주�최시형의�서소문감옥�투옥�및�효시:�서소문감옥�위치�추가�

연구�필요,� 시신�효시는�자료상�확인�불가능

표� 4-7.� 서소문부지와�동학의�관련성�역사�고증�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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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고증하는 것과, 해당 사실을 경관에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관

은 전시물이나 기념비, 동상과 같은 오브제와 달리 공간 차원에서 기억의 이미

지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억 삭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은 역사

적 조사나 고증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서소문의 다른 역사들

을 감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이 경관에 표현되는 역사공원 조성 방식에 이

러한 기억들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경관에서 천주교의 종교적 색채 배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시 종교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지상 공원과 지하 성

지역사박물관에 천주교의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십자가 등의 조형물이 최대

한 배제되었다. 

먼저 조성 단계에서 건축가와 천주교, 서울시가 협의하여 설치한 기념물은 

기존 근린공원에 위치하였던 순교자현양탑을 제외하고 지상의 십자가를 형상화

한 칼 조형물, 지하 1층 진입광장의 기념물, 지하 1층 내부 ‘세 개의 돌’ 조각 

연작 시리즈, 지하 2층 성 정하상 경당 입구의 청동 조각문이다. 이 오브제들은 

직접적으로 천주교를 상징하지 않으면서 공간의 신성한 분위기를 배가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한다[그림 4-32].108)

이외의 조각 작품, 특히 서소문 역사공원의 주요 공간인 하늘광장과 하늘길

의 조각은 2019년 6월 서소문 역사공원 개관 전시로 기획된 「한국 현대조각

의 단면: 한국근현대조각 100주년」에서 전시된 조각이다. 따라서 본래는 천주

교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조각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하늘광장에서 순교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목을 활용한 조각은 조각가 정현의 ‘서 있는 사람’이

라는 작품으로 2016년 프랑스에서 처음 전시되었는데 현대인의 외로움과 왜소

함을 상징한다. 하늘길 B구간에 놓인 가운데가 비어있는 화강석 작품은 조각가 

권석만의 ‘발아’로 비어있는 내부에서 발아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이외에도 상

108)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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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시관에 전시된 조각가 배형경의 인간의 실존을 표현한 ‘암시’나 지하 1층 

입구 조각가 이환권의 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난민복서’ 등이 당시 한국근

현대조각 100주년에 전시된 조각들 중 현재까지 남겨진 대표적 조각 작품들이

다[그림 4-33].109)

이러한 조각 작품들은 본래 종교와 관련된 의도로 조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서소문 역사공원의 장소 맥락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까지 남겨져 있

으며,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천주교 박해 또는 순교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109)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박소

연, “한국 현대조각의 단면, 한국조각 100년에 담긴 시대상과 정신,” 코리아리포트, 2019년 

6월 3일.

그림� 4-32.� 공원�조성�단계에서�종교적�공간의�신성성을�강화하기�위해�설치한�오브제�

(왼쪽�위)지상� 1층의�칼� 모양을�형상화한�십자가,� (오른쪽�위)지하� 1층�입구�

기념물,� (왼쪽�아래)지하� 1층�내부�세� 개의�돌� 조각,� (오른쪽�아래)지하� 2층�

성� 정하상�경당�입구�청동�조각문�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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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작품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현의 ‘서 있는 사람’은 서소문 역

사공원에서는 하늘을 보며 서 있는 조선 후기 천주교 순교자를 상징하는 것으

로, 하늘길의 ‘발아’는 박해의 순례길 위에 놓인 장애물 또는 족쇄처럼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공모 당시 당선작에서 지상공원에 구상되었던 33m 높이의 기념탑과 

종교 행사를 위한 기념마당이 조성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기념탑과 기념 마당

은 2014년 공모 설계 지침에서 “숭례문에서 약현성당으로 이어지는 역사경관 

축을 고려”할 것과 “매주 진행되는 순교성인 미사를 위한 고정적인 공간을 고

려하되, 광장과 연계하여 특정 기간(3월 부활절, 9월 순교자성월)동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집회공간을 제안”할 것을 제시한 설계지침에 따

그림� 4-33.� 개관�특별전에서�전시된�후� 현재까지�남아있는�조각�작품들� � � � � � � � � � �

(위)정현,� ‘서�있는�사람’,� 하늘광장,� (왼쪽�아래)권석만,� ‘발아’,� 하늘길,� (오른쪽�

아래)배형경,� ‘암시’,� 상설전시관�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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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서소문�역사공원�설계공모�당선안과�현재�모습�비교� � � � � � � � � � � � � �

(위)2014년�공모�당선안.� 중앙에� 33m�높이의�기념탑�및� 약현성당의�모습�

(아래)현재�서소문�역사공원�지상부�전경.� 기존�기념마당�계획�부지에는�

잔디밭�조성�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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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과물이다.110)

설계자에 따르면 기념탑의 경우 당시 서소문 부지와 약현성당 사이에 건물

이 있어 시각적으로 약현성당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약현성당이 보일 수 있

을 정도로 기념탑 높이를 33m로 설정하고 동시에 하늘광장에서 하늘길로 이어

지는 순례 동선의 최종 도착지로 설정하여 탑 꼭대기에서 약현성당과 반대편의 

숭례문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한다. 기념마당의 초기 계획은 

특정 기념물이 설치된 공간이라기보다 광장처럼 빈 공간으로 계획되어 가변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한다.111)

기념마당으로 계획되었던 공간에는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기념탑과 

기념마당이 삭제된 것은 일차적으로 천주교 중심의 시설물과 공간을 최대한 줄

이기 위함이며, 또한 공원 지상에 위압감이 느껴질 수 있는 과도한 건축물이나 

벽체를 두지 않기 위함이다.112) 지하에도 이러한 공간이 있는데, 본래 미사 공

간이자 제례 공간으로 계획되었던 콘솔레이션 홀이 종교적 색채가 없는 추모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전체 공간 중 지하 2층의 성 정하상 기념경당에서만 미

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살펴볼 수 있는 종교 공간

이 초기 계획과 달리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점이다.113)

중요한 점은, 서소문 역사공원이 천주교 중심의 종교 편향적 공간이라는 비

판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이외의 기억들은 상설전시관의 전시물로

만 반영되었고, 경관에는 천주교 색채의 기념물을 최소화하고 관련 공간들을 

줄이는 수준으로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기억 논쟁의 영향으로 기록 및 전시

가 보완되고 전시관의 성격이 천주교 이외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방향

으로 변화하였으며, 경관에서도 천주교의 종교적 색채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경기 규정 및 설계지침,” p.19.

111)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11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안) 검토 보고,” 내부 보고자료, 2016년 7월 

18일.

113)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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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이 전체 공간의 구조와 경험, 특히 경관에서 구현되는 기억의 이미

지를 전환시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상설전시관에 천주교 이외 역사들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천주교 이외의 역사가 배제

된 것처럼 경험되는 것은, 기억 경관의 이미지에서 여전히 천주교 이외의 역사

들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남산공원 회현지구: 조선신궁 터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 변화

조선신궁 터는 현재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 조선시대 한양도성 성벽이 20세

기 이후 훼철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 초 14세기경 축성

그림� 4-35.� 1930년� 남산�중턱의�조선신궁�전경.�중앙의�건물이�현재�발굴된�배전이다�

� � � � � � � � � � � �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홈페이지,� “조선신궁,”� museum.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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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한 한양도성 성벽은 19세기까지 개축 및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남산 

회현자락에서는 1925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신궁이 완공되면서 해당 구간의 성벽

이 완전히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114)

현재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 발굴된 조선신궁 배전 터는 발굴된 모습 그대

로 보존되어 한양도성 성벽과 같은 현장박물관 구간에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신궁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보존

이 아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남산공원 회현지구 부지에는 여러 상징적 기념

비와 건물, 공간이 조성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의 의미를 

최대한 약화시키고 새로운 상징적 요소들을 통해 민족주의적 집단 기억을 조선

신궁 터 위에 형성하기 위한 시도였다. 따라서 광복 이후 조선신궁 터의 역사

를 다루는 방식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역사의 철거, 그리고 홀대와 무시의 방식

이었다.

광복 직후 조선신궁 건물은 일본인들에 의해 직접 철거되었는데, 한국인들

의 분노에 의해 전국 각지의 신사가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먼저 

신사 건물과 부속품을 정리한 것이었다고 한다. 1945년 8월 16일 광복 직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신궁의 신령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승신식”을 거행하고 8월 

중에 일본군 비행기로 신체와 보검을 왕실로 이송하였으며 나머지 보물과 제문

은 소각하였다.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10월 7일에는 건물 해체 후 조선신궁 

본전을 일본군이 직접 소각하였다고 한다.115)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남산 회현자락의 조선신궁 터는 박물관, 3.1운동 

기념식장, 스키장, 공공 시설 등으로 임시 이용되었다. 남산 조선신궁 터에 가

장 먼저 본격적으로 조성된 기념물은 1950년대 중반의 이승만 동상이었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 남산 회현지구 김구 동상이 세워진 자리에 자신

의 동상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조선신궁이 있었던 자리를 대한민국이 다시 탈

11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pp.37-38.

115)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공원, 신사, 동상의 건

립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13, 2015,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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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남산�회현지구에�세워진�동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이승만�동상(1956),� (오른쪽)김구�동상(1969)� � � � � � � � � � � � � � � � � � � �

(출처:� 국가기록원�홈페이지,� “기념비와� 동상,”� theme.archives.go.kr)

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 동상은 높이 약 25m에 달하는 거대한 

동상이었으나,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로 발생한 4.19 혁명으로 

철거되었다.116)

두 번째로 조성된 동상은 김구 동상이다. 김구 동상은 본래 조선신궁 터에 

가장 먼저 조성될 계획이 수립되었던 동상으로, 1949년 사망한 백범 김구를 기

리기 위해 ‘고백범김구선생동상봉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동상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117) 이후 1968년 먼저 현재의 백범광장이 

조성되었고 이듬해인 1969년 비로소 김구 동상이 조성되었다. 이 김구 동상은 

현재까지도 백범광장에 남아있다. 김구 동상이 현재 위치에 조성된 것은 조선

신궁 터에 항일 민족운동을 기리는 기념물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

만,118) 이승만 동상을 철거한 자리가 본래 1949년 김구 동상을 설립하고자 했

116)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념비와 동상,” theme.archives.go.kr.

117)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공원, 신사, 동상의 건

립을 중심으로,”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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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리라는 이유도 있다. 김구 동상 왼쪽에는 초대 부통령을 지냈으나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했던 이시영 동상이 추후 건립되어,119) 철거

된 이승만 동상과 새로 조성된 김구, 이시영 동상을 통해 대한민국 초기 현대

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기에는 반일의식을 드러내고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동상들이 다수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라

는 단체가 결성되어 민족적 주체성과 관련된 동상을 다수 건립하였는데, 이 단

체는 1968년 세종로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비롯하여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 15기의 동상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0) 1969년 건립된 김구 동

상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조선신궁 터에 세워진 상징적 민족주의 기념물은 안중근 동상과 

안중근의사기념관이다. 안중근 동상은 본래 1959년 이승만 동상이 조선신궁 터

에 세워져 있었던 전 경성신사 터(현 남산 예장자락) 앞에 세워졌는데, 1967년 

남산 회현자락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121) 1970년에는 동상 옆 조선신궁 터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완공되었다. 이 기념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금일봉을 

하사하여 건축비를 후원했으며 개관식에 참석했음은 물론, 미리 국민 성금을 

모아 조성하였다고 한다.122) 안중근의사기념관이 현 자리에 위치한 것 또한 

“일제시기 민족정기를 탄압하는”123) 조선신궁이 있던 현 회현자락 터에 독립운

동가와 관련된 기념물과 공간을 조성하여 민족주의를 강화하고자 한 의도였다.

118)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중구 문화역사자원-백범광장,” junggu.seoul.kr.

119) 조한규, “남산, 항일독립운동의 성지(聖地),” 중소기업신문, 2017년 10월 2일.

120) 국가기록원, “기념비와 동상,” theme.archives.go.kr.

121) 1974년에 안중근 의사의 새로운 사진을 입수하여 동상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동상은 

1974년 동상에 균열이 생겨 2010년에 새로 교체된 동상이다: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공원, 신사, 동상의 건립을 중심으로,” pp.45-50.

122)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공원, 신사, 동상의 건

립을 중심으로,” pp.47-48.

123) 안중근의사기념관 홈페이지, ahnjungge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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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거 남산 회현자락의 조선신궁 터를 다루는 방식은 현재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의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남산공원 회현

지구의 조선신궁 터는 발굴된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양도성이 훼손된 원인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

써 오히려 한양도성 성벽이 문화재로서 지닌 완전성(integrity)을 입증하는 기능

을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선신궁 터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는 최근 문화재를 인식하

는 전세계적인 관점 변화와 연관이 있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유산은 

더 이상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마치 동사와 같이 동적인 과정 전체를 포함하

는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124) 유네스코에서 최근 지정하기 시작한 역사 도시 

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은 경관의 변화 양상까지 새로운 문화유산의 범

124)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
문화 20, 2018, p.166.

그림� 4-37.� 안중근�의사�동상(왼쪽)과�안중근의사기념관(오른쪽)�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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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포함하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형의 문화재다.

광복 직후 1960~70년대에 조선신궁 터는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완전

히 삭제되고 무시되고 새로운 기념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흔적을 찾을 수 없

게 하는,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

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 유적박물관에서 

조선신궁 터를 다루는 방식은 불편한 기억이자 불편한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이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네거티브 헤리

티지이자 반기념비로서 조선신궁 터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하였

다. 조선신궁 터라는 장소 기억의 유형은 동일하지만 기억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하면서 표현 방식 또한 변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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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억의 터 복원

1) 서소문 역사공원: 천주교 박해 및 순교 기억의 터 복원

앞의 ‘기억의 흔적 활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에서 19세

기 후반 천주교 박해 및 순교와 관련하여 장소에 남겨진 흔적은 순교자현양탑

뿐이며, 범위를 부지 외부까지 확장하여 본다면 약현성당이 포함될 수 있을 정

도로 거의 없다. 서소문 역사공원은 실제 장소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천주교 박해 및 순교’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장소, 즉 

‘기억의 터’가 복원된 장소다. 따라서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선별되고 표현된 주

요한 장소 기억은 물리적 기억의 흔적이 아니라 땅의 개념적인 기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 종교성과 역사성

(1) 기억 선별과 의미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선별된 땅의 기억은 서소문 밖 처형장에서 일어난 조

선 후기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기억이다. 기억의 실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이 경관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억으로 선별되

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천주교 관련 기억은 종교 편향성 논란

이 일었던 만큼 그 의미 또한 변화하고 확장된다.

먼저 종교성은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선별된 기억이 지니는 가장 분명한 의

미다. 그러나 기억 충돌 또한 종교성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종교성을 배타적 

종교성으로 인식하는가 범종교성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논쟁이 형성된다. 범국

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견해를 지닌 주체들은 천주교의 종교성이 

역사나 공원이라는 보편적인 개념들과 달리 보편화될 수 없는 배타적인 성격의 

종교성이라고 지적한다. 즉, 천주교의 종교성은 배타적 종교성으로 서소문 역사

공원이 ‘천주교의 성지’가 될 때 그 공간은 모든 사람이 전유하는 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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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나 ‘공원’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125)

한편 ‘범종교성’의 경우, 천주교는 대표적인 종교 중 하나로서 보편적 가치

를 가르치므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신

성함이라는 분위기를 통해 천주교의 종교적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다.126) 설계자는 공모를 준비하며 고민했던 공공 공간과 종교 공간의 교점이 

일종의 “신성한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종교 공간의 신성한 분위기를 통해 설령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위안이나 성찰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감성

을 지닌 공공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범종교성에 대한 생각은, 설계자가 비종교인으로서 현재 독일 베를

린에 조성되고 있는 ‘일치의 집(House of One)’ 사례에서 착안하였다고 한

다.127) ‘일치의 집’은 본래 교회 부지였으나, 최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너진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사원이 같은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는 범종교적 공간으로 고안된 사례이다.128)

설계 공모 또한 종교성을 후자의 ‘범종교성’으로 상정하고 수행되었다. 지침

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순교기념공간은 역사공원과 함께 공공에게 열린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성지로서 엄

숙함과 경건함을 표현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순교기념공간은 외부 방문자들과 

인근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가운데 성스러운 경험을 일상화시키는 기제로서 작

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공원과 순교기념공간은 별개의 독립된 설계대상이 아

니다. 이 둘은 열림과 닫힘, 성(聖)과 속(俗), 과거와 현재라는 대립을 극복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하는 일체적 대상이며, 따라서 이를 하나의 장소적 가치를 

125) 김유철 외, “종교․문화시설의 현주고-서소문 역사공원의 경우,” 종교투명성센터 2020 종교와 

재정 좌담회 자료, 2020년 1월 29일; 김한배, “서소문 역사공원 유감,” Landscape Times, 

2019년 11월 26일.

126) 권재현, “‘서울에서 가장 슬픈 문’ 앞에 세워진 범종교적 신성 공간,” 동아일보, 2019년 10월 

5일.

127)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 11. 12.

128) House of One webpage, house-of-one.org; 이용성,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가 한 건물에

서 예배하는 ‘일치의 집’ 건립 추진,” 조선일보, 201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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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역사유적지로 조성하는 일이 본 설계의 핵심이다.129)

문제는 이처럼 서소문 역사공원의 종교성을 범종교성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온전한 당위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이 

배타적이고 종교 편향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또한 장소 기억에 부

여된 범종교성의 의미가 공원 조성을 위한 충분한 당위성을 제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김선필은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되

어 온 초기부터 사회적인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배타적 역사 인식이 천주교 내

부에서 지속되어 왔음을 비판하기도 했다.130)

이처럼 종교성이 배타적 종교성으로 해석되면서 서소문 역사공원에 함께 수

반되어야 하는 ‘역사성’은 천주교적 색채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고 말았다.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단체이자 종교인 천도

교에서 지속적으로 동학의 역사를 비롯한 역사적 내용들이 현재 서소문 역사공

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천주교의 종교성이 여전히 

배타적 종교성으로 읽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고증 작업은 꾸준히 지속

되어왔다. 공원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심포지엄이나 학술 세미나, 역사 고

증 작업 등을 통해 ‘역사’적 내용들은 확보되었다.131)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내

용들은 천주교 이외의 요소들이 배제된 ‘배타적’인 종교성 아래에 놓인 역사성

처럼 인식되어 종교적 색채에 맞게 선별되거나 배제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 

비판을 오히려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종교성과 역사성은 서소문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기억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인 동시에 여전히 논쟁적인 대상이 

12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경기 규정 및 설계지침,” p.7

130) 김선필, “교회의 역사인식, 배타성을 돌아보다,” 가톨릭평론 12, 2017, pp.23-35.

131) 신형식 외, “조선시대 서울 한양도성 서소문과 천주교 박해,” 서울문화사학회 심포지엄 자료, 

2011년 12월 8일;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문화체

육관광부 과업보고서, 2012;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소문역사공원과 동학의 관련성 역사

고증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중구 과업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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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 논쟁이 서소문 역사공원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비판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기억 논쟁은 배타적 종교

성에서 벗어나 범종교적을 표방하고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

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서소문 성지역사박물

관에서는 기획전시 공간에 ‘러시아 정교회 예술작품 전시’ 또는 ‘불화전’처럼 다

른 종교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콘솔레이션 홀에서는 

재즈 페스티벌이나 태권도 페스티벌이 계획되어 있다.132) 이처럼 종교성을 넘

어서는 공간 운영 계획은 공공재로서 공원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

교 편향적 성격이 강하며 역사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결과물이다. 서

소문 역사공원에서 기억 논쟁은 역사성이 배타적 종교성에 잠식되지 않고 유지

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한다.

(2) 기억 표현과 역할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역사가 지닌 종교성은 서소문 역사공원 내 기념물과 

공간을 통해 표현된다. 먼저 기념물의 경우 앞서 ‘기억의 흔적 삭제’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상의 칼 모양을 형상화한 십자가 조각이나 지하 1층 입구의 조형

물, 세 개의 돌 연작 시리즈 조각 등이 천주교의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않되 공간의 신성한 분위기를 배가시키기 위해 공원 조성 단계에서 계획되었

다. 또한 2019년 6월 개관 당시 열린 「한국근현대조각 100주년 기념전」에서 

전시된 조각들은 전시가 끝난 후에도 하늘광장, 하늘길, 상설전시관 등에 계속

해서 배치되어 본래는 천주교의 종교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것은 아니었지

만 장소 특정성과 결합하여 현재 천주교의 순교 및 박해의 역사를 강화시키는 

기념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념물보다 공간에서는 종교적 신성성을 강화시키는 공간적 표현 방식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종교적 신성성을 경험할 수 있

132)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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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지하� 2층� 성�정하상�기념경당(왼쪽)과�한국식�피에타�상(오른쪽)� (ⓒ손은신)

는 공간은 실제로 미사를 드리는 미사 공간, 순례자와 일반인 모두 영적인 경

험이 가능하도록 의도된 순례 및 추모 공간으로 구분된다. 미사 공간으로는 지

하 2층의 성 정하상 기념경당이 유일하다. 서소문 역사공원 전체 공간 중 이 

공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미사가 드려지는 실질

적인 예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133) 이 경당은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공식적

으로 유일한 예배 공간으로, 십자가가 표시된 제단과 한복을 입고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한국식 ‘피에타’ 상 등 천주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오브제들이 

놓여 있다.134) 지상에는 2008년 봉헌된 제대가 순교자현양탑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순례자와 일반인 모두 신성한 분위기를 경험하며 순교자 추모를 통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된 순례 및 추모 공간은 서소문 역사공원을 구

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다. 순례 및 추모 공간으로 먼저 가장 큰 규모의 

133)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순례자 미사 안내,” www.seosomun.org

134) 천주교 색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며, 천주교 신자인 한 미술가가 

직접 제작하여 헌물로 드린 것이라고 한다: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

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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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 지하 3층의 콘솔레이션 홀과 하늘광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경사로

로 구성되어 지하 하늘광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하늘길을 들 수 있다.135)

이러한 공간들은 일반인들도 추모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 공

간으로 계획되었다. 콘솔레이션 홀을 둘러 하늘광장에 이르는 하늘길을 걸어올

라가는 경험은 일종의 걷기를 통한 ‘순례’처럼 표현된다. 이 순례는 특별한 종

교 관련 배경지식이 없어도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으므로, 천주

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 방문객들도 경험할 수 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콘솔레이션 홀에는 박해로 순교한 성

인 다섯 분의 유해가 자연광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스테인드글라스 등의 영상들이 영사되어 방문자들이 신성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콘솔레이션 홀 맞은편의 하늘 광장은 “무표정한 벽

돌벽으로 둘러싸여 하늘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는 광장”136)이다. 높은 벽

에 둘러싸여 보이는 하늘과 18m 높이의 붉은 벽돌 벽체, 정현 조각가의 폐목

을 활용한 ‘서 있는 사람’이 공간의 감성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늘만 열려 있

는 공간구조로 인해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늘로 연결되는데, 사방이 갇혀 하늘

135) 실제로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나갈 수는 없고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136) 윤승현․이규상․우준승, “종교 공간과 공공 공간 사이,” 프로젝트 소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

관, 월간 SPACE, 2019년 10월 10일, vmspace.com. 

그림� 4-39.� 서소문�역사공원�추모�공간,�콘솔레이션�홀과�하늘광장� � � � � � � � � � � � � � � � �

(왼쪽)콘솔레이션�홀� (오른쪽)하늘광장�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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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이는 구덩이 혹은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며, 순교자처럼 사방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늘로 상징되는 신의 신성성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

럼 경험할 수도 있다. 정현 작가의 침목 조각 작품인 ‘서 있는 사람’은 이러한 

특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한편 하늘광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하늘길은 영상이 영사되는 하늘길 A

구간과 권석만 작가의 ‘발아’ 조각 작품이 놓여있는 하늘길 B로 구성된다. 하늘

길 B의 조각 작품 ‘발아’는 본래 씨앗을 의도한 작품이지만, 하늘길에서는 마치 

행로를 방해하거나 손발을 결박하는 수갑처럼 보여 순탄치 않은 순례길을 상징

하는 ‘방해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공간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순교 성지로서의 역사를 인식한 방문자가 상징물과 기념물에 장소 특정적 의미

를 부여하여 독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걷기’를 통한 공간 체험은 장소와 경관에서만 가능한 기억의 체험 방

식이다. 방문자는 걷기를 통해 이동하면서 공간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장소의 

기억을 체현된 기억으로 다시 인식하고 기억하며 경험한다. 실제로 ‘순례’는 부

정적인 역사의 장소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관광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다크 투

그림� 4-40.� 서소문�역사공원�추모�공간,�하늘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하늘길�A구간� (오른쪽)하늘길� B구간�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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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즘(dark tourism)의 원형적 형태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137) 다크 투어리

즘 개념을 통해, 부정적인 역사와 기억이라도 후대의 사람들이 방문할 만큼 매

력적이고 의미 있는 요소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순례 행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역사성은 지하 3층 상설전시관에서 기록물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조

선 후기 사상사 변화의 흐름과 서소문 밖 처형장 부지의 특징 및 변화, 천주교

의 순교자 현양 사업, 현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여러 역사적 기록 등

이 상설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이는 방문자들이 부지의 역사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시를 통해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종교성과 역사성은 기억의 주체에 따라 다소 다른 맥락의 역할을 수

행한다.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역사성과 종교성을 일종의 신성한 분위기 또는 

특별한 감수성으로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상설전시관의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 

부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콘솔레이션 홀, 

하늘광장, 하늘길을 경험함으로써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의에 의한 영적인 경

험”138)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독특한 경험이 공간을 매력적으로 인식하

137) John Lennon and Malcolm Foley, Dark Tourism, Andover; Hampshire: Cengage 

Learning, 2010, p.3.

그림� 4-41.� 서소문�역사공원에서�비종교인과�종교인의�이용�방식�차이� �

(왼쪽)하늘광장에서�사진을�찍고�있는�방문객�모습,� (오른쪽)순교자현양탑�

앞에서�기도하는�천주교�신자�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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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 이러한 추모의 감정과 경험은 훨씬 더 심층적으로 나

타난다. 이들은 지상의 공원 입구와 순교자현양탑 앞에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리고, 지하 공간으로 이동하며 예배당에 들러 기도를 하는 등 일종의 ‘순례’

를 수행한다.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에서 처형된 순교자 중 시성된 성인과 복자

는 천주교에서 신도들의 기도의 대상이며, 시성되지 않았더라도 천주교인들에게 

모든 순교자들은 종교가 도입되던 시기 초기 기반을 닦은 이들로 인식된다. 특

히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대를 이어 종교를 가진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

거나, 서소문 부지와 오랜 관계를 형성해 온 약현성당의 신도들의 경우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기억은 역사화된 기억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살아있는 기억으

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B. 관광자원화 가능성

(1) 기억 선별과 의미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19세기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기억이 종교성과 역사

성이라는 의미로 한계에 부딪치고 당위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관광자

원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종

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해당 부지를 교회의 사적지인 동시에 역사적인 문

화유산으로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관광자원으로 해석함으로서 서소문 역사공원

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측이 새로운 타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139)

138) 이오주은, “[창간 좌담회]도심재생에서 역사공원이란 무엇인가-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

원화사업 설계공모를 중심으로,” 한국건설신문, 2014년 7월 17일.

139)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위원회 사무국장이자 현재 서소문 역사공원 및 성지박물관 담당 사제

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원종현 신부의 좌담 발언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오주은, “[창간 좌

담회]도심재생에서 역사공원이란 무엇인가-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설계공모를 

중심으로,” 한국건설신문, 201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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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서소문 밖 역사 유적지를 역사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었는데, 이는 2013년 5월 서소문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과정에서 “종무(종교업무) 사업의 성격

이 없지 않으니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140)는 반박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의미에는 “조선후기 역사 및 

사회사적 중요 사건 전시 및 체험 공간 조성” 이외에도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

는 역사공원 조성”, “천주교 성지 조성(순교자 기념관, 서울시내 천주교 성지 

순례길 구축)”으로 보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141)

역사공원 조성 근거가 없다는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소문 역사공원의 천주

교 박해 및 순교 역사에는 ‘관광자원화’라는 새로운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서소

문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세계적 가톨릭 성지 조성”으로 순례객을 유입하고 

가톨릭 관련 행사를 유치하며 교황 방한을 통해 국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142) 관광자원화는 서소문 부지에 얽

힌 여러 복잡한 논쟁적 요소들을 융합하기 위해 도출한 새로운 의미인데, 종교, 

문화, 역사, 공원, 도시, 건축, 관광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할 수 있으며 중

구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었다.143)

이처럼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에서 기억의 의미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부여

된 것은 기억의 상업화 또는 관광화와 같은 비판적인 관점의 문제라기보다, 종

교성과 역사성으로 포괄할 수 없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과정의 논쟁을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당위성을 발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교황 프란치스

코가 서소문 역사공원 부지에 방한한 것은 2014년이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140) 이오주은, “[창간 좌담회]도심재생에서 역사공원이란 무엇인가-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

원화사업 설계공모를 중심으로,” 한국건설신문, 2014년 7월 17일.

14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보고자료, 2013년 5

월 8일.

142)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보고자료, 2013년 7월 12일.

143) 이오주은, “[창간 좌담회]도심재생에서 역사공원이란 무엇인가-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

원화사업 설계공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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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30주년이 된 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광자원화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2) 기억 표현과 역할

실제로 종교 순례지는 중요한 국가적 관광 자원 중 하나다. 기독교의 세계

적 순례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이슬람의 성지 메

카 등은 세계적인 순례 도시이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톨릭의 순례

길로 자아 성찰이 가능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관으로 유명하다.

2013년 한국 천주교회는 총 24곳의 서울 성지순례길을 계획하였는데, 당시 

역사공원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가 이 순례 코스

에 포함되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서소문 성지의 순교자현양탑을 

찾아 참배를 수행하였고, 공원이 조성된 후 2018년, 로마 교황청이 천주교 서

그림� 4-42.� 프란치스코�교황�서소문�성지�순교자현양탑�참배

� � � � � � � � � � � � (출처:� 연합뉴스․공동취재단,� “서소문� 성지� 찾은� 교황,� 신도들에게� 아낌없는� 축복,”� 한국

일보,� 201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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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교황청�공식�지정�천주교�서울�순례길�코스.� 서소문�역사공원은� 2코스� 8번에�

위치한다� (출처:�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홈페이지,� “순례코스,”� www.seosom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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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순례길을 아시아 최초의 국제 공식 순례지로 승인하면서 서소문 역사공원이 

포함된 순례길이 관광 자원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제시하는 서울 순례길 코스는 총 26곳의 성지

를 연결하고 있으며 3개 코스로 나뉘어 있다. 서소문 역사공원이 포함된 제2코

스는 가회동 성당에서 시작하여 서소문 순교성지를 지나 중림동 약현성당으로 

연결되며, 총 코스길이 5.9km로 약 2시간이 소요된다[그림 4-43].144) 한편 서

울시는 천주교의 전체 순례 코스 중 일부 주요 순례지를 다시 연결하여 서울 

순례길을 관광 코스로 운영하며 도보 해설 관광을 제공하고 있다. 이 코스는 

명동 대성당에서 시작하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역사공원, 중림동 약현성당으로 연결된다.145)

흥미로운 점은 서울 순례길을 구성하는 각 공간에 ‘기억의 터’로 남아 있는 

공간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김범우의 집 터(장악원 터), 한국 천주

교회 창립 터(이벽의 집 터), 좌포도청 터, 광화문 124위 시복 터, 형조 터, 의

144)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순례코스,” seosomun.org.

145) 서울도보해설관광 홈페이지, “서소문 순례길(서울 순례길),” korean.visitseoul.net.

그림� 4-44.� 천주교�서울�순례길�코스�내�기억의�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청계천로�이벽의�집터(한국�천주교회�창립�터)� � � � � � � � � � � � � � � �

(오른쪽)세종문화회관�앞�형조�터(한국�천주교�신앙�증거�터)� � � � � � � � � � � � � � � �

(출처:�천주교�서울대교구�순교자�현양위원회�홈페이지,� “천주교�서울�순례길,”�marty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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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 터, 전옥서 터, 우포도청 터, 경기감영 터 등이 도심 내 주요 코스인 서울

순례길 1코스 및 2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장소 바닥에는 관련 내용이 기

록된 표식이 놓여있는데, 표식 이외에 다른 흔적이 없는 기억의 터가 순례길 

코스를 구성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은 물리적 흔적이 없는 개념적인 장소 기억 

또한 기억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전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2) 남산공원 회현지구: 발굴 후 복원 방식의 변화

앞에서 역사와 기억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역사의 흔적은 발굴의 대상이

지만 기억의 흔적은 활용의 대상임을 논의한 바 있다. 공사 중 묻혀 있던 유구

나 유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를 멈추고 발굴을 위한 조사 및 발굴 작업을 

시행하게 되지만, 기억의 흔적은 활용 대상으로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활용

할 것인지 그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남산공원 회현지구는 한양도성이라는 전통적인 범주의 문화재 발굴 작업이 

시행되면서 형성된 사례다. 발굴 대상인 한양도성 성벽은 국내 문화재로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21년에는 

재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성벽 발굴을 위해 기존의 남산공원 회현

지구 구간 지상부에 남겨져 있던 최근의 흔적들은 거의 철거되었다. 현재 현장

유적박물관이 조성되어 있는 3단계 구간에는 본래 남산분수대를 중심으로 하는 

분수광장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발굴 작업은 지상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

보다 중요한 역사적 흔적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된다. 남산공원 회현지

구에서 역사적 흔적은 서소문 역사공원의 사례처럼 추상적인 기억의 터가 아닌 

실제 물리적 역사적 흔적으로서 발굴을 통해 지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실

제 흔적이다.

그러나 장소의 역사인 한양도성 성벽 문화재를 발굴한 후의 표현 방식은 전

통적인 방식과 다르다. 표현 방식은 같은 회현지구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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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1단계 구간)과 백범광장(2단계 구간)의 성벽은 원형이 복원된 반면, 중앙

광장(3단계 구간)의 성벽은 현장 유적박물관으로서 복원되지 않고 무너진 유구 

그대로 현장에 전시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한양도성 성곽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1999년으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한양도성 성벽 유적이 시굴되었다. 이후 서소문, 청계천, 장충동, 동대문운동장, 

숭례문, 인왕산 등 한양도성 성벽 발굴조사가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이때 발굴

된 서울 한양도성 성벽은 다행히 해당 유적을 옮겨 위치가 변동되지는 않았지

만, 다시 복토되어 땅 속에 그대로 보존되거나, 정비되어 상부를 복원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고 한다.146) 즉, 이전까지는 한양도성 성벽이 발굴된 후 보존을 위

해 복토되어 다시 땅 속에 묻거나 발굴된 유적을 박물관으로 옮겨 왔으며, 일

반인도 볼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무너진 유구 위에 새로운 재료

를 덧대어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본재는 전체 구간의 성벽을 

복원할 계획이었다. 1~2단계 구간 복원 및 정비가 마무리되고 3단계 구간 발

굴 조사 및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된 2013년 1월까지 서울시 내부 자료를 살

펴보면, 조선신궁의 경우 터가 발굴되더라도 없애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양도

성의 유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긴 하였

으나, 한양도성 성벽 이외의 유적이나 흔적에 대한 보존 논의는 찾아볼 수 없

으며 3단계 구간 또한 147m 길이의 성벽을 1~2단계와 마찬가지로 원형으로 

복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147)

2013년 11월 3단계 구간에 대한 공모가 공고되면서 이러한 원형 복원 계획

이 처음 변동되었다. 특히 2013년 공모에서 발굴된 한양도성 성벽과 조선신궁 

터, 분수대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공원 조성안 설계 공모를 시행하였

146) 서울역사박물관, 도성발굴의 기록 Ⅲ,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6, pp.192-196.

147)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남산 회현자락 3단계(중앙광장) 한양도성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 추

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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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2017년의 공모는 문화재이자 야외박물관으로서 한양도성 성벽을 비롯한 

역사적 흔적들의 원형을 존중하고 과거의 역사와 흔적을 공유하는 고고학의 현

장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유적박물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물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모로 계획되었다.148)

현재 3단계 구간 현장 유적박물관에 무너진 흔적 그대로 전시된 한양도성 

성벽을 기억의 터 복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먼저 부지의 역

사적 흔적은 발굴을 통해 물리적으로 지표면에 복원되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한양도성 성벽 복원 시 대부분 원형 추정을 통해 새로운 재료를 덧대어 상부를 

복원하는 방식을 취했던 반면, 남산 회현지구 현장 유적박물관에서는 발굴된 

성벽이 복원되지 않고, 땅 속에서 발굴된 1차 복원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기억의 터를 복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던 서소

문 역사공원에서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기억의 터를 공간 경험과 역사 기록 

중심으로 표현하고 복원하고자 했다면,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는 실제 기억의 

물리적 흔적을 발굴 작업을 통해 복원한다. 또한 회현지구 1~2단계 구간에서는 

물리적 흔적을 발굴한 이후 과거 한양도성 성벽이 조성된 시대의 높이와 형태

를 추정하여 ‘원형’이라 칭할 수 있는 과거 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3단계 구간의 한양도성 성벽은 과거 성벽이 축성도던 시대

가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완전성과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형을 

새로운 재료로 복원하지 않고 무너진 형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8) 2015년 7월 남산 회현자락 TF팀 2차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2017년 공고된 현장유

적박물관 설계공모안의 기반이 된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

장 유적박물관 조성 설계공모 추진 기본계획,” 보고자료, 201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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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억의 주제화와 개념화

1) 서서울 호수공원: 산업 폐허로서 정수장과 환경 테마공원

서서울 호수공원은 흔히 선유도공원과 비교된다. 두 공원은 폐쇄된 정수장

이라는 장소 기억의 재활용과 폐허 위로 자라나는 자연의 대비, 그리고 정수장

의 물을 주제로 한 환경 테마공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공원으로 인식된다. 그

렇다면 정말 두 공원은 유사한가? 만약 그렇게 인식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가? 본 연구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양상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는 2000년대 초반 서울시 폐정수장의 공간 전용 경향, 두 번째는 환경 

테마공원으로 제시되는 ‘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폐허를 가치 있는 기억

으로 인식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의 선행 사례를 통해 누적되는 주제화된 

산업 기억 활용 양상을 검토한다.

(1) 서울시 폐정수장 공간 전용 경향 

선유도공원이 서서울 호수공원 조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 서울의 정수장 폐쇄와 관련된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7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은 서울은 심각한 급수난 문제가 발생하면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월정수장(1959~2003), 선유정수장(1978~2000), 보광

정수장(1961~2004) 등의 정수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서울 인구가 

안정화되고 암사정수장(1984~현재), 강북정수장(1998~현재) 등의 대형 정수장

이 건설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노후화된 정수장을 차례로 폐쇄하는 변화가 나타

났다.149) 이러한 변화에 의해 폐쇄된 정수장으로는 신월정수장을 비롯하여 구

의정수장(1936~2002), 뚝도정수장(1908~1991), 노량진정수장(1910~1998) 등

을 들 수 있다.150)

149) 조한,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pp.259-260.

150) 안근철, “기능체계 관점으로 본 산업유산 재현방식 연구: 서울시 폐정수장을 대상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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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정수장은 다양한 용도로 전환되었다. 먼저 선유정수장은 선유도공원

으로, 신월정수장은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뚝섬정수장은 서울숲 곤충 식물원으

로, 노량진정수장은 노들나루공원으로151) 전용되면서 폐정수장의 전체 또는 일

부의 공원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보광정수장 터에는 2006년 용산 

국제학교가 개교하였으며, 구의정수장은 등록문화재 제 358호로 지정되어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152)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37.

151) 노량진정수장 제 1,2정수장 터는 2001년 노량진 배수지공원으로 조성되었고 2013년 노들나

루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제 3정수장 부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

도자재관리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공원화된 정수장 사례와 달리 노들나루공원에는 ‘노

량진 정수장터’라고 쓰인 기념비 이외에 다른 정수장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안근철, “기능

체계 관점으로 본 산업유산 재현방식 연구: 서울시 폐정수장을 대상으로,” p.3 참고. 

152) 구의정수장 내 제 1․2 정수장(1936․1959년 조성) 건물 및 시설이 등록문화재 제 358호로 지

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제 3․4 정수장은 재건설 공사를 거쳐 현재까지도 정수장으로 사용되

고 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arisu.seoul.go.kr; 문

분류 폐정수장 공간 전용 주요 특성

공원화

노량진정수장

(1910-1998)

노들나루공원(2001)

수도자재관리센터

-� 제1,2정수장�터는�노량진�배수지공원(현�노들나루�

공원)으로�조성� (정수장�흔적�미활용�근린공원)

-� 제3정수장�부지는�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자재관리센터로�사용

선유정수장

(1978-2000)
선유도공원(2002)

-� 1999년� 설계공모로�조성되었으며�정수장�시설�및�

구조를�활용한�국내�최초�환경생태�재생공원�사례

-� 한강�위의�섬� 선유도에�위치

뚝도정수장

(1908-1991)

서울숲�곤충식물원(2005)

수도박물관(2008)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국내�최초의�정수장으로,� 제1정수장은�수도박물관,�

제2~4정수장은�서울숲�곤충식물원을�포함한�

자연체험학습원으로�조성

-� 시설�확장�및� 신설�구역은�현재까지�뚝도정수장으로�

이용(뚝도아리수정수센터)

신월정수장

(1959-2003)
서서울호수공원(2009)

-� 2007년� 설계공모로�조성되었으며�정수장�시설�및�

구조를�활용한�환경테마공원

-� 정수장�배수지는�야구공원,�가압장�건물은�서서울�

교육예술센터(2016� 조성)로�이용�

보존
구의정수장

(1936-2002)

등록문화재(2007)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2007년� 제1․2정수장이�등록문화재로�지정,� 정수장�

문화재�및� 물환경전시장으로�이용

-� 제3․4정수장은�재건설�후�현재까지�구의정수장으로�

이용(구의아리수정수센터)

기타
보광정수장

(1961-2004)
용산�국제학교(2006)

-� 주한�외국인�교육을�위한�국제학교로�조성,� 2006년�

8월� 개교

표� 4-8.� 서울시�폐정수장�공간�전용�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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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수장 용도 전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폐쇄된 서울의 

정수장 시설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산업 인프라의 흔적으로서 공원 설계 

시 장소의 흔적이자 정체성으로 활용되었으며(선유정수장, 신월정수장, 뚝도정

수장), 도시에 남겨진 상흔으로서 재생이 필요한 산업 부지 혹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산업 유산(구의정수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폐정수장의 공원화 사례 

4곳 중 3곳의 사례가 기존 정수장의 구조 및 흔적을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화 경향이 상당히 주요한 폐정수장 활용 방식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수장 흔적을 최초로 활용한 선유도공원의 사례 이후 폐정

수장 활용 방식이 점차 중첩된다는 점이다. 특히 ‘노량진 정수장터’라는 비석만

이 정수장이 있던 흔적을 나타내는 노량진 정수장이나, 완전히 철거된 후 용산

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서울 구의정수장 제 1․2공장,” heritage.go.kr 참고.

공원

선유도공원(2002) 서울숲�곤충식물원(2005) 서서울�호수공원(2009)

선유정수장

(1978-2000)

뚝도정수장�급속여과지

(1908-1991)

신월정수장

(1959-2003)

전시관․

박물관

선유도공원�한강전시관(2002)

(현� 선유도이야기관)

등록문화재�제� 358호(2007)

물환경전시장
수도박물관(2008)

선유정수장�송수펌프장

(1978-2000)

구의정수장�제� 1․2공장

(1936-2002)

뚝도정수장�제� 1정수장

(1908-1991)

출처:� (선유도공원,�서울숲,�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의�산과�공원� parks.seoul.go.kr

(구의정수장)� 문화재청�국가유산포털� heritage.go.kr

(뚝도정수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박물관”� arisu.seoul.go.kr

표� 4-9.� 유형별�폐정수장�활용�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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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로 조성된 보광정수장을 제외한 4곳의 정수장의 이용 방식은 크게 정

수장 흔적을 활용한 공원과 정수장 관련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선행 사례로서 선유도공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4-9].

1999년 선유도공원화 사업은 한강을 되살리기 위한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

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설계 지침에서는 기존 정수장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

여 문화, 휴식, 관광의 명소를 제공하고 한강의 역사와 생태를 배울 수 있는 환

경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 제안되었다.153) 기존 침전지를 활용한 수질정

화원이나 송수 펌프실을 개조한 한강전시관(현 선유도 이야기관)이 설계된 것은 

이처럼 한강의 역사와 생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1990년

대까지 서울에 조성되던 공원들은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부지

임에도 대부분 흔적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설계자의 회고에 따르면 실제 선유도공원 공모 최종 심사 대상이었던 5개

의 안 중 당선작을 제외한 4개의 안은 대부분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었다.154)

한편 2005년 서울숲 조성 당시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뚝도정수장의 

급속여과지 건물은 곤충식물원으로 조성되었는데, 이 두 사례는 2007년 서서울 

호수공원 조성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2007년 4월 고시된 서서울 호수공

원 현상공모 설계지침을 살펴보면, 공원조성 기본방향에 “기존 정수시설 및 기

반시설과 울창한 숲, 연못을 최대한 활용한 자원재활용,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며, 일반 설계 지침에는 “노후시설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침전조 

및 펌프실 등 과거 정수장이었던 시설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155)

153) 조경설계서안․조성룡도시건축․다산컨설턴트, “책속의 책-선유도공원,” 건축문화 2002년 7월호, 

p.34.

154) 정영선․조성룡․정기용, “좌담-기억과 장소의 복원, 선유도공원,” 건축문화 2002년 7월호, p.78.

155)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288

이러한 지침사항은 서울시에서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계획이 처음 논의되

던 2006년 초기 자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추진계

획이 구체화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료에 따르면 공원조성 방향 중 하나로 

“기존 정수시설을 재활용하여 선유도공원과 같은 자원재활용 공원 조성”156)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조성 사업비 비교를 위한 유사공원 사례로 선유도공원

과 서울숲을 꼽고 있다. 

또한 사업비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서서울 호수공원은 선유도공원과 면적, 

사업비, 리모델링 비용 등이 유사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정수장 시설 및 건물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리모델링 건물 수와 공사비용이 유사하게 추산되어 있다

[표 4-10].157) 이는 서서울 호수공원 현상 공모를 계획할 당시부터 서울시가 

선유도공원처럼 폐쇄된 정수장의 구조와 재료를 포함한 장소 기억 전반을 활용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음을 보여준다. 

p.12.

156)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추진계획,” p.9.

157)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추진계획,” p.16.

구    분 선유도공원 서울숲
신월정수장

(1단계지역)

위    치 영등포구�양화동� 95 성동구�성수동� 685 양천구�신월동�산68-3

면  적(㎡) 110,407 1,156,498 136,722

조성년도 2002년도 2005년도 조성예정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8,330 239,998 52,890

보상비 33,279 166,037 33,833

조성비
13,873

(415천원/평당)

69,015

(826천원/평당)

18,200

(440천원/평당)

용역․기타 1,178 4,946 857

리모델링

(조성비에 

포함)

동  수 4 1 3

연면적
5,044㎡

(1,526평)

1,801㎡

(545평)

5,207㎡

(1,575평)

공사비
4,469백만원

(평당� 2,929천원)

2,200백만원

(평당� 4,036천원)

5,535백만원

(평당� 3,514천원)

표� 4-10.� 신월정수장�부지�공원화�추진계획�시� 유사공원�조성사업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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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테마공원

한편 선유도공원의 영향은 환경을 테마로 한 공원 조성 경향에서도 나타난

다. 서서울 호수공원의 ‘테마형’ 공원 조성 계획은 먼저 현상공모지침에 제시되

어 있는데, 설계 지침 내 사업 배경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테마․체

험형 공원”158)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때 ‘테마’란 무엇인가? 2007년 현상공모 공고 당시 제시된 서울시 보도자

료에서 서서울 호수공원을 처음으로 ‘환경테마공원’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 

때 서서울 호수공원의 테마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환경테마공원”이자 “물

을 테마로 한 공원”이다.159) 2008년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는 서서울 호수공원의 

환경테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수도권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6

천여 평에 달하는 넓은 연못을 갖추고 있고, 정수장 내부시설이 잘 보전되어 

있어 물을 테마로 한 공원”으로, “기존 정수시설을 재활용한 수질정화시스템, 

물순환시스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ㆍ자원재활용 공원”이

며 “공원 시설 내부는 자연환경과 이용형태를 고려해 특색 있는 테마공간”으로 

규정되었다.160) 이 때 언급되는 수질정화시스템이나 물순환시스템은 선유도공

원의 수질정화원과 환경 물놀이터에 도입된 시설이다.

이처럼 계획 초기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가장 부각되는 환경 테마는 ‘물’이

다. 이는 물이 정수장의 장소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7~2009년 서서울 호수공원이 조성될 당시 물과 관련된 테마

로는 정수장 시설을 활용한 수질정화 시스템과 물순환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홍

보되었는데, 이 물순환 시스템이 가장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몬드리안 

정원 내 미디어 벽천과 얕은 수질 정화원이다. 다만 미디어벽천 표지판에는 ‘떨

158)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지침서,” p.1.

159) 내 손안에 서울, “신월정수장 부지에 환경테마공원 조성,” 서울특별시-내 손안에 서울, 2007

년 4월 25일, mediahub.seoul.go.kr.

160) 박성진, “서울 신월정수장 주변 테마공원으로 탈바꿈,” 연합뉴스, 2008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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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물과 대규모 미디어를 이용한 벽천은 몬드리안 정원뿐 아니라 서서울 

호수공원의 주특화 요소’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방문객이 시각적으로 물순환시스

템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그림 4-45].

(3) 산업 폐허로서 정수장의 가치 인식

반면 오히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점차 주목받는 테마화된 대상은 중요하게 

선별된 기억의 흔적인 ‘수려한 자연경관’과 ‘재생된 옛 시설물’로,161) 특히 장소

의 기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인 옛 정수장의 시설물은 주요한 기억의 

테마가 된다.162) 서서울 호수공원은 2011년 미국 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ASLA)에서 전문가 부문 수상작(Professional 

Awards)에 선정되었는데, 당시 심사위원 평가에서는 물이나 친환경에너지 사용

보다는 공원에서 산업 부지의 흔적을 활용한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공원이라기에는, 그리고 버려진 산업 부지라기에는 놀랍다. 공원에는 

161) 또다른 테마화된 대상은 비행기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소음을 감지하여 치솟는 인공호수 중

앙의 ‘소리분수’인데, 이 경우 공원 개장 직후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비행기 소음은 정확히는 

부지의 장소 기억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주변 신월동 주민들의 기억이므로 본 연구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162)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 이용 가이드북-공원이 좋아,” p.10.

그림� 4-45.� 서서울�호수공원�미디어�벽천과�수질정화원(왼쪽)� 및�설명�표지판(오른쪽).�

물순환시스템에�대한�안내는�적혀�있지�않다.�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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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파편들이 훌륭하게 병치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프라가 때때로 더 이상 기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상지에서 재료 사용 방식은 뛰어나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우리가 기존 시설의 흔적들

을 지울 필요가 없으며, 이를 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163)

정수장에 남겨진 기존 시설의 흔적과 파편들은 독특한 미적 감성을 불러일

으킨다. 격자형의 낡은 콘크리트는 정수장만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침전조 공간

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재료다. 회색의 낡은 콘크리트와 짙은 갈색의 철근, 그리

고 이러한 기존 재료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짙은 갈색의 코르텐 스틸

은 오늘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사용된 재료와 구조가 선유도공원과 유사한 것은 일차

적으로 두 공원을 구성하는 장소 기억이 정수장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두 공

원은 기존의 공간인 정수장과 전용되는 공간인 공원이 같고, 산업 폐허와 자연

의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재활용 생태 공원을 표방한다. 그러나 동일한 기억

의 부지가 반드시 동일한 기억 경관으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의 

이면에는 국내 첫 ‘성공적’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으로 조성된 선유도공원

의 선례가 뒤이어 국내에 조성된 유사한 성격의 공원들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선유도공원에 대한 다음 비평을 참고한다.

선유도공원은 근대화의 산물인 수도공장의 황폐화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디자인한 공원이며, 전통과 생태의 습관적 폭식으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에 걸린 

한국의 도시공원 설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점점 늘어날 포스

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Post-industrial site)의 재활용 설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164)

선유도공원이 미친 영향은 단지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에 국한되지 않

163) ASLA(2011) “West Seoul Lake Park, Seoul, Korea,” 2011 ASLA Professional Awards, as

la.org/2011awards.

164) 배정한, “시간의 정원, 발견의 디자인: 선유도공원이 전하는 말,” 환경과조경, 2002년 7월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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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보다는 ‘공장’이자 ‘산업 폐허’로서 정수장이 공원과 결합될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국내 척 

사례라는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 앞서 살펴본 국내 폐정수장의 공간 전용 사례

만 살펴보아도 선유도공원은 서울숲과 서서울 호수공원은 물론 뚝도정수장과 

구의정수장의 전시관 사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숲과 서

서울 호수공원 사례에서 정수장 시설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고 활용되며 심지어 

구의정수장의 사례처럼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초기 선유도공원의 

폐정수장 활용 사례를 통해 산업 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

로운 공간 전용 방식의 도입을 통해 산업 기억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

련하게 된 것이다. 공모 지침과 설계안, 심사위원 평가와 공원 비평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기억의 가치 재인식은 비단 설계가에게만 나타나는 것

은 아니며, 계획과 설계, 운영과 관리, 이용, 연구와 비평 모든 측면에서 누적되

어 있다. 새로운 기억 경관을 조성하는 전체 단계에서 선행 사례에서 형성되고 

누적되어 중첩된 기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선유도공원 또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방식과 같은 산업 기억의 재인

식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선유도공원은 1991년 피터 라츠(Peter 

Latz)가 설계한 독일 엠셔 지역의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Duisburg-Nord 

Landscape Park)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설계자가 직접 

밝힌 벤치마킹 사례로 관련 문헌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선유도공원 설계자에 

따르면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은 “기존의 공장시설을 그대로 존치․활용하면

서 새로운 용도와 이미지를 부여하고, 땅의 생태환경과 지역의 사회․생태적 프

로세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원형의 한 모델을 제시하

였다는 평가”165)를 받는다. 

한편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을 설계한 피터 라츠(Peter Latz)에 따르면, 

라츠가 이러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자신이 어린 

165) 성종상, “선유도공원: 다시 우리 곁으로 온 섬, 선유도,” 환경과조경, 2002년 6월호,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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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자란 도시의 풍경과 관련이 깊다.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

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라츠는 1939년 독일 자를란트(Saarland)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 지역은 탄광과 제철소가 위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의 대

상이 되었던 곳이다. 라츠는 폐허화된 마을에서 자라면서 폐허화된 재료가 지

닌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폐허를 재활용하고

(recycling) 고치며(recondition) 복원하는(rehabilitate)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고 한다.166)

실제로 라츠는 1991년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 설계 당시 본인은 시애틀

의 개스 워크 파크(Gas Works Park)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이미 그 이전에 

1985년 독일 자르브뤼켄(Saarbrücken)에 폐허화된 석탄 수출입 부두를 활용한 

하버 아일랜드 공원(Harbor Island Park)을 설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167) 한

편 1990년 경 라츠가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 설계를 시작할 때 주위 사람

들이 많이 언급했던 선행 사례는 오히려 프랑스 파리의 시트로엥 공원(Parc 

Citroën)이었으며,168) 시애틀의 개스 워크 파크는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이 

166) Stephen Heyman, “Peter Latz: Rehabilitating Postindustrial Landscapes,” The New York 
Times, 20 December, 2015. 

167) 실제로 피터 라츠가 하버 아일랜드 공원 설계 시 실제로 아이디어를 얻었던 선행 사례는 16

세기 르네상스 정원이라고 하는데, 라츠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마다 가진 정보와 결합 방식

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보고 동선을 따라가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의미의 다양성(multiplicity of meanings), 즉 하나의 풍경에 

3-4가지의 의미가 겹쳐 있는 암시와 미묘함(allusions and subtleties)으로 가득한 르네상스 

공원의 특성을 산업 폐허를 재활용한 공원의 경험 방식에 적용하고자 했다. Arthur Lubow, 

“The Anti-Olmsted,”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6 May, 2004. 참고; 르네상스 정

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조경 이론가 존 딕슨 헌트가 이처럼 방문자의 다양한 기억 층

위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 의도된 경관 조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다음의 문헌을 참고로 

살펴볼 수 있다: John D. Hunt, “Preservation in the Sphere of the Mind: Duration and 

Memory,” Site, Sight, Insight: Essays on Landscape Architec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6, pp.142-151.

168) 한편 피터 라츠는 시트로엥 자동차 공장의 흔적이 제대로 남겨진 부분은 ‘시트로엥 공원’이

라는 이름뿐이며 실제 시트로엥 공원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려(to avoid remembering the 

history)” 하며 “산업 기억을 피한다(to avoid the industrial memory)”고 평가하였고, 본인

의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 설계 전략은 이와 “정반대(the opposite)”라고 언급하였다; Arthur 

Lubow, “The Anti-Olm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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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거둔 이후에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선행 사례(the most 

prominent predecessor)”로 언급된다.169)

한편 서서울 호수공원의 경우, 선행 사례인 선유도공원과 가장 구분되는 지

점은 주변 도시 맥락이었다고 한다. 내부 부지의 기억은 정수장으로 동일하지

만 선유도공원은 한강 위에 떠 있는 섬으로 공원 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 서서울 호수공원은 주거지가 부지와 인접해있으며 해당 지역은 공

원과 같은 공공 공간과 문화적 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는 것이다. 선행 사례인 선유도공원과 구분되는 이러한 지점은 서서울 호수공

169) Arthur Lubow, “The Anti-Olmsted.”

그림� 4-46.� 독일�두이스부르크-노르트�공원(왼쪽�위)� 관련�선행�사례� � � � � � � � � � � � � �

(오른쪽�위)� 주요�선행�사례로�자주�언급되는�미국�개스�워크�공원,� � � � �

(아래)� 피터�라츠가�두이스부르크-노르트�공원�이전�석탄�부두를�활용하여�

설계한�독일�하버�아일랜드�공원

(출처:� (왼쪽�위,� 아래)latzundparter.de,� (오른쪽� 위)tcl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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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설계 방향을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일상적인 공원으로 이끌었다. 기존 콘

크리트와 철근 등 자칫 폐허처럼 인식될 수 있는 소재와 명확히 대비되는 자연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콘크리트의 회색과 대비되는 빨간 색을 주요 공간에 

활용하며, 지역의 오랜 문제였던 비행기 소음 문제의 불쾌함과 불편함을 공원

에서는 즐길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한 소리분수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100인의 식탁 등을 계획한 것을 꼽을 수 있다.170)

계획가와 설계가는 선행 사례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억을 새롭게 재

인식하고 표현할 방법을 고안한다. 경관의 관리와 운영, 이용, 연구와 비평 과

정에서 기억의 재인식과 선례의 영향은 점차 누적된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선행 사례는 산업 기억의 인식 전환과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억 표현 방식의 모방보다는, 산업 ‘폐허’로서 기억을 공원과 일상 공간

과 결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인식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초기에는 기억의 재인식 및 새로운 표현 방식과 기존 

관습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갈등은 통합되

어 기억 경관의 새로운 형식이 된다.171)

이처럼 선행 사례를 통해 중첩되고 누적된 산업 기억이 지닌 가치와 의미, 

그리고 기억 표현 형식은 산업 폐허를 활용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가치를 부여

한다. 또한 누적된 기억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활용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산업 기억들을 산업 폐허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170) 이러한 도시적 맥락에 대한 인식은 기존 자연 식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식 및 색채 계

획, 소리분수, 100인의 식탁 등에 영향을 미쳤다.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

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171) 예를 들어 서서울 호수공원 개장 초기인 2009-2010년 경 몬드리안 정원과 송수관 파이프 

구조물에 사용된 코르텐 스틸에 대해, 공원 관리 업체 직원들로부터 ‘철이 계속 녹슨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코르텐 스틸을 공공 공간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

다고 한다: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

월 3일; 2011년 연구자가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관리 업체 직원으로부터 ‘녹이 많이 슬었는

데,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 한 것이라고 하더라’는 설명을 들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최근 10

년 사이 코르텐 스틸처럼 산업 폐허를 상징하는 소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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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소문 역사공원: 종교성과 체험 공간

서소문 역사공원 사례분석틀에서 선별된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와 순교의 

기억에 부여된 의미를 크게 종교성, 역사성, 관광자원화 가능성으로 정리하였

다. 이 중 ‘서소문 역사공원’이라는 경관에서 개념화되고 주제화된 기억의 특성

은 무엇인가? 서소문 역사공원은 종교적 경관인가, 역사적 경관인가, 관광 자원

으로서 경관인가?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기억 이미지는 ‘종교적’ 경

관으로 표출된다. 사실상 역사성과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모두 종교성에 기반하

고 있다. 이는 조성 계획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장소 기억, 즉 조선 후기 서소

문 밖 처형장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 및 순교의 역사가 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자 선별된 기억이라는 점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한 

것은 기억에 부여된 의미다. 공원이라는 공공 공간에 해당 기억을 활용한 장소 

기억이 조성되기 위해 ‘역사성’의 의미가 부여되었고, 이로 인해 천주교 이외 

처형된 이들의 삭제된 기억으로 인해 기억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 기억 논쟁은 

상설전시관의 전시 주제를 사상사와 서소문 처형장 역사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 공원과 역사라는 두 보편적인 개념을 포괄할 수 있

는 ‘관광자원화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및 순교에 역사에 부여된 의미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추가된 것은, 해당 장소 기억이 지닌 가치가 단지 종교성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장소 기억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조성된 경관에서 가장 초기에 부여된 의미인 ‘종교성’이 다른 두 의미

를 포괄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역사성은 종교적인 역사성, 관광자원화 

가능성은 종교 관광자원화 가능성으로 인식된다.

앞의 ‘기억의 흔적 삭제’에서 천주교 이외 서소문 처형장과 관련된 동학 등

의 역사적 사실들이 상설전시관을 통해 보완되었고 공원 전체에서 천주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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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천주교�성지�공간�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쪽)� 서울�용산구�새남터기념성당,� (오른쪽)� 서울�마포구�절두산기념관� �

(출처:� 굿뉴스� 가톨릭�자료실,� maria.catholic.or.kr)

기념물이나 상징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념물이나 오브제의 보완 또는 축소만으로 경관에서 표현되는 기억 이미

지가 변화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기억은 경관에서 공간의 구조와 소재, 

그리고 이를 이용자의 경험에 의해 이미지로 구현되는데, 이때 공간의 기억 이

미지는 가장 중요한 기억을 중심으로 주제화된다.

서소문 역사공원은 국내 다른 천주교 순교 성지와는 다른 공간 구조를 가지

고 있는데, 지상부가 성당이나 기념관 등 성지임을 보여주는 건축물이 아닌 공

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서울 내 대표적 천주교 성지인 서울 용산구의 새남터 

기념성당이나 마포구의 절두산 기념관을 보면 지상에 기념성당이 세워져 있으

며, 성당 앞의 기념비들이 놓인 기념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그림 4-47]. 이처럼 

순교 성지는 대부분 지상의 기념성당과 기념비 공간으로 구성된다. 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당인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또한 성경 인물인 베드

로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순교 성지의 경우 지상부

에 성당이나 건축물이 세워지는 공간 구성이 일반적이다.

반면 서소문 역사공원 지상부에는 순교자현양탑 외에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

는 기념물이나 시설이 없다. 이러한 시설들이 계획 또는 설계 과정에서 고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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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메모리얼�공원�지상(공원)-지하(박물관)�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미국� 9.11� 메모리얼,� (가운데)독일�홀로코스트�메모리얼,� (아래)서소문�

역사공원� (출처:� (위)911memorial.org,� (가운데)berlin.de/museum,� (아래)ⓒ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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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할지라도 기억 논쟁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삭제되거나 약화되었다. 서소문 

역사공원은 오히려 지상부는 공원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이자 상징적인 메모리

얼 공간이 조성되고 지하에 박물관이 구성된 미국 뉴욕의 9.11 메모리얼이나 

독일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사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기억 논쟁 문제로 

지상부가 소극적으로 표현된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지상부’를 천장이 개방된 하

늘광장과 하늘길로 확장하여 상정하면, 지상의 오픈스페이스이자 추모가 일어나

는 공간과 지하의 박물관 및 전시관의 구조는 보다 유사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시 이러한 메모리얼이 참고 사례가 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서소문 역사공원 지상 부지가 국공유지로 본래 공

원이었고,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계획이 지하 11,000평 부지의 공영주차장 공

간을 활용한 지하 기념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

하 공간 중 천장이 개방되어 하늘과 연결되는 공간을 조성한 것은 당시 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회 당시 추가로 제시하였던 ‘설계 지침의 원칙’에 따른 것

인데,172) 땅 위는 처형의 현장을, 땅 아래는 순교자의 영성을 설계하며 땅 아래

와 땅 위의 관계를 복원이 아닌 경험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다는 요청이었다.173)

이에 따라 당선작이 제시한 땅 위와 땅 아래의 연결 방안은 설계안의 제목

이기도 한 ‘음각(En-graving)’으로, 과거 땅 위에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땅 아래 

묻혀있는 땅의 기억을 음각해서 숨겨진 기억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인해 음각되는 거대한 3개의 방형 공간과 7개의 작은 공간

이 구상되었고, 이러한 음각 공간들은 콘솔레이션 홀을 제외하고 대체로 천장

이 개방된 형태로 구상되었다.174) 콘솔레이션 홀 또한 빛우물 역할을 하는 지

172)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173) 2014년 3월 현장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당시 운영위원장이었던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

현 명예교수의 개인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였다: 김광현, “설계 지침의 원칙,” 서소

문 밖 역사유적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2013년 12월 21일, 개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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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연결되는 작은 우물이 있어 지상과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메모리얼 사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사실은 경관의 대표적인 기억이 구현

되는 공간은 기억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특히 추모의 경험

이 가능한 공간은 경관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상정된다. 9.11 메모리얼에서 기

억이 대표적으로 표현된 공간이 두 개의 폭포 풀과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

판이 있는 지상 공간이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는 이름 없는 무덤으로 상

정된 지상의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기억 경관의 대표적 이미지가 된다. 이러

한 공간들은 설계가의 아이디어가 집약적으로 구현된 공간이자 방문자들이 장

소에서 활용된 기억을 경험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며, 강력한 경

관 이미지를 형성한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기억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은 거대한 두 개

의 방형 공간인 하늘광장과 콘솔레이션 홀이다. 특히 어둡고 고요한 자기 성찰

의 공간으로서 콘솔레이션 홀과 대비되는 하늘광장 공간은 바닥과 18m 높이의 

거대한 벽, 그리고 그 위로 개방된 하늘로 구성되어 바닥 아래에 고립된 상태

에서 하늘과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 압도적인 공간 규모 안에서 하늘과 교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175) 폐침목을 활용한 조각 작품인 ‘서 있는 사람’ 

조각은 이러한 종교적 신성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하늘광장과 

함께 콘솔레이션 홀, 하늘길은 서소문 역사공원의 기억 이미지를 대표하는 이

미지로 주로 사용된다.176) 이처럼 추모와 기억 경험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기억

의 공간들은 기억 경관의 가장 주요한 기억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

174) 손은신, 서소문 역사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인터커드 윤승현 대표, 2020년 11월 12일; 인터

커드․보이드․레스, “En-graving,”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당선작 패널, 2014.

175) 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서소문역사공원 및 역사박물관,” interkerd.com.

176)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소문 역사공원 및 성지역사박물관 오픈하우스(Openhouse) 

안내 페이지에 대표적인 이미지로 제시된 공간 또한 하늘광장, 하늘길, 콘솔레이션 홀이다. 

이러한 대표 기억 이미지 공간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서소문역사공

원을 검색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OPENHOUSE 홈페이지, 

“서소문 역사공원 및 성지역사박물관,” 2019, ohseoul.org/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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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경관에서 활용되는 기억의 주제와 개념을 대표한다. 

서소문 역사공원의 대표적 기억 이미지 공간인 하늘광장과 콘솔레이션 홀, 

하늘길은 신성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 종교적 색채와 결합된 독특한 감수성

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간의 분위기는 종교 공간이라는 

장소 특정성과 결합되어 ‘종교성’의 이미지로 표출된다. 이를 통해 서소문 역사

공원은 종교적 기억의 이미지를 지닌 경관으로 인식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표현된 종교성은 ‘범종교성’을 표방하지만 천주교의 

종교성을 ‘배타적 종교성’으로 인식하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서소문 역

사공원의 종교성을 둘러싼 기억 논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억 이미

지가 종교적 경관으로 표상되고 있으며 범종교성의 개념은 여전히 충분한 당위

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 사례와 시대별 층위의 존중

남산공원 회현지구,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 사례로 분석하는 3단계 구간의 

현장 유적박물관에서 주제화된 기억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현장 유적박물관이 조성된 방식은 발굴된 문화유산을 현장에

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최근의 선행 사례에 기반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성벽 원형을 보존하지 않고 보호각을 설치하여 일반인들도 방문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각을 설치하고 야외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식은 선행 사례로서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내 성벽 및 도시 관련 문화재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현장에서 

발굴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경우 보존 방식, 특히 유네스코라는 세계 문화유

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치와 기준에 따른 보존 방식으로서 선

행 사례 조사를 통해 공모가 진행되고 구체화된 점이 있다.

그러나 남산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기억의 테마는 

시대별 역사적 층위를 존중한다는 목적 아래 조선시대 한양도성,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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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궁 터와 방공호, 현대의 남산분수대 등의 흔적을 복원 없이 그대로 보여

주는 동일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형성되는 경관의 이미지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이미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시대별 기억 층위를 보존

하고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제시하더라도, 각 시대별 장소 기억이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인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억 인식 방식은 국가적 

집단 기억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1) 현장유적박물관 선행 사례

현재 남산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에는 2017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

안의 보호각(필로티)이 조성되어 있어 발굴된 기억의 흔적들을 덮는 보호 시설

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한양도성 성벽의 유네스코 등재

와 관련이 있다. 2012년 한양도성 성벽은 유네스코 잠재목록에 등재되었고 

2017년 등재를 목표로 지속적인 발굴 및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 3

월 이코모스(ICOMOS)에서 등재 불가 판정을 받아 추후 재등재 신청을 위해 

신청을 철회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문화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양도성은 “세계유산인 타 도시성벽과의 

비교연구에서 한양도성이 갖는 탁월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 건수와 신청 건수가 축소되고 이코모스의 심사가 

강화하는 등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변화 요인을 꼽았다.177)

한양도성의 등재가 무산된 2017년 초 공고된 현장유적박물관 공모의 기본

구상용역보고서에는 이러한 등재 무산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내용과 

선행 사례가 실려 있다. 특히 유네스코 운용지침을 다시 분석하여, 해당 구간의 

한양도성 보존 방식의 원칙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보전을 위한 진정성

177) 문화재청,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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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으로 수립하면서 추측에 기반한 기존의 재건

축 방식을 지양하고 한양도성의 결핍된 완전성을 해명하기 위해 한양도성이 훼

손될 수 밖에 없었던 격변의 역사를 함께 드러내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수립

하였다.178) 이 때 유네스코 운용지침에 따라 제시된 완전성과 진정성 측면의 

원칙, 보호 및 관리 측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 4-11]. 이상

의 원칙에 따라 회현지구 3단계 구간의 발굴된 한양도성에 대하여 기존의 재건

축 행위를 중단하고 유적이 현재 모습으로 변화한 부정적 과거를 포함하는 전

체 범위를 유산의 범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현장유적박물관이 제

안되었다. 

현재 현장유적박물관처럼 허물어진 한양도성 성벽을 유지하고 보호각을 설

치하는 방식은 선행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된 것이다. 2014년 서울특별시와 서

울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 3차 한양도성 국제학술회의에서 이탈리아, 일본, 

중국, 터키의 사례가 논의되었고, 해당 내용은 2015년 한양도성 학술총서의 하

178)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p.14.

유네스코 운용지침 분석 및 적용

완전성(Integrity)� 및�

진정성(Authenticity)

유산이�보편적�

가치를�취득하기�

위한�원칙

1)�기존�추측에�근거한�재건축�행위를�일체�중단

2)�보편적�가치�표현과�해당�유적에�중요성을�부여하는�특징과�과정,�

유적의�완전성�결핍을�초래한�부정적�과거의�영향을�포함한�총체적�

가치�구현�요소를�포함하는�범위�설정

3)�범위�내� 물리적�구조�및�주요�특징이�훼손되지�않고�유지�및�

향상될�수�있는�보호�시설물�계획

4)�보호�시설물�설치�시�유산의�본래�가치와�이후�보유�특성�모두에�

대한�신뢰�가능하고�진실된�정보를�조사�및�분석하여�활용

보호�및� 관리�측면

실제�유산구역과�

그�주변�

완충지대�내에서�

가능한�행위에�

대한�원칙

1)�효과적�보호를�위한�유산구역을�성벽�외면으로부터� 20m� 범위�

설정.� 유산구역�내에는�유산�보존�및� 연구,�관람이�지속가능한�

시설물�설치(보호각,� 순성로,�탐방로�등)

2)�유산�주변�경관�및� 유산�자체�보호막�강화를�위한�완충지대로�

유산구역으로부터� 100m�범위�설정.� 완충지대�내에는�유산의�보존�

및�연구,� 관람이�지속가능하도록�하는�관리시설�설치(안내�및�입구,�

관리실,�화장실,� 이동로�등)

3)�유산�및� 문화적·자연적�맥락의�유형�및� 특성,� 필요에�따른�관리�

체계�결정

4)�지속가능한�사용�방식(현장유적박물관)을�취할�수� 있으나�해당�

유산의�탁월한�보편적�가치,�완전성�및�진정성에�부정적�영향을�

주지�말아야�할� 것

표� 4-11.� 남산�회현자락�현장유적박물관�기본구상�시� 유네스코�운용지침�분석�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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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발표되

었다.179) 이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총서에서 논의된 사례가 2017년 현장유적박

물관 현상공모 시 기본구상 용역보고서에서 반영되었다.

여러 사례 중 도시 성벽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임시 가설물을 설치

하여 유구로서 성벽을 보존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설이 

주목을 받았다. 1984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Cartagena) 성벽과 2015년 등재된 터키 에페소(Ephesus)의 힐사이드 테라스 

하우스 성벽, 옛 황철석 광산인 산업 유적으로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그

로세트 가보라노(Grossetto, Gavorrano) 등을 들 수 있다. 세 문화유산 모두 문

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터키 에페소의 테라스 하우스는 집합 주택으로, 발굴된 자리에서 보

존해야 한다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붕을 덮는 계획이 1969~70년부터 논의되

었으나 여러 설계안이 반려되었고, 고대 건물의 보호를 위해 경사면 지붕으로 

179)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학술총서 5책: 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서울: 한양도

성도감, 2015.

그림� 4-49.� 현장유적박물관�보호시설�참고�사례� (왼쪽)터키�에페소�테라스�하우스�성벽,�

(오른쪽)이탈리아�토스카나�그로세트�가보라노�산업�유적� � � � � � � � � � � � � � � � � � �

(출처:� 서울특별시�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현장유적박물관�기본구상�

용역,”�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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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을 덮어 습도와 온도의 균형을 맞추고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내부 시설을 

볼 수 있는 보호각이 계획되었다. 에페소 성벽의 경우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문

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던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주요한 사례로 주목

을 받았다. 한편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그로세트 가보라노 산업 유적에는 통로

와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유적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하며 편리하

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180)

한편 2009~2012년 완료된 남산 회현자락 1~2구간의 사례는 한양도성을 

“강우와 풍화 등 자연현상에 대항하여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람객들을 위한 

탐방로와 부대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형의 높이와 모습으로 상부 

구간이 복원되었으나, “새 재료를 이용해 단일하고 도식적으로 완전하게 복구”

하였으며 “시간성과 원형이 무시된 채 현대의 성곽으로 재탄생”하였다고 평가

되었다.181) 이러한 양상에 따라 추정에 의한 복원을 지양하고 현재 발굴된 유

구와 이후의 역사적 흔적을 포함하는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현장유적박물관

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조성되었다.

(2) 역사적 층위의 존중과 민족주의적 기억 이미지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에 흔적으로 남겨진 역사적 층위는 각각 

한양도성 성벽(조선시대), 조선신궁 터 및 방공호(일제강점기), 남산분수대(현

대)로 구분되며 각 시대별 흔적의 원형을 복원하지 않고 현재 상태의 흔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각 흔적의 의미와 역할이 모두 

다르며 이러한 기억이 남산공원 회현지구 일대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

여 통합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통합된 기억 이미지

의 의미는 일종의 현대적인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

180)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학술총서 5책: 도시성곽의 과학적 보존과 창의적 개입, 서울: 한양도

성도감, 2015. pp.78-81, 146-15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

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pp.20-24.

18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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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를 현대적인 민족주의적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조

선신궁 터를 다루는 방식이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해석이었던 것과 달리, 현장 

유적박물관에서는 여기에 현대적 기억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남산 회현자락 부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신궁 터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의 상징성에 따라 조선신궁이 철거된 후 여러 상징적인 기념물과 

공간들이 조성되었다. 먼저 이승만 동상, 김구 동상, 안중근 동상, 안중근의사기

념관이 1950-70년대에 차례대로 조성되면서 남산공원 회현지구에는 일제강점

기 당시 항일운동가를 비롯한 이들의 동상과 기념 공간이 들어섰다. 이 과정에

서 조선신궁 터라는 부지의 상징성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새로운 기억으로 덮

이면서, 이러한 민족주의적 공간이 조성되는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선

신궁 터의 상징성은 최근까지도 유효하여 2019년에는 현재 현장유적박물관 입

구 부근에 위안부기림비가 조성되기도 했다. 위안부기림비 또한 남산공원 회현

자락 부지가 80여년 전 조선신궁 터였음을 감안하여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조선신궁 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민족주의적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동상 및 건물을 위치시키는 기

존의 방식은 사실상 민족주의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신궁이 조선총독부 건물과 마찬가지로 탄압

과 일제 강점의 상징적인 시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령당했던 부지

를 같은 시기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주요 독립운동가의 기념물 및 기

념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장소를 형성하는 기억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극적

으로 전환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현재 남산공원 회현자락 현장유적박물관에서는 이 전통적인 방식의 

민족주의적 이미지에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다. 흔적으로서 보호각 아래 함께 

보존되어 있는 남산분수대는 물론 현장유적박물관 입구에 위치한 구 어린이회

관 건물 등이 이러한 의미를 부각시킨다. 현재 해당 부지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적 기억의 흔적과 시설은 추억 속 장소, 즉 일종의 노스탤지어적 공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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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시설들이 1969~70년 박정희 정권과 관련하여 조성되었

다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보다는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서울 시민

들이 많이 찾았던 남산 공원의 주요한 랜드마크로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남산공원 회현지구 부지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민족주의적 이미지

는 현대적 민족주의 이미지로 변화된다. ‘우리나라’ 혹은 ‘민족’으로 표현되는 

대규모 집단은 각 시대별 기억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데, 한양도성 성벽은 우

리가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서 기억, 조선신궁 배전 터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

운 일제강점기의 기억이자 문화재를 훼손한 원인, 남산분수대는 추억의 장소이

자 남산의 랜드마크로서 인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민족 집단이 각 시대별

로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기억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즉, 조선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 민족적 소속감과 애착심을 느끼는 대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50].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기억 표현 방식에서 

그림� 4-50.� 남산공원�회현지구�현장유적박물관�전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양도성�성벽,�조선신궁�배전�터,� 분수대가�보호각,�공원�구� 어린이회관�

건물과�함께�역사적�층위가�누적된�하나의�경관으로�인식된다.� (ⓒ손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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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민족주의적 기억 이미지는 현재의 ‘우리 민족’에게 동일한 기억을 공

유함으로써 소속감 또는 애착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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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소감과 장소정체성 형성

기억 경관에 남겨진 기존의 장소 기억은 회상 작업을 통해 경험되며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실제로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체 개인 혹은 집단인

데, 기존의 장소 기억이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

과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가 결합되어 장소의 이미지가 변화하며, 이 이미지는 

곧 장소의 정체성이 된다.182) 즉, 장소 정체성 또는 장소성이란 기존에 장소에 

남겨져 있던 기억의 흔적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부여하는 의미와 

역할에 따라 형성된 장소의 고유한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기억을 통해 고유하고 특별한 장소감을 형성하는 것이 기억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 중 하나다. 장소 정체성은 방문자의 회상 작업을 통해 작동하면서 

기억 또는 시간성과 관련된 미적 감정들을 유발하며, 이는 기억의 회상과 경험 

과정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설계가는 역사

학자와 달리 기억을 경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이러한 경험

에는 회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에 대한 감정이 포함된다. 오늘날 도시의 장

소․경관이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은 많은 사람

들이 이를 미적 또는 감성적이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183)

장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이로 독특한 장소감은 기억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단계에서 부여되며, 조성된 경관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함께 경험된다. 장소 정

체성과 장소감은 재료로서 장소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적 기억을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는 특성 중 하나다. 이 절에서는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장소 

정체성에 따른 장소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장소의 낡고 

오래된 흔적이나 경관에서 시각화된 기억, 또는 시간의 켜에 대한 미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미적 개념들을 [표 4-12]와 같이 정리하였다.

182) 렐프에 따르면 장소 정체성은 ‘정적인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로 구성된다: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 상실, pp.110-112.

183) 손은신․배정한, “기억의 경관에서 미적 경험,” 한국조경학회지 45(3), 2017,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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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미적 개념의 유형별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숭고: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p.147-149; 이명준·배정한 “숭고의 개념에 기초한 포스트 인

더스트리얼 공원의 미학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0(4), 2012, pp.83-87; Ingo Kowarik, 

“Wild Urban Woodlands: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eds. Ingo Kowarik and 

Stefan Korner, Wild Urban Woodlands: New Perspectives for Urban Forestry, Berlin; 

Heidelberg: Springer, 2005, pp.1-32.

     노스탤지어: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경제와 사회 77, 2008, pp.139-168; 

John D. Hunt, Historical Ground: The Role of Histor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4, pp.92-93.

     멜랑콜리: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론,” 철학탐구 28, 

2010; Jacky Bowring, Melancholy And the Landscape: Locating Sadness, Memory and 
Refletion in the Landscape, New York: Routledge, 2016, p.55; 조경진, “폐허의 미학, 조

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6, pp.190-199.

     폐허애: John D. Hunt, “Picturesque Mirrors and the Ruins of the Past,” Art History

4(3), 1981, pp.254-270;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82; Tim Edensor, “The Ghosts of Industrial Ruins: Ordering 

and Disordering Memory in Excessive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6), 2005, pp.829-849; Svetlana Boym, “Ruinophilia: Appreciation of Ruins,” 

eds. Zbynek Baladrán and Vit Havránek, Atlas of Transformation, 2011, monumentto 

transformation.org/atlas-of-transformation/r/ruinophilia.

     레트로: Elizabeth E. Guffey, Retro: The Culture of Revival, London: Reakion Books, 20

표� 4-12.� 장소감과�관련된�미적�개념184)

유형 의미 경관 적용 양상

숭고

(sublime)

-� 인간의�영역을�넘어선�자연�

현상이나�거대한�힘에�

압도당할�때�느끼는�경외감

-�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의�이질적이고�생경한�경험

-�거대하고�비일상적인�산업�폐허와�산업�자연의�치유력이�

강렬하게�대비되며�나타남

노스탤지어

(nostalgia)

-� 집으로�돌아가고�싶은�열망

-� 더� 이상�존재하지�않는�과거의�

대상에�대한�추억�또는�향수

-� 1970-80년대�한국의�추억�속� 골목길�경관

-�공원화된�고가도로에서�경험하는�도시�풍경에�대한�공적�

노스탤지어(public� nostalgia)

멜랑콜리

(melancholy)

-� 상실을�극복하기�위한�애도�

실패의�결과로�회복되지�않는�

열린�상처와�같은�슬픔�및�

우울감

-�메모리얼과�폐허,�포스트�인더스트리얼�경관에서�발견되는�

상실로�인한�멜랑콜리적�장소

-�픽처레스크�정원과�포스트�인더스트리얼�공원의�허물어진�

폐허에서�경험

폐허애

(ruinophilia)

-� 낡고�버려진�폐허를�독특하고�

미적인�대상으로�인식

-�낡고�불완전한�대상으로서�폐허가�유발하는�상상력과�연상

-�정형화된�도시�일상�환경과�대조되는�폐허의�불규칙적�감성

-�근대적�폐허에�대한�현대의�매료는�되돌릴�수� 없는�시간의�

비가역성으로서�폐허에�대한�직면과�용인

레트로

(retro)

-� 과거의�문화나�양식을�현대의�

감성과�형식으로�재구성

-�오래된�건물을�리모델링하고�재활용한�상업�경관에서�나타나는�

감성적이고�복고적인�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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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서울 호수공원: 산업 폐허와 산업 자연의 미적 특질

먼저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활용된 기억의 물리적 흔적인 폐정수장의 구조와 

소재, 낡고 노후화된 콘크리트와 철근 및 송수관,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강화하

기 위해 사용된 소재인 코르텐 스틸 등은 ‘산업 폐허’로서 서서울 호수공원의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흔적이다. 서서울 호수공원의 산업 파편

과 잔해들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생경한 경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산업 폐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감으로 먼저 폐허를 독특하고 미

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폐허애(ruinophilia)를 들 수 있다. 구 신월정수장 부지

는 양천구 신월동이라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정수장으로 40여 년간 이용되었으며, 정수장의 격자형 콘크리트 침

전조와 여과지동, 수조 탱크, 펌프, 송수관 등의 거대한 구조물은 일상 생활에

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구조물이다.

이러한 구조물은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허물어진 산업 폐허의 모습으로 발견

된다. 격자형의 침전지 콘크리트 구조는 몬드리안 정원에서 조각나고 허물어진 

상태로 늘어서 있으며 코르텐 스틸 벽과 철근, 그리고 물과 병치되어 있다. 본

관동 일부 콘크리트 기둥을 활용한 옥상 정원의 정돈되지 않은 콘크리트 기둥

과 튀어나온 철근의 모습은 허물어진 폐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송수관의 

파이프는 공원의 벤치와 조명, 장식물에 활용되었는데 녹슨 철의 질감을 잘 표

현하는 코르텐 스틸로 감싸져 있어 폐정수장이 보여주는 산업 폐허의 물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서서울 호수공원의 산업 폐허에 대한 폐허애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

나느가? 먼저 허물어지고 불완전한 폐허의 모습을 통해 본래 정수장의 모습을 

연상하며 폐허가 표상하는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으며,185) 주변의 일상적

06, pp.9-10; 정다인․박보람, “공간 업사이클링을 통한 레트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카

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3), 2020, pp.28, 31.

185) John D. Hunt, “Picturesque Mirrors and the Ruins of the Past”; Yuriko Saito, Everyday 

Aesthetics,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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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형화된 주거 지역의 경관과 완전히 구별되는 폐허의 독특하고 불규칙적

인 양상 또한 매력적으로 특별한 대상으로 경험될 수 있다.186) 또한 폐허는 가

까운 과거인 정수장으로 이용되던 근현대 시기에서 공원화된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정수장의 폐허 구조와 재료를 가리거나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과 직면할 수 있는 매개

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187)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감

을 폐허애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산업 폐허가 방치된 시간과 무상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멜랑콜

리적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산업 폐허에서 멜랑콜리는 지나간 시간을 ‘상실’

의 대상으로 볼 때 이를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면서 경험하는 상실감으

로 나타난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허물어진 폐정수장의 상실감은 산업 자연과 

결합되면서 극대화된다.188) 산업 폐허를 잠식해 나가는 산업 자연은 스스로 불

규칙하게 자라는 야생의 자연이기 때문에, 산업 자연이 점점 자라나 폐허를 덮

어나간다는 것은 곧 식물이 자라난 만큼 산업 구조물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연과 병치되어 점차 허물어져가는 폐허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과

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성으로 연결된다. 산업 폐허 및 자연에 대한 멜

랑콜리적 표현과 경험은 단지 과거의 정수장이었던 공간이 허물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산업 시대의 공장과 인프라가 표상하는 산업 ‘문명’의 

변화와 상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186) Tim Edensor, “The Ghosts of Industrial Ruins: Ordering and Disordering Memory in 

Excessive Space.”

187) Svetlana Boym, “Ruinophilia: Appreciation of Ruins.”

188) 폐정수장의 흔적을 활용한 공원인 서울숲의 곤충식물원과 선유도공원에 대해 조경진은 현대 

산업 시대가 남긴 폐허의 흔적이 공간의 색다른 감흥과 강력한 감정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하

였으며, “버려진 흔적 속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는 풀을 바라보며 문명의 부산물을 자연으로 

돌리는 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 지에 대해 엄숙히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산업 

폐허와 결합된 산업 자연이 표상하는 기억과 시간의 층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조경진, “폐허

의 미학, 조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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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 폐허와 산업 자연의 감성을 숭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산업 폐허

의 숭고는 산업 시대의 흔적으로서 인프라가 가지는 거대한 공간적 스케일과 

비일상적인 구조물에서 나타난다. 탈산업부지의 많은 공장과 인프라가 그러하겠

지만 정수장 구조와 시설물 또한 거대하고 낯설고 생경하다. 거대한 크기와 낯

선 감각을 지닌 생경한 산업 폐허가 도시의 일상적인 경관에 편입될 때 경험할 

수 있는 낯선 감각은 아름다움(the beautiful)의 개념으로는 설명 불가능하

다.189)

허물어진 폐허의 물성이 멜랑콜리적인 시간의 흐름과 상실로 연결될 때, 정

수장 폐허의 흔적을 시간의 파편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숭고로 해석할 수도 있

다.190) 이 때 멜랑콜리와 숭고의 감성적 차이를 구분하자면 멜랑콜리는 폐허의 

물성을 산업 시대가 끝나고 더 이상 역행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상실과 무

상감으로 인식한다면, 숭고는 폐허가 상징하는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인간이 통

제할 수 없는 초월적 시간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191)

그러나 기억 흔적의 삭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듯이 서서울 호수공원의 경우 

선유도공원에 비해 많은 정수장 구조와 시설을 남기지 못했으며 폐쇄된 기간 

동안 형성된 우수한 자연 식생이 중요한 기억 중 하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오히려 서서울 호수공원의 숭고는 산업 폐허의 물성보다는 산업 자연

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산업 자연은 상흔(scar)으로서 산업 폐허를 스스로 치유

하고 복원하는 자연의 숭고함을 드러낸다. 코바릭의 산업 자연 개념에서 살펴

189) 1991년 독일 두이스부르크-노르트 공원 설계 당시 피터 라츠가 철골 구조물을 “거인”에, 용

광로를 “용”에 비유하며 “숭고”하다고 표현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Peter Latz, “The Metamorphosis of the 20th Century’s Landscape,” March 1, 2004.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0) 선유도공원을 숭고로 해석한 배정한의 다음 비평을 살펴볼 수 있다. “선유도공원을 지배하는 

물성의 힘은 허물어진 콘크리트, 거친 표면의 시멘트 기둥, 녹슬고 부서진 철제 배관과 같은 

시간의 파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한 파편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숭고의 미적 아우라일 

것이다.”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p.152.

191) 산업 폐허에 대한 멜랑콜리와 숭고의 해석 차이는 앞서 살펴본 다음의 두 비평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경진, “폐허의 미학, 조경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 pp.190-191; 배정한,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pp.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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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이 제 4의 자연으로서 산업 자연은 원시 자연과 같이 폐허화된 산업 부

지에서 스스로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다. 스스로 자라난 산업 자연의 야생성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연의 특성에 숭고함을 부여한다. 신월정수장 현상 

공모가 진행되던 당시 기존 부지에서 관리 없이 야생적으로 자라난 인공호수 

주변과 부지 내부의 산업 자연이 낡고 노후화된 정수장 폐허의 이미지와 결합

되어 설계자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192)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공원이 조성된 이후 자연 요소는 설계되고 배치되었으므로, 야생적인 

산업 자연에 비해 다소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연 또한 시간

이 흐르며 폐허 위로 자라나고 변화한다. [표 4-X]의 사진 자료를 통해 2011

년과 2020년의 자연 모습을 비교하여 보았듯이, 자연 요소는 계속해서 폐허 위

로 자라나며 남겨진 정수장의 흔적을 덮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자들은 

산업 폐허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자연의 회복력 사이의 대비가 보여주는 

숭고를 경험할 수 있다. 산업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숭고함은 시간이 지나

면서 식물이 자라날수록 증대된다.

2) 서소문 역사공원: 추모와 송덕의 경관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중요하게 선별된 기억으로서 현재 공원의 장소 정체성

을 형성하는 기억은 부지의 ‘터’에서 일어났던 19세기의 천주교 박해 및 순교

의 역사와 기억이다. 이러한 장소 기억은 역사성과 관광자원보다 종교적 이미

지로 표출되며, 방문자들은 과거 처형당한 순교자들을 추모하거나 이들의 덕을 

기리는 송덕의 방식으로 회상하고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추모의 감정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박해라는 과거

의 사건과 관련된 행위를 직면하고 회상한다는 점에서 멜랑콜리의 감정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주요 기억을 상징하는 세 공간에서 나타나는 추모 행위를 구체

192) 손은신, 서서울 호수공원 설계 관련 인터뷰-CTOPOS 최신현 대표, 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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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늘광장에서 하늘 아래 우물과 같은 지하 공간에 고립

되고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는 경험, 어둡고 고요한 콘솔레이션 홀에 앉아 천장 

빛우물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향하는 성인(순교자)들의 유해가 묻힌 공간을 바

라보는 경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사되는 영상 빛에 의존해 하늘

길의 첫 구간을 올라가면 천장이 개방되어 하늘이 뚫리고 조각 작품이 길 중앙

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늘길은 걷기 행위를 통해 경사로를 올라가며 

일반인도 짧은 순례 행위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직접적으로 과거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끔찍

하게 처형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압도감이나 고립감, 어두

운 공간 속에 위치한 고립감, 억압과 고난 등 이와 관련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감정은 계속해서 열린 상처(open wound)와 같은 멜랑콜리

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멜랑콜리는 일반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처

럼 사용되지만 멜랑콜리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회복되지 않는’, ‘상실

감’과 연관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멜랑콜리는 어떤 대상을 상실한 후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애도 작업에 실패하면서 슬픔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허

물어진 폐허나 메모리얼과 같이 ‘상실된 대상’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간직하

고 있는 경관은 해당 기억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실감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193) 특히 

천주교 신도나 순례자들에게 있어 박해나 순교의 기억은 경험자 자신과 동일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멜랑콜리적 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경

험하는 당사자가 박해와 순교가 일어난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이들 또한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감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나타나는 추모의 감정은 순교자들이 결과적으

로 성인과 복자로 시성된 인물이며, 죽음과 직면하여 나타나는 슬픔이나 두려

193)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론”; Jacky Bowring, Melancholy 
And the Landscape: Locating Sadness, Memory and Reflection in the Landscape,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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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초월한 종교성을 더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승화된 숭고의 감

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는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며, 순교자

들은 성인으로 추앙되면서 어느 정도 기억의 극복 작업이 이루어졌다. 박해받

은 이들의 고통은 종교적 업적으로,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는 피해자와 소수 집

단의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에서 신성한 종교적 이야기로 변화해왔다. 순교자들

은 성인과 복자로서 이제 덕을 기리고 기념하는 송덕의 대상이 되었다.

하늘광장과 하늘길, 콘솔레이션 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혹은 신성한 

분위기 또한 종교적 숭고함으로 연결된다. 하늘이나 거대한 공간은 일종의 종

교적 신성함을 상징하며, 이러한 신성한 분위기의 공간에 놓인 ‘나’는 신 혹은 

신성한 공간과 대비된다. 설계 지침에 명시되었던 “성(聖)과 속(俗)의 대립”194)

이 만나며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숭고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숭고함의 감정은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다.

3) 남산공원 회현지구: 상실과 추억의 민족주의적 경관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박물관에서 현대적 민족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대별 기억의 흔적은 약 600년 이상 형성되어 온 역사적 흔적을 중첩하여 드

러내고 있다. 이 중 발굴 후 복원되지 않고 허물어진 상태로 전시된 한양도성 

성벽과 조선시대 배전 터의 흔적은 성곽이 무너진 ‘잔해’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

인이며, 이때 장소감을 멜랑콜리적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멜랑콜리는 상실된 것이 회복되지 않는 열린 상처(open wound)와 같은 상

태로, 복원되지 않은 무너진 성벽과 그 원인으로 지목된 조선신궁 배전 터가 

병치됨으로써 방문자들은 성벽이 훼철된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원인이 되

19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경기 규정 및 설계지침,”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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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신궁 터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네거티브 헤리티

지인 동시에 무너진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을 때 오히려 반기념비로서 의미가 

강화되는 부정적 기억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

인 일제강점기 기억에 의해 훼철된 문화유산의 흔적은 곧 우리 민족이 겪은 역

사의 질곡과 고통을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

실제로 현재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한양도성 구간 대부분은 발굴을 통해 

원형으로 복원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남산공원 회현지구 현장유적 박물

관의 한양도성 부분은 의도적으로 복원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멜랑콜리적 장소감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 복원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에 따

라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유적의 현재 상태이다. 복원이 가능

하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재료 및 기술로 복원된 것이며, 전체가 과거의 유

산이 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신궁 터는 해당 부지의 멜랑콜리적 감성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로 강조되어 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시설물과 건물 조성

으로 20세기 초 멸실되거나 철거된 한양도성 성벽의 경우와 대비된다. 민족주

의적 관점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불편한 기억의 대상인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건

물인 조선신궁의 기억은 도시화나 인프라 조성 등 가치 평가가 어려운 다른 요

소에 비해 확연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부정적 요소인 조선신궁에 의해 철

거된 문화유산 한양도성 성벽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강화한다. 

조선신궁 터와의 이러한 대조를 통해 무너진 한양도성 성곽 잔해는 현재 과거

의 온전한 상태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허물어진 잔해로서 방문자에게 상실

감과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감정을 멜랑콜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다.

한편 남산분수대는 현대적 노스탤지어를 상징한다. 남산분수대가 1970년대

에서 2000년대 사이 남산공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추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시기 조성된 남산식물원(1968), 어린이회관(1970), 남산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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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원(1971)의 영향이 크다. 현재도 교육정보원 건물로 남아 있는 어린이회관의 

경우 18층 높이로 당시 도서실, 종합전시실, 국제전시실, 과학전시실, 천체과학

실 등을 갖춘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7월 26일 개관 직후 하루 평균 

23,000~30,000명의 어린이들이 몰려들었고 하루종일 안에 머무르는 어린이들

이 많아 순환이 되지 않고 내부 시설물이 파괴되어 사흘 만에 휴관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해프닝이 발생할만큼 주목을 받았다.195)

또한 남산공원이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았던 배경에는 서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공원 녹지가 부족하여 남산공원과 창경원, 어린이대공원 등 당시 

조성된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남산공원 

종합 건설 계획을 수행한 것은 1968~1970년 경으로 이 시기 남산 회현지구의 

식물원과 소동물원, 분수대를 비롯하여 장충공원의 스포츠센터, 남산 순환도로 

등이 계획되어 남산을 “서울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였다.196) 이러한 공원 조성 

결과로 1970년대 이후 남산공원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대표적인 서울 

나들이 장소가 되었다. 1978년 기사에 따르면, 5월 봄철 남산공원에는 하루 

2~3만명이 방문하는데 특히 현재 회현자락 앞 부지인 야외음악당과 식물원 앞 

광장에는 시민들이 가득차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까지 어른들이 점령하였다.197)

1995년 이후 분수광장은 야외 예식장으로도 개방되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긍

정적인 반응을 얻었다.198)  

이렇듯 많은 시민이 찾은 추억의 명소로서 남산은 1990년대 말부터 이미 

‘추억’의 장소로 인식된다. 서울타워와 팔각정, 케이블카 등 남산 전체를 대표하

는 랜드마크를 비롯하여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식물원과 소동물원, 서울과학교육

195) 조선일보사 편집부, “어린이회관 개관,” 조선일보, 1970년 7월 26일; 동아일보사 편집부, 

“어린이회관 사흘만에 휴관,” 동아일보, 1970년 7월 29일.

196) 조선일보사 편집부, “남산공원 종합 건설 계획 확정,” 조선일보, 1968년 11월 12일.

197) 조선일보사 편집부, “휴식처 잃은 수도 시민 산책할 곳도 없다, 공원은 포화,” 조선일보, 

1978년 5월 23일.

198) 동아일보사 편집부, “서울시 15일부터 남산공원 분수광장 무료예식장 운영키로,” 동아일보, 

1995년 5월 30일; 김희경, “남산 야외예식장 인기,” 동아일보, 199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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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 어린이회관), 분수대 광장이 추억의 장소로 소개된다.199) 남산 식물원과 

소동물원이 철거되던 2006년 기사에서는 “서울의 소풍 명소”이자 “서울 시민의 

나들이 명소”로 지칭되었다.200)

식물원과 소동물원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 이러한 현대적 노스탤지어는 더욱 

강화된다. 노스탤지어의 감정은 사라진 대상, 이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상

실된 대상일 경우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당시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설

인 분수대나 어린이회관 건물은 사라진 식물원과 동물원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매개체가 된다. 

199) 김정섭, “추억이 가득찬 서울의 상징, 남산공원,” 경향신문, 1997년 4월 25일.

200) 신준봉, “서울 소풍 명소 남산 동·식물원 사라진다,” 중앙일보, 200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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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억 경관의 표현 특성

4.1. 장소 기억의 활용과 공적 기억의 형성

앞의 Ⅱ장에서 아스만의 저장 기억과 기능 기억의 개념 틀을 바탕으로 장소

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과 비물리적인 터의 기억을 포함한 모든 흔적을 ‘비활성

화된 저장 기억’으로, 경관 조성 시 선별되고 표현되며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은 

기억을 ‘활성화된 공적 기억’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먼저 장소 기억은 기억 경관을 만드는 재료이자 활용 대상이 된다. 도시 공

간에는 여러 역사적 맥락과 기억 층위가 쌓여 있다.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면서 

장소 기억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지표면에 남아있는 

정수장 흔적 일부를 활용하였고,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는 땅 아래에 묻혀 있

는 역사의 흔적인 한양도성 성벽과 조선신궁 배전 터를 발굴하여 지표면에 남

아있던 분수대 흔적과 결합하였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는 흔적으로 남겨져 있

지 않고 발굴해도 찾을 수 없는 19세기 말 천주교 박해 및 순교와 관련된 추상

적인 기억의 터가 복원되었다. 

구체적인 기억 활용 방식은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활용

되는 기억의 흔적이 있다면 반대로 삭제되는 기억의 흔적이 있다. 어떤 기억들

은 선별 또는 표현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억이 역사와 달리 반

드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거나 철거할 수도 있는 활용의 대상

이기 때문이다. 기억을 보존하거나 활용될 필요성 또는 가치가 부족하다고 인

식될 경우, 경관 조성 시 기억의 흔적은 반영되지 못하고 삭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 대상지에서 삭제된 기억들은 다음과 같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는 정수장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폐허와 산업 자연이 표현된 

기억과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삭제되었고, 설계 이

전 단계에서 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사전 철거된 시설들이 논의의 여지없이 삭제

되었으며,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삭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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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흔적들이 있다. 이때 경제성 문제로 삭제된 기억의 흔적은 여과지동과 

취수동 등 정수장이라는 산업 폐허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억이었지만, 경제성이

라는 가치 기준과 부딪쳤을 때 경제성 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만큼의 보존 당위

성을  획득하지 못해 철거되었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는 기억 대립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기억들이 

있다. 동학 등 천주교 이외의 서소문 처형장 역사의 경우 기억 논쟁이 발생하

면서 공원 조성 도중 역사적 고증을 실시하였으나, 분명하게 고증되지 않은 몇

몇 역사적 사실의 경우 상설전시관의 역사 기록물에서 배제되었다. 이처럼 배

제된 내용들은 공원 조성 직후에도 배타적 종교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

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기억 논란은 경관에서 천주교의 종교적 색채를 

최소한 배제하고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쳐, 지상부에 기념탑이나 십자가 등

의 종교적 기념물이 최대한 배제되었으며 지하부는 지하 2층의 성 정하상 기념

경당 이외에 다른 공간은 천주교 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는 현장 유적박물관 이전에 조성된 독립운동가와 관

련된 기념물 및 공간들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신궁 터 기억을 삭제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현재는 사라진 이승만 동

상은 물론 김구 동상, 안중근 동상, 위안부 기림비 등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여러 기념물과 백범광장, 안중근의사기념관 등의 공간 및 건축물은 조선신궁 

터의 역사적 층위를 지우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러한 기념물 및 공간들은 현재 

현장 유적박물관에 복원된 조선신궁 배전 터의 흔적을 네거티브 헤리티지, 또

는 반기념비로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반대로 어떤 기억들은 실제 물리적 흔적이 없이 역사 기록이나 집단 기억 

속에만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복원될 수도 있

다. 서소문 역사공원은 역사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고 실제 흔적은 없는 천주교 

순교와 박해라는 기억의 터를 영적 성격의 공공 공간으로 복원한 사례다. 남산

공원 회현지구의 경우 기록과 위치 고증을 통해 문화재인 한양도성 성벽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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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문화재의 가치로 인해 발굴 작업이 실행되어 

실제 땅 속에 묻혀있던 물리적인 흔적을 지표면에 꺼내는 방식으로 기억의 터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신궁 배전 터와 방공호 등의 일제강

점기 시설 또한 새로 발견되었다. 남산공원 회현지구에서는 기억의 터를 복원

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였는데, 1~2단계 구간에서는 한양도성 성벽에 새로운 재

료를 덧대어 원형의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하고자 하였다면, 3단계 구간에서는 

발굴된 모습 그대로, ‘현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진행되

었다.

이처럼 기억의 흔적이 삭제되거나 반대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기억이 복

원되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은, 장소 기억의 흔적보다는 이를 인식하고 활용

하는 기억의 주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기억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뜻한다. 즉, 모든 기억이 반드시 중요한 기억은 아니며, 기억은 여러 기준

에 따라 선별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기억의 주체는 누구인가? 도시 경관은 특정 설계가의 개인적인 작업 결과물

이 아니다. 도시 공간에 기억 경관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 집단이 개

입하여 공적 기억을 형성하는 기억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장소 기억을 조사하

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기억의 역할 등이 부여된다. 

계획자와 설계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관련 집단이 될 수 있다. 언론 또한 장

소 기억을 활용한 경관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보도하거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일반인 관련 집단을 확장하거나 공적 기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또다른 주체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기억 네트워크는 기억 공유와 소통을 통해 합의된 의미와 역

할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지만, 기억 네트워크 내부에서 기억을 둘러싼 충돌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소문 역사공원의 사례가 그런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의 충돌 또한 공적 기억의 결과물로서 경관의 일부

로 반영된다. 집단 기억의 관점에서는 전승 기념비를 세우거나 점령한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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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공간을 파괴하던 것처럼 충돌의 결과로 승리한 집단의 기억만이 공적 

기억이 되고 패배한 집단의 기억은 파괴되거나 삭제된다. 이와 달리 오늘날 도

시의 기억 경관에서는 기억의 충돌과 논쟁 또한 경관이 표현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쳤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때 Ⅱ장 4절에서 살펴본 공적 기억의 개념은 경관에서 기억 선별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공적 기억은 중요하게 선별된 기억이자 활성화된 기

억으로서, 어떤 기억이 선별될 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이 해당 기억과 

관계 맺는 일련의 방식을 공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

론 여기서 관련 집단들은 동시대의 기억 집단이기 때문에, 공적 기억의 양상은 

시대마다, 또는 국가나 집단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경관 조성 과정에서 활성화된 기억은 공적 기억으로 형성된다. 

기억의 주체로서 장소 기억과 관련된 혹은 경관 조성과 관련된 집단으로 구성

된 기억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경관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내 각 집단

이 장소 기억과 관계 맺는 방식이 드러나면서 집단 간 여러 기억들이 통용된

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기억이 선별되며 현재적인 의미와 역할

을 부여받게 된다. 의미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공식적 역사와 달리 기억의 

의미와 역할은 시대적 혹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도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기억에서 중요한 점은 기억의 의미가 변화하는가가 아니라 

기억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기억 경관 조성 과정에서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

나 일부 집단이 아닌 대중 또는 일반인을 포함한 공공 집단이라는 점에서 공적 

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억 경관은 공간에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기억 논의의 결

과물이다. 기억 경관에서 우리는 활성화된 공적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공적 기억에는 선별과 표현 과정에서 부여된 기억의 의미와 역할이 포함되며, 

경관을 통해 표현된 기억 충돌의 양상 또한 담겨 있다. 기억 경관에서 표출되

는 공적 기억은 특정 집단의 통합된 기억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단 기억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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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모든 장소 기억을 종합하여 모아놓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합 기

억과 구분된다. 또한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억이나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문화적 기억과도 구분되는데, 경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결과물로 구현되며, 기억 주체나 상황 변화에 의해 단기

간에도 기억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 기억은 사회적 기억이나 문화적 기억처럼 거시적 개념을 포괄한 개념

은 아니며 공적(public)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모호한 개념으로 여겨

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 특정 기억과 관련된 주체들을 중심으로 기억의 

공유 과정을 통해 도시의 공공 공간에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기억 경관은 오히

려 개인의 사적 기억이나 거대한 사회적 또는 문화적 기억과 구분되는 공적 기

억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기억 경관은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에 구현된 결과물인 동시에, 새

로운 현재화된 기억이 된다. 즉, 어떤 기억 A를 B라는 방식으로 인식하였다는 

하나의 선행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 경관 조성 과정에서 형성된 공

적 기억은 또 다른 기억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3절의 기억의 주제화와 

개념화에서 새로운 기억 경관을 조성할 때 이전의 기억 경관 사례가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조성된 기억 경관을 통해 표출되는 공적 기억

은 다시 새로운 기억이 되어 이후 사례에 영향을 준다.

기억 경관에서 선행 사례의 영향은 추후 다른 기억 경관 조성을 위한 좋은  

모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표절 혹은 답습을 불러일으

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

행 사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기억 경관의 선행 사례란 이미 

과거에 조성될 당시 기억이 공론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기억 선별과 표현 단계

를 거쳐 특정한 기억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을 구축한 사례라는 점에서, 새로

운 기억 경관 조성 시 기억의 주제 또는 개념을 설정하는 중요한 참조 사례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서서울 호수공원의 선행 사례인 선유도공원이나, 남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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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현지구 현장박물관의 선행 사례인 터키 에페소(Ephesus) 또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 성벽 등의 보존 사례는 기억 경관 조성 시 중요한 기억

의 개념 또는 주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4.2. 기억 이미지로서 경관

기억 경관은 공적 기억의 이미지를 실제 도시 공간에 구현하는 매체다. 이

는 기억을 활용하여 조성된 경관의 고유한 특징이다. 새로운 공원, 오픈스페이

스,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은 도시재생, 녹지공간 확충,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 활성화, 도시 공간의 상업화 및 관광화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공간에서 기억을 활용하는 목적은 장소에 남겨진 기억의 층위를 통해 표

출되는 고유한 장소성과 이에 기반한 독특한 장소감을 통해 도시 공간의 재생 

또는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관에서 기억은 특정 주제 혹은 개념에 따라 선별되고 표현되어 이

미지화되며 독특하고 고유한 장소성과 장소감을 형성한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는 국내 폐정수장을 활용하여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정수장 재생 경향을 기

반으로 신월정수장의 산업 폐허와 산업 자연이 결합한 공원이 조성되었다. 서

서울 호수공원 조성 초기 환경적 테마로 제시된 내용은 물순환 시스템과 친환

경적 에너지원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실제 서서울 호수공원 경관에서 가장 뚜

렷하고 가시적으로 환경적 테마는 산업 폐허와 어우러져 자라나는 산업 자연의 

생명력이다. 정수장의 흔적이 상징하는 산업 폐허의 독특한 물성은 숭고 또는 

멜랑콜리로 표현되는 장소감을 만들어내고, 산업 자연은 산업 폐허를 잠식해나

가는 자연의 숭고함을 경험하게 한다. 이로써 서서울 호수공원은 정수장 폐허

와 산업 자연이라는 두 장소 기억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억 경관이 된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중심이 되는 기억 개념은 종교성인데, 이때 종교성은 

공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역사성과 관광자원화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되

었다. 서소문 밖 처형장이라는 역사성은 천주교인의 순교와 박해라는 종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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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역사적 기반이 되며, 순례지라는 종교성은 서소문 역사공원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 것이다. 서소문 

역사공원의 핵심적 기억 주제인 종교성은 공공 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지상 공

원 및 지하 박물관에서 종교 공간의 추모 또는 순례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종

교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장소감은 신성성에 기반한 숭고함이다. 종교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성함 또는 영적인 공간의 아우라가 종교인뿐 아니라 비종

교인인 일반인도 이러한 신성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

다. 단, 종교성이 경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은 사실이나, 표출되는 종교성이 일반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 범종교성인가 천

주교의 배타적 종교성인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기억 테마는 복원을 통해 가시화된 현대적 의미의 민

족주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산공원 회현지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신궁 터가 

있던 자리로, 광복 이후 현재는 철거된 이승만 동상을 비롯하여 김구, 안중근 

등 주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동상 및 기념물, 공간이 조성되어 조선신궁 터의 

기억을 삭제하고 홀대하는 방식으로 일제강점기 기억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개관한 현장유적박물관 사례를 통해 이러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처음

으로 발굴된 조선신궁 배전 터는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로서 이

전처럼 삭제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오히려 문화재인 한양도성 성벽

의 훼철 원인이 되어 문화재의 완전성(integrity)을 강화하며, 또한 기단 터를 

복원 없이 원형 그대로 제시함으로서 일제강점기 시기가 지나가고 몰락하였음

을 상징하는 반기념비(counter-monument)의 기능을 수행한다. 허물어진 한양

도성 성벽과 원인이 되는 조선신궁 배전 터의 결합은 회복 불가능한 상실의 상

태인 멜랑콜리적 감성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한양도성 성벽과 조선신궁 배전 터가 결합된 이미지는 20세기 후반 

남산공원 회현지구 부지에서 기념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민족주

의 이미지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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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부여하는 요소는 현대적 기억의 남산분수대다. 과거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찾았던 추억의 장소인 남산분수대와 함께 현재까지 남아있는 구 어린이회관(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관) 건물은 남아있는 남산분수대 흔적과 결합하여 

20세기 후반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추억의 장소로서 노스탤지어적 이미지를 상

기시킨다. 이처럼 시대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세 요소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현

재의 우리 또는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애착하는 기억을 한데 묶어내

며, 현재적 의미로서 민족주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흔히 기억 경관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땅은 기억의 지층처럼 인식된다. 

즉, 현재의 땅이란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누적되어 형성된 지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설계 행위란, 개념적으로 기억의 지층 단면을 잘

라 지표면으로 들어 올리거나 땅을 파거나 발굴을 통해 숨겨진 기억의 흔적을 

끄집어내거나, 또는 기억의 흔적들을 부지 곳곳에서 복원하거나 시각적으로 강

화하는 작업 등으로 이해된다. 실제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지층 아래의 기억

을 끄집어내 보여주는 것이다. 지표면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이 설계가에게 특

별한 영감을 준다거나, 장소의 혼(genius loci)을 형성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 경관의 계획과 설계는 단지 기억의 흔적의 발견 또는 발굴, 실

측과 기록 및 보존과 같은 역사학 또는 고고학 분야의 작업과는 구분된다. 개

념적으로 기억 경관 조성은 땅 아래 지층에 쌓여있는 기억을 지표면으로 꺼내 

다시 볼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지만, 실제 경관 조성 과정에서 장소 기억에는 

기억 주체로 인해 의미와 역할이 덧입혀진다. 기억에 부여된 의미와 역할은 부

지의 장소성과 장소감을 형성하며 주제화 또는 개념화된다. 우리는 공간을 경

험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기억의 의미와 역할, 기억의 개념과 주제, 장소성과 장

소감을 인지하고 읽어낼 수 있다. 경관은 이처럼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어 활성

화된 공적 기억이자, 형성된 공적 기억이 표현되는 방식인 기억의 개념과 주제, 

장소성과 장소감을 포함하는 전체 기억 이미지가 표출되는 매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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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경관은 공적 기억의 이미지로서 독해된다. 경관을 분석하는 경우 시각

적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떼어내 분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관에서 활

용된 기억은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경관 전체를 아우르며 작동한다. 기억은 

경관을 보고 경험하는 주체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기억의 주체는 앞서 경

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억과 관련되어 만들어지는 기억 네트워크이며, 또한 

경관이 조성된 후 이를 경험하는 방문자이기도 하다. 경관을 구성하는 기억에

는 공적 차원의 의미가 부여되므로, 방문자는 경관에서 공적 기억의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다. 기억 소통과 사전 학습을 통해 공통된 기억의 의미를 배경 지

식으로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면 경관에서 보다 정확한 기억의 이미지를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201)

앞의 Ⅱ장에서는 기억의 매체로서 경관이 표출하는 기억 이미지를 설명하며 

영국과 국내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영국의 전원적 풍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

시 영국인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 지켜야 할 영국 고유의 전원적 풍경으로 인식

되었다.202) 1995년 철거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철거를 통해 복원될 경복궁과 

북악산이 결합된 풍경을 가시적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상실된 조

선시대의 풍경이자 민족 고유의 풍경으로 인식되었다.203)

Ⅳ장에서 살펴본 기억 사례 또한 각각 공적 기억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

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산업 폐허와 그 위로 자라나는 산업 자연이 결합된 친

201) 미술사가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예술과 환영(Art and Illusion)』에서 사용한 용어인 “보는 

이의 몫”(the beholder’s share,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관조자의 역할”로 번역되었다) 개념을 

참고한다. 조경이론가 존 딕슨 헌트는 장소와 경관에 이 개념을 적용하면서 “방문자의 몫

(visitor’s share)”으로 고쳐 썼다: Ernst H. Gombrich, Art and Illusion: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Pictorial Represent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차미례 옮김, 예술과 환영: 회화적 재현의 심리학적 연구, 서울: 열화당, 2003, pp.183-274; 

John D. Hunt, “Preservation in the Sphere of the Mind: Duration and Memory,” Site, 
Sight, Insight: Essays on Landscape Architectur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6, p.147.

202) 박지향, “전원적 잉글랜드,”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서울: 기파랑, 2006, pp.59-60.

203) 손은신·배정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한국조
경학회지 46(4), 2018,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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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원이자 비행기 소음까지도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일상적인 포스트 인

더스트리얼 경관으로 표현된다. 서소문 역사공원은 천주교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보다는 종교의 신성성 또는 영적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 체험적 공간으로 일반인 또한 이러한 아우라에 따라 추모의 감

정을 경험할 수 있는 메모리얼 공원이자 근대 역사 경관으로 표현되었다. 남산

공원 회현지구는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 현대의 역사적 층위를 모두 존중하

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애착심과 소속감을 형성

하는 현대적인 민족주의 이미지로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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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기억을 활용하여 조성된 도시 경관으로서 기억 경관의 20세기 후

반 출현 및 형성 과정과 오늘날 기억 경관에서 나타나는 기억 표현 방식 및 특

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먼저 20세기 후반 기억에 대한 주목과 변화가 기억 경

관 출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전후 전자․대중매체가 발달하고 

기억의 붐 현상이 일어나면서 암기 방식이 쇠퇴하고 회상으로서 기억 방식이 

주목을 받았으며, 회상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

다. 장소와 경관은 기억을 보존하고 회상하는 매체이며, 동시에 기억을 경험하

는 매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장소와 경관에서 회상되는 대상이자 경

관 조성 시 활용되는 장소 기억으로 산업 기억, 근현대 역사 및 기억, 재난 기

억, 피해자와 소수를 추모하는 기억 등이 같은 시기 중요한 기억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한편 도시 경관에서 활용되는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적 차원의 기억 개

념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적 기억’의 개념을 기억 경관에 적

용하고자 하였다. 공적 기억이란 유사한 배경 지식과 기억을 공유하는 여러 집

단 간 통용되고 소통되는 공통의 기억을 의미한다. 오늘날 도시 공공 공간에 

조성되는 기억 경관은 해당 장소 기억과 관계된 여러 집단 간의 기억 공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억 논쟁이나 

충돌의 양상 또한 경관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억 경관은 공적 기억의 형성 과

정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이자 공적 기억이 표출되는 물리적 공간이 된다.  

20세기 후반 기억의 변화는 동시대 기억 경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이 시기 형성되기 시작한 기억 경관의 유형으로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

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을 들 수 있다. 먼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1960년대 탈산업화 및 산업 도시 쇠퇴로 촉발된 도시 재생 담론을 배

경으로 등장하였다. 탈산업화로 인해 유기된 산업 시설과 인프라가 도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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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의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경관에서 산업 폐허를 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18

세기의 픽처레스크 정원에서부터 출발하여 20세기 개스 워크 파크를 비롯한 포

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에서 경험하는 숭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산업 폐허 재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오염되고 유기된 산업 부지를 재생하

는 포스트 산업 시대의 야생 자연으로서 산업 자연은 도시 공간에서 자연과 생

태를 표방하는 상징적 기호로서 탈산업 부지의 공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메모리얼 공원은 20세기 후반 기억의 방식이 기념에서 추모로 변화하고, 이 

추모 대상의 범위가 역사적 사건에서 공공 및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등

장하였다. 본래 20세기 중반까지 메모리얼은 주로 동상과 오브제 등의 기념물

을 중심으로 국가적 영웅이나 지도자를 기념(celebration)하는 기념비로 조성되

어 왔으나, 정체성 정치의 등장, 기억의 붐의 영향으로 확산된 공적 추모, 거대

한 역사적 담론에서 탈피하여 지역적인 재난 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억 

방식의 변화로 피해자나 소수 집단을 추모(commemoration)하는 방식으로 변화

하고 있다. 또한 메모리얼 공원은 도시 구조적으로 공원묘지와 구분되어 기억 

회상 및 추모 행위를 수행하는 도시 내 공공 공간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경관에서는 조각상과 기념물 중심으로 조성되던 기념비가 추모의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중심의 메모리얼 공원으로 변화하였다. 

근대 역사 경관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근현

대 시기의 역사 및 문화재의 지위가 향상되고, 특히 20세기 근현대 역사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쟁․식민지․내전․테러 등 불편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되는 변화와 함께 등장하였다.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여러 자산들, 그리고 변화

하는 동적 개념으로서 경관이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또한 불편한 역사

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역사 인식 전환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등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두드러지며, 식민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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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포스트 식민지 경관(post-colonial 

landscape)이 새로운 근대 역사 경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근대 역사 경관의 

형식은 1970~80년대 등장한 야외박물관인 에코뮤지엄(eco-museum)의 과도기

적 형태를 지나,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의 자원으로서 근현대 시기의 역사 및 기

억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도시 재생 정책에서 역사문화적 콘텐

츠로 근현대 역사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근대 역사 경관은 단일 문화재 건축

물의 범주를 넘어 도시 경관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이들 각 기억 경관 유형은 산업 기억, 추모의 방식, 근현대 역사 및 기억을 

보존하거나 표현한다. 특히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은 탈산업화로 산업 부지

가 도시를 구성하는 새로운 경관으로서 등장한 유형인 반면, 메모리얼 공원과 

근대 역사 경관은 기존의 기념비 중심 또는 전통적 역사 중심의 공간들이 재편

되는 과정을 겪으며 형성된 경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새로운 부지

와 기억 유형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억 경관 유형은 점차 확장되는 추세에 있

다. 군사 부지나 도시의 일상적 공간 중 유기된 부지, 노후화된 상업 거리 등 

새롭게 등장한 기억의 장소들이 장소 기억을 기반으로 재생되기 시작하면서 기

억 경관 유형은 서로 혼성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억이라는 주제가 20세기 후반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획득하면서 경관에서

도 여러 기억의 흔적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문화재 

또는 전통적 의미의 역사 경관과 기억 경관을 구분하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기

억 경관을 조성하는 설계가 및 계획가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가 기억을 발굴 

및 기록하며 보존하는 것과 달리 공간의 체험을 통해 방문자가 기억을 경험하

고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관에서 기억의 표현이란, 보존 또

는 재현과 달리 과거의 흔적을 현재화된 기억으로서 공간에 다시 불러내고 경

험하게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억은 선별되고 표현되는 두 단계를 거쳐 경관에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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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하자면, ‘어떤 기억 A는 B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 경관에서 C라는 방식

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장소에는 여러 시대의 기억과 흔적이 산재해 있

는데, 기억 경관 조성 시에는 이러한 장소 기억 중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

받은 기억이 먼저 선별된다. 이어서 선별된 장소 기억을 표현하는 단계가 수행

된다. 이 단계가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경관에서 어떤 기억을 특정한 방식

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억이 발굴되고, 기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조성하는 주체의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억 경관

의 표현 방식은 다양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서울 호수공원과 서소문 역사공원, 남산공원 회현지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오늘날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일차

적으로는 부지에 남겨진 기억의 흔적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이러한 흔적들은 부지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으로서 보존되며, 재현되거나 

활용된다. 그러나 어떤 기억의 흔적들은 선별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들은 지표면에 남겨진 흔적이 없음에도 중요한 장소 기억으로 선별되어 기

억의 터로서 복원되기도 한다. 예컨대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여과지동과 취수동 

등은 주요한 정수장 시설임에도 구조안전성 문제로 철거되었으며, 서소문 역사

공원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순교 및 박해와 관련된 실제 기억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에도 기억의 터로서 복원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선별된 각 개별 기억 요소들은 경관에 표현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

제나 개념을 통해 엮이면서 기억과 관련된 독특하고 고유한 장소성 및 장소감

을 형성한다. 경관에서 기억이 주제화 및 개념화된다는 것은 어떤 기억이 선별

되는가, 또한 어떤 기억은 삭제되며 어떤 기억은 흔적이 없음에도 복원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억 경관은 일종의 주제 또는 

개념으로 구체화된 이미지를 기억을 경험하고 회상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와 개념의 형성은 기억 경관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정체성 및 장소감과 관련이 깊다. ‘기억’을 활용함으로서 기억 경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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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시 경관과 구분되는 고유한 장소 정체성 또는 장소감이 부여된다. 이는 

기억 경관을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 공간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를 통해 

조성 과정에서 현재적 의미와 역할이 부여된 기억 경관은 오늘날 도시 공간에

서 활성화된 공적 기억의 이미지로 표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물리적 기억 경관 조

성 시 비물리적 요인을 포함하는 기억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기억 및 기억 행위가 물리

적 경관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억 방식

이 암기에서 회상으로 전환되었고, 기억을 공간에서 경험하는 형식으로서 기억 

경관이 출현하였다. 또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메모리얼 공원, 근대 역사 

경관처럼 장소 기억의 유형에 따라 경관의 유형이 규정되고 있다. 실제 경관에

서 기억 표현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중요한 

주제 또는 개념을 표현하는 기억 이미지 형성을 위해 장소에 남겨져 있던 기존 

기억의 흔적이 삭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흔적이 없는 장소 기억이 완전히 복원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공적 기억의 개념을 기억 경관에 적용하여 살펴볼 때, 기억 표현

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기억 

개념에 따르면, 기억은 소통되고 공유되며 이 과정에서 기억과 관련된 집단들

은 기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기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집단을 포함하여 

형성된 공적 기억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집단 전체가 바로 대중이다. 기

억 네트워크에서는 집단 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소통을 통해 다른 집

단이 기억과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집단적 기억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성화되면 기억은 절충되고 의미가 부여되며 

공적인 기억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계획가와 설계가는 기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네트워크 내 기억 소통을 이해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한

편으로 기억 네트워크 내에서 기억이 소통되고 공유되는 양상을 적절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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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용되는 기억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경관 표현에 적용할 방법을 고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억 경관은 지속적으로 도시 공간에 조성되고 있다. 기억은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자 기억 경관을 여타 다른 도시 경관과 구분하는 요소다. 

기억 경관은 독특한 장소 정체성과 장소감을 통해 여타 공간과 구별되는 도시 

공간으로 조성될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경관에서 기억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기억의 충돌, 불편한 기억 표현 문제, 기억의 정형화, 기억의 상업화 및 관광화 

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있다. 따라서 경관에서 기억의 문

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기억 경관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억 표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

억은 충분히 통용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기억의 통용과 소통은 공적 기억을 형

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억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해당 기억을 공유하는 

대중이 형성될 때 이루어진다. 정부 기관이나 계획가 및 설계가 등 기억 경관 

조성에 깊이 관여하는 기억 주체는 전체 기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펴보면서 어떤 기억이 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며 기억에 부여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 혹은 시민은 기억 경관의 

이용자이자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기억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경관 조성에 참여하며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관을 이용하는 

대중 또는 시민이 기억의 통용 및 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관 조성 과정에서 기억 네트워크의 확장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억 유형으로서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유형의 부지가 

등장하고 있으며 아카이빙 작업 등을 통해 기존에는 남겨지지 않던 노동자의 

기억이나 사소한 기억들까지도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억 유형을 발

굴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기억 표현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창

의적 작업과 사고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진정성 있고 다채로

우며 지속 가능한 현대 도시의 기억 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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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is a strategy which has constructed places and landscapes in 

contemporary cities. Today, the ‘place memory’ is presented as a source 

and strategy for creating a new urban landscape.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ree major types of urban landscapes utilizing particular place memories. 

First, the post-industrial park, recycling closed post-industrial facilities and 

aging infrastructure. Second, the memorial park, where memories are left in 

a specific place to be remembered and commemorated. Lastly, modern 

historic landscape, which preserves and utilize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cal traces. Meanwhile,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that recycle 

existing buildings and facilities, to revitalize old and outdated citie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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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d as a key urban planning program that often reorganizes existing 

urban spaces while utilizing traces of memories left behind. 

I would refer to these urban landscapes that are created by utilizing 

place memory, as the ‘landscape of memory’. Here, the ‘memory’ means an 

events of the past that is given meaning in the precess of expressing the 

traces of history, a place memory as a trace left in a particular place, and 

also an object that can be experienced through a reminiscence and be 

physically visualized in the landscap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when and how such a landscape of memory 

emerge, and how memories as elements that constitute a landscape is 

handled and expressed in actualized landscapes of memory.

When and how did the landscape of memory emerge? In this study, I 

weigh on the late 20th Century, especially around 1980s. This period was 

the time when attention and change in the discourse related to ‘memory’ 

took place, and the landscape of memory appeared simultaneously. At this 

time, the interest in the subject of memory exploded around 1980s, 

so-called the period of the ‘memory boom’, and discussions about memory 

began within the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and also the social 

discourses of memory emerged widely. In addition, memorization has 

declined and reminiscence has emerged, and today, this mode of 

remembrance has become a way of recalling and experiencing memories in 

urban landscapes. Many visitors recall memories through traces left behind 

in the place and landscape, and reorganize the landscape of memory 

through their imagination.

As a change in the discourses of memory was reflected in the physical 

urban space, the landscape of memory emerged. In this study, there are 

three categories in the landscape of memory that emerged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first is a post-industrial park that recycles post-industrial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nto parks and public spaces. It emerged with 

the de-industrialization that bega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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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s, and the urban regeneration triggered by the decline of industrial 

cities. In this process, industrial memory become recognized as attractive 

and aesthetic object. Industrial memory was mainly expressed in the way of 

recycling industrial ruins and presenting industrial nature in the 

post-industrial parks.

The second category is the memorial park. Its emergence is deeply 

related to the change in the way of remembering, from celebrating to 

commemorating in memorials. A memorial space, rather than a statue or 

monument due to these changes, began to be created, and its demand 

increased due to spread in public commemoration. In the aspect of urban 

planning, unlike a cemetery outside the city where bodies are actually 

buried, memorial park has become a public space inside the city that 

carries out remembering and commemorating a loss. In addition, the 

monument that centered on sculptures or objets have gradually changed 

into memorial park as experiential space. 

The third and final category is the modern historic landscape. It 

emerged when the low statu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perceived to have relatively little value for preservation, was improved, and 

the shift in perception of the uncomfortable and difficult history that 

caused ethical problems such as war, colonization, and terror took place. 

The eco-museum that appeared in 1970s and 1980s is a transitional 

example in which the modern historic landscape could be created as a 

landscape beyond a single building. It is an on-site and open-air museum, 

in which a building-centered museum, which appeared in the 19th Century, 

has been extended to the town and landscape. Since the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historic landscape could be seen in the earnest after the 

modern history was recognized as a new content for appropriation in 

urban regeneration. In particular, the modern period’s memory and history 

have been actively utilized as a source for historical and cultural urban 

regeneration. Meanwhile, in recent, the categories of landscape of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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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gradually expanding because the scope of each landscape type has been 

expanded and the categories of three landscapes are intermixing. 

If so, what memories are specifically important, and how are they 

expressed in an urban landscape? In other words, what are the main 

memorable elements of memory that make up the landscape, and why was 

this memory expressed in such a way? I conduct case studies, and then 

attempt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landscape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memory. 

First, I divided the process of making a landscape of memory into two 

steps: memory selection, and memory expression. Through these steps, 

memories carrying important meanings are selected from various memories 

on the site, and these selected memories are expressed in the landscape in 

specific ways. For the case studies, West Seoul Lake Park, Seosomun 

Historic Park, and Hoehyeon district in Namsan Park were selected. They 

are cases in South Korea where on-site survey and data collection are 

readily available, and which can encompass the three categories of the 

landscape of memory as I discussed earlier, demonstrating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utilizing place memory for constructing landscape.

There are largely three ways to use memories in the said cases. The 

most important method is to utilize the traces of memories. That is the 

utilization of the traces as the physical elements of memory left on the site. 

However, on the contrary, there are traces removed during the formation 

process even though they were left on the site. The removed traces and 

their cause imply what is the important meanings of the memories utilized. 

On the other hand, in some cases, memories that do not exist or remain 

on the site are restored. This landscape can be said to be a site of 

memories where a ‘genius loci’ has been physically restored. In such 

process of restoration, questions of how to deal with other memories that 

cannot be restored, or the traces that are likely to disappear, are raised as 

importa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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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utilization, removal, and restoration of memories is 

to thematize and conceptualize them in the landscape. By grouping and 

expressing place memories into specific themes and concepts, a specific 

identity and a sense of place that distinguish the place from other places 

are formed. An identity of place based on place memory becomes a factor 

that makes a place attractive and special. As a result, visitors can 

experience a unique sense in the landscape. In particular, a unique and 

attractive aesthetic experience is attainable while recalling memories in the 

place and landscape as the medium of place memory. 

How does one select important memories, express them according to 

specific themes and concepts, and experience these places valuably? This is 

made possible because the landscape of memory in urban space is formed 

based on the ‘public memory’. What is the public memory? It is defined as 

the circulation of recollections among members of a given community. This 

term can explain the phenomenon where a public, the same memory group 

with common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similarly recognize 

the meaning and role of a specific place memory. Also, public memory is 

an appropriate concept to explain the problem of conflict among the 

contested groups around a memory. In the process of publicizing a 

memory, a conflict among some groups may occur. The landscape of 

memory, as an urban public space, is expressed as the accumulation of the 

responses to these conflicts. In other words, the landscape of memory is 

the result of public memory being expressed physically, and recognized as 

an image of public memory by the public with the shared social context 

and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how memory and remembering as an abstract 

concepts affect the formation and expression of the physical landscape. In 

particular, I demonstrated that the landscape of memory has emerged and 

formed during the same period due to the changes in the late 20th Century 

where attention and changes took place in the discourse of memor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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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that when creating a landscape of memo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recognize and select place memories on a 

site, and how to express them physically in landscape. In addition, when 

the concept of public memory is applied, it is possible to discover why it 

is principal to establish the importance of a certain place memory, and to 

identify the present meaning of memory in the process of making a 

landscape of memory. This is because, if the importance or meaning of a 

certain selected memory is difficult to obtain justification at the public 

level, various conflicts and controversies may arise during the formation 

process. However, in some respects, this collision becomes part of the 

public memory in the urban landscape. In the end, the landscape of 

memory can be an image that visualize the public memory, comprehensive 

result of conflict and debate around memory.

Today, interests in a theme of memory continues to increase, and places 

of memory have been also constantly emerging,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ndscape of memory will continue to be constructed in urban spaces 

in the future. Memory is the main component of the landscape of memory, 

and the element that makes the landscape special and meaningful. Through 

consideration and exploration of memory as a nonphysical component that 

constitute a physical urban landscape, I hope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more contextual, authentic and sustainable landscape of 

memory in contemporary cities.

Keywords: Landscape of Memory, Place Memory, Public Memory, 

Remembering, Post-industrial Park, Memorial Park,         

Modern Historic Landscape, Selection and Expression of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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