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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큰 틀에서 합리적 종합계획에서 협력적 계획

으로 전환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협력적 계획의 방식들이 도입되고 적

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처음 조성(2006년

-2009년)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광장 

조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광장을 만들고자 했으며, 광화문광장을 

재조성(2014년-2020년)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여 밑그림을 

그리는 ‘시민주도형’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에는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의사소통 활발해졌으

며, 사회적 학습이 새로 시도되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

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은 조성 및 재조성 사업 결정 이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

다. 권력의 교체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들의 선호가 바뀐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이 명실상부

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협력적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적 계

획담론이 부상한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고, 협력적 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를 도출하여, 협력적 계획 측면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첫째, 기존

의 협력적 계획 연구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계

획 환경과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 의사소통 방식, 

정보 제공과 사회적 학습의 시도, 합의와 집행의 연계를 확인하였다. 둘

째, 협력적 계획이론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중스케일과 네트워크 분석, 

경로의존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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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에서 협력적 계획이 실패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화문 일대는 복합적인 공공성과 정치적 상징성 등 

생활공간과 구분되는 특유의 장소성을 갖고 있으며, 계획 스케일이 광역

화되고 다층화 되면서 스케일의 불일치(scalar-mismatch)가 발생하였

다. 둘째, 행위자들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와 계획과정의 과잉 정치화

는 협력적 계획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한국의 정치문화 또한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대화상황과는 괴리가 있었다. 셋째, 계획 행정의 제도적 측면

으로, 사회적 학습과정과 합의의 집행 과정에서 경로의존성이 작용하였

고, 서울시의 다중스케일 계획 역량이 부족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마

지막으로 협력적 계획이론의 내재적 한계이다. 협력적 계획은 정치적 수

사(修辭)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조직화된 무

정부 상황(organized anarchies)이 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

한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기보다 구조적인 배제, 혹은 일시적 

긴장의 타협일 가능성이 있다.

주요어 : 광화문광장, 협력적 계획, 계획이론, 거버넌스, 계획과정,   

            공공계획, 다중스케일 관점

학  번 : 2015-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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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공공계획은 크게 보아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

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대체로 일방적

인 정책수립을 해왔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큰 계획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정책 결정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

는 하부기관에 불과했다(배응환, 2004:320).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시

민사회가 성장하였고,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계획 주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계획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

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중앙정부는 계

획을 수립하는 단일 주체가 아니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우리사회의 

공공계획에 대한 접근방법과 시민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

져 오고 있으며, 이는 협력적 계획 패러다임의 부상이라 볼 수 있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큰 틀에서 합리적 종합계획(Rational Com- 

prehensive Planning)에서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합리적 종합계획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

선의 효율적 수단을 찾는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논리실증주의와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 합리적 계획은 목표와 수단이 분리되고, 계획

은 결국 외부로부터 주어진 목표에 따라 수단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가치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과정(Allmendinger, 2002)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사실과 가치의 분리, 과학적 이해의 객관성,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 계획이 비현실적인 가정에 의존하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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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힐리, 2004:303). 

합리적 계획이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획과정의 실제를 반영한 만족화

(Satisfying), 점증주의(Incrementalism) 계획이론이 등장하였고, 실제 

계획과정은 정치적 행위일 수 밖 에 없다고 주장하는 옹호계획(Advoc- 

acy Planning)과 교환거래계획(Transactive Planning) 등장하였다. 좌

파계획(Marxist Planning)과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등장한 뉴라이트 

계획(New Right Planning), 포스트모던 계획(Postmodern Planning)

이 등장하면서 합리적 종합계획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합리적 계획이론이 비판받자 도구적 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사소통 합리성이 대두되었고, 계획 활동에서 해석적·의사소

통적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구조

와 행위는 상호작용하고 상호구성한다는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을 기반으

로 협력적 계획이론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규범적 주류로 부상하는 중이

다. 협력적 계획이론은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계획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광범위한 사회·정치·경제

와 같은 계획환경 및 가치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이론이다(힐리, 

2004:6-12). 

합리적 종합계획이 가치 판단을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면, 

협력적 계획은 가치판단을 계획과정 내에 포함시킨다(힐리, 2004:304). 

최근 가장 다양한 가치들이 투입되고 경쟁하며, 많은 관심이 투영되는 

공간이 있다. 바로 광화문광장이다. 광장이란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

인 경우가 많으며 광장의 장소성은 역사적·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광화

문광장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 입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용도의 집회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핵심적인 사회·정치 갈등의 무대 공간

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무대 공간일 뿐만 아니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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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광장 주변부는 주요 국가기관과 시설, 기업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사업보다 이해당사자가 많을 수 밖 에 없다. 

시대환경이 협력적 계획담론으로 이행하고, 광화문광장에 담긴 가치

와 정치적 상징성 등으로 관심을 갖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지면서, 광화

문광장 조성 계획에 협력적 계획담론이 부상하게 된다. 민선 4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광화문광장을 처음 조성(2006년-2009년)할 때와 

민선 7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재조성(2014년-2020년)1)

할 때 모두 협력적 계획을 지향하는 듯 했다. 

2007년 12월 13일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설계안을 확정, 발표하

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시민고객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광장 조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

시면 적극 검토·반영해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조성하는 진정한 시민광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2) 2009년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계획 및 구상단계부터 시민토론회,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배치안과 명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히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장이라 할 만한 유

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여형 프로젝트의 형태를 보여줬다”고 자부했

다.3)

한편,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을 주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

민사회 출신 지도자로서 정책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 시

민참여, 협치를 강조해왔다(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장은 2019년 1월 

21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을 '시

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역사적인, 대역사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

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 역시 '시민'들이었습니

1) 서울시에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광화문광장 재조성 및 확장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재조성’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2) 뉴시스, 2007.12.13.,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확정

3) 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광장 백서,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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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언했고, “결과는 물론 과정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협치 프로세스

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주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처음 광화문광

장을 조성할 때(2006년-2009년)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결정(서울

특별시, 2011a:14)하는 ‘시민참여형 광장’을 만들고자 했다. 서울시

가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할 때(2014년-2020년)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도형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2019년 9월 19일 서울시

는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을 완성시키

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한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4) 이처럼 광화문광장의 조성, 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협력적 계획’은 약속한 것이었다.

두 차례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은 모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였고, 혹은 진행 

중인 것처럼 홍보되었다. 서울시 민선 4기에 의해 만들어진 광화문광장

은 시민참여형 광장으로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중앙배치로 조성되었고, 

최근 서울시 민선7기에 의해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은 시민주도형 

광장으로 편측으로 배치되어 조성된다. 두 번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모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

지만 개방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성되고 있다. 권

력 교체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의 선호도가 달라진 상황이다.

2020년 9월 28일 서울시는 ‘시민의 뜻을 담은 광화문광장’을 곧 

착공하겠다고 발표하고, 11월 16일 공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되었던 세

부 계획들은 보류되거나 취소되었다. 수년간 여론 수렴과정이 반영되지 

않자, 시민단체는 “시민소통과정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4) 뉴시스, 2019.09.19., [전문]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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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전락했다”며 비난했고,5) 언론과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광화문광

장 재조성 강행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이며, ‘소통이 부재한 불통의 

광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6) 정치권에서도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7) 각계각층에서 시민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다. 과연 두 번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협력적 

계획이 작동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요인 때문인

가.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이 명실상부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해보고, 협력적 계획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협력적 계획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시민참여형’, ‘시민주도형’이라는 레토릭을 내세운 광화문광장 조

성 및 재조성 계획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평가하기 이전

에 다른 공간이 아닌 광화문광장에서 협력적 계획담론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던 맥락을 먼저 파악할 것이다. 광화문이 탄생한 조선시대부터 역사

를 거쳐 형성된 광화문 일대의 장소성과 민주화 이후 시대정신을 검토한

다.  광화문광장이 협력적 측면에서 조성·재조성 될 수 있었던 계획 환

경도 함께 분석한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변화와 광

장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 도시계획상 새로운 흐름의 도래 등

을 파악한다. 

5) 연합뉴스, 2020.10.05.,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업 졸속 추진”…경실련 등 시민사회 반발; 한겨

레, 2020.10.12., 퇴행적 광화문광장 사업 당장 중단해야; 연합뉴스, 2020.10.22., 도시·건축전

문가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촉구

6) 주간조선, 2020.10.18.,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굳이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논란; 한겨레, 

2020.10.23., [크리틱] 광화문광장, 미래 세대에게 맡겨야; 중앙일보, 2020.10.28., [양성희의 

시시각각]차라리 광장을 내버려두라

7) 국민일보, 2020.10.26., 권영세 의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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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협력적 계획 측면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

과정을 평가한다. 협력적 계획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광화

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구성과 참여는 포괄

적이었는지,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지,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거나 제공되는지, 사회적 학습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도출

한 합의는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협력적 계획 측면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과정이 비슷한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볼 것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상이한 주체에 의해 협력적 

계획이 진행되었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에서 협력적 계획은 

각각 어떻게 작동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원인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과 함께 계획과정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탐

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협력적 계획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변용되고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한

다. 협력적 계획이론은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으로 인해 실현가능성

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협력적 계획이론의 내재적 한계로 인한 계획 

과정의 내재적 문제인지, 혹은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을 

둘러싼 계획 환경의 문제인지 파악한다. 광화문광장이라는 독특한 장소

성과 계획의 규모 등 공간적 측면의 문제인지, 혹은 우리나라의 정치구

조와 정치문화나 행정 주도적 계획 관행 등 계획과정을 구조화하는 계획 

환경의 문제인지 계획과정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다.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을 협

력적 계획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와 이러한 분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협력적 계획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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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일대가 갖는 특유의 장소성에 기반하여 조성·재조

성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학습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광화문광장은 사회적 관심

이 포괄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주체들은 

‘합의’를 도출하여 집행하였다고 정치적 홍보를 하였다. 더불어 최근 

서울시의 공공공간 조성 계획과정에서 협력적 계획 방법들이 사용되었

고, 이러한 계획 행정의 경로의존성도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

정을 협력적 계획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 과정을 협력적 계획관점에서 평가

하는 것은 오늘날 대규모 공공프로젝트가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적 계획의 적용 가능성과 적실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한국에서 협력적 계획은 

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갈등관리 방안으로, 혹은 사업의 정당화 기제로 

활용되어 왔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소위 ‘국책사

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목표와 집행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화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지방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

방정부가 사업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다양한 참여적 절

차들도 도입되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과 더불

어 파급효과가 클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사회분열과 갈등이 생길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특히,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상징성과 파급력

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주도해야할 것 같지만 적극적인 행위주체가 지

방정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지대한 지방정

부 사업으로,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계획 과정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

황은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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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행정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

처럼 정치적 결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위주체의 자원과 권력에 따

라 전개되는 상호작용 과정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정치 상

황, 행정 제도의 경로의존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협력적 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모범사례에 

치우쳐져 있다. 협력적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도출하는 것만큼 

한국 현실에서 협력적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패할 수 밖 에 없는 요

인들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은 협

력적 계획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로써, 협력적 계획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협력적 계획의 담론과 실제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의 분석을 통해 협력적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어떤 요인들이 더 강조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자료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화문광장 일대이다. 광화문광장은 서울

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와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세종로 중

앙에 조성된 광장이다. 광화문광장은 2009년 8월 1일 조성되고 개방되

었다. 광화문광장의 규모는 18,840㎡이고, 폭34m, 길이 557m이다. 광

화문광장의 공간구성을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광화문

의 역사를 회복하는 광장’으로 월대가 재현되어 있다. 아래에는 ‘육조

거리의 풍경을 재현하는 광장’이 있고, ‘한국 대표광장’으로 세종대

왕 동상이 있다. 세종대왕 상 동상 기단 아래에는 세종이야기 전시실이 

있다. 그 앞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문화광장’인 해치마당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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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앞으로 이순신 동상과 12.23분수가 ‘도심 속의 광장’에 위치

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확장하여 재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조성 

계획내용에 있는 부분도 포함한다. 재조성 계획은 광화문 앞 사직로, 율

곡로와 중앙광장 동측, 서측의 도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조성 계획보다 

공간적 범위가 넓다. 연구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광화문광장 주변부도 다루겠지만, 연구의 중심은 광화

문광장에 둔다. 

시간적 범위는 광화문광장이 협력적 계획담론을 표방하며 부상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로 한정한다. 그 이전에도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여러 계획안들이 존재했고,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

다. 이러한 흐름은 광화문광장 조성 배경으로 비교적 간략하게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광화문광장의 첫 번째 조성과정을 ‘광

화문광장 조성’ 과정이라고 명명하고, 두 번째 조성과정은 편의상 ‘광

화문광장 재조성’이라고 명명하며, 이 두 시기를 포함한다. 광화문광장 

조성과정은 민선4기 서울시장에 의해 중앙광장으로 조성된 첫 번째 광

<그림 1> 광화문광장 조성 조감도

출처 : 연합뉴스(2009.07.30) 
서울시제공

<그림 2> 광화문광장 재조성 조감도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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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광장 조성 과정으로 2006년부터 2009년 8월 1일 개장하는 날 까

지다. 재조성 계획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지만, 2020년 월 28일 광화문

광장 재조성 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16일 착공에 들어갔다. 따라

서 민선 7기 서울시장에 의해 조성될 광화문광장 재조성은 2014년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로 한정한다. 

광화문광장 계획과정의 시간적 범위를 공공 계획의 일반적인 3단계

로 구분하면 의제설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로 진행된다. 의

제설정과정8)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활동이 있었던 날부터 광화문광장 조

성방안을 최종결정한 날까지다. 광화문광장 조성과정의 경우 2006년 9

월 22일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이며, 광화문광장 재조성과정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다. 

광화문광장 조성의 정책결정과정9)은 2006년 12월 27일 서울시가 

세종로 중앙에 광화문광장 조성방안을 최종 결정한 시기부터 2007년 

12월 13일 광화문광장 설계안이 확정된 시기 전까지다. 광화문광장 재

조성은 2018년 4월 10일부터 2019년 1월 21일 전까지다.

광화문광장 조성 정책집행과정10)은 2007년 12월 13일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행사가 정해지고 난 이후부터 2009년 8월 1일 광화문광장

이 완공될 때 까지다. 광화문광장 재조성과정은 2020년 9월 28일 광화

문광장 재조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국제공모 설계 당선작

이 발표된 2019년 11월 21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2020년 11월 16일 

까지로 한다.

8) 의제설정과정(agenda setting)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정책문제

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단순한 견해표명이라기보다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바꾸는 정부의 공식

적인 첫 의사 결정 활동인 것이다. 이때 정책문제란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

기로 결정한 문제를 뜻한다(정정길 외, 2003).

9) 해결할 정책문제 또는 달성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제설정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광

범위하게 탐색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이다(정정길 외, 2003)

10)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의 핵심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William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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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자료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 방법과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를 위한 이

론연구는 협력적 계획이론에 관한 문헌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사례조사 

방법으로는 계획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문헌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실증주의 철학보다는 해석적 접근방법과 비판적 접

근방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양적 연구에서는 현실은 연구자와 분리된 

객관적이고 단일한 현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질적 방법은 현실은 주관적

이며 연구 참여자에 의해 다양하게 인식된다고 가정한다. 연구자는 연구

가 이루어지는 대상과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며, 연

구과정에서 가치와 편견이 개입된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가장 중

요한 차이는 연구 설계 과정이다. 양적 연구의 설계는 연구 이전에 고정

되며, 연구는 사전에 설정된 가설의 범위를 넘지 않고, 맥락과도 독립적

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에 의해 선험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주가 확인되며 맥락 제약적

(context-bound) 정보를 제공한다(남궁근, 2011:360-365). 

협력적 계획의 담론과 실천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

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인 사례연구를 선택한 원인은 “협력적 계획이 

가시적인 효과와 정량화할 수 있는 가치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효과와 

정량화할 수 없는 가치의 실현 또한 중시”하기 때문이다(김두환, 2000 

a:8). 양적 접근방법은 유동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상황별 경험, 이

해 및 인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정성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맥락에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 변화를 주관적으로 협상하는 방식 등 계획과정에

서 중요한 미시적 활동을 조명할 수 있다(Holland et al., 2006). 따라

서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의 협력적 계획을 평가할 경우 양적 접근방

법은 부적절할 수 밖 에 없다(Innes&Booher, 1999c: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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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광화문광장 조성계획과정에 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행한다. 개

별적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는 ‘개별적 기술연구

(idiographic approach)’라고 할 수 있으며, 사건, 상황, 효과 또는 결

과와 원인(요인)들을 추론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이

다(Song et al., 2014:24). 사례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

해 깊이 있게 조사하는 실증적 연구로, 실생활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 현상과 관련된 주요 정황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면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Yin, 2016).

사례는 서사(story)에 기초한 지식으로, 사례연구는 도식화된 지식

(geometrical intelligence)을 넘어서 인지적 지식(discerning intellig- 

ence)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강은숙·이달곤, 2005). 행태주의 방법

론에서 놓치기 쉬운 실제생활(real-life)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복잡한 

사회현상의 전체적이고(holistic), 의미 있는(meaningful) 특징을 그대

로 유지하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Yin, 1989:14). 즉, 이론을 검

증하고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개발가능하게 하며, 이미 일반화된 가정과 

모순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과정의 상세한 부분(subtleties)과 뉘앙

스 및 계획과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intuitive)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분석적 기법(analytical skills)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Anderson, 1994:289). 

Yin은 사례연구를 실험, 서베이, 역사연구, 기록정보 분석 등과 구분

되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파악하면서,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조건을 제안

하고 있다.11) Yin에 따르면 연구문제가 “어떻게”와 “왜”의 문제를 

11)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조건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연구문제의 유

형을 구분하기 위해 연구질문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질문의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다. 만약 연구문제가 “무엇”, “누가”, “어디서”에 관

한 것이라면 서베이 혹은 기록정보 분석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 서베이는 연구결과를 정량

화하여 산출하고자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떻게” 그리고 “왜”와 

관련된 문제는 좀 더 설명적 성격을 띤다(Y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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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가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현상의 발생 자체나 빈도보다는 시간에 걸친 추적을 필요로 하는 

조작적인(operational) 관계에 대해 다루기 때문이다(Yin, 2016:32–3 

3). “어떻게” 혹은 “왜”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면서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거나 거의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Yin, 2016:41). 광

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협력적 계

획이 작동할 수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례조사방법을 선택한

다. 

광화문광장 계획과정이라는 단일 사례연구이면서,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시점에 서로 다른 주체가 ‘협력적 계획’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조성한 사례를 다룬다. 단일한 사례에 대해서 시간적인 공백을 두고 두 

번 이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종단적(longitudinal) 사례연구라고 한

다(Yin, 2016:107).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의 분석은 단일사

례연구 가운데서도 종단적 사례연구에 속한다. 단일사례 연구는 하나의 

사례가 갖는 극단성과 독특성이 있는 경우 수행되는데, 종단적 사례연구

의 경우 단일사례연구가 정당화된다(유기웅 외, 2019:169). 

종단적 사례연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선, 자료가 둘 이상의 

시점에서 수집되어야 하고, 분석되는 대상 혹은 사례가 같거나 최소한 

비교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례의 분석은 자료에 대한 비교를 포

함해야 한다(Menard, 1991). 종단적 연구가 수행될 경우 동일한 사이

트에서 정책 개입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맥락적인 분

석과 메커니즘 등을 비교할 수 있다(Farrall, 2006:298-300).12) 계획

과정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탐색하여, 특정 조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으며(Cresswell et al., 2016), 계획과정에

12) 미국의 백인 중심 소도시를 대상으로 번영했던 1920년대 실시된 연구「Middletown」

(Lynd&Lynd, 1929)과 같은 장소에서 미국의 대공황 후기에 실시된「Middletown in 

Transition」(Lynd&Lynd, 1937)처럼 동일한 사례가 연속적인 두 개의 사례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Yin,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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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당자사들의 관계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과 전략을 개발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광

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의 변화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면

서, 실증자료에서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 혹은 새로운 변수를 찾아

낼 수도 있다(Holland et al., 2006). 특히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차이나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례로, 행

정의 제도적 유산 등을 파악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존의 연구

나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 및 재구성하는 문헌연구 및 분석(literature 

review&analysis)이다. 분석 자료는 크게 세 가지다. 각종 공간(公刊)

자료와 유관 회의자료, 그리고 언론기사와 관련 단행본이다. 첫째 서울

연구방법 자료 종류

문헌 연구 및 분석

(Literature review & 

Analysis)

·도시계획 관련 단행본 및 공공 간행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정책보고서

·문화재청 및 국토부 발간 보고서 및 공식 간행물

·서울시의회 회의록(2006년~2020년)

·광화문포럼 위원회 회의록(2016년~2017년)

·일간지(조선, 동아, 한겨레, 중앙, 경향 등)

·잡지(신동아, 월간조선, 한겨레21 등)

·공간계획 분야 저널(환경과 조경, 공간 등 )

·관련 단행본

심층 인터뷰 및 참여관찰

(In-depth interview & 

Observation)

·서울시 관계 공무원

·광화문포럼 전문위원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시민토론회 발제자

·시민토론회(2회)

·공개시민토론회(4회)

·전문가토론회(3회)

<표 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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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중앙정부에서 발간한 공간 자료이다.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

한 백서 및 공공 간행물, 보고서 등을 적극 활용한다. 서울시의 전반적

인 도시계획의 흐름과 특성, 광화문 일대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 정책보

고서 등을 검토한다. 시간적으로 구분하면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기 이전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재청, 국토부가 발간한 보고

서 등 공식적 문헌들을 살펴보고, 광화문광장 조성 이후 광장과 관련된 

광화문광장 백서나 관련 보고서들을 분석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

성하기 위해 발간된 자료집이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검토한다.

둘째, 유관 회의자료는 계획과정 내 행위자의 자원 및 상호작용, 갈

등 이슈와 협의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회의록(2006~2020)

을 검토한다. 서울시의회회의록에서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도시

계획위원회 행정감사 회의록,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본회의 회의록, 교통

위원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부 회의록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 외에

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전체회의를 살펴보고, 더불어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광화문포럼의 회의록도 살펴본다. 다

양한 행위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언론의 보도내용, 서울시장과 광화

문광장 조성 사업 관련 행위자의 인터뷰,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등을 활

용한다.

셋째, 계획의 배경, 계획과정과 더불어 당시 사회 분위기와 담론이 

어떠했는지 보기 위해서 신문기사를 이용한다. 일간지와 잡지, 공간계획

저널을 활용한다. 신문을 통해 공식 문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사회

적 여건과 환경, 정치적 사건,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들의 갈등과 충

돌 양상, 다양한 의견, 공간과 연계된 계획들을 연대기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

스 빅카인즈(bigkinds)13)와 네이버 뉴스를 활용하였고, 기사의 헤드라

13)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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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부제목에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기사, 사

설, 칼럼들을 선별했다. 사설과 칼럼에서 제목에 광화문광장 조성이 드

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체 내용에서 관련 단어가 검색되는 기사를 

모두 수집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시점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게재된 관련 정보를 모두 조사한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 

관련된 행위자가 저술한 단행본도 함께 참고하였다.

계획수립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

접 방법을 병행한다. 문헌조사와 더불어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을 선택

한 이유는 참여관찰이나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자료조사로 확인이 어려

운 상호작용과정에서의 신뢰형성이나 상호이해증진 측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획주체가 제공한 자료와 언론기사의 객관성을 검

증하거나,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

며, 연구자가 간과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다(이흥

권, 2008:9),

구분 참여 형태 일시

공무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2020.11.12

전문가 A
광화문포럼·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시민토론회 발제자
2020.10.13

전문가 B 광화문포럼·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2020.11.09

전문가 C 광화문포럼 운영 2020.12.09

시민 A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2020.11.28

시민 B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2020.11.29

시민 C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2020.12.05

<표 2> 심층인터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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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9일 서울시가 소통강화를 약속한 이후 2019년 10월

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서울시는 집중적인 시민소통 절차를 거쳤

다. 시민토론회(2회)와 공개시민토론회(4회), 의제별로 심도 있는 토론

을 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개최된 전문가토론회(3회) 등은 직

접 참여하여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를 시민위원회나, 시민대토론단으로 

제한하여 참여하기 어려웠던 시민위원회 워크숍이나 시민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생중계하는 영상을 참고하였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과 관련된 이해당자사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계획과

정에 참여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 광화문포럼 혹은 광화문시민위원회로 

활동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민토론회 발제자 그리고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인터뷰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검토,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1) 계획과정론

팔루디(Faludi, 1973)에 의해 제시된 계획이론은 두 전통이 있다. 

첫 번째는 계획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고, 두 번째는 계획과정을 중

점적으로 논의하는 이론이다(Faludi, 1973:3-20). 내용에 관한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y)과 과정에 관한 이론(procedural theory)으

로 구분하고, 계획 활동의 대상론(theory in planning)과 과정론

(theory of planning)으로 명명했다. 계획 내용에 대한 실체적 이론은 

계획이 관여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해당 분야나 주제

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으로 계획과정이 아닌 계획대상(what)

에 관한 것이다(이수장, 2006:5). 계획과정에 관한 이론은 어떻게



- 18 -

(how) 계획할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론이

다. 계획대상에 관계없이 계획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절차 및 제

도적 장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합리적 계획이론에서 계획과정에 대한 이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적의 길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

인 의사결정방법은 ‘합리적 종합계획이론(R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이라고 생각되어왔다(정환용, 2009:63). 합리적 종합계획은 

근대국가(modern state)와 근대 도시계획의 탄생과 국가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합리적 종합계획 이론적 자원은 

사회학자 베버(Weber, 1968)에게서 찾을 수 있다. 베버는 근대사회로

의 발전을 합리성이 증가한 결과로 이해했고, 근대국가의 관료제나 자본

주의의 발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적 합리성으로 설명했다(전상

인, 2007). 

계몽주의와 논리실증주의, 도구적 합리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합리적 종합계획은 문제를 정의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시작한

다. 이 단계에서 계획가는 목표를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고,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단계는 대안을 작성하고 선택하는 

결정단계이다. 계획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결과는 예측·비교되어야 하고, 목표

를 극대화(maximize)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선택된 대

안을 집행하는 단계이다(Meyerson&Banfield, 1955:314). 이처럼 합리

적 종합계획은 계획과정을 정치와 분리하고, 가치를 배제하는 것으로 사

회과학적 접근법을 추종하는 관료와 계획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치중립적인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합

리적 종합계획은 비판받기 시작한다. 장기적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적 기

법은 논리상의 제약이 있고(Black, 1990:35-36), 계획가가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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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계획이 이루어지는 집단

과 이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이 합리적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정길 외, 2003:433). 뿐만 아니라 계획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이지도 

않으며, 단편적이며 기회주의적이고 또한 실용적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

받기도 하였다(Lindblom, 1959). 이와 같이 인간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과 계획과정을 둘러싼 상황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

양한 계획이론이 등장한다. 

사이먼(Simon)의 만족화(Satisfying)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 시간, 

경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할 수도 없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

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Simon, 1976). 린드블롬

(Lindblom)은 현실에서의 정책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

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증주

의(Incrementalism)를 주장했다. 계획가의 분석능력, 시간, 정보가 제약

되어 있고, 대안비교의 기준으로 이용할 가치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현재의 계획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간

이 지나면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

는 식으로 연속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법이라고 설명했다(Lindblom, 1959).

중앙집권적이고 기술관료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둔 합리적 종합계획

에 대한 반발로 옹호계획(Advocacy Planning)이 등장한다. 옹호계획은 

현재의 정치적 구조 하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계획은 정치

적 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Davidoff, 1965). 옹호계획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일 뿐 약자에 의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리드만

(Friedmann)의 교환거래계획(Transactive Planning)이 제기되었다. 프

리드만은 계획과정에서 계획가와 고객의 지식을 면대면으로 교환함으로

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개인적 지식의 ‘사회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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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learning)’과 ‘상향식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에 중

점을 두었다(Friedman, 1973; 1987).

합리적 종합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다

(전상인, 2007). 좌파계획(Marxist Planning)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종

합계획을 수정하고 변용하여도 공공계획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과 정당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 특히 도시에 관련된 계획은 체제

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한다(Harvey, 1985)고 비

판했다.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등장한 뉴라이트 계획(New Right 

Planning)은 계획 자체에 적대적이며, 계획의 역할은 오직 시장을 지원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Allmendinger, 2002). 이 밖에도 

근대주의의 이성, 합리성, 과학, 보편주의를 탈피하여 차이와 다양성, 다

원성, 개방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계획(Postmodern Planning)등 다

양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계획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합리적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지만 실체 중심의 논의

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가운데, 계획과정을 강조하는 협력적 계획이 등장

하게 된다.

2) 협력적 계획이론

협력적 계획이론의 부상은 “계획과정”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

다. 협력적 계획이론은 기존의 계획이론들처럼 실체와 과정을 분리하지 

않고, 계획과정을 통해서 실체를 구상한다. 전통적 계획이론에서 신봉했

던 계획 활동의 대상론(theory in planning)과 과정론(theory of 

planning)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14), 계획과정

론을 대표하는 합리적 종합계획의 타당성이 도전받으면서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계획이론은 참여와 의사소통, 대화를 강조하

14) 팻치 힐리 저, 권원용·서순탁 역, 2004, 협력적 계획, 한울아카데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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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에 있어서 의사소통적 전환(communicative turn) 내지 논쟁적 

전환(argumentative turn)의 길을 취해오고 있다(Forester, 1993). 계

획 패러다임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협력적 계획이론(Collaborative 

Planning Theory)’으로 수렴하고 있다(전상인, 2007:14 ). 

1990년대 협력적 계획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1970년대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정부의 국정관

리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다시 시장메커니즘으로 복귀하자는 목소

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개인을 강조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집단을 강조하는 사회적 보수주의의 결합으로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

향했다. 그 결과 관료제적 통치구조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회는 심하게 분절

(fragmentation)된다(힐리, 2004:368).

둘째,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민주화로 인해 시민사회에서는 정치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계획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힐리에 따르면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

는 열린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부문에 참여자가 더 많아지면서 시장은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민간 부문도 많은 참여자와 더불어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정부부문의 발전으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책 결정권한이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자체도 더욱 다원화되

고 있다(힐리‧신동진, 2001:106).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변화되

면서, 이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새로운 계획

이론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경환·안건혁, 2007:9).

셋째, 국가 권력이 분산되고,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이러한 계획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s)’가 되었고, 해결방안으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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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나 도구적 합리성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합리적 계

획이론에 따르면 과학적·분석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스스

로 이뤄질 것이 자명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되거나 계획을 이탈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Khakee, 1998:365-366; 심재만, 2004:10 재인용). 

넷째,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힐리(2004:124)는 지방적 수준, 즉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며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는 지역, 정주공간, 근린지구 수

준에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그 지방의 사회적, 정치적 생

활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협력적 계획은 지역성과 지역, 

장소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생활상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계획

과정 내 참여와 협력이 불가피해졌다(장옥연, 2004:29).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협력적 계획이 등장하게 된다. 협력적 계획이

론은 두 명의 사회학자 하버마스(Habermas)와 기든스(Giddens)의 이

론적 자원을 기반으로 탄생하게 된다. 먼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

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버마스는 

도구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성취 지향적 행위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 한 이해 지향적 행위를 제안하였다. 하버마스

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란 목적이나 가치가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목적론적 행위 방식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의 뜻과 주장을 조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하버마스, 

1995). 그가 주창한 의사소통적 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관점에서 볼 때 계획은 언어를 매개로 한, 즉 담론으로 실행되는 

상호작용적이며 집합적인 추론의 과정(interactive collective reason- 

ing)이 된다.15) 

15) 팻치 힐리 저, 권원용·서순탁 역, 2004, 협력적 계획, 한울아카데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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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에 따르면 모든 언어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이해에 도달하

고, 소통과정에 제약받지 않는 이상적인 대화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인

간의 의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의

사소통적 노력의 본질은 일정수준의 협력과 호혜성(reciprocity)에 대한 

수용에 있다고 하였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을 공론장(public 

realm)이라고 명명했으며, 이를 통한 공적 영역 재구성을 추구하였다. 

참여자들은 공개토론에 참가하고 서로의 관심과 맥락을 탐색하게 된다. 

이 때 상이한 주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상적 대화의 기준으로 이해가

능성(comprehensibility), 성실성(sincerity), 정당성(legitimacy)과 진

실성(truthfulness)이 요구된다.16) 특히,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가 크고 

관계된 영역의 다양성이 광범위한 경우, 차이에 대한 경청(listen for 

difference)과 협력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필요하

다(Forester, 1989). 또한 논쟁은 집합적 결정을 가져오는 결정과정이 

아니라 신념을 산출하는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주장한다(Habermas, 

1993:158).

이해가능성, 성실성, 정당성, 진실성과 같은 위의 네 가지 타당성 주

장을 충족하기 위한 이상적 담화상황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Habermas, 1984; Allmendinger, 2002). ①권력의 행사

가 없는 즉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의사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②전략적 행동이 차단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어야 하고, ③자기기만

(self-deception)이 배제된 상황이어야 한다. ④참여자들의 균등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참여가 보장되는 상황이어야 하고, ⑤담론 참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제거된 상황이어야 한다. ⑥‘더 나은 논증’만이 

16) 진실성(truthfulness)은 화자가 발설하는 주장과 언명의 내용은 참된 것이어야 하고, 조작된 

정보가 아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당성(legitimacy)은 화자가 기존의 규범 및 가치의 관점에

서 올바르고 적절한 태도로 주장과 언명을 표현해야 함을 말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화

자의 언어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성실성(sincerity)은 수화자가 화자를 신뢰할 수 있

도록 언어를 조작하거나, 가장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오도하는 일 없이 진실한 태도로 담화

에 응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은 화자가 발설하는 주장과 언명은 

다른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Habermas, 1979; Allmendin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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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을 지배하는 유일한 권위로 작용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을 갖출 경우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의사소통적 노력을 통해 문화와 구조가 형성되며 변형된다고 주장한 

한 하버마스의 주장은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theory of structuration)

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기든스는 구조주의와 행위주의의 대립을 극

복하고, 구조와 행위(structure and agency)가 연속적으로 상호작용하

고 상호구성 한다는 구조와 행위 간의 순환적 관계를 주장하였다. 즉, 

우리의 행위는 구조적 힘을 구성하거나 증명하기도 하며, 우리가 구조적 

힘에 의해 형성 되듯이, 우리도 구조적 힘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Giddens, 1984). 따라서 우리는 구조적인 힘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유방식의 변화, 의식적 성찰과 같은 일상생활의 미시적 실행을 

통해 가능하다.17)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형성한다.18) 이러한 흐름은 포레스터(Forester), 인네스

(Innes), 호크(Hoch), 하퍼(Harper), 스타인과 바움(Stein&Baum)으로 

연결된다. 포레스터는 “불안정하게 민주적이나 강력하게 자본주의적 사

회에서 사람들을 위한 계획”(Forester, 1989:3)을 추구했다. 계획과 

행동의 역사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자원과 권력의 불균형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왜곡에 주목했다. 따라서 포레스터는 계획과정에서 계

획가는 전문적 기술 뿐 아니라 정치적 기교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Forester, 1989).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기대와 기든스의 주체적 행위의 

능동성을 종합하여 도시계획 이론가 힐리(2004)는 협력적 계획이론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을 주장하였다. 협력적 계획은 계획을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출발했다. 정책결정을 위

17) 팻치 힐리 저, 권원용·서순탁 역, 2004, 협력적 계획, 한울아카데미, p.87.

18) Innes&Booher, 1995, Planning theory's emerging paradigm: communicative action and 

interactive practice,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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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적 방법이나 실증주의에 입각한 분석적(calculating) 행위가 아

니라, 합의형성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면적으로 상

호작용하고 의사소통 행위(communicative action)를 핵심으로 한다.19) 

즉, 힐리는 계획을 좀 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복잡하고 동태적인 제도적 환경 속에 발생하는 거버넌스 활동으

로 이해했다. 

기존 합리적 계획에서 주체의 선호는 고정된 것으로 보고, 선호를 

취합하며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협력적 계획은 “지식과 가치가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야 할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

라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상호작용적 과정을 통해 능동

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Healey, 1999:117; 힐리, 2004:64). 즉, 

합리적 계획에서는 가치문제를 계획의 영역 밖에 위치시킨다면(김두환, 

2000b:13), 협력적 계획은 가치문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실제 계획과정

은 여러 행위자들이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이며, 이전보다 

다양한 가치가 경쟁하는 사회가 되면서 상호학습과 이해를 통한 합의 도

출 능력이 중요해졌다. 

협력적 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힐리, 

2004; 서순탁, 2005). 첫째, 협력적 계획은 계획과정 참여자들의 관계

와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누가 계획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어느 곳에서 상호관계를 갖게 되는지 주목한다. 둘째, 협력적 

계획은 사회적 학습을 강조한다. 단순히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계획과정을 단순

히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장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담론과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양식을 이

해하면서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셋째, 특정한 

계획과 이를 둘러싼 광범위한 계획 환경이나 사회적인 가치체계 사이의 

19) 위의 책, 한국어판 역자 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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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도 관심을 둔다. 넷째, 지방 특수적인 공간 계획에 관심을 둔

다. 장소와 영역의 질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데 관련된 계획과 정책대안

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계획은 규범적 요소를 강조한

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형태

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행위자가 없어야한다. 일상생활의 작

은 경험에서부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관념에 의

해 동기 부여되었다.

협력적 계획이론은 합의를 구하는 테이블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

면적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Innes&Booher, 1999b).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력적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제도적 역량

(institutional capacity)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도적 역량은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와 신뢰의 구축

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힐리는 제도화된 거버넌스 과정으로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힐리, 2004:15). 협력적 계획과정

에서 혁신을 통해 거버넌스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협력적 과정에 참여자들은 제도설계에 관한 집

합적 노력에 관여한다(힐리, 2004:339). 

협력적 거버넌스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 제도적 작동양식의 영향력

으로부터 자유로운 합의형성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거

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실천수단을 확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정규호, 2002:52-53). 포괄적이며,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설계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

기 위해서 프리드만은 권리(접근, 권력행사에 대한 문제제기), 자원(시

간, 공간, 지식, 기술, 관계적 연계망, 사회적 역량), 정책원리 혹은 기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그리고 권한의 배분(생활공

간의 수준 간에 그리고 자기 신뢰를 촉진하는)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Friedman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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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권리, 자원, 권한의 배분 등을 통해 

거버넌스 수준과 그에 따른 협력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들의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은 자원을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공유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다

만, 행위자들의 다양성이 관계의 공평성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하기 때문

에,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수준에서 ‘자원의 공유’ 뿐

만 아니라 ‘권력의 공유’가 필요하다. 권력의 공유차원에서 거버넌스 

체제는 참여 당사자들이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권한을 균등하

게 공유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체제의 기

구분 민관협력 체제 거버넌스 체제

협력수준 자원교환단계 자원공유 단계 권력공유 단계 책임성 공유 단계

협력구조 

특성

서로 상이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

로 협력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자

원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

의 균형있는 대변

을 위한 권력 공

유

정책목표의 공동

설정 및 공동해결

을 위한 책임성 

공유

정책수단 구성 

및 집행단계에

서의 사안별 협

력

정책집행단계에

서의 포괄적 협

력

정책형성 및 집행

단계에서의 포괄

적 협력

정책목표 설정 및 

형 성 단 계 에 서 의 

포괄적 협력

목표달성에 필

요한 자원을 소

유한 소수 이해

당사자들의 제

한적 참여

다양한 자원을 

소유한 이해당

사자들의 참여

정책과 관련한 다

양한 이해당사자

들의 직접참여

사회적 공익에 대

한 책임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포괄

적 참여

주어진 목표의 

계약적 생산 및 

교환

공동 목표의 공

동 생산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동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주의적 정당

성과 공평한 분배

의 사 결 정 내 용 의 

질과 과정의 성찰

성

문제해결

능력
낮음<--------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능력--------->높음

출처 : 정규호(2002),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거버넌스 체제, p.55

<표 3> 협력적 계획에서 합의형성을 위한 제도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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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역할거버넌스 체제에서 ‘과정의 성찰성’이 중요하다. 계획과정의 

성찰성은 참여자들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주는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책임이 공유’되는 과정까지 가야 무임승차, 무관

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정규호, 2002:53-55). 

협력적 계획이론에 쏟아지는 관심만큼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

보면 첫째, 실제 계획과정이 협력적 계획이론이 제시한 가정을 충족시키

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며, 협력적 계획이론은 합의를 가

정하고 있으나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Tewdwr-Jones&Allmendinger, 1998; Huxely, 

2000; Hillier, 2000; Stein&Harper, 2000; McGuirk,2001). 

협력적 계획의 기반이 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문제를 둘러싼 서

로 다른 이해를 가진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서 정책담론

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담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에 귀기울여야하고, 존중

되고, 발언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하며, 참여자들

은 어떠한 기존의 가정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과

정에서 참여자들은 진실하고, 이해할만하고, 정확하고, 정당한 근거를 가

지고 말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이해가 되어야 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

어야하고, 거짓이 아니어야 하며, 논리와 과학만큼 경험과 노하우도 논

의되어야 한다(Innes&Booher, 1999c: 418). 

이러한 과정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다. 이해당사자간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과정은 비용-편익 분석으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낮으며, 참여자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어야하고, 협력적 계획의 시간과 규모가 증가할 경우 비용 또

한 증가한다(Thomson&Perry, 2006). 이러한 협력적 계획의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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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많은 비용, 에너지, 시간 투자는 계획의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거

나,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Tewdwr-Jones&Allmendinger, 1998).  

둘째, 협력적 계획이론에 관한 가장 주된 비판은 합의에 내재된 

‘숨은 권력’ 관계를 경시한다는 점이다. 협력적 계획이론가(Innes, 

1995; Innes&Booher, 1999c; 힐리, 2004)들은 권력 구조를 사회적 

맥락과 권력관계의 조정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

다.20) 이해당사자간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권력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그러나 협력적 

계획과정에 대한 후속연구들은 협력적 계획이 실패한 원인을 경제적‧제
도적‧사회적‧문화적 권력 관계의 역사와 권력의 유산을 고려하지 못한데

서 찾고 있으며(Tewdwr-Jones&Allmendinger, 1998; Huxely, 2000 

; Hillier, 2000; McGuirk, 2001), 협력적 계획이 권력의 구조적 요인

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소 순진한 제안(naive proposition)을 하고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McGuirk, 2000; Hillier, 2000). 

협력적 계획은 “네트워크 형성과 호혜성의 비착취적인 수평적 관

계”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계나 강제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MacLeod, 2001:1153). 특히 국가를 그 배경으로 

격하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Jessop, 2011; 

Marsh. 2011). 제솝은 위계와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선택적 조정

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력적 계획과정이 일시적이고 취약하

며, 실패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했다(Jessop, 2011). 협력적 계획과정에

서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그 역할이 단지 국가의 실패를 해

소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다고 지적하였다(Marsh, 

2011).

20) 힐리에 따르면 “공간 및 환경계획 실행은 다양한 참여적 집단들에 의해 제시된 특수한 장소

들과 해석에 관한 제도적 역사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논의된 주제들에 의해 특정한 맥락에 

착근되어 있다. 이와 같이 착근된 구성의 이중적 활동을 통해 공간 및 환경계획의 실행은 권력

관계의 맥락을 반영함과 동시에 권력을 수반한다.” (힐리, 2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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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력적 계획은 계획과정의 과잉 정치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McGuirk, 2001). 권력의 구조적 측면 외에도 개인에 내재한 권

력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협력적 계획 이론가들은 

협력적인 사회학습 과정을 위한 제도의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권력구조를 포괄적인 논쟁 구조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협력적 계획의 약점이다(Tewdwr-Jones&Allmendinger 

, 1998:1980). 권력은 단지 힘과 법률 등에 기반을 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정치의 미묘함에도 기반하기 때문이다(Flyvjerg,1998:6).

정책결정과정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노력을 통한 기술적 결정(합리

적 결정)과 비합리적 결정인 정치적 결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합리적 종

합계획의 이론적 기반인 도구적 합리성을 절대 악으로 묘사(demonised 

instrumental rationality)하며, 계획과정에 있어서 분석적 작업의 중요

성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Tewdwr-Jones&Allmendinger, 1998).  

따라서 협력적 계획의 근본 한계는 합리적·분석적 노력을 간과하고, 정

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Flyvbjerg(1998:83)은 권력집

단이 수사학적 논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권력 

게임(backstage power play)”이며 이것이 바로 "계획의 진정한 정치

적 측면(real politics of planning)”이라고 했다.

무의사 결정론을 주장한 Bacharach와 Baratz(1970)는 정치를 우리

가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비가시적 편견의 동원화(the mobilization of 

bias)라고 하였다(힐리, 2004:260). 권력의 밝은 측면은 계획과정 자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권력의 어두운 측면은 문제를 인식하고, 설정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실행의 미세함(finegrain of 

practice)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에 제

거하는 등 드러나지 않는 권력이 작동할 수 있다. 

넷째, 협력적 계획과정에서 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스케일에 관한 문제는 간과되어왔다(Ansell&Torfing,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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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해야하는 협력적 계획의 규범으로 인해 계획

의 규모는 증가할 수 밖 에 없다.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소통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계획에 대한 도전도 커질 수 있다. 많은 이해당사자

들이 모여 소통하는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

해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의견과 이해관계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

에 다차원적인 협상을 필요로 한다. 많은 인원과 그로 인한 다양성은 신

뢰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정을 어렵게 만든다(Ansell&Torfing, 2018). 

다음으로 공간 및 환경계획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지적인 계획, 

이웃주민들과의 ‘생활정치’가 아니라 스케일이 커질 경우, 협력적 계

획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지방의 공동체와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장소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계획의 초점이 달라

지거나 광범위해질 경우 협력적 계획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Stein&Harper, 2000; Ansell&Torfing, 2018). 

글로벌 자본이나 국가 권력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스케일의 정치’ 혹은 ‘스케일 조정’

의 가능성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최병두, 2015). 단일 조직 

내에서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작업과 다양한 계층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과정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 스케일의 무분별

한 확장은 고려되어야 한다. 고정된 정치적 관할권이 문제의 규모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의 불일치, 스케일의 미스매치

(Scalar-mismatch) 문제가 생길 수 있다(Cumings et al., 2006). 

2. 선행 연구 검토

1) 협력적 계획 관련 연구

협력적 계획이론과 적용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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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했다. 협력적 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협력적 거버넌스 구

축과 관련된 이론에 관한 연구와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초기에 수행되었고, 협력적 계획모

형에 대한 개념이나 활용에 대한 방안을 원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례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최근에 수행되고 있다. 이론에 따라 협력적 거

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협력

적 계획이론이 계획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관리하거

나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계획기구에 대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는 거버넌스 형성과 협력적 분석틀

을 제안한 연구이다. 박경원(2001)은 도시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설명하

면서 이 모형을 적용한 Innes&Booher(1999) 및 Susskind et al. 

(1999)이 연구한 세 가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협

력적 계획은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을 기본으로 하며, 성공적인 협력과정

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라고 밝히고 있다. Bryson&Crosby 

(2006)는 이론을 통해 분야 간 협력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분석틀

을 제안하였다. 분석틀은 초기 조건(환경, 부문실패, 관계된 선례), 과정

(리더쉽, 신뢰, 갈등관리, 계획), 구조와 거버넌스(멤버십), 결과로 구성

되어 있다. Thomson&Perry(2006)는 협력적 계획과정을 블랙박스

(blackbox)라고 표현하며,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내

부는 거버넌스, 행정구조, 조직의 자율성, 상호성, 신뢰와 호혜성 같은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지 요소에 의해 복잡하고 가변적으로 흘

러간다고 하였다. Ansell&Gash(2007)는 137건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

례를 분석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한다. 모형은 협력 혹은 갈

등의 이전 역사와 같은 선행조건과 면대면 대화, 신뢰형성 같은 협력과

정, 협력의 결과로 구성되었다. Emerson et al.(2012)도 이론과 연구 

결과 및 실무에 기초한 지식들을 통합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

적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공유된 동기나 원칙에 입각한 참여 등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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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다이내믹스(Collaboration Dynamics)가 작동하고, 그 바깥에는 리더

십이나 인센티브, 상호의존성과 같은 협력 거버넌스 레짐(Collaborative 

Governance Regime)이 존재한다. 협력 다이내믹스와 거버넌스레짐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영향요인이 체제맥락

(System context)으로 존재한다. 

서순탁·민보경(2005)은 죽전-분당 도로 연결 사례를 통해 지역발

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네트워크, 파트너십, 지역성, 제

도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배응환(2004)은 로컬거버넌스 이론을 체

계화하여 천안시 환경기초시설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협력으로 유도하

는 모범적 사례로, 이 사례를 분석하여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협력적 

로컬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황지욱·서충

원(2006)은 광역정부 간의 협력적 지역계획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이

를 위해 먼저 협력적 지역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방법에 대한 원칙

과 추진체계를 하나의 이론적 모델로 제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독일 베

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수행된 광역계획의 협력형태와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조만형·김이수(2009)는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해 연구하였다. 자원의 

불균형성, 협력 및 갈등의 선례들, 참여의 유인기제 같은 초기 조건을 

살펴본 다음 협력적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

다. 김홍희(2011)는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설명하였고, 양미란·강희용·이명훈(2015)은 강원도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참여주체별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거

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협력적 계획은 주로 갈등조정과 갈등관리 방안으로 활

용된다. 조영석(2003)은 주민기피시설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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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박소윤(2003)은 군포소각장 입지갈등 사례를 토대로 시설

입지와 관련한 갈등관리 기제 역할을 분석하였다. 문채·김광구(2006)

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기무사 과천 이전 사업을 사례로 분

석하였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

다. 이흥권(2009)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례를 통하여 협력적 계획이 공

공갈등의 조정기제로 유용한지 탐색하였다. 정우송(2011)은 새만금 간

척사업과 4대강 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결방안에 대

한 연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계획기구를 구성한 경우를 사례로 선정한 연구들

이다. 김두환(2000a)은 협력적 계획이론 관점에서 사회적 학습과정과 

합의형성 과정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를 사례로 관찰·분석했다. 정규

호(2002)는 합의형성 과정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버넌스 체제에 관해 서

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시화지역 지속

가능발전협의회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경환·안건혁(2007)은 협력적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합의과정이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를 실증 분석하였다. 염일열

(2008)은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협력적 

계획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전상인(2011)은 시화지

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을 공공계획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

다. 민주주의와 협력적 계획을 제도적 관점에서 인식하여 신제도주의와 

지식의 사회적 구성이론을 기반으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

과를 분석하였다.

사례 대상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정부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환경문제, 역사문화유산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

는 기피시설 입지 관련 분야에서 협력적 계획 관련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환경이나 기피시설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

주(2009)는 순천만을 사례로 연구하였고, 염일열(2008)과 이경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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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혁(2007), 전상인(2011)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분석하였다. 

주재복(2003)은 안양천 수질개선 사례, 정규호(2007)는 한탄강댐, 조

경호·주재복·홍성만(2001)은 영월댐 분쟁을 분석하였다. 입지와 관련

해서는 배응환(2004)은 천안시 환경기초시설을 분석하였고, 조영석

(2004)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사례로 하였다. 김홍희(2011)는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을 분석하였고, 김길수(2017)는 새만금 투자 철

회 과정을 분석하였다. 역사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조명래(2001)는 삼청

각 보전과정을 사례로 근대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관계에 관

해 연구하였고, 장옥연(2005)은 서울 인사동과 북촌을 사례로 윤서연

(2016)은 서촌 지역을 사례로 역사환경 보전 계획과정에 협력적 계획이

론을 적용하였다. 지역정부간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협력적 계획과정을 평가하고, 성공요인 

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Margerum(2002)은 협력적 계획

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호주 퀸즈랜드의 사례를 적용하여 합의과

정과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명확한 목표와 조정이나 중

재에 관한 적절한 인과이론, 이해당사자와 대중의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Thomson&Perry(2006)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존재, 경계

를 정하는 능력, 구체적인 달성 가능한 목표, 그리고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성공요인으로 평가하였고, Mason(2008)은 지역에 기초한 기획, 

수요에 기초한 시민참여를 핵심 요인으로 설명했다. 

조영석(2003)은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갈등 조정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제도적 맥락을 형성하는 제도적 유산이 

계획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의 유무가 중

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배응환(2004)은 공사파트너쉽 장치로 위원회

가 구성되어서 작동했고, NGO들의 갈등 중재역할이 커다란 힘을 발휘

했다. 이런 과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시민단체와 신

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력적 로컬거버넌스를 가능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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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서순탁·민보경(2005)은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는 요

소와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촉

진하는 요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대화 및 토론의 전개와 경

제적 보상, 공통된 경험, 동일한 생활권역, 관련 법규정 등이었고, 장애

요소는 책임 회피, 갈등 및 의견대립, 상호불신, 지역이기주의, 중재전담

기구의 부재와 불신 등이었다. 문채·김광구(2006)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작동 요소로 상호작용, 리더쉽, 제도적 기반을 들고 있으며 거버넌

스 시기를 구분하여 행위주체간 상호관계를 도식화하고 있다. 염일열

(2008)은 협력적 계획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시민의 

대표성 확보, 시민의견수렴 장치 구축, 합리적 논의구조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김홍희(2008)는 협의회의 존재 여부와 시민참여제

도,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를 협력적 계획의 성공요인으로 보았고 반면, 

관료적 관성, 정책의 경로의존성, 신뢰문화의 상실이 협력적 계획이 실

패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창수(2009)는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 

포용적이고 투명한 정책과정, 정책참여자들이 함께 일하는 책임감, 그리

고 반대의견에도 열려있는 협력적 리더십이 협력적 계획과정의 핵심이라

고 설명했다.

협력적 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모범사례(배응환, 

2004; 문채 외, 2006; 황지욱 외, 2006; 열일열, 2008; 김성주, 2009)

에 집중되어 있다. 모범 사례를 토대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분석 사례는 사적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다.21) 환경문제나 기피시설 입지 관련한 갈등관리과정(조영석, 

2003; 박소윤, 2003; 배응환, 2004; 이흥권, 2009; 조철주 외, 2017)

에 치우쳐져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협력적 계획과정의 당위성 내세우고, 원칙에 대

21) 서순탁·민보경, 2005,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논문연

구, 30(2),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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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야기하고 있다. 협력적 계획에서의 변화를 사회구조와 관련지어 분

석하는 과정적 차원을 중시하지 않고 현상이나 상황 위주로 파악하고 있

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규범적 차원으

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전개했을 뿐 실질적으로 협력적 계획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미흡하다. 협력적 계획은 다

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

해나가는 과정이 중시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행위자들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들이 협력적 계획이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모범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계획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계획의 한계

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협력적 계획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충분

한 반면 실제로 작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

용에 내재해있는 것들에 대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협력적 계획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상 협

력이 어려운 사례들이 더 많다. 협력적 계획의 실제 적용가능성이나 협

력을 제약하는 환경적·구조적 요인들을 계획과정을 통해 입체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2) 광화문광장 관련 연구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연구는 광화문광장이 비교적 최근인 2009년 8

월 1일 개장했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크게 보면 광화

문광장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 광정 설계 및 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광

장 이용에 대한 연구 등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 유형은 광장의 설계 및 공간을 분석한 연구이다. 

광장의 역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동욱(2008)은 조선초기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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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건될 때 공간구성과 6조대로를 연구하였다. 6조대로 형성과정과 

이 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들을 통해 광화문과 6조대로의 공간성격

을 다루었다. 김동욱이 조선 초기를 다루었다면 김백영(2009)은 일제강

점기를 다룬다. 일제가 한양을 식민지 행정 수도 ‘경성’으로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도시공간을 재편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하상복(2010)은 

광화문 일대 공간을 정치적 텍스트로 상정하고 그 공간의 상징을 해석하

고 있다. 조선시대 광화문이 탄생했을 때부터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었을 

때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순우(2012)는 광화문광장이 있던 자리가 ‘광

화문 육조앞길’로 탄생했던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광

화문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연구했다. 정윤수(2012)는 광화문광장이 

전근대성을 계승하지도 못했으며, 근대성이 원만하게 기획되고 추진된 

공간도 아닌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도시 경쟁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일그러진 근대의 욕망처럼 조성되었다고 분석했다. 강난형‧송인호(2015)

는 1960년대 3공화국기의 광화문 중건과정의 특성을 연구했다. 광화문 

중건(1968)은 유산의 보존보다는 유산의 현대화가 중요한 가치로 적용

되었다고 분석했다.

광화문광장에 관한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광장설계 및 공간

분석에 관한 것이다. 신현돈·조경진(2013)은 광화문광장 조성과정을 

살펴보고, 아이디어 현상설계의 당선작 ‘기억과 전망의 장소, 광화문’

의 설계안을 분석하였다. 광화문광장 조성 단계를 논의단계, 기본구상 

및 설계단계, 시공 및 조성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정형·이용

훈·정영도(2013)은 서울 도심부 3대 광장 주변부의 공간실태를 분석

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장가로블록이라는 단위공간조직을 기

준으로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유

림·백승한·이강주(2018)는 광화문광장의 공간을 물리적 특성, 전환적 

환경, 박람회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오미환(2010)은 권력의 

공간화라는 관점에서 광화문광장 공간을 분석했다. 광화문광장은 길들여

야하는, 관리하는 근대적 공간으로 권력에 의해 탄생했으며, 구체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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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들을 통해 권력적 공간으로 구성됨으로써 광장 내 주체를 길들이고 있

다고 주장한다. 장누리(2016)는 광화문광장 조성 이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광화문광장이 생산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르페브르의 공

간생산이론을 적용하여 공간을 분석하였다. 

광화문광장 이용에 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김민선·이륜정·

이제선(2013)은 광화문광장내 공공성 증진을 위한 도시설계 요소를 도

출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이용자들의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쾌

적성과 편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선정되었고, 광화문광장 이용과 관련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식재, 기후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안전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무장애시설이 중점개선에 해당했다. 최현아·조영

태·이우균(2014)은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거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국가상징거리의 구성요소 특징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였

다. 교통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징거리의 크기와 형태가 이

용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광화문광장이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국가상징거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것은 낮게 나타났다. 임희지·백선혜·윤서연·김하영

(2017)은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

안을 제시하였다. 시민 관점의 광장 운영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광

장의 정체성을 살리는 행사로 선택과 집중 해야하며, 시민의 주체적 참

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영·윤재은(2011) 광화문광장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소비자 이용 행태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수행

하였다. 이정아·이형숙·최윤의·전진형(2012) 서울 소재 도시광장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광장의 설계나 공

간을 분석한 연구와 광장의 이용행태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광화문광장을 계획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광화문광

장 조성 계획과정 가운데서도 조성·재조성 과정을 모두 다룬 연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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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두 번

의 계획과정을 모두 다루어 비교 분석하였다.

3. 분석틀

1) 협력적 계획의 구성과 요소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협력적 계

획의 일반론과 비판론을 함께 고려하였다. 일반적 구성과 요소는 이해관

계자의 구성과 참여를 통한 합의 형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사회적 

학습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계획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과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합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구조의 설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 협력적 계획의 비판적 재구성은 

협력적 계획의 주요한 비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중스케

일 역량, 네트워크 구조, 경로의존적 유산을 함께 살펴보았다. 

(1) 협력적 계획의 일반적 구성

① 역사·사회·제도적 계획 환경

협력적 계획이론에서는 계획 환경이 계획의 방향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개인간 상호작용을 둘러싼 계획 환경을 고려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Moore, 2003:369). 계획 환경은 계획과정에 영향을 주

는 포괄적인 사회 환경을 의미한다(힐리, 2004). 세계를 이해하고 사유

하는 방식들과 그 세계 속에서 행동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

계 속에서 구성되며, 환경을 통해 태도와 가치가 형성될 수 있고 준거의 

틀과 의미체계가 진화한다고 주장한다.22) 따라서 도시계획의 협력적 계

22) 팻치 힐리 저, 권원용·서순탁 역, 2004, 협력적 계획, 한울아카데미,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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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제도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

고,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관련된 제도의 존재 여부, 지역에 적용되어

왔던 계획 환경, 계획의 선례가 되었던 공간들의 계획관행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공간의 장소성이 형성된 지역의 역사적 

배경(서순탁·민보경, 2005; 장옥연, 2005; Ansell&Gash, 2007; 김홍

희, 2011)과 선례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유산(조영석, 2003; 

Bryson&Crosby, 2006; 염일열, 2008; 이흥권, 2009; 김길수, 2017), 

사회·정치적 맥락(최영출, 2002; 염일열, 2008; 김홍희, 2011; 

Emerson et al., 2012)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정치적 제도, 선거, 정

치인의 관심 및 리더십, 정치적 이슈화, 타기관과의 마찰 등이 계획과정

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요인은 계획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인근주민의 지지나 반대여부, 시대적 요구 등이 있다(김시영·노인만, 

2004:219).

② 이해당사자 참여 및 구성

이해당사자는 큰 틀에서 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주체이

다(힐리, 2004). 계획 주체는 ‘특정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

는 과정에 참여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행위주체(심재만, 2004:10)’로 

계획가뿐만 아니라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를 포

괄한다. 즉, 이해당사자는 정책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행위자이며 계획내용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이다. 계획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 즉 행위자가 가지는 구체적인 선호인 정책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참여자이기도 하다(양재대, 2003:26). 행위

자는 계획영역에 관련하여 결정에 참여하려는 동기, 즉 계획과 관련된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최소의 손실이 되도록 노력한다(배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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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25).  

협력적 계획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있

어서 누가 참여하고, 누가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Cloke et 

al., 2002:125). 다층적인 이해당사자들 모두 포용하였는지, 대표성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는지가 관건이다(Cormick et al., 1996; 

Innes&Booher, 1999b; 김두환, 2003; 정정화, 2011; 강지선 외, 

2018). 힐리(2004)는 계획이 다양하고 유동적인 담론 공동체에서 이루

어진다고 하였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이는 공

동체는 정부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힐리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3) 문태현(1987)은 정책과정에 참여가 배제되거나 

혹은 자의적 정책집행으로 인하여 정책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참여의 배제는 각종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정책결정 과정

에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리하거나 잘못된 경

우에도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정책불신을 가져오게 된

다는 것이다(염일열, 2008:48).

권력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약자나 

비제도권 행위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정정화, 2011:9). 특

히 지역주민들은 계획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의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의 주민참여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

는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만 참석했지만, 협력적 계획과

정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 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참여의 범

위가 더 넓다.24) 과거와는 달리 주민이 다른 행위주체와 비교적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며, 모두 같은 영향력을 가질 때 최상의 거버넌스라고 

23) 팻치 힐리 저, 권원용·서순탁 역, 2004, 협력적 계획, 한울아카데미, p.324.

24) 최영출, 2002, 거버넌스 이론과 지역발전 전략, 국토,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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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도 하였다(김석준, 2002).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계획과정은 대

등한 입장의 참여와 소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협력적 

계획과정과 합의 내용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장옥연, 2005; 정정화, 2011).

③ 의사소통 방식

힐리(2004:106)에 따르면 계획은 설계, 분석, 관리와 같은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계획과정

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로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을 교류하며, 자원을 공유하게 된다.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배응환, 2004:325).  

포괄적으로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

양한 의사소통 방식의 존재 여부와 운영은 합의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장옥연, 2005:49).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집합적 관

심사를 관리하는 공론의 장이 중요하다. 공론의 장은 지역사회의 요구나 

대안,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포함하며, 지역사회 구성원간에 

아이디어나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한 정기적 모임이 될 수도 있

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

는 통로와 지역사회 이슈를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있는지에 대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박희봉·김명환, 2001).

의사소통 통로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권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 연결 흐름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호작용의 

장, 혹은 연결 흐름은 교환관계를 의미하므로, 교환내용을 통하여 파악

할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집합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입물, 권위·돈·인력·정보·사회자본 등을 스스로 자급

자족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상호작



- 44 -

용 한다는 것이다(Preffer&Salanick, 1978: 배응환, 2004:326 재인

용). 돈·인력·정보 같은 권력자원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신뢰 같은 

사회자본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태성(2002:25)은 상호작용의 장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의 여부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을 구분하였다. 법에 

보장된 참여는 제도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공청회, 공람, 설명회가 포함

된다. 준제도적 방식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참여방식은 아니지만 

행정제도상 보장되어 있는 청원, 진정, 민원을 의미한다. 비제도적 방식

은 제도에 규정되지 않은 형태의 참여로 시위와 점거, 농성을 포함한다. 

비제도적 방식은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로 사회 문제화하는 저항형, 

주민들이 계획 자체는 수용하되 계획과 개발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필요한 조건의 마련을 요구하는 요구형, 참여한 주민이 해당지

역의 개발촉진 응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주도하는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제도의 여부와 함께 의사소통 방식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포괄성과 

참여 방법의 방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방법이 계획주체에 

방 법

주 체

제도적
준제도적 비제도적

일방향 양방향

전문가 연구용역 전문가위원회

청원

진정

민원

의견제시

직접적 이해당사자
공청회

설명회
시민자문위원회

주민대책위

시위

포괄적 이해당사자

공론조사

여론조사

주민투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시위

출처 : 김두환, 2003,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서의 시민참여: 평가와 과제, 

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19. 참조

<표 4> 참여주체와 방법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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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방적인 것인지, 양방향적인 것인지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의사소통 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정부에 의한 결

정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 참여가 가능해야한다

(Habermas, 1993; 김두환, 2003).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거친 합의형

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방식이 개방적이어야 한다(강지선 외, 2018).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기회의 평등성과 회의 참여자 선정과 

회의규칙, 운영절차가 공정해야 한다(Habermas, 1993; 강지선 외, 

2018).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Cormick et al., 1996), 행정 권력이나 사적 

집단의 압력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Habermas, 1993; 강지

선 외, 2018).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과정은 행위자들의 자발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Cormick et al., 1996).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 뿐 아니

라 의사소통의 빈도나 시간도 충분해야한다(Lippmann, 1997). 이해당

사자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별 의견을 공적인 의견으로 바꾸어가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강지선 외, 2018:96).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방식이 진행되는 참여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집행단계만이 

아니라 정책목표 설정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초

기 참여(early involve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김두환, 2003:22). 

 

④ 정보와 사회적 학습  

초기 계획이론에서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사회 현실은 변하

지 않는다고 믿었고,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의 이분법으로 정책주체와 정

책대상이 분리되었으며, 따라서 계획과정은 정책대상(국민 또는 시민)에 

대한 정책주체(국가)의 일방적 인식적 과정으로 간주하였다(이덕복, 

1993:72-73). 지식을 제공하는 주체는 정해져있고, 위에서 아래로 

‘직접전달’하는 것이 학습과정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어왔다(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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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01:1). 그러나 사회학습을 주창하는 이론가들은 “사회행태는 변

화될 수 있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사회적 경험과 변화에 

따른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못된 것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것으로

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믿었고(프리드만, 1998:85), 이를 바탕으

로 한 협력적 계획은 집단적 작업을 통해 구축한 의미와 지식은 외부세

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힐리, 2004:308). 

협력적 계획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한 시대 환경에서 특정한 답

을 찾기 보다는 변화로부터 학습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가치와 생각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상호 대화와 학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 나아가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거나 

형성시켜 나갈 수도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조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타인의 이해를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Innes&Booher, 1999b; 염일열, 2008:30-31). 

사회적 학습 과정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각자 의견을 듣고 토론하

면서 이루어지는 공동 학습과정이다(Innes&Booher, 1999b; 힐리, 

2004).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야하고,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당한 분량과 형식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이흥권, 2009:22). 하버마스가 제시한 성공적인 대화상황의 4가지 

규범 가운데 ‘이해가능성’을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보 공유는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계획과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계획과정의 투명성을 결여시키고, 신뢰를 저하시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은재호 외, 2007). 갈등이 첨예한 이슈일수록 토론

이 교착상태가 되고,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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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화라고 한다. 학습의 제도화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정책의 정당성이다(김영평, 1995:29). 

정보 제공 정도와 공개 시기, 공유 정도를 살펴보고(Innes&Booher, 

1999b; 박경원, 2001; 이경환, 2007; Margerum, 2008), 사회적 학습

의 빈도와 강도 및 시기(조영석, 2003; 이경환, 2007; 이흥권, 2009)

를 살펴본다. 협력적 계획에서 사회적 학습은 중요하다. 사회적 학습과

정으로 인해 다양한 자본을 창출하고, 개인과 집단은 역량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nes&Booher(1998)는 협력적 계획이 제대로 작용하

여 합의를 형성하면 신뢰,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 상호이해, 문제의 

틀 공유, 자료에 대한 동의 등 지적자본, 합의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과 같은 자본을 창출 할 수 있다고 하였다.25) 힐리 

또한 제도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과정상의 결과물을 제시한다. 제도적 

자본은 지식적 자원, 관계자원, 동원역량으로 구성되는데 지식적 자원은 

경험과 실천과정이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 배태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

고 관계 자원은 지식과 인적자원을 엮어 주는 네트워크 형성을 의미한

다. 동원역량은 지식적 자원과 관계자원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으로 지식적 역량의 정도가 성숙해 있고, 관계자원이 풍부

한 경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협력적 계획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건

설하는 것 자체가 공공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6) 의

사소통 행위 과정의 본질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권력 주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⑤ 합의와 집행의 연계

협력적 계획 자체가 반드시 협력적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5) Innes&Booher, 1998,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5(4), 장옥연, 2005,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사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26) P.Healey, 1998,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through collaborative approaches to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and Planning A, 30, pp.154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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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erum, 2002:186).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발적 개인들

의 참여와 협력 과정이 곧 지속가능성이라는 내용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절차’와 실체적 ‘결과’간의 괴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Dryzek, 1998:584-585). 협력적 계획의 준거는 ‘합의안을 만들어 

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안이 집행되었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Innes&Booher, 1999c:415). 

합의와 집행의 연계는 합의를 실행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이

다(힐리, 2004). 협력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정과

정과 더불어 집행과정에서도 합의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협력적 계획은 

합의형성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정보공유, 갈등해소,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합의가 집행으로 연계되었는지 보기위해서 최종 합의 이후 

자의적 왜곡이나 파기되었는지 여부(Mazmanian&Sabatier, 1983)와 

함께 별도의 내부적 합의의 존재 및 작동여부(Margerum, 2002)를 살

펴본다.  협력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Innes&Booher, 1999b),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요구된다. 

힐리에 따르면 권력집단에 의해 합의된 내용이 왜곡되는 문제를 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역사회의 지식이 결합하여 학습되고, 

협력적 실행에서 존중되어야 한다(힐리, 2004:315). 계획의 집행은 순

수하고 가치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다. 집행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가치

를 수반하고, 권력을 표현한다.27) 따라서 협력적 계획과정을 거쳐 합의

된 내용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치 충돌로 인해 왜곡되거나, 제대로 이

행되지 않을 수 있다.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부사람들에게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하면서 이해관

계자도 유동적일 수 있고, 기존의 합의 내용이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기

도 한다(장옥연, 2005:42). 

27) 팻치 힐리 저, 위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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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는 집행을 위한 제도적 설계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협력적 계

획에서 집행과 관련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학 분야

에서 1970년대 초부터 집행과 관련된 연구들이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더씩(Derthick)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초기 

정책집행 연구는 정책집행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으로 이해했지만, 정책결정자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의문과 집행현장의 중요

함을 강조하면서(Berman, 1978; Lipsky, 1976) 상향적 접근방법

(bottom-up approach)이 논의되어왔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을 다

수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28) 

흥미롭게도 1970년대 초의 집행이론에서는 의사결정자를 거부점

(veto point)으로 보았고,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성공적인 집행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반면, 협력적 계획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가능한 포괄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

서 협력적 계획에서 성공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호작

용하고, 합의를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 과정을 잘 이

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 혹은 촉진자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다

(Mazmanian&Sabatier, 1983; Margerum, 2002). 합의의 내용이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집행능력을 과하게 벗어나거나, 정부는 기존의 관행을 

따라 피상적으로 집행할 경우 성공적인 집행이 어려워진다.

(2) 협력적 계획의 비판적 재구성

협력적 계획과 관련한 주된 비판 가운데 협력적 계획의 내재적 한계

를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다. 권력 구조와 스케일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다. 협력적 계획은 그 규범적 기준으로 인해 광범위한 규모의 다양한 

28) 정정길 외,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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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현재 많은 거버넌

스 연구들이 정부간 협력, 정부-시민간 협력 등으로 사례 유형을 단순

화시켜 구분하면서, 분석수준에 맞지 않는 행위자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적 스케일에 따른 영향력, 책임, 권한은 각각 다를 수 밖 에 

없으며, 따라서 협력적 계획에서 상정하는 참여자 혹은 이해당사자도 분

석수준(level)과 분석초점(focus)을 더욱 세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스케일을 고려한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 계획과 관련한 최근 논의 가운데 가장 큰 화두는 권력 구조

에 관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권력구조와 그 미시

적 실행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힐리(2004)는 권력을 실체(thing)

라기 보다 관계(relation)로 이해했고, 협력적 계획과정을 관계형성 과정

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권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관계

를 형성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 과정을 보기 위

해서는 상호의존성 구조(structure of interdependence), 즉 네트워크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서순탁·민보경, 2005).

더불어 기존 핵심 행위자들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행정 절차와 행정

의 결정-집행구조의 작동을 통해서도 권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광

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은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이 기존 제도

의 관성이나 핵심 행위자의 현상유지적 사고 및 신념체계에 기인하고 있

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경로의존성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적인 행정 구조가 행위자간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고, 실현가능성을 제약

할 수 있다(Thomson&Perry, 2006). 따라서 기존 제도와 절차의 경로

의존적 유산이 협력적 계획과정을 어떻게 구조화 시키고, 제약했는지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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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스케일 역량

사회과학 분야 가운데 지리학자들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

케일(scale)은 문자 그대로는 지도의 축적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공

간적 차원에서 스케일 개념은 ‘자연 혹은 인문적 사건, 과정, 관계들이 

발생하고 펼쳐지며,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와 관련된다(Smith, 1993; 

Swyngedouw, 1997; Brenner, 2001; 박배균, 2013). 스케일을 ‘경

쟁과 협력의 모순적 과정이 지리적으로 해결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하였으며(Smith, 1993),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모순된 경향이 일시적 

화해를 이루면서, 통제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인식하기도 했

다(Swyngedouw, 1997).

스케일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와 지역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

려면 지역 차원의 정치·사회·경제·문화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중스케일 관점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의 사건

과 힘들이 위계적인 계층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 

상이한 스케일의 과정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중첩되어 동시다

발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wyngedouw, 1997; 박

배균, 2014:18). 

다중스케일 관점은 협력적 계획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우선, 도시나 

지역 스케일의 과정이나 힘이 국가와 같이 보다 큰 공간적 스케일의 힘

과 과정에 위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 사회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또한 어떤 특정 사회적 현상을 단지 특정의 한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과정과 관계에 의거하여 이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층위의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 관계, 구조가 동시에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박배균 

외, 2013:297).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간적 확대 혹은 집중을 통해 권력관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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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려는 ‘스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가 작동하면서 다양한 

스케일의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다중스케일적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박

배균, 2013:43). 스케일 정치는 스케일이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능동적

으로 생성되는 것을 강조한다. 주체들은 자원의 동원과 네트워크 범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스케일을 창조하기도 하고, 스케일을 넘나들기도 한다

(정현주, 2006). 협력적 계획과정은 능동적 행위자가 관계적 능력

(relational capacity)을 형성해서 다른 집단과 연계하고 개념을 선동하

고, 권력기반을 확장하는 등 연결망을 동원해서 사회적 변화를 추진한다

는 점에서 스케일의 정치 과정과 유사하다. 

이런 시각으로 계획과정을 이해할 때 다중스케일 행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다중스케일 행위자(Multi-Scalar Actors)는 사회관계가 하나

의 장소를 둘러싸고 접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로컬(Local), 내셔널

(National) 등 둘 이상의 사회관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스케일 간 관계

의 공간을 창출하는 행위자로 해당 장소에 영역화된 이해관계를 가지면

서 서로 다른 스케일의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박배

균 외, 2014). 

② 정책네트워크 구조

협력적 계획을 통한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발전은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로 인한 ‘네트워크 권력’의 등장이다(Innes&Booher, 2002 

). 공간계획 분야에서 ‘관계론적 전환(relation turn)’이라 할 수 있

다. 네트워크는 행위자(actor, node)와 관계(ties, relation)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다(고길곤·김지윤, 2013). 네트워크 분석은 무엇보다도 행

위자들 간에 존재하는 동태적 역동성에 주목한다. 전통적 계획과정이 하

향식(Top-down)방식의 계층적 흐름에 기초하고 있다면, 네트워크 분

석은 계획과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dynamic), 그리고 수평적 관

계성(horizontal relationship)을 분석한다(Heclo, 1978). 다양한 행위



- 53 -

자들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관계가 이해당사자

들의 인식의 방식, 담론,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Dicken et 

al., 2001).

네트워크 분석 가운데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는 정책 현상

의 단일차원적 분석을 거부하고, 구조와 행위자, 이들 사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맥락의 상호작용 과정과 복합성을 분석한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와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를 포

괄한다(Rhodes, 1997; Marsh, 1998). 정책공동체가 비교적 폐쇄적이

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라면,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

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주장하는 정책네트워크는 

주체간 상호의존성이 강한 정책 공동체를 의미하기보다 시민사회 내에서 

정책이슈에 따라 느슨하게 연결된 이슈네트워크와 같은 개념이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은 탈실증주의적 접근의 맥락지향적 방법론의 가

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탈실증주의가 실증주의에 비해 매력을 지니

는 부분은 현상의 ‘맥락’(context)을 고려하며,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

하는 ‘권력’(power)을 분석하며, 무엇보다도 ‘왜(why) 그러한 현상

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추구해 나간다는 점

이다(권기헌, 2014: 166).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태적으로 구성하여 나가는 유형적 실체인 네트워크가 누구에 의해 어

떻게 주도적으로 발생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하는 이해당

사자를 식별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파

악할 수 있다(문채·김광구, 2006)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일련의 패턴화된 구조

를 갖게 된다(정정길 외, 2003). 이해당사자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밀

고 당기고 하는 상호작용과정은 네트워크의 특징이다.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참여방식을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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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유형으로는 연합(coalition), 대립(opposition), 

중립(neutrality) 등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서순탁·민보경, 2005). 

필요나 상황에 의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연합관계

가 형성되고, 서로 반대 주장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대립

관계가 형성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합하지도, 대립하지도 않는 경우

에는 중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③ 경로의존적 유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기존 제도가 새

로운 제도가 취할 모습을 제약한다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특히 제도의 형성 및 운영과 연관된 권력의 불균형을 강조한

다. 기존 제도에서 형성된 권력관계로 인해 각 행위자들이 새로운 제도

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진다는 것이다(Hall&Taylor, 

1996). 

경로의존성 개념은 특정 제도나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원용되고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경로의존성은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이전단계와 이후단계의 인과적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시

간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이후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순열

(sequence of events)의 가능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ewell, 1996). 협의의 경로의존성은 국가 또는 지역이 일단 특정 노

선을 선택한 경우 이후 이를 돌리는데 따르는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Levi, 1997; 하혜수·양덕순, 2007).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경로의존성은 제도나 정책결정과정

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미래의 선택에 제약을 가한다. 이는 제도와 정책

이 관성적 경향(tendency toward inertia)을 갖기 때문에 일어난다. 즉 

특정한 경로가 형성되고 나면 다른 경로로 이탈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Greener, 2005). 즉, 경로의존성은 한 번 경로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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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경로의 타성, 

혹은 기득권 때문에 과거 경로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Arthur, 1994; David, 2000; 최충익·김철민, 2016).

최근 경로의존성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고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Mahoney, 2000; 

Pierson, 2000; 최충익·김철민, 2016). 경로의존성 자체가 특정 패턴

을 복제하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강화적 기제로 인해, 

조직은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다(Powell, 1991; 하혜

수·양덕순, 2007). 따라서 당시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적응

(optimal adaption)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도의 지속성과 기존 

제도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들이 도

출되기도 한다(하태수, 2001).

경로가 지속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이

다. 특정 경로를 따르는 제도 내의 행위자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제

도에 익숙하고 정통하게 되며,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이

용한다. 또한 행태적 특성에 의해서도 경로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 행

태적 속박(behavioral lock-in)은 학습과 습관으로 인한 불가역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습관, 조직학습, 문화 등에 의해 부분최적화나 비효율성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다. 제도적 압력, 권력과 통제의 유지성향, 

현상유지적 관성 등도 경로의존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Barnes et al., 2004).

협력적 계획은 기존의 계획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획과정을 설계

하는 경로이탈적 양태와 경로의존적 특성이 혼재될 수 밖에 없다(Deeg, 

2001).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전통적 방식의 결정과 집행구조에서 벗

어나 경로이탈적인 ‘협력적 계획’을 선언하였으나, 제도와 행정관료들

의 사고체계 등은 여전히 경로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협력적 계획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케일 변형, 혹은 조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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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포할 수 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스케일 구조와 새롭게 등장

하는 스케일 조절 과정 사이에서 경로의존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McKinnon, 2010). 어떤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스케일 조정의 요소들

이 스케일 재구조화 이후에 어떻게 진화하여 변할지를 조건지우고, 제약

함을 강조한다. 즉 특정 시점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적 배열과 구조

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질 이해당사자들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Brenner, 2001). 

2) 분석틀과 흐름도

연구의 분석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협력적 계

획과정을 구조화하고 구성하는 계획환경이다. 둘째, 계획체계와 계획실

행을 포괄하는 계획과정이다. 힐리는 협력적 과정에서 두 가지 수준의 

제도적 설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하나는 상호작용 과정의 기본원칙을 설

정하는 계획체계의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실행의 설계이다(힐리, 2004:115). 계획체계의 설계는 이해당사자

를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사회적 학습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계획실행의 설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한 

합의의 집행 과정이 된다. 셋째, 협력적 계획의 최근 논쟁을 바탕으로 

계획제도에 관한 추가적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계획과정을 둘러싼 계획환경은 장소의 

역사적 요인과 사회·정치적 배경, 도시계획상 조류를 파악했다. 먼저, 

장소·역사적 요인이다. 광화문공간의 역사를 시대 흐름에 따라 조선시

대, 건국시대, 민주화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광화문일대가 가지는 

국가적 상징성과 입지적 중요성은 광화문공간이 겪어온 환희와 수난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장소성을 파악하였다. 다음, 사회·정치

적 배경을 확인하였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사업이 협력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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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될 수 있었던 환경적 변화(3장)와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을 구분하는 

계획 배경(4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정치적 변화는 시대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방향의 변화와 시민들의 광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본다. 조성·재조성 계획배경은 어떠한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였는지, 첨예한 이념 대립이나 혹은 정치적 리더십

의 변화 등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동시에 서울 도심부를 관리하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장 조성에 대한 어

떤 문화적 담론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 조

류이다. 광화문광장 관련 논의의 변화와 함께 서울시가 공공공간 계획 

경험을 살펴본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경험은 공간 유형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 과거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얻어진 경

험은 계획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때 형성되었던 기존의 이해당사자간 연계구조와 신뢰 및 불신의 경험

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계획의 

내용과 절차, 운영방식, 관계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화문광장의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의 상호작용 과정, 즉 계획체

계를 분석한다. 계획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해당사자는 누구인

지,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한

다. 행위자들의 기본입장과 태도는 무엇이고, 서로 상반된 가치를 대변

하는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계획과정에 참여했는지 논의할 것이다. 계

획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관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어떻게 변

화하는지 어느 시점에 대립하고, 협력하는지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권력(power)에 대한 

고려이다. 이해당사자마다 가진 자원과 권력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권력

과 자원은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권력

도 고려해야한다. 이해당사자가 가진 권력은 원의 크기로 구분하였다.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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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의 형성과 운영이 

중요하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 활용된 의사소통의 방식

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의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인

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지 보았다. 참여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용

성이나, 행정 권력과 사적 집단의 왜곡으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충분한 

토론과 논쟁의 시간을 주는지도 중요하다. 

사회적 학습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진 행위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상호 신뢰를 형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고 지

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에게 

정보를 사전공개 하는지, 정보가 접근가능한지, 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르

지는 않는지 혹은 논의의 여건이 형성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특히 정보

의 공개와 공유는 사회적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는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당한 분량과 형식

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사회적 학습으로 

인한 의견변화를 통해 어떠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는지, 계획주체의 의도

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함께 고려한다.

협력적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물론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

에도 관여한다.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는 문제 인식에 관한 

합의와 전략과 방향성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어

렵게 형성한 합의 내용도 집행단계에서 실행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

으면 당초 계획내용과는 거리가 멀어지곤 했다. 합의를 유지하는 과정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만큼 어렵다. 다른 집단과 연계하고, 권력기반을 

확장하여 연결망을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 합의의 내용이 최종 집행까지 이어졌는지, 광장 조성 

계획 결과 합의의 내용이 구현되었는지, 거부되었다면 어떠한 이유로 거

부되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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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획제도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고려 요인이다. 협력

적 계획과정은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중스케일 과정이

며, 스케일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고려하

여 분석한다. 다중스케일 과정에서 다중스케일 행위자의 계획, 소통, 갈

등 완화 등 역량이 중요하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과정은 네

트워크 구조 분석을 활용한다. 이해당사자간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상호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 계획과정 단계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 행정 관행은 합의와 집행이 괴리되는 원인으

로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어떤 경로의존적 유산으로 인해 합의가 이행

되지 못했는지 파악한다.

<그림 3>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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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자료

↓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분석틀

◦ 이론적 배경

◦ 선행연구 검토

◦ 분석틀

↓

협력적 계획 담론의 대두와 계획 환경의 조성

◦ 협력적 계획 담론의 등장

◦ 협력적 계획 환경의 조성

↓

협력적 계획 과정의 외양과 실제 분석

◦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2006년-2009년) 단계

◦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2014년-2020년) 단계

◦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 진행 과정의 비교

↓

협력적 계획의 실패 요인 

◦ 광화문 특유의 장소적 측면

◦ 한국의 정치구조와 정치문화

◦ 계획 행정의 제도적 유산

◦ 협력적 계획의 내재적 한계

↓

결론

◦ 연구의 요약 

◦ 연구의 시사점

<표 5>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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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력적 계획 담론의 대두와 계획 환경의 조성

1. 협력적 계획 담론의 등장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이 협력적 계획의 외양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

는 까닭은 광화문광장이 가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과 그 일대의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인해 이 곳은 다양한 가치가 경

쟁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광화문광장의 장소성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화문 일대는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 경복궁 창건 이후 육조거리가 있던 자리였고, 일제강점기를 거

치면서 광화문통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세종로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등을 거쳤고, 근대화

의 치열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었고, 주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되어왔다. 어느 시대와 누구의 흔

적을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통성을 강조할 것인지 정해지는 공간

이다. 

둘째, 광화문광장은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광화문광장은 한

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광장이다. 광화문은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국가의 통치이념이 구현된 공간이자 실현된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인해 1994년부터 ‘국가상징거리’ 혹

은 ‘국가상징광장’으로 조성하려는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이후부터는 국가의 큰 행사를 할 때 마다 

무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광화문광장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목소리들이 결집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이다.29) 만쿠조(Mancuso, 2009)는 광장을 “넓게 비

어있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통행과 회합, 충돌과 화해가 교차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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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많은 가능성을 내포하는 무대”라고 하였다. 과거 광장이 ‘권력의

지의 실현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저항하는 자들의 연대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권력의 기반은 국가가 아닌 시민과 국민에게서 오

며, 따라서 과거의 왕조국가, 근대국가의 정통성에서 벗어나 민주사회,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으로 가는 전환기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광화문광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간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변화를 거듭해온 곳이자, 동시에 정권 교체를 요구해온 현장이

기 때문이다. 즉 권위주의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광장민주주의의 상징

이 되기도 하는 역설적인 공간이다. 광화문광장의 위치와 중앙배치형 구

조, 광화문광장이 가진 장소기억 등으로 인해 광화문광장은 가장 정치적

인 공간이 되었고, 누가 기획하느냐에 따라 무대가 연출되는 무대권력의 

공간, 혹은 연극정치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광화문 공간은 정치사 속에서 민감하고 중대한 의미와 상징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담론 투쟁이 불가피한 공간이다. 어떤 모

습으로 조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가치지향적 

공간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일종의 선택 문제이며, 따라서 가치 판단

을 계획과정 내부에 포함시키는 협력적 계획을 통해 살펴보기 적합하다. 

1) 광화문광장의 역사·장소성

서정주 시인은 광화문(光化門)이라는 시에서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조선사람은 흔히 그 머리로부터 온 몸에 흘러내리는 

빛을 마침내 버선코에서라도 떠받들어야 할 마련이지만/온 하늘에 넘쳐

흐르는 광명을 광화문 - 저같이 의젓이 그 날갯죽지 위에 싣고 있는 자

도 드물다”라고 표현했다.30) 광화문과 그 일대는 시대 흐름에 따라 민

29) 광화문포럼은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광화문 광장이 ‘역사와 미래가 같이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미래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2017.05.31., 광화문광장 시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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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정신을 반영하여 위용 넘치기도 했고, 시에서 나오듯 쓸쓸하고 처량한 

모습이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관심을 가지는 공간

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광화문 일대는 우리나라와 수도 서울의 상징이 되는 중심 장소다(정

기용, 2008:88). 광화문은 조선시대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태어났다. 일제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손 댄 곳이자, 6.25전

쟁 중에는 중앙청에 인공기와 태극기가 번갈아 걸린 곳이다. 광복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권력의 의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고(오미

환, 2009:4), 이 모든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왕조국가의 정통성을 획득하려는 권력과 그 정통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권력이 대립했다. 광화문은 부침하는 권력의 이정표였다.31) 이 공간을 

장악하는 것이 곧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광화문은 한

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광화문

의 역사성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소환되고 재구성되었다.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기 전 광화문 앞에 펼쳐진 공간을 부르는 명칭

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시기를 막론하고 이 공간은 길이었다. 조선시

대에는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한성부 등 정부 관아가 길 양 쪽에 있다하

여 ‘육조거리’, ‘육조대로’, ‘육조앞길’이라고 불렀다. 일제시대에

는‘광화문통’이라고 불렀다.32) 광복 이후 옛 중앙청 정문에서 황토현 

사거리까지 길이 5백 미터 구간에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 ‘세종로’33)

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종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길이었다. 도로 

폭은 백 미터, 총 길이 5백 미터에 달하는 왕복 16차선 도로였다. 남쪽

으로는 태평로와 이어지고, 광화문 앞에서는 사직로와 율곡로가 만나며, 

세종로 사거리에서는 새문안길과 종로가 이어지는 도시의 중심지역이다

30) 서정주, 1955, 광화문(光化門)

31) 경향신문, 2009.08.18., 광화문광장은 ‘고립된 섬’

32) 서울신문, 2013.07.12., [노주석 선임기자의 서울택리지] 광화문광장

33) 해방 이후 광화문통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세종로라는 지명이 생겨난 것은 1946년 10월 1일 

왜식정명을 모두 일소하는 차원에서 명칭이 고쳐졌다(이순우, 20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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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상, 2007:14-16). 이 길이 지닌 위상의 의미는 여느 공간과 남달

랐다. 이 길은 조선시대의 법궁인 경복궁으로 나아가는 진입로이자 수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국가 중심 도로라는 위상을 지녔다(이순우, 

2012:5). 

2009년 8월 1일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광장은 아무 곳

에서나 생성되지 않는다(만쿠조, 2009:19).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기 전

에도 이 공간은 전제군주의 왕권 그 자체를 상징하는 핵심공간으로 모든 

정치활동이 모이는 정치적 중심지였다. 육조관아가 자리한 이래로 오늘

날에도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같은 주요 공공기관이 배치되어있다

(이순우, 2012:5). 이미 정부의 중앙 집중화가 외연화된 장소였으며, 통

치자의 군림과 통치자가 표상하는 질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

다(만쿠조, 2009:62). 광화문 일대는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관리되는 공

간으로, 권력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 조선시대

조선시대 광화문과 주변부 공간은 핵심 권력 공간이자, 그 권력의 

드라마를 과시하는 무대공간으로 탄생했다. 1392년 7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했으나, 재상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

룡산·무악·불일사·선고개·고려의 신경 등 천도 후보지들에 대한 검

토가 계속 진행되었다. 계룡산에서는 새 도읍의 건설 공사가 실제로 진

행되기도 했지만34) 태조는 한양을 선호했고, 1394년 8월 결국 그의 의

지대로 한양이 조선의 도읍으로 정해졌다(김흥순, 2009:28). 

태조의 뜻대로 도읍이 정해지고, 궁궐과 종묘 등 국가의 주요 시설

이 조성되었다.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부 전반적인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

끈 사람은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유교적 도시계획 기본원칙에 따라 공

3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서울 2천년사 1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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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구성해나갔다. 그가 계획한 초기 한양은 경복궁을 중심에 두고 왼

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배치하였으며 궁궐 앞에는 주요 관청

들을 배치하고 그 앞에 시전을 두었다. 이는 『주례』의 좌묘우사(左廟

右社), 전조후시(前朝後市)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서울특별시 시사편찬

위원회, 2013:204).35) 경복궁의 터를 잡고 위치를 정하는 데는 풍수지

리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1395년(태조4년) 9월 29일 경복궁이 창건되었고, 1398년(태조7

년) 경복궁의 정문으로 광화문이 탄생했다. 광화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세종 때부터다. 광화문은 “광피사표화급만방”(光被四表化及萬方)

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했다. 군주의 덕과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는 뜻이

다. 광화문은 그 외관도 다른 궁의 정문과 달랐다. 다른 궁의 문들은 낮

은 기단에 삼문형식이었으나 경복궁 4대문은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예문을 텄으며 문루를 얹은 성곽문과 같은 구조다. 그 중에서도 광화

문은 잘 다듬은 돌을 쌓아 홍예문을 셋이나 텄다(양택규, 2007:112). 

광화문은 당당하고 품격 높은 법궁 정문이었다.36) 

광화문의 가치는 왕이 남면(南面)하는 경복궁의 정문이라는 위치에

서 찾을 수 있다.37) 경복궁에서 광화문, 광화문에서 육조대로로 연결되

는 남면의 직선 공간은 성리학적 통치이념이 구현된 공간이다(정윤수, 

2012:22). 육조대로는 광화문 앞 국가의 주요 관청들이 모여 있는 길이

35) 조선 초기에는 이 원칙에 따랐으나 시장은 궁궐 뒤 터가 너무 협소하여 지금의 종로거리 즉 

운종가(雲從街)로 옮겨 육의전(六矣廛)을 열게 되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전조전시(前朝

前市)가 되어버렸다(2014.01.01., 프레시안, 경복궁...뿌리깊은 이야기)

36) 서정주는 광화문을 보고 상하 양층의 지붕 위에는 하늘이 고이다 못해 넘쳐흐르고, 아래는 지

붕 사이에 신방과 같은 다락이 있어 푸른 하늘이 넘나든다며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광화문의 

위엄 있는 자태를 표현했다(서정주, 1955, 광화문(光化門)).

37) 천자와 제후가 비록 그 형세는 다르지만 남면(南面)하고서 정치를 하는 것은 모두가 정(正)으

로써 근본을 하니 대개 그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고전을 상고하면 천자의 문을 단문(端門)이

라고 하는데, 그 단이 바로 정인 것이다. 이제 오문을 지칭하여 정문이라고 했다. 명령과 정교

가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나갈 때 살펴서 신실한 뒤에 나가게 하며, 참설(讒說)이 행하지 못하

고 거짓이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며, 복주(覆奏)하고 복역(復逆이)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들어오

니, 살펴서 신실한 뒤에 들어오게 하면 사벽한 것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공적도 상고할 수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을 닫아 이언(異言)하는 기사(奇邪)한 백성을 끊고, 이 문을 열어 

사방의 어진 이를 오게 하는 것, 이 모두가 정의 큰 것이다(정도전, 19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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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광화문의 첫 번째 역할은 왕이 드나드는 공식적인 출입문으로 왕국

의 통치이념 또한 구현되고 있는 정치적 문턱이라 할 수 있다. 광화문은 

궁궐과 육조대로의 매개물로 서로 다른 세계를 매개하며 외부세계와 소

통하면서 동시에 구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하상복, 2009). 

단지 경복궁의 주요한 출입구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벗어나 국가의 큰 뜻

을 받아들이는 문으로 여기고 있다.

광화문의 두 번째 역할은 왕이 행사를 관람하는 장소, 즉 극장국가

의 ‘무대’로 기능했다. 왕이 행사를 관람하는 것 뿐 아니라 의식을 행

하는 장소이자 국가의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장으로 쓰이기도 했

다. 광화문 일대는 조선시대 국조오례의 가운데 가례와 군례의 주요 행

사 장소였다.39) 육조대로는 광화문 행사를 보여주는 연장 공간으로, 광

화문에서 이어지는 육조대로의 행사는 도성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던 

열린 공간이었다(김동욱, 2008). 태조 및 조정 중신들이 의도한 바 있

는 “국가적 위신(national prestige)이나 긍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서 마음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공간이다(임덕순, 1994).

기어츠는 지배자가 위치한 곳과 지배관념을 동일시한다. 이는 단순

하게 우연적인 은유를 넘어서는 것이다. 궁전을 무대의 집합체, 즉 지배

와 종속이라는 주제로 연극을 상영하는 무대라고 보았다. 기어츠의 극장

국가론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의 공간적 배치가 명료하게 이해된다. 왜 

더 성스러운 지점들이 북쪽, 산 방향에 있고 더 세속적인 지점들이 남

쪽, 아래 방향에 있는지가 명료해지는 것이다. 궁전을 무대라고 바라보

면 다양한 종류의 공간 자체와 그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어떤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명료해진다(기어츠, 2017:205).

38) 육조대로는 광화문 남쪽 왼쪽에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차례로 있고 오른쪽에는 예조, 

중추부,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가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다. 

39) 가례는 황실의 혼례와 관련함 납비의나 책비의, 왕세자납빈의 같은 행사가 있거나 중국 황제

가 보낸 글을 받는 영소서의나 칙서의 같은 행사를 뜻한다. 군례는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명

령체계를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의례이다(김동욱, 2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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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가 권력 공간으로 탄생한 것은 왕궁으로 만들어지면서 

갖게 되는 장소성에 기인한다. 중요한 것은 경복궁이라는 역사적인 터, 

위치, 공간 구성과 같은 본래 이 공간이 가진 장소성이다(정기용, 

2008:90). 조선시대 궁궐은 왕의 통치 공간이자 왕실의 생활공간으로 

중앙집권 체제 국가의 핵심 권력 공간이었다.40) 김동욱(2008:25)은 

“광화문과 육조대로는 조선 초기 이래로 도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

치, 행정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임덕순(1994:75)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리, 다시 말해서 한성 안에서

도 가장 정치적이고 국가상징적인 거리”라고 했다. 

광화문 일대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소실되는 수난을 겪게 

된다. 폐허가 된 경복궁은 1865년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중건작업이 시

작된다. 흥선대원군이 엄청난 경비와 공역을 들여 경복궁을 중건했다는 

사실은 경복궁이 가지는 국가적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경복궁 중건은 곧 조선왕실의 권위 회복과 이를 통해 흥선대원군이 권력

을 장악하는 수단이었다(홍순민, 1996:211). 

경복궁과 광화문은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재건되었으

나,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국권침탈을 당한 이후 경복궁과 광화문은 

날로 훼손되기 시작하였다.41) 일제는 육조거리 대신 이름을 광화문통으

로 바꿨다. 1915년 일제는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여 궁궐

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광화문의 용도가 

변화하였다. 경복궁의 정문이자 왕이 공식적으로 남면하는 통로에서 박

람회를 구경하러 오는 대중들의 출입구로 전락했다.42) 일제는 경복궁의 

정문이 되는 광화문을 해체하여 건춘문 북쪽으로 이축하였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를 건립하였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4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서울 2천년사 13, p.74

4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서울 2천년사 13, p.87.

42) 하상복, 2010, 광화문과 정치권력, 서강대학교출판부,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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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왕가의 수도가 근대도시로 변하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도시로 

재편되면서, 권력 교체가 드러나는 모순적인 공간으로 변화했다. 일제 

식민통치시기 광화문의 이축과 경복궁 중심축과 일치하지 않는 위치에 

총독부가 세워졌고, 결국 총독부에서 경성부청을 거쳐 신궁에 이르는 새

로운 남북 축은 새로운 권력 및 종교와 통합된 통치자의 핵심 구역으로 

자리 잡았다(백욱인, 2018:215-217). 이러한 지배공간의 변화는 ‘축

선’43)에 관한 논쟁을 불러왔다. 한양은 백악주산설에 따라 북한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축선을 상징 축으로 정하였다. 일제의 광화문 이축은 

“서울의 상징축을 파괴하기 위해, 우리의 축선을 형성하는 핵심 건물인 

광화문을 없앤 것”이며(유길상, 2007:89), 조선왕조의 축선 대신 자신

들의 “식민도시 경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축선”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

이 제기되어 왔다(이규목, 2007:88-91). 그러나 일제가 경복궁 측을 

고의로 틀어서 조선총독부를 건립했다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육조거리는 경복궁 축과 맞지 않고 중간에 애매하게 꺾여 있으며, 

경복궁 대신 육조거리에 맞춰 조선총독부를 건립한 것이라는 주장이

다.44) 이 축선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할 때 ‘국가

상징축’이라는 핵심적인 레토릭(rhetoric)으로 활용된다.

(2) 건국시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기억의 환경(milieux de memoire) 

’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더는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 집인 ‘기억의 터

(lieux de memoir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기억의 터’는 국가

적 기념시설이나 관광지로 단장하는 등 인위적 연출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 본래 ‘기억의 환경’을 상실한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자신의 

43) 축선이란 한 국가, 도시의 주축을 이루는 도로 혹은 건물로 우리나라의 축선은 북악~경복궁~

숭례문~관악산이다(2013.06.21., 서울신문, [노주석 선임기자의 서울택리지] 세종로 축선(軸

線) 전쟁) 

44) 중앙일보, 2019.03.08., [중앙시평] 누가 세종로를 비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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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기억을 인위적으로 선별하고 편집하여 민족적 ‘기억의 터’

를 창조한다. 사라진 중앙청(구 조선총독부)과 복원된 경복궁은 모두 그

러한 ‘기억의 터’로 볼 수 있다(전진성, 2012:51). 식민 시절을 경험

한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들보다 더욱 인위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성향

이 강한 기억의 터를 생산하기 마련이다(위의 책, 51). 일제의 35년 통

치를 받고, 미군의 신탁통치를 받았던 흔적은 광화문 일대에 지울 수 없

는 흔적으로 남았고, 근대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국가권력은 이 공간을 

새로운 통치자의 권력과 신념, 정당성을 연출하는 무대로 활용했다.

1945년 조선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경성부는 

서울특별자유시로 개칭되고,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한글식 

동명으로 변환하면서 광화문통은 세종로로 바뀌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인 이승만 정부가 중앙청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

립 기념식을 열고, 중앙청을 대한민국 정부의 청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화재청, 2002:41). 세종로는 대한민국 행정 중심지로 변화하게 된다.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가 확립된 이후, ‘국민 만들기(nation 

–building)’ 작업이 행해졌다.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리

려고 함과 동시에 부단히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한석정, 

1999:47).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된 후 정치가 마시모 다젤리오

(Massimo d’Azeglio)는 “이탈리아를 만들었다(홉스봄, 2004:502). 

이제 이탈리아인들을 만들어야 할 차례다”라고 하기도 했다. 월러스타

인(Wallerstein, 1991:81)은 국가 다음에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양자간

의 순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국가의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 근대적 형식으로 전통이 발명된다고 설명한다. 전

통은 특정한 집단, 공동체의 사회 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하거나 상징화

하기 위해, 혹은 제도, 지위, 권위관계를 구축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화나 혹은 신념, 가치체계 행위규범을 주입하기 위해 만들어

진다(홉스봄, 2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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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대통

령제를 통해 조국 근대화를 선도해나갔고, 동시에 근대적 국민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공제욱, 2008). 국민들에게 국가 구조로 보이게 하는 공간

적·시각적 실행으로 접근한다(한석정, 1999:247). 박정희 집권 이후 

국토는 주어진 공간이 아닌 만들어 공간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공

간관 자체가 근대적으로 전환된다(전상인, 2019:53). 광화문 일대도 조

국 근대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형성되면서 경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

다. 근대수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바로 도시계획이었

다.45) 지배권력의 의도에 따라 일련의 전문가 집단이 각종 이데올로기

적 표상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입지를 선정했

다(전진성, 2012:42).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화문 공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시대 이축되었고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던 광화문을 철근

과 콘크리트로 재건축하였고, 광화문 현판은 대통령의 친필(한글)로 제

작한다. 과거가 편집되어 소환되면서, 전통은 되살아난 것이라기보다 새

롭게 창조되었다(위의 책, 486). 발명된 전통은 지위나 권위관계를 구축

하기 위해 혹은 신념, 가치체계를 주입하기 위해 국민들을 향해 스스로

를 드러내는 담론을 편다(한석정, 1999). 

1990년대 다시 한 번 광화문 일대 공간에 큰 변화가 생겼다. 포스

트식민지 도시는 치욕적인 과거와의 불편한 관계가 기억의 극단적 단절

을 초래하여 이를 극복하려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이 요청되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 기억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전진성, 2012). 1993

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고, 문민화를 통해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구

호를 내걸었다. 신한국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상해주고, 새로운 정권의 

시작에 적합한 정치적 연출이 필요했다. 1995년 광복절, 중앙청의 첨탑

을 제거하고 1996년 10월 13일 중앙청 철거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중

앙청을 해체한다. 

45) 서울에 도시계획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였다(전진성, 201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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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 권력들은 왕조국가의 유산인 광화문 공간의 역사적 정통

성을 통해,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각 정권의 구호와 가치를 보여주는 

무대공간으로 활용했다. 자신들의 통치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새롭게 부

여하거나, 과거 다른 권력의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광화문광장을 무대 

공간으로 활용했다. 

주로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기 전 세종로는 중앙정부가 권력을 행사하

는 단일 주체였다. 국가권력은 서울을 ‘수도’ 관점에서 보았고, 세종

로는 수도의 상징적 중심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로‧광장계획을 실시

하면서 세종로를 확장하고(손정목, 2003:115), 세종로에는 제헌절 행

사46),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 축하퍼레이드47), 광복절 축하 퍼레이드48), 

국군의 날 행사49) 등 국가 행사들의 무대로 활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종로 사거리에는 이순신 동상을 세웠고, 대형 아치를 만들어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을 알리는 간판으로 애용하였

다.50) 통치자의 권력을 증명하는 무대였으며 동시에 행사와 의전용 이

벤트 등 의식이 행해지는 동안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만쿠조, 

2009:61)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2) 민주화 이후 광장과 시대정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복궁과 광화문 권역에 대한 복원이 시

작되고, 2006년 12월 4일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이 개최되었

다. 광화문을 원래 위치에 복원하고 광화문의 박정희 친필편액을 교체하

는 계획을 발표했고, 광복 60주년을 기해 한글 편액을 무관 임태영의 

글씨(한자)로 교체했다.51) 

46) 동아일보, 1953.07.14., 17일은 제헌절 중앙청광장서 기념식

47) 동아일보, 1958.03.26., 다채로운 축하행사 오늘 이대통령 팔십삼회탄신일

48) 경향신문, 1958.08.16., 기쁨에 넘친 건국의 잔치

49) 경향신문, 1967.10.02., 위용 떨치는 자유십자군

50) 서울역사박물관, 2009, 광화문연가 시계를 되돌리다,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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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페브르(2011)는 공간 재현, 공간의 실천, 재현 공간이라는 세 가

지 공간 요소를 통해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공간 재현

은 인지된 공간으로 도시 계획가들이 설계하는 공간이자, 그에 따라 실

제 공간을 구획 짓고 배열하는 기술 관료들의 공간이다. 재현 공간은 이

미지와 상징을 통해 체험된 공간으로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대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들, 사용자들의 공간이다. 공간적 

실천은 지각된 공간으로 사회적, 정치적 실천이 공간 위의 행위로 나타

나는 것이다. 공간 위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행위이거나, 공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르페브르, 2011:86-87). 

광화문 일대는 왕조시대부터 근대국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에 의

해 생산되고 지배되며 통제되는 권력의 중심지로, 공간 재현의 성격이 

강한 곳이었다. 광화문 공간이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와 수단

이 되는 무대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무용(2005)은 “지배적으

로 생산된 공간에 대해 대중주체들이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 즉 공간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는 반드시 국가권력이 의도한 바대로 따르지 않는

다”고 했다. 르페브르(2011)는 권력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규정되고 통

제되면서 생산된 정치적인 상징기호로 가득한 공간을 사용자들은 수동적

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미 설계된 의미를 경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받

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간의 의미를 변형시키고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시킨다고 

주장했다. 즉, 지배 권력의 공간 재현에서 그치지 않고 재현 공간이 축

적될 경우, 혹은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이 충돌할 경우,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을 물리적으로 생산하고, 지배하거나 전유할 수 있다.

공간 재현이 지배적이었던 광화문 일대에 재현 공간이 누적되기 시

51) 철근과 콘크리트로 세워진 광화문과 친필편액은 박정희 정부의 유산으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

하는 광화문 복원 계획이 박정희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조선일보, 2005.01.24., [사설] 박정희의 광화문과 正祖의 光化門; 한겨레, 2005.01.24., 

지워야 할 부끄러운 흔적들; 동아일보, 2005.01.25., [사설]역사를 지우거나 희롱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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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첫 경험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광화문 

일대의 주체가 처음 바뀌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했다.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은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공간

적 실천을 통해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 신화적 기억

을 갖게 된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저항과 분노의 목소리 대신 

응원과 연대의 함성소리로 가득 찼다. 월드컵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광장을 지배 권력의 손에서 대중의 품으로 옮겨놓으면서(김영철, 

2004:246), 사용자들에게 광장의 역할을 하는 재현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

민주화의 현장이었고, 월드컵 거리응원이 발생한 중심 무대는 현재 

광화문광장 자리라기보다 시청 앞 광장이었다. 광화문공간을 점거하고 

점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처음 생긴 사건은 2002년 12월 효순이·미선

이 추모 촛불집회였다.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사

건이 발생했고, 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자 

이를 규탄하고 여중생들을 기리는 광화문 촛불 추모집회가 열렸다. 광화

문 앞 공간에 미대사관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더욱 적합한 장소였다.52) 

이후 2004년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세종로에서 열렸

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졸속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도 열렸다. 

광화문공간을 처음 시민들이 점유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추모 촛불

집회 사건을 이후로 촛불을 든 시민은 광화문으로 집결했다.53)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시민들에게 체험된 공간, 즉 재현 공

간으로 갖는 의미와 상징성이 커지자, 서울시는 2009년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거

치면서 지방 정부의 공간 재현과 서울 시민들의 재현 공간이 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듯 하였다.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자 중요 국면마다 

시민들이 모이고 뜻을 집결하는 공간이면서(광화문포럼, 2017), 가장 

52) 연합뉴스, 2002.12.19., 여중생추모. SOFA개정 촉구집회 확산.

53) 경향신문, 2009.08.18., 광화문광장은 ‘고립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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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공간이 되었다. 서로 다른 재현 공간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간적 실천이 첨예한 사회 갈등의 단면으로 광화문광장 위에 펼쳐

졌다. 정부 권력은 공간 재현을 주된 층위로 광화문광장을 생산하여 사

회 통합과 기존 권위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고, 시민들은 

공개 집회와 시위 등의 재현 공간의 축적과 공간적 실천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마이클S.최, 2017). 

2. 협력적 계획 환경의 조성 

1)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

(1) 지방자치의 활성화 : 시민과 소통 강조

계획과정의 모든 단계는 가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계

획 활동에는 가치가 작용하고 개입된다(김규정, 1987). 특히 우리나라

의 지역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계획의 방향이 바

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이우권, 2007; 임성은, 2012). 

정책결정자의 이념과 철학 등 가치판단이 반영된 연설과 계획 발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방향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 재조성하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조한다. 2006년 4월에 취임

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는 소통, 통합, 미래이

며, 시정 목표는 ‘삶의 질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

해 오세훈 시장은 매력있는 문화수도를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매력

있는 문화수도를 만들기 위해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구하고, 도시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을 채택했다.54) 오세훈 시장은 “도

54) 디자인산업육성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추구하는 디자인 서울, 세계

와 함께하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을 만들겠다(서울특별시, 2011b).



- 75 -

시가 곧 상품인 시대인 만큼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런던, 파리, 두바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래의 명품도시 창조

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특별시, 2006). 광화문광장 조성 계

획은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

었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도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장소판매와 기

업가주의 전략을 내세웠다.55)

2011년 10월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 기조는 소통, 신뢰, 시

민중심이다.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는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이다.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세워, 시민의 ‘소통’과 ‘참여’와 ‘협력 

’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과정을 만들겠다고 했다(서울특별시, 2016 

b:37).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보공개와 상호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과 ‘협치’의 기치로 시정을 이끌면서(서울특별시, 2016a 

:62), 공무원들에게“정책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협치 실패는 용서하

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서울특별시, 2017:61). 박원순 시장은 “시

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행정혁신”을 이뤄냈으며, 

“서울시의 모든 정책기획 및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부했

다(서울특별시, 2016b:38).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토론회, 마

을공동체만들기 등 다양한 협치모델을 만들고, 2016년 9월 29일 ‘민

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공표하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오세훈 시장은 ‘도시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는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디자인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는 인식하에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을 하였고, 계획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서울시장 연설문에 나타난 주요단어 도출빈도를 통해 두 시장이 중요시

55) 하비(Harvey)에 따르면 도시의 지배양식은 관리주의적(managerialism) 접근에서 기업가주의

적(entrepreneurialism)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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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 가치를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박

원순 시장은 ‘시민’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14:32). 오세훈이 서울

시장은 서울시민을 시민고객(서울특별시, 2007)이라고 부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시민님56)으로 칭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을 도시공간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 소비자로 보았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도록 호칭을 사용하였다

(김지연, 2014:38).

(2) 광장에 대한 시민적 요구

2002년 6월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광장문화의 체험을 한 번의 이벤

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고, 시청 앞의 

일정한 공간을 상시적 문화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57) 이명박 서울시

장은 취임사에서 시청 앞 광장의 상설화와 광화문, 숭례문의 보행공간 

확충을 약속하였으며,58) 2002년 7월 3일 문화연대는 ‘포스트월드컵 

문화사회 만들기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로를 문화광장으

로’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59)

광장 조성은 하나의 광장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조경

진, 2002). 우선, 차량 중심의 도시공간에서 보행자들의 편의를 생각하

56)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09.04., 서울시, 어려운 행정용어 887개 알기 쉽게 바꿔쓴다.

57) 한국경제, 2002.07.10., [월드컵 열기를 新문화로..] 거리로 나온 사람들; 중앙일보, 

2002.06.28., 월드컵 결산 릴레이 좌담 : 광장문화를 살리자

58) 차 없는 시청 앞 광장의 붉은 물결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

금, 많은 시민들이 허전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드컵 기간 동안 시민들이 차지했던 시청 앞 

광장을 영구히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

이 만나고, 담소하고, 열정을 토로할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 바꾸어 월드컵 때처럼 시민 여러

분이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화문과 숭례문이 시민과 더욱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넓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우리 유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2002.07.02., 서울시장 취임사).

59) 연합뉴스, 2002.07.03., 세종로 문화광장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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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만쿠조(2009)에 의하면 광장은 산책하거나 

모이고, 만나거나 서로 인식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시민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광장이 보행자에게 속한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 논리의 도시계획에서 소외되어왔던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

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도시 광장은 문명, 사회적 교류, 공동체 생활, 

법제적 다원주의의 상징이다(만쿠조, 2009:55). 광장은 시민의식과 함

께 자연스럽게 발달했으며, 시민사회 의식에서 공공공간은 일종의 공용 

공간과 관련이 있다.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슈를 토론하는 데는 개개인의 집안보다 적합한 장소여야 한다

(만쿠조, 2009:61). 이와 같이 광장 조성의 의미는 열린 도시공간에서 

의사소통, 공동체 체험, 사회적 갈등 수용을 포함하며, 권위주의 문화에

서 포용적인 광장의 문화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을 촉발기제로 광장 조성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

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연대는 2002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민들 825명을 대상으로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를 수행하였다.60) 그 결과 광장 조성에 대한 찬성의견이 48.5%였

고, 적극 찬성이 30.4%, 반대가 13.1%, 적극 반대가 3.6%, 모르겠다가 

4.4%로로 찬성 비율이 총 78.9%로 상당히 높았다. 월드컵 기간 동안 

시청앞 광장이 보행자들에게 개방되었던 기억과 익숙함 등이 광장을 조

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도시계획상의 신조류(新潮流)

(1) 광화문광장 관련 논의의 변화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광화문 앞 

공간에 대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6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시청앞 광장화 방안 연구 워크샵 주제발표 자료집,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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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볼 것인지, ‘광장’으로 볼 것인지 달라져왔다. 이 공간이 길

인지, 광장인지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과 연관된다.61)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로 광화문 일대의 공간

은 ‘광장’으로 인식된다. 

처음 세종로에 광장을 포함한 보행공간조성계획이 거론된 배경은 

1994년이 서울 정도 600년,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다가왔기 때문이

다. 일제강점기 이전된 광화문을 제자리로 이전하고, 조선총독부로 인해 

왜곡된 도시 축을 회복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역사도시로서 서

울의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해 상징거리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 때부터 

시작됐다. 

1994년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펴

낸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은 구체적으로 상징거리 조성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조선시대 이래로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심으로 

시대적 상징의 역할을 담당해온 경복궁 앞을 광장으로 조성하고 옛 모습

을 재현·복원하여 역사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가중심거리로

서의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활동을 도모하였다. 6

개 대상지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구간은 경복궁에서 남산을 거쳐 한

강대교-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구간으로, 상징거리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8개의 상징 경관을 구상했다. 그 가운데 도심 구간인 광화문과 

세종로의 주요 사업으로 광화문광장이 처음 등장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

원이 펴낸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에 실린 광화문광장 및 주변계획

안을 살펴보면 현재의 광화문광장과 달리 광화문 바로 앞에 경복궁과 연

결된 대형 광장을 조성하고 세종로의 교통체계와 가로수를 정비해 양쪽

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였다.62)

이어 1995년에는 서울시가 광화문 및 경복궁 복원과 연계된 ‘가로

61) 2017.01.09., 광화문포럼 1차 역사분과회의 녹취록, 홍순민 위원.

62) 서울특별시, 1994,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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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계획인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을 세웠으며, 광화문광장의 

기본개념은 국가중심거리로서 품격을 회복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며 쾌

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9년 조성된 광화문광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은 1995년 언론에도 보

도됐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장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고, 초대 민선시장이 된 조순 서울시장이 이 계획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행에 옮겨지지 못했다.63)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화된 형태로서 세종로 중앙분리대 개선과 

조망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조망가로 기본계획’을 1999년에 완성

하였다. 1998년 시행된 ‘조망가로조성 사업계획’ 중 시범가로인 세종

로, 사직로 등을 대상으로 가시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각 조망

가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안을 수립하였다. 광화문 앞 중앙분리대의 

조망광장화로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이 하나로 보여지는 경관의 원형

대상 구역 1단계 기본계획 2단계 기본계획 3단계 기본계획

차도 및 보

도

왕복 14차로로 축소

일부 보도 및 안내판 

정리

왕복 12차로로 축소

도로선형정비

보도폭원 확장

왕복 12차로 유지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를 좌우 

1차로 확폭

2개 차로 만큼 중앙분

리대 추가 확보

폭원 25m의 조망

광장 조성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

보도는 타용도로 전

환하고 차도는 존치
완전 제거

제거 후 활용 및 

선형정비

조망포켓 정

비

세종문화회관 앞

경복궁역 앞

광화문 열린시민광장

문화관광부 앞

세종로 지하주차장 앞

정부종합청사 앞

미대사관 앞

<표 6> 1999년 시범조망가로계획 

63) 서울 정도 600주년 사업을 추진했던 이원종 전 시장 때 처음 제기된 광화문광장 조성 아이디

어는 이듬해인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첫 민선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조순 전 시장에 의해 

곧장 거부된 전례도 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전 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을 불요불급한 탁상행정으로 취급,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서울시민을 

사랑한다면 이래선 안 됩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라며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2020.10.18., 주간조선,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굳이…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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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세종문화회관앞, 경복궁역앞, 정부종합청

사앞 등 세종로 양측의 보도에 각각의 계획개념에 따른 선형의 조망포켓

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세종로 조망광장은 1단계로 왕복 14차로로 축소

하고 2단계로 왕복 12차로로 축소하는 등 단계별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걷고싶은 서울을 만드는 것을 기조로 삼았던 고건시장은 1999년 1

월부터 자치구별로 1개 이상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걷고싶은 거리를 조

성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하면서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구체화시켰다. 자동차 위주의 도로구조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전환하

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이를 도모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 근

본 목적을 두었다. 당시 서울의 상징거리로 정해진 곳은 세종로, 이태원

로, 압구정로, 대학로 등이며, 11개 자치구에서도 상징거리를 지정하며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세종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00년 12월 서울시가 내놓은 ‘세

종로 조망가로 교통영향분석’에 따르면, 세종로 중앙 분리대의 조망광

장 조성, 정부종합청사의 보도 확장, 광화문 교차로 및 세종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정부종합청사의 보도 확장, 광화문 교차로 및 세종로 교

차로 기하구조 개선, 세종로 상에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 세종로 차선 

축소(8차로를 6차로로), 광화문 교차로의 기하구조변경 및 신호시간 조

정 등 비교적 상세한 세종로 일대의 보도계획이 제시되어 있다.64)

2002년 문화재청의 '경복궁·광화문권역 문화재 환경정비'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됐다. 이 때 부터 광화문광장의 배치를 중심으로 좀 더 구

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경복궁 복원정비기본계획 5단계 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으로서 단기안와 중기안, 장기안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광화문과 동·서십자각만 복원하는 단기안과 월대 및 육조거리 완전 복

원과 경복궁 전면부 공원화, 광화문 앞 일부 차없는 거리 조성을 통한 

조망 및 주변환경 개선, 세종로의 왕복 8차로 축소와 우회도로 건설을 

64) 최연숙, 2003, 광화문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 월간 건축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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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중앙공원의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기안이 마련되었고, 마지막

으로 사직로와 율곡로간에 왕복 4차로, 연장 1,040m의 장대 지하차도

를 건설하고 내자동길 및 그 연결도로는 왕복 7차로로 확장하는 장기안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장기적으로는 광화문 앞 세종로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경복궁으로의 조망과 주변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존도로 폐쇄로 인한 교통처리를 위해 주변에 대체도로 확보를 제안하

였다.

2003년 서울시는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통해 양측 배치안을 

제시했다.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은 시청앞 광장, 광화문광장, 숭례문광

장을 도심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결절점으로써 조성하고자 하였다. 

광화문광장은 주변 양측에 광장을 마련하고 세종로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지역에 상징가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광화문관련 계획안과 국내외 사

례조사를 참조하여 양측보도배치형과 중앙광장형의 2가지 대안을 도출

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로수

를 조정하여 보도를 확폭·정비하는 양측보도배치형을 기본계획안으로 

마련하였다. 경복궁으로의 조망과 행사시 가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일자 주체 관련 계획 세부내역

1994 서울시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
서울의 상징거리 보행로 

조성계획 발표

1995 서울시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
광화문 및 경복궁 복원

과 연계 가로공원화

1999 서울시 시범조망가로 기본계획
세종로 중앙분리대 확장 

조망광장 조성

2002 문화재청 경복궁 광화문권역 문화재 환경정비 중앙배치안 제시

2003 서울시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양측배치안 제시

2005
문화재청 광화문 역사광장조성 기본방향 수립

편측배치안 제시(세종문

화회관 측)

서울시 시민광장조성계획 수립 중앙배치안 제시

<표 7>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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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이식을 검토하였다.65)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민선3기 발족 이후 광화문광장 사업은 교통문제

와66) 경복궁, 광화문 복원 등의 사유로 보류 인하여 진척되지 못했

다.67)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시청앞 광장(2004년 5월), 숭례

문광장(2005년 5월), 청계광장(2005년 10월)이 조성되었다.

2003년 서울시는 양측배치안을 제시한 반면 2005년 문화재청은 '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계획'에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치우친 안을 제시

했다. 광화문 역사광장조성 기본방향 수립은 문화재청에 의해 단계별로 

계획되었다. 1단계는 광화문을 올바른 위치로 복원하고 월대를 중심으로 

광화문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2단계는 경복궁 축을 연장하여 

육조거리(세종로 남행 방향)에 선형의 세종로광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세종문화회관 측으로 편측배치하여 광장을 조성하고, 차로는 동측으

로 편중 배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2005년 서울시가 ‘시민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

배치안을 제시하면서 광장 조성계획도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68) 서울시

가 2005년 제안한 ‘시민광장 조성 계획’은 중앙배치안으로 광화문광

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했으나 노무현 정부 문

화관광부가 반대하였고, 시민들이 은행나무 이식을 반대하여 유보했다

(유길상, 2007:139). 

(2) 유관 공간 계획의 조류(潮流)

서울시의 공공공간 조성 계획 경험은 도시계획 유산으로 작용하여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공공공간 조

65) 서울특별시, 2003,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pp.129-148.

66) 신현돈·조경진, 2013, 광화문광장 조성과정 및 설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1(4), p.26. 

67) 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백서.

68) 서울신문, 2018.04.19., 전시행정 vs 역사성 복원…질곡의 광장개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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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의미가 시민과 소통, 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계획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합의를 도출하여 집행하는 ‘협력적 

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의 광장 조성 계획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2년 여의도에 12

만평의 규모로 5.16 광장이 탄생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된 광장으로, 위치나 규모, 그리고 형태까지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

되었다. 이 광장은 광장이기 이전에 ‘비상시의 군용비행장’으로 만든 

공간이었다(손정목, 2003:34). 100만 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광장으로 군군의 날에는 이곳에서 최신무기를 선보

이며 행진하는 행사장, 대통령 선거의 유세장으로 사용되면서 국가 행사

나 체제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장세훈, 2016).

1994년 ‘여의도지역 재정비구상 및 광장지하개발 기본계획’의 일

부로 처음 계획되었고, 이후 최종적으로 여의도광장을 시민공원으로 조

성하는 계획을 내리면서 1996년 ‘공원 녹지확충 5개년 계획’으로 편

입되었다. 1997년부터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1999

년 1월에 여의도 공원으로 개장하였다. 여의도 광장의 공원화는 녹지 확

충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서울의 유일한 광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

판이 제기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의도

광장이 사라진 것에 대해“여의도 광장을 없애 결국 서울시는 광장 없는 

시가 된 셈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는 없다. 그게 잘한 일인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69)

여의도 광장이 공원이 되자 도시에 대형광장이 없다는 이른바 ‘광

장컴플렉스’와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을 계기로 시청 앞 서울광장 

조성 계획이 진행되었고, 연달아 청계광장도 조성되었다. 과거 광장 조

성 계획들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교통문제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해서

(안진희‧배정한, 2016)였으나, 2004년 서울광장이 조성됨으로 인해 도

69) 서울신문, 1998.04.30., 여의도광장 공원화 잘못됐다/金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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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광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청계광장도 서울광

장과 마찬가지로 도심 내 교통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9년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고 난 이후 2017년 개방한 서울로 

7017은 서울역 앞 고가차도를 보행도로로 조성하였다. 서울로 7017은 

청계광장처럼 많은 반대가 있었고, 중앙정부의 반대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설득하여 서울로 7017을 조성했다. 

서울로 7017은 광장의 형태는 아니지만 일종의 광장식 공공공간으로 서

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처럼 과거 차량도로로 활용되던 곳을 도

시공간이 보행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전환한 

곳이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서울시내 세 번의 광장 조성과 한 번의 보행로 

조성은 우연이 아니다. 정욱주(2013:198)는 도시의 일부를 소거해야만 

광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상징가로가 광장으로 변모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광장과 청계광

장의 조성 계획 경험은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는 계획 과정에 배경이 되었

을 것이고, 첫 번째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논의에 

계획 환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앞서 시행된 광장 

조성 계획과정은 다음 광장이 생성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안진

희‧배정한, 2016).

① 서울광장

서울광장은 서울 시청 앞에 조성된 광장이다. 교통광장으로 자동차 

중심의 공간으로 쓰이다가 2004년 5월 1일 개방되었다. 시청 앞을 광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95년 ‘국가중

심가로 조성과 신청사 건립 구상’에서 제안되었고. 1996년 시민단체인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와 도시연구소 등은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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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청 앞 보행자광장 조성 캠페인을 벌이

기도 했으나 교통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었다(김연금‧이규목, 2004). 

 2002년 6월 시청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서울

광장은 공간 자체의 상징성을 획득하게 되고(안진희‧배정한, 2016), 광

장문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면서, ‘차 없는 시민광장’ 조성계획이 진

행되었다. 우선 서울시는 광장 조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시

민의 79%가 광장 조성에 찬성하였다. 대다수의 시민이 교통 혼잡 문제

가 생겨도 시민광장을 조성해야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도시연대는 ‘광장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였고, 2002년 

11월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에 관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70) 공모에는 

바닥에 2003개의 LCD모니터를 설치한 ‘빛의 광장’ 설계안이 당선되

었다. 

서울광장에서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과

정에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서울광장’이란 명칭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다. 현상설계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공정

한 방식으로 설계안을 채택했다(박지혜, 2017). 그러나 서울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을 무시하고 기술적인 한계와 하이 서울 페스티벌 개최에 맞

춰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안이 폐기되고, 전혀 새로운 안이 조성되는 과정

은 큰 논란이 되었다. 시민위원회와 당선 팀 조차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

으며, 시민위원회가 기술적 한계를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증

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울시는 잔디 광장으로 조성했다.  

당선자와 서울시는 당선작 시공과 관련한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공

개되지 않았고, 따라서 충분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71) 서울시는 

70) 서울시는 광장 조성의 기본 방향을 ‘역사성 및 상징성 회복’, ‘교통체계의 개편’, ‘보행욕구 충

족’, ‘문화공간 창출’로 두었다. 

71) 당시 광장조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병기 대표는 이명박 시장에게 ‘위원회와 상의 없는 일방

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광장조성시민위원회 위원이었던 황기원 교수는 ‘좋은시작, 

거친과정, 나쁜결과’라고 평가했다. 서현 교수는 ‘시장인가, 추장인가, 시민인가, 부족민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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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대응하여 의사소통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였다(김연금‧이규목, 2004). 당

시 언론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

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72)

② 청계광장

청계광장은 청계천의 시작지점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 광장을 가리

킨다.73)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0년 9월 1일 제1회 청계천살리기 연구

회 심포지엄이 개최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12월 31일 

박경리 작가가 ‘청계천에 생명을’ 이라는 글을 한겨레 신문에 실으면

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2002년 4월 30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

회에서 청계천 복원에 관한 문제가 후보들 간 첨예한 정책대결로 설정되

면서 이슈화되었고, 2002년 6월 13일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청계천 복원이 진행되게 된다(김

진열‧이규명, 2012). 

2002년 7월 1일 취임한 당일 복원사업 실무를 담당할 ‘청계천복

원추진본부’를 설치하였고, 7월 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하는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을 설치하였으며 10일에는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청계천복원사업시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주요정책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하게 되는 기구로 관련 이익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 시민 홍

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4) 청계천 복원 사업은 2002년 7월 민

며 서울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도시연대, 2004, 걷고싶은도시 5,6월호).

72) 동아일보, 2004.04.13., 서울시 닫힌 市政

73) 청계광장의 명칭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던 2005년 3월 서울특별시에서 지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명칭이다(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74) 구성인원 116명 가운데 학계 32명(27.6%), 시민단체 19명(16.3%), 언론인 12명(10.2%), 전

문가 12명 시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 15명, 시의원 12명, 시정개발연구원 8명, 기타 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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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3기 출범과 동시에 청계천복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밝혔고, 불과 1년 

만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여론수렴, 교통대책, 도시계획안 등을 만들

어내면서 2003년 7월 1일 착공에 들어간다.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이 복원되고 청계광장도 함께 개장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갈등 정도에 비해 빠르게 사

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착

공이라는 마감시한이 이미 정해져있었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을 조성, 

재조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착공시기를 못 박고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도 제기되었다. 청

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는 복원사업의 직접당사자인 청계천 상인들의 의

견과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사업을 유보하고 충분한 논의

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75) 

청계천 복원사업은 5.84㎞에 달하는 대형공공사업으로 청계로 및 청

계고가 주변 20만 상인들과 2만 여명에 달하는 노점상을 이해당사자로 

하고 있다(박명현, 2006). 상인 집단들은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는다.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고, 

상인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대가 심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녹색서울시민위원

회76)에서 실시한 청계천 복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연합과 환경정

의시민연대 등 두 시민단체는 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청

계천복원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

구성되었다. 시민위원회에는 그동안 청계천살리기연구회에서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75) 서울특별시, 2003.08.,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주요운영 결과(안), pp.31-40.

76)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NPO, 환경전문가, 기업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1995년 11월 22일 출범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이 녹색위원회를 활용하는 대신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녹색위원회 참여단체나 위원보다는 아무래도 청계천살리기

위원회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권영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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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나 발표를 연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계천복원공

사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8일에는 8개 시민·사회·전문가 단체

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9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4월 28일 경실련은 청계천 복원

공사는 더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 후 착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지만 5월 1일 청계천복원시민

위원회 본회의에서 청계천복원 7월 착공을 승인한다(권영규, 2007).

서울시에서는 시민위원회에 참여시킨 소수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외에 청계천 복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내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언론을 통한 공방만 이어갔다. 서

울시와 반대 입장인 단체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였고, 갈등을 겪었

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으

나,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의 역사문화적 복

원 욕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청계천에서 문화유적들이 대거 출토되면

서 시민위원회나 시민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태도

를 바꾸지 않았다. 결국 청계천 복원에 대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의견을 

대변해온 시민위원회가 서울시의 복원 방식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시민

참여가 빠진 ‘반쪽’짜리 복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77)

③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 프로젝트78)는 1970년 8월 세워진 서울역 고가도로가 

77) 한겨레, 2004.02.25., 청계천 시민빠진 ‘반쪽 복원’

78) 서울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서울역 고가도로를 기존의 차량이 다니는 

차량길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사람길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 일대 지역활성화와 함께 도

심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밝혔다(서울특별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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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와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 2월 서울시는 시설물 노후화와 감사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

역 고가의 철거를 검토했지만, 2014년 5월 서울역 고가에 뉴욕의 하이

라인 파크와 같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민선6기 공약으로 채택

되어져 서울시 내부에서 검토되었다. 9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답사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도 하이라인과 같이 재생하여 공원화

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된다(서울산책, 2015). 

서울로 7017 프로젝트 발표 직후 남대문시장 상인과 서소문 화훼업

계, 염리동 소규모 봉제 및 가죽업체, 만리·청파동 주민 등 주변지역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였다. 중구청과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층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강지선 외, 2018). 남

대문 시장 상인들은 교통체증 심화와 상권몰락을 우려하였고, 만리동 일

대 봉제 산업 종사자들은 교통문제와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

대 목소리를 표출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6.02.02.).

갈등이 지속되자 서울시장은 서울로 7017사업을 시민참여형 사업으

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79) 서울시는 지역상인과 인근주민들, 서울시

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장방문, 면담, 간담회 및 

토론회, 자문 등 소통을 추진해왔고, 2014년 9월 고가산책단80)이라는 

시민네트워크 조직을 운영했다. 고가산책단은 시민들에게 사업을 이해시

키고, 서울시 내부회의에 참석하여 시민의견을 전달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이민영, 2017). 2015년 3월 열린 의사결정 체계인 ‘서울로 

7017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사업

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주변지역(마포구, 용산구, 

79) 헤럴드경제, 2015.01.29., 박원순 “서울역 고가 공원화, 17개로 보행로 신설”

80) 고가산책단은 72시간 연속포럼, 고가포럼 등을 진행하면서 고가에 대한 공간적 고민과 현실

적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주민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서울산책, 2015). 2015년 7월 

서울시는 현장소통센터(7017전망대)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현장소통센터에는 고가산책단이 상

주하여, 지역별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현장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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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설명회 개최, 현장시장실 운영, 정책토론회 진행, 고가포럼 및 토

론회 등을 진행하며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소통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8일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였다. 

국제현상설계 공모에는 네덜란드 건축가인 비니마스(Winy Mass)의 

‘서울 수목원’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2월 서울시는 

비니마스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무가 자문 및 시민의견을 보완하여 서

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였다. 2016년 6월 착공하였

고 2017년 5월 개방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7017사업의 진행과 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비

판을 받았다. 먼저, 서울시가 제공한 정보는 “공론화를 위한 내용이 아

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정보”였으며(강지선 외, 2018), 정보 제공 

방식은 계획한 사업의 추진과 경과, 결과보고에 국한된 일방적인 방식이

었다(이민영, 2017), 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질보

다 양을 강조했다. 의사소통 내용의 질적 측면이 아닌 형식적 소통 횟수

만을 부각하는 한계를 보였는데, 서울시는 600여 차례의 시민소통, 100

여 차례의 현장 소통, 50여 회의 상인들 면담을 했다고 밝히는 등 소통 

횟수를 부각하였다.81) 게다가 서울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반대했는지 

등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정보 공개는 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지한다는 

여론만 밝히고 있다. 소통을 위해 시민위원회와 고가산책단을 구성하였

지만 이 두 조직 모두 서울시가 구성한 것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

성한 조직이 아니다. 시민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 기구로 기획운영, 문

화관광, 기술자문, 도시활성화 분과가 있으며, 민간위원과 서울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정작 시민위원회에 일반시민이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81) 헤럴드경제, 2014.11.13., 서울역 고가 활용 공모전은 반대여론 무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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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관 공간 계획의 긍정적·부정적 유산

서울시의 최근 공공공간 조성 계획 경험을 살펴보면 계획과정과 대

응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광장 조성 계획 경험이 선례가 

되어 도시계획적 유산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로 7017 모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기 보다 공공주도로 형성된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다.82) 동시에 계획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

성할 때도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광화문 포럼을 구성하여 조성 방

향에 대한 원칙을 논의하였고,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광화문시민위원

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인 광화문추진단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할 

때는 청계광장을 조성할 때와 비슷하게 연구, 심의, 행정 기관을 구성하

여 추진하였다.

둘째, 광장을 조성할 때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

이다. 이 방법은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선된 설계안이

나 혹은 합의를 통해 도출한 조성안이 서울시의 내부의사결정과 다를 경

우에는 서울광장의 사례처럼 무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시민위원회를 거

쳐 당선된 시청 앞 광장 설계당선작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하

이 서울 페스티벌 활용공간의 부재로 시민위원회 모르게 잔디광장으로 

변경되었다. 광화문광장을 재조성 할 때도 광화문포럼에서 전면광장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일방적으로 변경되자 서울광장의 사례를 지적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83) 

82) 서울역 고가할 때도 그렇고 서울시는 매번 벌려놓기만 하고 나중에 책임져라 식이라는 거죠. 

…이 계획이 가는데 시민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개선대안을 내놓으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

가 있어요(2017, 광화문포럼 결과와 회의록, p. 137)

83)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9.08.06.,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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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로 7017 모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소통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소

외되거나, 혹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피하거나 밀어붙이는 식으로 대응하

였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완공시점이 정해져있어서 무리한 속

도전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관료 주도적 도시재생 사

업을 성급히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을 형식적 동원하여 참여시킨 사례로, 

시민을 앞세운 형식치레84)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울광장의 경우 하이 

서울 페스티벌 전까지, 청계광장의 경우 2003년 7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급박한 일정으로 인해 충분히 공론화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넷째,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거나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었고, 충분히 제공되지 않

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서울로 7017의 경우 홈페이지

도 운영하고 과거에 비해 다양한 자료집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노

력이 있었지만 서울시에 불리한 정보는 배제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

하는 데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였다.

다섯째,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로 7017 모두 차량 교통과 관련된 

공간이었다. 특히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은 도심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 교통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에서 경험했듯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

다”고 했고,85) “청계천 복원과 서울광장 조성 때에도 초기에는 혼란

이 있었지만 결국 안정화됐다”고 했다.86)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기 위

해 구성했던 광화문포럼에서 교통전문가는 교통문제를 청계광장을 들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다.87) 교통전문가는 서울로 7017사

84) 환경과조경, 2014.11.03., 서울판 하이라인, 서두르지 말자

85) 뉴시스, 2006.12.27., 세종로 중앙에 ‘광화문광장’ 들어선다

86) 동아일보, 2006.12.28., 도로 한가운데 4080평 ‘광화문광장’

87) “교통을 제한하고 제약했던 다른 사례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청

계천 복원시 왕복 4차로를 헐어낸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처음에는 격렬히 반대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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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처럼 광화문광장 재조성도 교통문제는 사후처방으로 밀려날까봐 걱정

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88)

마지막으로 각종 광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데 생기는 반대와 광범

위한 갈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각종 광장 조성 사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반대와 우려가 많았지만 조성된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광

화문광장 조성, 재조성 과정에서도 청계광장과 서울로 7017 등의 조성 

경험을 선례로 삼아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가볍게 넘기는 모습을 보였

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의회 위원들과 서울시는 청계광장 

사례를 성공 사례로 판단하고 있었다.89) 시정 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

장은 “청계천광장 때 거의 80% 이상이 반대했다. 당시 이명박 시장도 

나름 많은 소통의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이뤘다. 청계천 복원은 굉장히 잘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고 하면서 청계광장의 예를 들어 많은 반대에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며,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90)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개토론

회에서 “서울로 7017때도 주민들 반대가 적지 않았다. 내가 직접 나서

서 동네동네 돌아다니며 말을 들었다”며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91) 특히 서울로 7017사업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다. 결국 하고 나니 문제가 없습니다. 무대책으로 해도 성공을 합니다. 이유는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도 있지만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해도 모양이 볼만한거죠…교통이 

제일 큰 문제고 교통을 해결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앞에 것을 해결하면 교통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2017, 광화문포럼 결과와 회의기록, p.114)

88) “서울역 고가할 때도 그렇고…이번에도 터뜨려놓고 교통에서 뒤치다꺼리를 하는 상황이거든

요. 그래서 사실은 광화문포럼을 만든 이유가 계획을 다 잡아놓고 교통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

아라 하는 것 아니냐” (2017, 광화문포럼 결과와 회의기록, p.137)

89)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할 때 교통에 큰 무리가 있을 것

이라고 했지만,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더 좋은 것들이 있고요. (2007.05.04., 7대 

제198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김춘수 위원 : 청계천이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청계천 일대

의 상인들은 생계의 어떤 막연함을 통탄하면서 서울시에 항의하고 엄청난 시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 성공리에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일대의 상인들이 과거에 성토하고 비판했던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덕분에 장사가 잘됩

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셨지요? 그렇

지요? (2016.11.16., 도시계획관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

90) 2019.08.27.,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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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반대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았다. 새로운 광화문광

장 사업이 중앙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히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로 

7017때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동이 다 걸렸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노

력해서 잘되지 않았습니까”라며 서울로 7017을 사례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92)

Ⅳ. 협력적 계획과정의 외양과 실제 분석

1.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2006년-2009년) 단계

1) 계획 배경

(1) 수도 이전과 역사문화수도 담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

로 내세웠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

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

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다. 문화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

종로 일대 다수의 정부기관이 이전하면 광화문 일대를 ‘서울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고, 유네스코 역사도시로 등재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을 둘러싼 국가 중요 기관들이 사라진 자리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워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였다.93) 

중앙정부는 서울 광화문 일대를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아닌 ‘역사

91)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차 공개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

92) 2019.08.27.,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 박원순 서울시장

93) 연합뉴스, 2006.01.24., 정치 1번지에서 역사와 문화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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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수도’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94) 광화문 일대를 역사문화 수

도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사적 중심 공간인 경복궁과 광화문 공간

의 완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서울 도심을 재구축하여 왜곡된 

역사적 실체를 복원하며 일제시대 총독부 건설을 통해 훼손된 경복궁-

광화문-세종로 일대의 도시구조를 복원하고자 하였다.95) 해방 후 정부

기관들에 의해 단절되었던 도시의 흐름을 복원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가 상징축’을 강조했

다. 국가 상징이 되는 공간에 국가 중심축을 복원하기 위해 2006년 문

화재청은 ‘경복궁 광화문 제 모습 찾기’를 수립한다. 경복궁 축에 맞

도록 광화문을 원위치에 복원하고, 어도의 직선 축에 맞도록 월대를 복

원할 계획을 세운다.96) 상징축을 중심으로 광화문 앞에 전면 광장을 조

성하는 것을 계획했다. 주변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부 자리는 대한민

국역사박물관을 건립하였고, 기무사 터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였

다. 정부종합청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면 월대를 복원할 계획을 

세웠다.

(2) 서울 도심부 관리정책의 변화

1970년대까지 서울 도심부 관리정책은 도심재개발을 추진했으나, 

1990년대부터 도심부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

94)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할 때 ‘경제수도’기능과 함께 서울시 강화해야 할 특성으로는 

‘역사문화도시’가 꼽힌다(한겨레, 2003.04.30., [행정수도]서울 도심 역사 문화공간으로)

95) 일제시대 1926년 1월 경복궁 축으로부터 5.6°도 틀어 어긋난 방향으로 조선총독부를 건립하

였다. 1926년 7월 결국 광화문은 철거되었고, 1927년 9월 경복궁 동측 건춘문 쪽으로 이전하

였다. 해방 이후 건춘문 쪽으로 옮겨진 후 한국전쟁으로 문루가 소실된 광화문을 1968년 세종

로 앞에 재건립하였다. 그러나 경복궁 축에서 벗어난 옛 조선총독부의 정문 위치에 건립되어 

원위치로부터 14.5m물러나고 축이 5.6°도 틀어진 상태로 건립되었다. 

96) 광화문 및 월대 복원계획으로 일제에 의해 훼손된 광화문을 복원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

하고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수립되었다. 콘크리트로 

가복원하여 변형된 광화문을 경복궁 중심축에 맞추어 약 3.75°틀고, 남측으로 약 11.2m, 서측

으로 약 13.5m 이전 복원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월대, 해태상 등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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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심재개발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시작된다. 2000년대 이후 도

심부 관리정책은 철거재개발을 통한 도심부의 현대화라는 개발중심 논리

에서 탈피하여 도심부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변모하

였다. 2000년 서울시 최초의 도심부 종합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아닌 도심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지침의 성

격을 가진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2000)이 수립되었다. 이 때 부터 보행

자 친화적 교통운용지구를 설정하여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보행자 위주

의 신호와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였다. 

2000년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에 청계천 복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2004년 청계천 복원을 고려하여 청계천 주변지역 활

성화를 목표로 새롭게 도심부 발전계획을 세웠다. 광화문-서울역 간 서

울시민가로를 조성하여 서울역~시청~경복궁 구간을 서울의 얼굴로 조성

하고자 하였다. 광화문에서 시청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구간을 보행친

화적이고 상징성과 공공성을 가진 중심가로로 조성하여, 시청 앞 광장, 

숭례문 광장, 광화문광장의 보행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

다. 

2000년대 들어 도심부 계획에서 주요가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

심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차량 운전자 이동 편의

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등 ‘보행’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동시에 경제적 성장에 밀려있던 역사, 경관, 장소성 보전을 고려하기 시

작했다.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골목과 가로환경

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3) 시민사회의 광화문광장 구상

광화문광장에 대한 구상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1999년 문화계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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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단체 ‘광화문문화포럼’이 출범하였고,97) 2000년에 광화문문화

포럼 세미나에서 한양대 서현 교수가 광화문광장 구상 발표를 하면서 이

목을 끌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2001년 문화연대(문화개혁 시민연대)는 ‘살고 싶은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화문을 서울의 공간적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광화문광장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다.98) 2002년 초 서울을 역사문화도

시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책에

서 본격 제기했으며, 문화연대는 특히 세종로 일대를 문화지구로 만들자

고 제안했다.99) 세종문화회관과 경복궁, 열린시민마당, 세종로공원, 교보

문고가 있는 세종로 일대의 정부종합청사 본관과 별관, 문화관광부, 정

보통신부, 미국대사관 등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건물들과 

터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내용이었다.100) 

2002년 7월 3일 문화연대는 ‘세종로를 문화광장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포스트월드컵 문화사회 만들기 정책제안 기자회

견’을 열어 서울세종로 일대에 문화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101) 

97) 광화문 문화포럼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 광화문 일대의 문화유산을 연결

하여 ‘광화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창조의 발신지로 만들고자 한다(연합뉴스, 

1999.12.08., 민간단체 ‘광화문 문화포럼’ 9일 발족)

98) 문화연대측이 제시한 광화문 광장 조성 3단계 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00m 도로의 녹지 

부분을 없애고 50m만 차도로 허용한다. 2단계, 세종문화회관 이면도로와 교보빌딩, 미대사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방식의 차도로 전환하고 세종로 도로 전체를 차 없는 광장으로 만든다. 3

단계, 세종로 주변의 정부청사, 미대사관, 문화부, 청와대, 기무사 건물 등을 이전하고 문화시

설로 개조한다는 내용이다(주간동아, 2002.12.18., "광화문→광장 대변신 꿈은 이뤄지나").

99) 문화지구 지정은 중요한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원형 보존과 공공적 활용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해 펼치는 공간정책이다(경향신문, 2003.10.22., [시론] ‘역사 

1번지’ 광화문의 위기).

100) “행정수도 이전 뒤 이들 공공건물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세종로 전체를 시민광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계기로 4대문안을 역사문화도시로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한

겨레, 2003.04.30., [행정수도]서울 도심 역사 문화공간으로, 문화연대 이상헌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101) 정기용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장은 “서울의 중심공간인 세종로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

은 한반도의 영토와 백성, 주권을 차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다. 세종로는 한 나라를 상징

하는 거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청 앞 광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종

로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길 전체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구상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

고, “세종로의 폭을 줄이는 대신 보도를 넓혀서 양쪽에 광장을 조성하고 주위 문화시설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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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건축가 김석철은 중앙일보를 통해 ‘상징가로와 세 도시광

장’을 제안했다.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를 국가의 상징가로로 조성

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102)

2003년 10월 14일 문화연대와 건축전문잡지 월간 건축문화가 함께 

손잡고 광화문을 새롭게 사유하자는 의미로 ‘광화문을 걷다’ 포럼을 

개최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공간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 세종로’를 주제로 발제하였고, 건국·경기·경희·한양대 등 서울시

내 건축전문 대학원 4곳이 연대해 그동안 설계수업 시간에 준비해온 광

화문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103)

2004년 8월 23일 ‘새로운 시대 우리의 도시 - 세종로의 미래 심

포지엄’에서는 수도이전이 추진되든 안되든 세종로는 변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104) 서현 교수는 “세종로는 대한민국의 공공영역 1

번지”라며 보행자공간, 역사공간,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한다고 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 역시 시멘트로 만든 광화문을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

하고, 원래 위치대로 옮기고, 광화문 앞 도로를 지하 차도로 바꾸고, 세

종로 정부청사는 서울시청사로 바꾸고는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시청

사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미대사관 건물을 한국의 현대미술관으로 만들

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로 주변의 정부종합청사, 미 대사

관, 문화관광부 건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이를 각종 문화시설로 전환해 이 일대를 

명실상부한 수도의 중앙문화지구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연합뉴스, 2002.07.03., 세종로 문화

광장 조성하자)

102)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도시구역이 되어야 하며, 자동차

의 흐름을 우회시키고 내부를 자동차와 사람의 흐름이 공존하는 이원 구조로 하여 광화문, 시

청, 남대문 세 곳에 도시광장을 만들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

다. 그가 제안한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과 월대를 복원하여 광화문 앞의 공간과 홍례문 사이 공

간을 이은 1만평에 가까운 광장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소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최

고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 중앙보행가로를 만들어 광장과 이어주면서 이 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다(중앙일보, 2002.09.04., 기능 분산·교통흐름 재구성 전제

돼야).

103) 한겨레21, 2003.10.09. [건축] 우리가 꿈꾸는 광화문은…

104) ‘정부 청사를 매각해 수도 이전건설 비용에 보탠다’는 법안에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던 미술

작가 임옥상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문화우리’가 주최했다. 

   발제: 건축가 승효상, 서현 한양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토론 :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강병기 도시연대 대표,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건축가 김진애.



- 99 -

자는 제안도 있었다.105)

2006년 1월 26일 문화연대는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단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이번 계획이 정

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장악했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힌 뒤 치밀한 준비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추진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의 발표는 관의 일방적 주도 하

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문화재청,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당국과 시민단체가 참여

하는 범국민적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106)

2) 이해당사자 구성 및 관계

(1) 이해당사자 참여 및 구성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 직접적인 세부 행위주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기관에서는 청와대와 문화재청, 서울경찰청이다. 행안부와 

국토부, 문체부는 관련된 이해당사자였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

니었다. 광역 지방정부 및 기관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이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광화문광장 조성을 추진하였다. 시민단체

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전문가로 분석과 자문역할을 맡았고, 도심재창

조 계획을 전반적으로 맡는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1축을 담

당하는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의 자문과 심의를 담당했다. 종로구와 

종로구의 광화문 인근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였지만 참여할 기회

가 없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 이해당사자는 <표 8>과 같다. 계획과정

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이해당사자는 짙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중앙정

105) 조선일보, 2004.08.23., 21세기 세종로는 이렇게...심포지엄 열린다

106) 연합뉴스, 2006.01.26., 문화연대 서울 역사도시 범국민추진단 제안.



- 100 -

부 및 기관은 청와대,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이고 지방정부는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이며, 주민 및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

가 있었다. 전문가집단은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참여하였고, 광화문광장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는 아니지만 도심재창조 

계획에 전반적인 자문을 하는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가 참여하였다.

① 서울시

서울시는 2006년 1월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광화문 앞 광장 조성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교통 흐름 등 도시 기

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입장

이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도심재

창조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화문광장이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도심 

주체 세부 행위주체

중앙정부 및 기관

∙청와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지방정부 및 기관(광역)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서울시의회

지방정부 및 기관(기초) ∙종로구(종로구의회)

주민 및 시민·시민단체·언론

∙서울시민

∙인근주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집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련)추진위원회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

<표 8>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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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축으로 포함되어 주요한 구심점이 된다. 2006년 9월부터 세종광장(가

칭) 조성방안을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와 논의하기 시작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여론조사와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

기 시작한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담

당하였고, 2006년 12월 27일 광화문광장을 조성계획을 결정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하

였고, 3월 20일 광화문광장 조성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시행하였다. 6월 

15일 심사를 거쳐 5편이 선정되었고,107) 사업은 일명 턴키방식인 설

계·시공일괄방식으로 발주된 결과 현상공모 최종 당선작 중 하나였던 

조경설계 서안의 ‘기억과 전망의 장소, 광화문광장’이 턴키 설계의 기

초가 되었다.108) 2007년 12월 13일 서울시는 세종로에 국가를 상징하

는 광화문광장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109). 

기존에 광화문 앞 광장 조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장 배치안은 3개로 추려진 상태였고, 문화재청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대립이나 다른 정부부처를 

설득해야하는 과정이 상당부분 생략되었다. 

민선 3기 시정 출범 이후 시민광장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04년 

시청 앞 서울광장, 2005년 숭례문광장, 청계광장이 조성되었다. 서울시

는 민선 3기 서울시장에 의해 조성된 광장들을 연결하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과 등 과거에 서울

시가 추진했던 광장 조성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가장 문제였

던 교통문제는 왕복 16차선에서 10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교통혼잡은 어

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며, 차량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우회

107) 당선작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조경설계 서안, 원양건축사 사무소, 동부엔지니어링, 두인디

앤씨의 설계안이다(서울특별시, 2011a).

108) 아이디어 현상공모의 내용 중 턴키 설계로 넘어가면서 광화문광장의 설계 안은 대부분 바뀌

었지만, 기본구상 및 설계 개념과 설계 전략 등은 턴키 설계에도 대부분 차용되었다(신현돈·조

경진, 2013, 광화문광장 조성과정 및 설계연구, 한국조경학회자 41(4), p.29)

109) 연합뉴스, 2007.12.13., 서울 세종로에 국가 상징 ‘광화문광장’ 조성; SBS, 2007.12.13., 세

종로에 대형 광장 만든다…‘국가의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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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110) 

광화문광장 조성은 서울시가 계획한 일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었으

나, 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가 지연되면서 처음으로 사업이 주춤하게 된

다. 이에 2008년 1월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광화

문광장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111) 동시에 청와대

에서 추진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광화문광장을 조성하

였고, 2008년 4월 23일 공사에 착공하고 2009년 8월 1일 개장하였다. 

② 청와대

2002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이전함으로써 청와대 

일원과 북악산 일대를 서울시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하였다. 동시에 서울 

강북지역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문화재청과 함께 서울

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했다. 2005년 10월 1일 숙정문 일대 개

방을 결정하였고, 2006년 1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을 통해 뒷산

인 북악산을 전면 개방한다. 청와대 이전과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등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광화문 앞 

광장 조성 사업이 취소되자 청와대는 서울시 광장 조성사업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지 않는다. 

2008년 1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서울시장은 대통령을 만나 

광화문광장 조성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울시장은 3월부터 정기적으로 국

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였

다. 3월 19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거쳤고, 3월 31일에

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4월 3일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과 면담을 거치는 등 청와대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을 

110) 서울 도로망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막히는 도로를 피해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동아일보, 

2006.12.28., 도로 한가운데 4080평 ‘광화문광장’).

111) 연합뉴스, 2008.01.22., 李당선인-광역단체장 첫 회동..뭘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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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건축정책위 회의112)에서 건국 60

주년 기념사업으로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을 논

의하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과 연계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지식, 정보를 담아내는 상징거리로 만들고자 했다.113) 서울시와 

청와대는 사업의 범위나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

성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③ 문화재청

2002년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 권력 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광화

문을 원위치로 복원하고, 월대와 육조거리 복원 등을 계획했다. 2005년 

9월 27일 청와대에서 광화문 복원 및 역사광장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2006년 1월 24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북악산 개방과 광화문 일대 광

장 조성 내용을 담은 ‘서울역사도시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은 2009년까지 광화문을 원상회복하고 월대와 해태상을 복원할 계획이

었으며, 그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다. 광화문은 원래 위치대로 남쪽

으로 앞당겨 배치하고, 목조건물로 복원되며 해태상과 월대도 복원한다. 

문화관광부와 주한미대사관 부지를 포함한 서울 광화문 앞 일대를 광장

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성곽 일원과 고궁, 

청계천, 4대문 안 한옥마을 북촌 등을 정비해 서울을 ‘세계역사도시’

로 유네스코 잠정 등록신청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될 수 있

도록 역사경관을 원형에 가깝게 회복하려고 노력했다.114)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처음부터 입장을 같이 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

재청은 도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을 검

112)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분야의 정책 심의와 관계부터의 건축정책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

구로 출범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시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113) 국가상징거리 조성 구상은 크게 경복궁 복원과 세종로, 태평로 조성사업으로 나뉜다. 경복궁 

복원사업에 맞춰 기무사와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에 복합문화관광시설을 짓고, 세종로를 사이

에 두고 정부중앙청사와 마주한 열린마당에는 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했다. 

114) 서울신문, 2006.01.25., 광화문광장 조성, 청와대 뒷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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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중이었지만, 서울시는 광화문 앞 공간이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시설물

이 많은 장소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광화문 복원 

계획은 문화재청의 희망사업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115)

그러는 도중 민선 4기 서울시장 취임했고, 서울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를 추진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도심재창조프로젝트 1축으로 광화문 일대

가 포함되면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협력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2006년 12월 20일 문화재청 주최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

최하고 서울시 광장 중앙 조성 계획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추진했던 광화문 앞 광장을 크게 조성하고자 했

던 계획은 도로가 밀려나면서 정부중앙청사를 일부 헐어야했기 때문에 

무산되고, 서울시가 추진한 세종로 일대에 광장이 조성된 것이다. 문화

재청이 추진했던 광화문 앞 전면광장이 계획보다 축소되어 조성되었

고,116) 소요예산 30억을 서울시에 납부하였다(서울특별시, 2011a:43).

④ 서울경찰청

2006년 12월 27일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구체화되자 

서울경찰청은 교통문제로 서울시의 계획을 반대한다. 게다가 광화문 일

대는 정부중앙청사와 주한 미국 대사관 등 정부의 주요기관이 많기 때문

에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경호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광장

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갈등을 겪게 된다. 서울시는 설계안과 시

공사를 확정하고 교통규제 심의를 마무리 지은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

었으나, 경찰에서 교통규제 심의에 난색을 표시해 계획이 지연되기도 했

다. 경찰은 서울시의 광장 기본설계안으로는 교통규제 심의를 할 수 없

으며, 큰 시책사업인 만큼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겪더라고 시민들이 광장을 원한

115) 동아일보, 2006.01.25., 문화재청 ‘역사도시 조성계획’논란

116) 동아일보, 2007.12.14., 세종로 ‘한국의 샹젤리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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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득했다.117) 

2007년 12월 20일 교통 규제 심의를 요청하였고, 12월 24일 설계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설계안을 발

표하면서 실시설계와 교통규제 심의 등을 거쳐 광장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경찰과 서울시의 의견 대립으로 교

통규제 심의가 지연되었다.118) 경찰은 광화문 광장이 상설 시위장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교통 심의가 늦어지면서 서울시 공사 일정도 차질이 생겼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찰 지휘부 인사도 교체되면서 서울시와 경찰청의 대

립이 해소되기 시작한다.119) 2008년 2월 교통규제심의 재요청이 들어

왔고, 서울시와 T.F.를 구성하여 대립을 해소하고 협력하기 시작했다. 4

월 청와대에 교통대책 보고 후, 4월 22일 교통 규제 심의를 통과시키고 

광화문광장 공사가 착공된다(서울특별시, 2011a:27).  

⑤ 문체부와 국토부

문체부와 국토부는 광화문광장 조성이 집행국면에 이르렀을 때 진행

된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에 참여했다. 문체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

관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등의 사업도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과 연계돼 추

진된다. 그 외에 문체부는 광화문광장에 세워질 세종대왕상 모형 최종심

의를 하는 등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했지만 서울

시가 조성하는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의 주요한 행위자는 아니었다.

⑥ 광화문광장 인접 기관 : 행안부, 미국대사관

광화문광장에 인접한 두 기관인 행안부와 미국대사관은 광장 조성에 

117) 서울신문, 2008.01.22., 광화문광장 교통규제에 발목

118) 중앙일보, 2008.01.22., 광화문광장 착공부터 차질

119) 중앙일보, 2008.03.10., 광화문 광장에 누구 동상을 모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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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장이 조성되고 나서 집회·시

위로 인해 생겨날 문제들을 불식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였고, 광화문광

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미국대사관과 서울시는 방문 협의

를 거쳤다. 미국대사관은 담장 후퇴 설치는 곤란하지만 보도 정비사업에

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서울특별시, 2011a:42).

행안부는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면담을 하였다. 광화문 앞 

광장을 조성하는 대신 세종로 중앙에 광장을 조성하기로 우회하였기 때

문에 정부중앙청사 부지에 피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협

의를 마쳤다. 다만,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경우 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중앙청사로 진출입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광화문 앞 U턴을 허용하는 등 정부중앙청사 차량진입 

지장을 최소화하고 광화문광장 시위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진출입 

변경과 관련한 소요비용(2억)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등 최대한 행안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위의 책, 42).

그 외에도 광화문광장 인근에 있는 주요기관이 참여한 사업설명회가 

2번 열렸다. 대상은 행안부, 문체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동아·조

선·한국일보, KT, 교보생명, 현대화재해상, 광화문빌딩이었다. 이들은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감안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았고, 이들은 광장 시

위공간화를 우려하여 서울시에 대책을 강구했다(위의 책, 43).

 ⑦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의제설정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하다가, 광화문광장 

사용 기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 제안을 한 행위자는 시민단체 문화연

대였다. 의제 설정 단계의 시작은 서울시가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를 구

성하여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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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 역사문화, 교통 전문가와 시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 그리

고 도시연대 강병기 대표가 참여했다. 2006년 12월 5일 열린 세종광장 

조성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

로 도시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이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문화연대 등이 2002년부터 주장한 광화문광장 조성의 발상을 이용하면

서 자문은 청계천 복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만 구했다고 비난했다.120)

⑧ 전문가

전문가들은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단계, 즉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 

참여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도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

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도심재창조시민위

원회 위원이나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다. 광장배치안에 대

한 여론조사를 할 때 전문학회 49명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정한 소수의 전문가 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 전문가들의 비중은 크

지 않았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 대한 논의 과정이 비교적 짧았기 때

문에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⑨ 종로구 주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들은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 주요한 이해당사

자이고 직접적인 혜택과 피해를 보는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120) "문화연대 등이 지난 2002년부터 광화문광장 조성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발

상을 이용하면서 자문 등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구했다. 청계천 복원 때와 똑같

다."(오마이뉴스, 2009.07.31., 광화문광장 1일 개방...시민단체 “광장 아닌 조경사업”,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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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정

보도 얻을 수 없었다. 광화문 복원 및 광장조성사업 종로구 사업설명회

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서울특

별시, 2011a:43). 

종로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2007년 1월 30일 

종로구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종로구청장, 부구청장, 구의원 10인과 구

청 및 관련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종로구는 중앙광장보다 양측 보도

를 넓혀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원했으며, 광화문 복원 시 사직로가 축

소되고, 광장조성 사업 시 세종로 10차로가 축소되어 교통대란이 발생

할 것을 우려했다. 차라리 현재 이용도가 낮은 열린시민마당을 정비하여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했다. 

⑩ 서울시민

처음 광화문 광장이 조성될 때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서

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서울시민들이 광장 조

성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여론조사뿐이었고,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그 시기에 광화문광장 근처를 지나가지 않아 

입간판으로 되어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었던 시민들은 어떤 참여 기회

도 보장받지 못했다. 2009년 2월 4일 가칭 ‘메모리얼 수로’와 ‘썬

큰광장’에 어울리는 이름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1차 조성 계

획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던 사안은 광

화문광장 시설물 이름을 지어주는 정도였다. 지엽적인 부분만 시민들에

게 맡기고, 정작 중요한 결정사항들에서 시민은 배제되었다. 

(2) 이해당사자 상호관계

이해당사자들의 상호관계는 협력하는 연합 관계, 갈등을 겪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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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립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계획과정 단계별로 살펴보면 도

심재창조 계획이 시행되는 의제설정단계의 주요 행위자는 청와대, 서울

시, 문화재청이고, 정책결정단계에서는 교통 문제가 등장하면서 문화재

청, 서울시, 서울경찰청이다.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청와대, 서울경찰청, 서

울시가 주요한 행위자이다. 주목할 것은 정책집행단계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① 연합관계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행정수도 이

전 논의가 있었다. 서울을 역사와 문화의 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구

상하면서, 청와대는 문화재청과 함께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

한 사업에 착수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성곽과 경복궁, 광화문 

복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광화문 앞 일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계

획하였고, 따라서 청와대와 문화재청,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협력하게 된

다.

서울시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었던 데

에는 중앙정부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앙정부

가 추진하는 사업과 발을 맞췄고, 중앙정부와 문제가 생길 일은 빠르게 

구분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연합관계 서울시-문화재청
서울시-청와대

서울시-경찰청

대립관계 서울시-경찰청

중립관계 서울시-청와대 서울시-문화재청 서울시-문체부

주요활동 도심재창조 계획 교통규제심의 지연
정권 교체 후 경찰청 

대립 완화

주요행위자
청와대, 서울시, 

문화재청
문화재청, 서울시, 

경찰청
청와대, 경찰청, 
서울시, 문체부

<표 9>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 단계별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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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121) 특히 집행과정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

업 내에 광화문광장이 포함되면서, 큰 추진력을 얻었다.

청와대는 광화문광장 조성에 적극적인 행위자는 아니었으나, 집행단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행위자들의 관계는 변화를 겪게 된다. 2008년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 자리에

서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지

지하면서, 교착 상태에 있던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의 집행이 이루어진

다.122)

② 대립관계

광화문광장을 조성 계획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크게 대

립하는 행위자는 서울경찰청 뿐이었다. 2006년 12월 27일 세종로 중앙

에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이 결정되자 교통 문제로 서울경찰청과 대립하

게 된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의 교통규제 심의를 지연하면서 서울시의 

광장 조성 계획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교통 문제 뿐 아니라 광화문 일대

에 정부의 주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경호 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집행과

정에서 서울시가 집회‧시위와 관련된 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권이 교체

되면서 청와대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지지하자, 서울시와 

T.F.를 구성하는 등 대립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다.123) 

121)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만나 서울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서울시 역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새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08.04.25., 제173회 임시회 개회식, 오세훈 서울시장)

122) 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부터 서울시는 중앙정부부처 등 타 기관과 활발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광화문광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

업에 대해 이미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08.03.10., 광화문 광장에 누구 동상을 

모실까)

123) “광화문광장 조성할 때는 크게 행정하고 문제가 없었고, 그나마 경찰청하고 문제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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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립관계

의제가 설정되는 단계에서 청와대는 문화재청과 함께 서울을 역사문

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의 숙정문 일대를 개방할 

계획을 세웠다.124) 동시에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 미국대사관, 기무사

데, 경찰청도 힘 있는 사람 움직이면 가는거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전문가 A 인터뷰)

124) 2006년 1월 24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북악산을 등반할 때 ‘행정수도를 옮기면 북악산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줄 생각’이라며 숙정문 

<그림 4> 의제설정단계 <그림 5> 정책결정단계 

<그림 6> 정책집행단계 1 <그림 7> 정책집행단계 2 



- 112 -

터를 포함한 서울 광화문 앞 일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다. 

청와대는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 보다 광화문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추진했던 광화문 앞 월대 자

리의 광장 조성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문화재청은 현 위치에서 66m

나 앞으로 나오게 되어있던 광화문 광장 계획에서 월대 복원을 제외하고 

30m만 진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도로가 66m 밀려나면 정부종합청사 

일부를 헐어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서로 조성하고자 했

던 광장의 권역이 달랐고, 문화재청은 광화문 복원에 집중하면서 두 행

위자는 중립적인 관계가 된다. 대신 정책집행과정에서 국가상징거리조성

사업이 시행되면서 문체부가 광화문광장 일대의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서 

서울시와 중립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3) 의사소통 방식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계획 및 구상단계부터 시민토론회,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배치안과 명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을 거쳤다. 광화문광장 백서(2011a)에서는 그 이유를 ‘광장’이란 우

리 문화에서는 다소 낯선 공간이며,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광장의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조심스럽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가

며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125) 

그러나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의사소통은 주로 제도적 방식에 의

존하면서, 행위자간 상호작용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부처 등 제도권 내

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 국한된 형태를 보였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거나 여러 

일원 개방을 검토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경

호실, 국방부, 문화재청 등이 현지답사를 비롯해 세부 방안을 협의해 왔다.

125) 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광장 백서,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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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1) 여론조사

 광화문광장을 처음 조성할 때 주로 활용된 방법은 여론조사다. 여

론조사라는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는 질문에 벗어난 의견, 구조화된 답변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항목은 광장의 위치나 명칭 등

에 관한 것일 뿐 광장이 어떻게 기능해야 좋을지, 광장을 시민들이 어떻

게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배제되어 있다. 뿐만 아

니라 여론조사는 질문의 답이 4개 혹은 5개로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외

에 새로운 대답을 할 수 없으며,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의견을 묻는 여

론조사를 실시한다. 2006년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반 및 인

터넷 여론, 시민단체, 전문학회 등 1만 24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의 항목은 사업인지도, 사업공감도, 은행나무 이식 

여부, 세종로 연상 이미지, 세종대왕 동상 이전, 광장 명칭, 광장 배치안

에 관한 것이다.126) 

이 중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 핵심이 된 세 가지 이슈의 여

론조사가 있다. 첫 번째는 세종로 중앙에 있는 은행나무 이식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세 가지 광장 배치안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은 광화문 광장 

내 동상 배치에 대한 것이다.

126) 사업인지도(56.94%)는 높지 않았지만, 사업공감도(70.68%)는 꽤 높게 나타났고 은행나무를 

이식(72.32%)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종로를 연상하는 이미지는 이순신 장군 동상

(24.3%), 광화문(23.0%), 세종문화회관(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덕수궁에 있는 세종대

왕 동상을 이전했으면 좋겠다(78.76%)는 의견도 많았다. 광장의 명칭은 세종시민광장(26.7%)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세종광장(22.9%), 광화문광장(17.4%) 순이었다. 광장의 배치안은 중

앙배치안(44.4%)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편측배치안(29.7%), 양측배치안(25.9%) 순이었

다(서울특별시, 2011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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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지도 56.94%

-여론수렴수단: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홈페이지, 자

체 설문조사 이벤트 등

- 대상 : 일반시민, 외국

인, 인터넷 여론조사, 정

책토론방, 학생시민단체, 

전문학회, 안내간판

사업공감도 70.68%

은행나무 이식 72.32%

세종로 연상 이미지

이순신장군 동상(24.3%)

광화문(23.0%)

세종문화회관(17.6%)

세종대왕 동상 이전 78.76% 찬성

광장 명칭

세종시민광장(266.7%)

세종광장(22.9%)

광화문광장(17.4%)

광장 배치안

중앙배치(25.9%)

양측배치(44.4%)

편측배치(29.7%)

출처 : 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광장백서 p.22

<표 10> 여론수렴결과

① 은행나무 이식에 관한 여론조사

은행나무 이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2004년, 2006년 두 번 진행되었

다. 공통된 질문에 대한 답은 2년 사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2004년 2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순신 동상을 이전하고 동상 뒤 

중앙분리대도 없앨 것이며, 은행나무도 이식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계

획 내용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2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순신 동상은 305명 가운데 266명이 이전에 반대했

고, 269명이 은행나무를 옮기는 것을 반대했다. 은행나무 이식 반대 비

율(88.7%)이 이순신 동상 이전 반대 비율(87%)보다도 높았다.127) 

127) 서울시가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광화문광장 작업과 관련해 여론을 조사했을 때, 은

행나무를 옮기는 것에 88.7%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반대한 87%보다 

오히려 더 높았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종로 은행나무가 시민들에게 친근한 존재였던 것이죠. 

(한겨레, 2009.06.11., 세종로 은행나무들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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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는 서울시민들에게 이미 친근하고 익숙한 존재였으며, 은행

나무가 서울시의 시목(市木)이기도 했다. 현재 수령이 70~100년이어서 

오히려 ‘도시보호림’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은행나

무 특성상 이식할 경우 30% 정도가 고사하고 뿌리가 재활착하는데 15

년 정도 걸리는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128) 결국 서울시

는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했다. 

같은 여론조사를 2년 후에 시행하자 72.3%가 은행나무를 옮겨야 

한다고 답했다.129) 일제가 조선 육조(六曹)거리 중심축을 훼손하기 위

해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반전(反轉)한 것이

다.130) 서울시는 국가적 상징축을 회복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은행나무 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② 광장 배치안에 관한 여론조사

광장 조성 배치안에 관해서는 1999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

어왔다. 1999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범조망가로기본계획’은 중앙분

리대를 확장하는 구상이었고, 2002년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경복궁 광

화문 권력 문화재 환경정비’는 중앙배치안, 2003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은 양측배치안을 제시했다. 2005년 문화재

청은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편측배치안(세종문화회

관측)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시민광장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

배치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광장배치에 대한 논의를 보면 

세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고, 서울시도 2006년 9월 27일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배치안(양측배치안과, 중앙배치안, 편측배치

128) 경향신문, 2004.05.02., 서울시 ‘세종로 단장’ 갈팡질팡

129) 조선일보, 2009.09.05., 광화문광장의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은 어디로 갔나

130) 조선 초 한양 천도를 기획한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을 때 북한산과 관악산으로 축을 맞추었

으나, 일제가 민족정기를 가로막기 위해 세종로의 각을 바꾸고 중앙에 분리대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동아일보, 2004.04.09., 이순신장군 동상 안옮겨…중앙 분리대는 없애기

로).



- 116 -

안)과 조감도를 제시하였다.131) 

여론조사는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서는 일반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여론조사와 정책토론방에서 의견을 물었다. 서울시 자체 설문조사에서 

대상은 학생, 시민단체, 전문학회였고, 그 외 안내간판을 따로 설치해서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중앙배치안에 대

한 선호도(44.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편측배치안(29.7%)이 높

게 나타났다.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에서도 중앙배치안을 추천하였기에 

서울시에서는 중앙배치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조성하였다.132)

131) 서울시는 여론조사에서 “양측배치안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연결돼 가로활성화에는 유리하나, 

도로 중앙분리대의 은행나무에 가려 경복궁, 북악산으로의 조망이 차단되며, 보행 공간 분산으

로 광장으로서의 기능 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편측배치안의 경우 광화문으로의 조망 확보

는 가능하나, 조선시대 경복궁, 광화문 앞의 육조거리축 복원이 곤란하고 차도중심선이 편향되

며, 세종로 양측의 연접도로와 접속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배치안은 차도 중앙에 광

장을 배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 광장 접근이 가능해지는 등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나, 도로 

중앙에 대규모 광장 조성으로 북악산, 경복궁, 광화문으로 조망이 확보되며, 과거 육조거리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대안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광장 백서, p.22).

132) 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광장 백서, p.23.

여론수렴수단/대상
표본수

(인)

제1안

(양측배치안)

제2안

(중앙배치안)

제3안

(편측배치안)
비고

평균 25.9% 44.4% 29.7%

여론조사

전문기관

일반시민 1,001 35.8% 45.6% 18.6%

외국인 302 36.8% 41.7% 25.1%

홈페이지

인터넷여론

조사
5,579 27.2% 47.7% 25.1%

정책토론방 138건 13.3% 32.4% 54.3%

설문조사

(자체)

학생 180 17.3% 63.1% 19.6%

초, 중, 

고 각 

60명

시민단체 69 31.3% 26.9% 41.8%

전문학회 49 27.1% 39.6% 33.3%

이벤트 안내간판 5,148 18.4% 58.0% 23.6%
스티커 

부착

<표 11> 광화문 광장 배치안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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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배치안이 여론조사로 결정되고 나서 명칭과 여론조사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해 제공된 광장 배치 그림과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위원장이자 국가건축위원장이기도 했던 승효상 

건축가는 도시구조를 변경하는 극히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중들은 ‘편측’광장보다 ‘중앙’광장이라

는 어감이 주는 느낌으로 인해 중앙안을 지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문

영역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자 시절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화문광장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 역사성으로 볼 때도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문이 ‘중앙광장’이냐 ‘편측광

장’이냐는 것이었는데 도시구조에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중앙’이 바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서울시가 충분한 (역사적) 지

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중앙

에 광장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고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향신문, 2009.08.25., [흐름과 소통]“역사성 살린 광화문광장”-“세계 최

대의 중앙 분리대”, 승효상 건축가 인터뷰)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인수위원회 당시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광장의 위치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실망스러웠다. 도시 구조 변경은 극히 전문적인 내용이라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 그들이 내건 설문은 ‘중앙광장과 편측광장 중 무엇이 좋

으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이 질문에서 그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가? 대

중에게 편측은 부정적인 어휘이며 중앙이 바른 것 아닌가? 여론에 따른 

결론은 전문 영역에 대한 몰이해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공간, 2009.09.13., <인터뷰>우리나라 건축의 목적은 건물이 

아닌 공간 형성_승효상)

“나중에 중앙광장과 편측광장 가운데 어느 것이 좋으냐를 시민에게 

물어 보겠다고 해서 딱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이란 말보다 편측

이란 말이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고, 까닭을 알 길 없는 시민이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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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하자고 할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외과의사가 

수술하면서 위로 쨀까 아래로 쨀까 물어 보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결국 

중앙광장을 택해 저 모양 저 꼴이 됐죠.” (위클리 경향, 2010.01.05., [신동

호가 만난 사람] ‘빈자의 미학’ 추구 20년, 승효상 이로재 대표)

 “사람이 보는 뷰가 아니라 새가 보는 조감뷰를 강조하면서 중앙배

치안이 양 도로가 더 좁아보이기도 했고, 조망축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중앙광장안이 도드라져 보일 수 밖에 없었다.” (2019.12.04., 새로운 광화

문광장 조성 4차 공개토론회, 유나경 PMA대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시민토론회에서는 2006년 여론조사에서 선택

된 중앙배치안이 시민의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응답자가 그다지 많지 않

으며 중앙배치안이 돋보일 수 밖에 없도록 조감도가 제시되었다는 의견

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편측안을 더 선호했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갔다. 여론조사에 앞서 이러한 조감도의 제시는 시민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중앙배치

안이 가장 광장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민단체

와 정책토론방에서는 편측배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왔고, 전문학

회에서도 중앙배치와 편측배치 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학생 초, 중, 고 

학생 집단이나 안내간판을 통한 여론조사에서는 중앙배치가 높은 지지를 

받았다.  

③ 광화문광장 내 동상 배치에 관한 여론조사

서울시는 2006년 9~11월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덕수궁 

내에 모셔져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광화문광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

획했으나, 2008년 1월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와 2월 실시설계자문단 

자문회의 결과, 하나의 광장에 2개 동상이 배치되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크며, 기존의 이순신장군 동상과 크기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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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있어 차이가 커서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33)

이에 따라 세종대왕 동상 설치 여부에 대해 2008년 7월~11월에 걸

쳐 온오프라인을 통해 여론을 조사하였다. 5개 대안 가운데 이순신 동상

만 배치하는 1안이 36.6%로 가장 우세하였고, 제3안인 이순신장군 동

상과 세종대왕 동상 배치안이 34.3%로 그 다음이었다. 서울시는 1안과 

3안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점과 3안, 4안, 5안은 모두 이순신장군 동

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함께 배치하는 안이므로 이를 합하면 51.3%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12월 세 개의 대

안으로 간추려 조사한 결과 2009년 1월 21일 3안인 이순신과 세종대왕 

동상을 함께 설치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동상배치에 관한 서울시의 최조 여론조사를 보면 1안을 제외한 모든 

대안에 세종대왕이 포함되어 있다. 세종대왕 동상을 계속 문항마다 포함

하고 있는 것은 세종대왕 동상을 넣기 위한 유도적인 질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어떤 동상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 자체

가 존재하지 않고,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묻는 질문도 존재하지 않았다. 추가 여론조사의 결과로 세종대왕 동상 

추가 설치를 결정했지만, 여론조사 대상도 최초 여론조사보다 훨씬 적었 

조사
대상

인원

(명)

(1안)

이순신

(2안)

세종대왕

(3안)이순
신,세종대

왕

(4안)이순신,
세종대왕,정도

전

(5안)이순신,세
종대왕,집현전군

상

일반
시민

15,14
0

5,534

(36.3%
)

1,788

(11.8%)

5,190

(34.3%)

1,891

(12.5%)

688

(4.5%)

<표 12> 최초 여론조사 결과 (2008. 7. 1 ~ 11. 9) 

조사대상 인원(명)
(1안)

이순신

(2안)

세종대왕
(3안)이순신,세종대왕

일반시민

(인터넷패널)
1,174

285

(24.3%)

120

(10.2%)

737

(62.8%)

<표 13> 추가 여론조사 결과 (2008. 12. 24 ~ 12. 29) 

133) 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광장 백서,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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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상 배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도 상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면서 사

전에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인기 투표식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따랐다.134) 

광화문광장 조성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은행나무의 이식이나 광화문광장 배

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여론조사의 특성 상 깊이 있는 정보 

대신 간단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계획한 집

단의 의지가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광화문광장을 처음 조성할 때도 광

장 조성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묻지 않았고, 은

행나무 이식이나, 동상과 광화문광장 배치 문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문

제만 묻고 있다. 지엽적인 논의에만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것

은 진정한 소통이나 토론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135)

“여론조사를 보니까 2008년 7월에서 11월까지 1만, 4000명을 대상으

로 조사를 했습니다. 문항이 5개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단 1번 문항에만 

이순신동상 그대로 존치시키는 문항을 넣고 4개 문항은 전부 세종대왕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다면 이 질문 자체가 세종대왕을 계속 문항마다 

넣은 것은 세종대왕을 넣기 위한 유도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세종

대왕 동상을 제작해서 다시 넣어도 좋겠습니까’라는 문항은 없었고, 그냥 

샘플조사, 설문대상자들한테는 세종대왕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134) 이번 사업은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인물선정과 동상배치가 매우 중

요하다. 한번 세우면 돌이키기 어려운 역사적인 결정인데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한번 열

지 않았다. 시민여론조사와 설문조사만 있었을 뿐이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

물을 선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역사적인 지식이나 제대로 된 정보 제공도 없이 인기 투표식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인가. 의견 수렴 방법은보다 체계적이고 합리

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내일신문, 2009.01.30., [기고]광화문광장 동상배치, 다시 논의를).

135) ‘이순신 장군 동상 옮길까, 말까?’ 만 묻는 게 어떻게 소통이고 토론인가. 광장은 일부 전문

가의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 훌륭한 설계안, 행정의 추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

들의 공론화와 실험, 협의, 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한겨레, 2019.08.22. 시민단체 “광화문광

장 재조성 소통 부족”…일시중단‧공론화 촉구,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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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유도성 질문이 굉장히 컸어요. 이것은 표본상의 문제도 있었고 질

문상에도 신뢰도 면에서는 이것은 제로 질문지입니다.” (제214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2009.03.23. 유희숙 위원)

“은행나무 이식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순신장군 동상과 여론조사

를 했고, 시민의 90%가 반대를 했고, 또 2006년도에 여론조사 한 것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해서 좌·우측, 가운데로 할 것인

가만 물었지 조성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

다는 것이지요.” (제198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록, 2007.05.03. 남재경 

위원). 

(2) 시민토론회

2006년 12월 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세종광장 조성방안과 관

광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136)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세종광장 조성방안으로 김선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심발

전연구단장에 의해 세종광장 조성사업의 개요 및 대안(양측배치, 중앙배

치, 편측배치)를 검토했다. 두 번째 주제는 세종광장 조성의 관광적 의

미와 관광활성화 방향으로 한양대 관광학부 최승담 교수가 세종광장 조

성의 관광적 의미 도출 및 관광활성화 방향을 제언하였다.137)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1회에 그쳤고, 계획이 결정되기 전 단계

인 의제설정단계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계획 내용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관심도도 낮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화되고 계획을 인지하거나 관심을 갖

136) 사회(여홍구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 승효상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로재 대표,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조경진 서

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137) “세종광장 일대는 도심에 입지해 집객력이 크기 때문에 문화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면 관광명소로서의 잠재력이 있으며, 전반적인 여가의 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

며, 광장 일대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하고, 유일성 확보, 다양한 형태로의 변환 가능, 국제적 축제의 개발, 에듀테

인먼트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2006.12.05., 세종광장 조성방안, 최승담 한양대 관광

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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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시민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 때 열린 시민토론회는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06년 토론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아니었어요. 그 시

대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이 행정이 시민들과 토론한

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전문가 A 인터뷰)

(3) 사업설명회·심의위원회

서울시는 소통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방식인 설명회나 심의위원회

를 활용했다. 처음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논의를 전한 것은 2006년 9

월 7일 가칭 ‘세종광장’ 기자설명회였고, 2006년 12월 27일 광화문

광장이 중앙배치안으로 결정되고, 광장 명칭이 광화문광장으로 확정되었

을 때도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정책결정 이후 2007년 1월 30일 종로구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나 시

민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자리였고, 종로구청장, 부구청장, 구의원 등이 

참석하여 중앙광장보다 양측 광장에 대한 요구와 교통대란 발생을 우려

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1a:43).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종로 인근 주요기관

들과 함께 하는 사업설명회는 2007년 10월 16일, 2008년 5월 7일 2

회 진행되었다. 행안부와 문체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동아·조선·한

국일보, KT, 교보생명, 현대화재해상, 광화문빌딩 관계자가 참석하여 광

장이 시위공간으로 변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했다(위의 책, 43).  

민감한 사안이었던 광화문광장의 명칭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여론조사 결과 광장 명칭은 세종시민광장이 26.7%로 세종광장(22.9%)

과 광화문광장(17.6%)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나, 2006년 12월 15일 도

심재창조시민위원회의 자문과 같은 해 12월 21일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결정하였다(위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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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방식 일시 단계 참여자 주요내용

여론조사

2006.09.27

~11.30
의제 일반시민

사업인지도 및 공감도, 은행

나무 이식, 세종로 연상 이

미지, 세종대왕동상 이전, 광

장명칭, 배치안

2008.07.01

~11.09
집행

일반시민(15,140

명)
동상배치방안

2008.12.24

.~12.29
집행

일반시민

(1,174명)
동상배치방안 추가 여론조사

시민토론회 2006.12.15 의제

서울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전문

가, 일반시민

세종광장 조성방안 및 광장 

조성이 서울시 관광에 미치

는 영향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
2006.12.15 의제 서울시, 전문가

중앙배치안과 광장명칭 ‘광

화문광장’ 추천

서울시지명 

위원회
2006.12.21 의제 서울시, 전문가 광화문광장으로 결정 자문

주민설명회 2007.01.30 결정 종로구
광화문 복원 및 광장조성사

업 종로구 사업설명회

<표 14> 광화문광장 조성 의사소통 방식 

4) 정보와 사회적 학습

협력적 계획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하

여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하나의 사회적 학습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두환, 2000a). 사회적 학습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사회적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

고 공유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계획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습은 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이해 및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된다(이흥권, 2009:82). 그러나 광화

문광장 조성 시기에는 계획과 관련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사

회적 학습도 진행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 조성 시기에 정보의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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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사회적 학습은 이해당사자들이 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만큼의 

사회적 학습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1) 정보공개와 제공

정보의 공개와 공유에 있어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정보의 형태

나 정보의 질과 양도 중요할 뿐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것인지 방법도 중요하다. 정보는 사전에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접

근성이 높은지 즉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 공개, 제공, 공유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였다. 정보 공개는 관련된 사실이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 제공은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공유는 정보와 관계되는 모든 자원을 공

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언론매

체를 통한 보도 등을 정보의 공개라고 보았고, 여론조사나 시민토론회에 

온 참석자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정보의 제공이라고 보았

다. 광화문광장 조성 시기에는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 공

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6년 9월 27일 서울시는 세종로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가로로 조

성하기 위해 ‘세종광장(가칭) 조성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

다. 세종광장 조성안으로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때 광장 배치안에 

대한 설명과 각 대안의 장단점 등 사업에 대한 정보가 처음 공개되었

다.138) 서울시는 2006년 말까지 3개 대안과 광장명칭에 대해 인터넷 

138) 세 가지 안 모두 16개의 차로를 10개로 줄이는 안으로 양측배치안은 16개인 차로를 10개

로 줄인 뒤 세종로 양측 보도를 최대 21m로 확장해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안

은 다양한 보행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기존 보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 상징성이 약할 수 있

다. 중앙분리대를 27m로 넓혀 광장을 만드는 중앙배치안은 광장으로서의 중심성·상징성이 강

하지만 보도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편측배치안은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세종문화

회관 쪽에 차로 감소분과 기존 보도를 합쳐 최대 폭 33m의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경복궁·광

화문 복원축과 광장축이 일치해 역사축이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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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화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을 모았고, 여론조사 대상에게는 

광장 조성안에 관한 3가지 배치안에 대해 짧은 설명과 함께 그림이 제

시되었다. 2006년 12월 5일 ‘세종광장 조성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

향’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토론회에서는 3가지 광장 

배치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되

었다. 2006년 12월 27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성방안을 최종결정하

기 전까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언론보도 이후 시민토론회 외에는 광화문

광장 조성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 단계별로 살펴보면 의제를 설정하면서 1

차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결정하기 직

전 시민토론회를 통해 간략한 설명과 자료집 배부 등 형식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다. 정작 결정된 이후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된 정보가 제

공되지 않았다.

이에 이해당사자들이나 더 넓게는 시민, 국민들에게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목표나 광장 조성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139) 큰 틀에서 광화문광

장 조성 계획이 결정된 이후 “현상설계를 받는 것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140) 이 또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공개한 것이 라기 보다 사업의 ‘홍보’ 차원에서 접근한 경향이 

크다. 

단계 날짜 방법 대상 유형

의제
설정

2006.09.27 의제설정 발표 언론보도 일반시민 공개

2006.09~11 여론조사 여론조사 대상 제공

2006.12.05 시민토론회 토론회 참석자 제공

정책
결정

2006.12.27 정책결정 발표 언론보도 일반시민 공개

2007.03.20~
06.19

설계 공모 발표 언론보도 일반시민 공개

<표 15>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단계별 정보 제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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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양과 질 같은 제공 형태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살펴보

면, 우선 정보의 양과 질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였다.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주로 언론보도를 활용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정보를 용이하게 얻

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으며, 정보의 흐름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시민토론회

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소수의 사람에게 정보가 제공되었

기 때문에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2) 사회적 학습

시민들 입장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거나 파

악하기에는 시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정보는 공유되지 못했고, 제공된 

정보도 부족했다. 광화문광장이 조성될 때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위원

회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론조사를 할 때 제공된 자료들도 광장배치에 관한 것 외에는 

제공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 조성 시기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경험은 시민단체와 행정의 상호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

다. 도심재창조위원회에는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서울시

에서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시민참여방법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참여방식

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며, 시민단체는 행정절차와 행정과 소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의 시민참여의 의미는 직접참여였어요. 손도장 찍고, 이름

139) 일반시민들에 대한 목표, 세종광장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고 생각합니다(2006.12.01., 제195회 제4차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현진호 위원).

140) 이번에는 지금 현상설계를 하는 자체가 홍보입니다(2007.05.03., 제198회 제4차 서울시 건

설위원회 회의록,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



- 127 -

공모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 하지말라고 

했었던 거고. 그런 참여는 동네에서 하는 참여할 때나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문가 A 인터뷰).

5) 합의와 집행의 연계

(1) 광장 명칭

광장명칭은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민광장 26.7%, 세종광장 22.9%, 

광화문광장 17.4%, 광화문중앙광장 6.3%로 세종시민광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광장명칭은 최종적으로 광화문광장으로 결

정되었다.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가 광장 조성 배치안은 ‘중앙배치’로 

결정(추천)하였고, 광장명칭은 ‘광화문광장’을 추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지만 광화문광장이라는 명칭이 역사성 있고, 간단명료하

며, 부르기 쉽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141) 여

론조사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은 광화문광장 보다 ‘세종’시민광장, ‘세

종’광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다시 공론화하고 숙의를 통해 합의를 구축해나가지 않고, 도심재창조 시

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들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변경하였다.

(2) 광장 설계

① 설계지침과 세부설계변경

광화문광장 기본구상 및 설계는 2007년 아이디어 현상설계와 턴키 

설계 공모를 거쳐서 확정되었다. 서울시는 아이디어 현상공모 지침을 제

공하고 있다. 공모지침 기본방향은 첫째, 서울시청-청계천-경복궁을 연

결하는 국가상징축을 강조하여야 하고 둘째, 조선왕조 5백년 역사를 담

141) 서울특별시, 2011a, 광화문광장백서,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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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리적 기반으로 육조거리 등을 되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평

상시는 휴식 및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 이용하고, 대규모 행사시 광장

과 차도, 보도까지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경관축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주변지역까지 정비 구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142) 서울시는 먼저 

일반사항에서는 ‘광장조성의 기본방향’과 다음의 ‘세부설계지침’에 

충실하게 계획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 설계 지침에서 

명확하게 공고내용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를 달라하는 견해가 있을 때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

다.143) 공모전에 당선되고자 하는 제안자는 공모전의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지침 사항들을 어겨서는 안 될 것이므로, 제안자는 이러한 지침사

항들, 즉 계획주체의 영향을 강하제 받은 설계안을 도출하게 된다.

142) 서울특별시, 2007, 광화문광장 조성 아이디어 현상공모 지침서

143) 위의 책

구분 내용 원인

없어진 
요소

육조거리 회랑 디자인위원회에서 반대

노두석
문화재 심의위에서 반대

가석과 폐석

중학백운동천 수경 설계 심의위에서 반대

도로원표
다른 위치에 도로원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문 위원회에서 반대

미디어폴, 매립식 볼라드
수직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라는 이유로 
디자인 심의위에서 반대

세종대왕 동상 투영 연못 세종대왕 동상 건립 사업별도로 진행

추가된 
요소

서측 역사물길

서울시 요구
잔디 광장(플라워 카펫)

그늘막

물확

변경된 
요소

해태상의 위치 복원 문화재 심의위에서 반대

월대, 어도 유턴차량 동선을 위한 광장경계 축소

12.23분수
분수와 선큰 광장이 맞닿는 부분에 보행 
동선을 내기 위해 크기가 축소

<표 16>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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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설계 최종당선작 ‘기억과 전망의 장소 광화문광장(Memory& 

Prospesct)’이 턴키설계의 기초가 되었다. 구체적인 설계는 턴키 기본

설계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고, 실시설계 과정 중에도 최종안이 

변경되어 진행되었다(신현돈·조경진, 2013). 육조거리 회랑은 디자인

위원회에서 반대하였고, 노두석, 가석과 폐석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중학·백운동천 수경은 설계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였다. 도로원표는 자

문위원회에서 반대하였고 미디어폴과 매립식 볼라드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에서, 세종대왕 동상 투영연못은 세종대왕 동상 건립 사업이 별도로 진

행되면서 없어졌다.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중간과정으로 도입된 것은 서

측 역사물길과 플라워카펫, 그늘막, 물확이 추가되었다. 해태상, 월대, 어

도 등은 유턴차량 동선을 위해 광장 경계에 축소하여 조성되었고, 이순

신 장군 근처에 있는 12.23분수도 축소되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거부되는 내용들과 서울시의 요구들로 추가되는 요소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아니다. 사업을 주최하는 서울시의 청사진대로 설

계지침이 내려졌고, 설계당선작의 결과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도 관

여하여 원하는 방향대로 계획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설계안에 대한 내부적 합의

광화문광장이 조성될 때 광장 배치안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

다. 중앙에 배치하자는 의견과 편측으로 배치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두 대안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계획 주체에 따라 혹은 

정치적 성향에 등에 의해 광장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중앙배치안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었고, 서울시가 중

앙배치안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계획주체인 서울시는 계획을 결정하기 전 단계부터 중앙배치안을 선

호했다. 2005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민광장조성계획’을 수립하

면서 서울시는 중앙배치안을 제시했으나 중앙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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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었다. 당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유길상은 은행나무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종로의 비밀』을 서술하였

고,1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관련된 인사를 지속적으로 사업

에 투입시키고 상당부분 정책을 계승하였다.145)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담당하고 있던 균형발전추진본부도 중앙배치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

다. 즉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부터 원하는 광장조성안을 갖

고 있었고, 따라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유도와 설득의 과정이 될 확

률이 높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통제된 공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2안(가운데) 중에서 잔디를 심어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북악을 바라볼 때 환하게 삼각산의 정기가 경복궁을 타고 세종로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느낌을 받는 2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09.26., 제

193회 제2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시 균형발전추진

본부장 이종상)

2.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2014년-2020년) 단계

1) 계획 배경

(1) 촛불집회와 정권교체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2016

년 11월부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결정이 

있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들을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144) 2004년 2월, 다시 광화문 광장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90퍼센트의 시민 반대 

여론으로 사업 추진이 유보되었을 때, 당시 이명박 시장은 왜 우리가 은행나무를 뽑려고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니 책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2005년 8월 15일 발간된 세종로

이야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유길상, 2007, 세종로의 비밀, p.6).

145) 저는 결국 유과장의 의견을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광화문광장의 조성은 

그의 뜻대로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유길상, 2007, 세종로의 비밀, 오세훈 

서울시장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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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고, 정권이 교체되었다.146)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

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2017년 4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탄핵정국 촛불집회의 주 무대였던 광화문광장에

서 시민정신을 대변하는 광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를 미래비전으로 

보여주는 광장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후 광화문광

장이 광장의 민주주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그 기능도 살리는 방향으로 

조화되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참여정부 때부터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계승하여 서울시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147) 2017년 4월 24일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를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는 등 

자신의 핵심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았다.148)

(2) 사람중심 역사도시 담론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화문 일대

를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2010년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에 광화문광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상징거리조성 계획은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

힌 것이다.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7km를 우리나라의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진 국가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2km가 1단계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역사

146) 국민일보, 2017.05.16., 촛불로 ‘정권’바꾼 광화문광장, 이번엔 미세먼지 ‘정책’ 바꾼다

147) 연합뉴스, 2017.04.10., 文 “박원순 시장과 함께 다음 정부 만들겠다”

148) 연합뉴스, 2017.04.24., 文, 집무실·관저 광화문으로…'광화문 대통령 시대'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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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광화문 및 월대, 동서십자각 

복원, 광화문광장 확장 등이 논의되었다. 광화문전면의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지하 왕복 6차로로 운영하고, 세종로를 왕복 8~6차로로 축소하

여 광장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

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서울시가 맡되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광화문광장은 국격에 부응하는 행사마당으로 조성하

여 국경일 경축행사나 대통령 취임식 등 국가적 중요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149)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울 도심을 사람 중심 공간, 보행친화도시

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서울시는 도시 성장을 위해 산

업화와 도시화를 추구하면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서

울시는 1998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보행친화도

시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서울광장, 2005년 

청계광장이 조성되고 2007년부터 거리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여 강남

대로 미디어보드 등 디자인 개념을 정립하였다. 2011년부터는 ‘보행친

화도시 서울’을 내세우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2012년 시범운영을 거친 세종로를 첫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지정하고,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을 정례화 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보

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도심부를 개발과 성장의 공간으로 인식하여왔으나 점점 도

심부에 존재하는 역사문화유적들의 가치를 도심부 계획에 고려하기 시작

했다. 2009년에는 사대문안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한양도성을 복원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

재를 추진하면서 2011년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2013년 수정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한양도성지역을 세계적 

149) 국토교통부, 2010, 국가상징거리조성 사업 종합계획,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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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중심지로 규정하고 역사자원과 주변지역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

고 있다.150)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는 한양도성 전 범위의 

개발 보존 재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특히 세종로 주변부를 

도성 내 역사문화의 중추공간으로 보고,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151)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2017년 3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

로 지정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

잡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

는 도심 보행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게 되었

다.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18년 8월 녹색교통중

심의 도로공간 재편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했

다.152) 특별종합대책에서 보행자우선도로공간 조성을 위한 항목에 랜드

마크적 보행특구 조성과 도로공간 재편이 있으며, 세부계획으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가 포함되어 있다. 

(3) 광화문광장의 운영과 활용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가 마칠 무렵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안이 통과

되면서 광장 운영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153) 2009년 5월 28일 서울

150)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p.7.

151) 조선시대 경복궁의 입지와 함께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육조관아가 배치되어 육조거리를 형성

하여 도성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오늘날에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광화문광장 조성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등을 통해 역사적 중심축에 걸맞는 특성을 회복하고 재창조해가

고 있는 도심의 상징적 지구이다(서울특별시, 2015, p.192).

152) 서울시 보도자료, 2019.06.27., 7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153) 경향신문, 2009.06.22., 시민 위한 ‘광장 조례’ 서울시 ‘입맛대로’ 바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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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154)가 제정되고 광화문광장의 사

용을 허가제로 사용을 제한하여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광장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비민주적인 광장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의 시민단체가 반대의사

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서울시가 집

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를 표했고155), 녹색연합

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비난

했다.156)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사유

가 훨씬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서울시는 

보여주기식으로 광장을 조성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157) 가장 먼저 광

화문광장조성을 주장했던 문화연대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시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 공무원 등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2009.06.23., 광화문광장 집회 ‘이중 자물쇠’

154)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③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55)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폭력 집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앞으로의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일보, 2009.06.22., 광화문 광장도 

‘갈등광장’되나 정치성 집회 봉쇄,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156)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9.06.22., 광화문 

광장도 ‘갈등광장’되나 정치성 집회 봉쇄,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157)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광화문광장 조례를 

살펴보면 기존 공간의 의미와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시가 진짜 의미는 도외시하고 물길을 내

고, 분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광장을 조성했다.” (오마이뉴스, 2009.07.31., 

광화문광장 1일 개방...시민단체 “광장 아닌 조경사업”,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

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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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 구성될 것이며, 광장 조성도 현대사에 대한 인식 없이 공간전문

가들에게만 아이디어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158)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와 제한에 대한 규제가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광

장 통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광장

만 신고제로 전환되었다.159)

광화문광장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운영 전반을 결정하고 

있다. 국가행사와 문화행사 등 광화문광장 행사는 개장한 이후 7년 사이 

10배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 15건에 비해 2013년 183건으로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100개가 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

되고 있다(서울연구원, 2017:1-7). 2012년부터 세종대로의 왼쪽 도로

를 막고 보행전용거리를 시범 시행해왔으나, 2014년부터 격주로 확대 

시행하였다(2014년 총9회). 보행자전용거리는 공연장터 등 과도한 행사

시설 설치로 통행과 이용에 불편을 주기도 했다(서울연구원, 2017:8).

행사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였다. 서

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신생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

해 수문장 교대식을 기획했다.160) 그러나 “역사적 의미보다 관광자원

의 성격이 더 강한” 수문장 교대식은 철저한 고증이나 학계의 참여를 

결여한 채 역사문화자산을 관광자원화하려는 행정주도의 ‘만들어진 전

통’에 가까웠다.161) 그 외에도 서울디자인 올림픽 2009체험행사와 

158) “서울시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안과 관련해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이 '시민'이라고는 

하나, 시의회 상임위원, 공무원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구성될 것이며, 광장 조성 때도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공간전문가들에게만 아이디어를 받아 진행한 것이다.”(오마이뉴스, 

2009.07.31., 광화문광장 1일 개방...시민단체 “광장 아닌 조경사업”,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내

희 인터뷰)

159) 연합뉴스, 2011.10.19., 광화문광장 사용 신고제 재추진

160) “광화문광장이 완성돼 청계천, 서울광장,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보행도로가 형성돼 시민이 한

층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장 복원의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수문장 교대식과 세종대왕 어가행렬 등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문화재청

과 협의중”이라고 했다(동아일보,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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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협조, 스노우잼 페스티벌과 스케이트장 설

치, 서울 빛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하였다. 공공주도의 행사가 

많아지자 국가대표광장인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야기하게 되고,162) 언론으로부터 ‘장터’, ‘놀이공원’, ‘난장’이라

는 비판163)과 함께 서울시의 홍보광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을 받는

다.164) ‘관제 광장’, ‘공사판 광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거대

하고 지나치게 많은 인공조형물들이 시민들이 채워야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원칙 없는 과다한 행사시설물로 인해 국가상징가로의 품격을 저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권력의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거대한 국가주의적 이

벤트와 서울시정 홍보가 가능한 공간(정윤수, 2012)’으로 전락했고,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4)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

광화문광장을 재조성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광장의 위치

였다.  중앙배치로 조성되어 광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거대한 중앙분리대’, ‘거대한 교통 섬’, ‘고립된 

섬’이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을 얻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광화문광

장 구조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161) 수문장교대식은 1996년 서울시관광과 직원 이노근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

시 서울시에서 문화 담당 공무원으로 있던 이노근이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이나 인사동 순라궁 

행렬을 기획했다. 인터뷰에서 이노근은 영국 런던의 버킹엄궁 앞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자 출신인 조순 전 서울시장은 고증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수문장 교대식 추진

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노근은 “왕궁 수문장 교대식은 역사적 의미보다 관광 자원의 성

격이 더 강합니다”라고 했다(주간조선, 2009.05.18.).

162) 중앙일보, 2009.12.09., 원칙도 격조도 안 보이는 광화문광장; 서울신문, 2009.12.26., 광화

문 광장에서 국격을 생각한다

163) 중앙일보, 2009.11.09., 광화문광장은 장터 바닥이 되어 가는데; 조선일보, 2010.01.11., 휴

식·품격 실종, 놀이동산 같은 ‘광화문광장’; 중앙일보, 2010.01.13., 광화문광장 ‘난장’

164) 경향신문, 2009.12.09.,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홍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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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의 도시들은 선들이 모이는 지점에 광장을 만들었지만, 우리나

라 광장은 길 가운데 만들어졌다.165) 광화문광장은 세종로 중앙에 만들

어져 어떠한 면도 벽에 기대고 있거나, 보행자 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

고 사면이 차도로 둘러싸여 있다. 카밀로 지테(Camillo Sitte)는 광장의 

조형에 대해 서술하면서 “네 개의 도로로 둘러싸인 공터를 멋대로 광장

이라고 부르다니”하며 차도로 막힌 광장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166) 

지테는 광장을 도로의 지배에서 도시를 구원할 열쇠라고 생각했다. 지테

의 관점에서 보면 광장은 그저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비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공동의 생활이 펼쳐지는 무대 역할을 하는 야외의 방, 벽으로 둘

러싸인 공간이다.167)

이런 견지에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화문광장의 한 

면은 벽에 기대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근거는 광장의 

접근성, 보행성 문제였다. 만쿠조(2009)는 광장이 산책하거나 모이고, 

만나거나, 서로 인식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보행자에게 속한 공간이라

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운행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보행자를 중심에 

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행

자 도로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68) 전통 광장은 

한 면 이상 차도를 거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화문광

장은 본질적 의미에서 광장이 아니며, 무늬만 광장이라는 비판을 받았

다.169) 광장이 단순히 트여 있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 제 기능을 하는 

165) 공간, 2009.09.13., <인터뷰>우리나라 건축의 목적은 건물이 아닌 공간 형성_승효상

166) 소프트유니온, 염혜은 역, 건축만담, 디자인하우스, pp.162-164.

167) 칼 쇼르스케, 김병화 역, 세기말 빈, 글항아리, pp.125-126.

168) “광장은 보행자 도로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차도와 연결돼 있는 광장이 있기는 하지만 광

화문광장처럼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포위된 곳은 없다” “차량통행이 압도적으

로 우세한 공간에 무늬만 광장인 공간을 조성해놓았다” (2009.08.18.,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광화문광장은 ‘고립된 섬, 김민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169) “본질적인 의미의 광장이 아니다. 굉장히 큰 중앙분리대거나 굳이 광장이려면 교통광장이다. 

전통 광장은 한 면 이상은 반드시 차도를 거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적인 차원

에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09.09.13., 월간 SPACE, <인터뷰>우리나

라 건축의 목적은 건물이 아닌 공간 형성_승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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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보도와의 연결성이 떨어지면 ‘개방성’이라는 광장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170)

둘째, 보행성과 접근성과 같은 광장 기능에 대한 문제는 이용자의 

심리 문제로 이어진다. 중앙광장은 차량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

자가 광장을 활용할 때에도 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

다.171) 벽으로 둘러싸인 느낌,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 보호받는 느

낌(Tyrwhitt et al., 1952:78; 만쿠조, 2009:101 재인용)을 주지 못한

다. 미국 건축가 찰스 무어는 이러한 특성을 ‘공공의 거주성(public 

inhabitability)’이라고 했다. 광장은 무대나 강당 그 이상의 무엇이 되

어야 하며, 심리적인 기능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길을 멈추고 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케이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거나 볕을 받을 수 있는 선택

의 자유가 없다.172) 박철수 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편안하게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걸음만 강요하는 광장이 되었

다”고 했다.173) 

셋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역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

했다. 우선 역사성 차원에서 보면 경복궁 내는 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화문 앞 공간의 역사성 회복은 미흡한 실정이다. 차도 상부에 

형식적으로 월대를 구현해 놓았고, 동십자각은 교통섬이 되었다. 전문가

들은 본래 위치에서 동쪽으로 5.6도 틀어진 광화문을 원래 위치로 복원

하면 현재의 광화문광장과는 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상징축을 

바로 세우고, 육조거리를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편측으로 광장을 조

성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174) 

또한 시민성 측면에서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화문광장

170) 경향신문, 2009.08.18., [커버스토리]광화문광장은 ‘고립된 섬’

171) 경향신문, 2009.08.25. [흐름과 소통]“역사성 살린 광화문광장”-“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

172) 경향신문, 2009.08.25., [흐름과 소통]“역사성 살린 광화문광장”-“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

173) 경향신문, 2009.08.18., [커버스토리]광화문광장은 ‘고립된 섬’

174) 경향신문, 2009.08.18., 광화문광장은 ‘고립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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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회와 행사 등 비일상적인 행위가 늘 점유하고 있으며, 폭염 시에는 

그늘 한 점 없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광장을 활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

다는 것이다.175)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과정에 

대해 서울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는 서울광장, 청계광

장, 광화문광장을 조성한 경험이 있다. 세 광장을 조성할 때 서울시는 

설계공모를 거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

를 반영하여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서울광장은 빛의 광장 설

계안이 갑자기 잔디광장으로 변경되었고, 청계광장을 조성할 때는 서울

시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여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등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발했다. 광화문광장을 처음 조성할 

때는 광장을 비우기로 약속했으나 마음대로 플라워카펫을 조성하고, 다

양한 홍보용 이벤트 등을 개최하면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176) 뿐 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 조성 이후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도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했고,177) 이는 광

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2) 이해당사자 구성 및 관계

(1) 이해당사자 참여 및 구성

175) 2019.11.21., 광화문광장 전문가토론회 역사분야,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경위, 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업반장 임창수 보고.

176) 2009.08.02., 한겨레, [기고] 광화문광장은 테마파크인가?; 2009.08.03., 한겨레, [사설] 역

사와 현실이 거세된 광화문광장; 프레시안, 2009.08.04., 프레시안, 서울시는 “아고라포비아”?; 

2009.08.10., 내일신문, [칼럼] 광장이냐, 공원이냐; 2009.08.11., 내일신문, [칼럼] ‘광장’인

가, ‘고립된 섬’인가; 2009.10.09., 한겨레, 광화문 광장에 ‘광장’이 없다니; 2010.01.14., 한국

일보, [사설] 비움으로 살려 가야 할 광화문광장

177) 2018.07.25., 한겨레, 광화문 주민들 “광장 조성 반대” 토론회서 불만 ‘분출’; 2018.07.26., 

환경과 조경, 광화문광장 재조성, 서울시주민갈등 표면화 “우리 목소리 좀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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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행위주체 가운데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 직접적으로 참

여한 이해당사자는 중앙정부 및 기관에서는 청와대, 행안부, 국토부, 문

화재청, 경찰청 등이고 광역 지방정부 및 기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에 광화문추진단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기획반

과 광화문광장사업반을 두어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을 추진해나갔다. 

지방정부 및 기관인 종로구와 종로구의회와 인근 지역주민들, 시민단체, 

언론 모두 재조성 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전문가집단은 광

화문시민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광화문포럼과 서울연구원이 참여하

였고, 이후 시민들을 포함하여 광화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의 주체별 세부 행위 주체는 아래 <표 17>과 같

다. 계획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이해당사자는 짙은 색으로 표시하z

였다. 중앙정부 및 기관은 청와대, 행안부, 국토부, 문화재청, 서울경찰청

주체 세부 행위주체

중앙정부 및 기관

∙청와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문화재청

∙서울경찰청

지방정부 및 기관(광역)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서울시의회

지방정부 및 기관(기초) ∙종로구(종로구의회)

주민 및 시민·시민단체·언론

∙서울시민

∙인근주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집단
∙광화문포럼

∙서울연구원

(유관)추진위원회 ∙광화문시민위원회

<표 17>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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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지방정부 및 기관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추진단, 서울시의회, 종로

구이다. 주민 및 시민,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인근주민, 시민단체, 언론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었으며, 전문가 집단은 광화문포럼과 서울연구원, 유

관 추진위원회는 광화문시민위원회이다.

  

① 서울시

서울시는 2014년 10월 7일 서울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옮기는 구상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전문가들이 광화문광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참여정부 시절 검

토했던 안을 계승하고자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 청와대나 서울시에

서 광장 이전을 발표하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78)

서울시는 계획대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국가상징광

장 조성 공모안을 제출하였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중

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광화문광장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016년 9월부터 광화문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광화문광장 관련 시민의식조사를 하는 등 꾸준하게 광장을 재조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 

2017년 4월 3일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를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발표하였다.179) 이에 4월 12일 민선 6기 서울시장은 

‘새 정부 10대 과제’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핵심사업으로 건의하

였다. 그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정부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

지 못했으나, 2017년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 광화문광장 

178) YTN, 2014.10.07., "광화문 광장 이전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거쳐 결정"

179)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서울시가 중심이 돼 안을 만들고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겠

다’고 했다(2017.06.17.,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날개 단 박원순 서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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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광장 재구조화 계획이 맞물려 함께 추진

될 기회였다.180) 2017년부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공조하면서, 도시재

생본부 아래 광화문광장추진단을 만들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 

2017년 7월 19일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100대 

국정과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포함하였다. 8월 24일 서울시는 기

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다. 9월 1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핵심 정책

협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광화

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에 관

해 논의했다.181) 10월 20일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행안부, 국토부, 경찰

청 등에 경복궁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7년 11월에 들어서자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될 기미가 보

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국가정책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맡겼고, 

정부와 서울시는 국고 투입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182) 11월 

13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세종대로에 기본계획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2017년 12월 19일에는 서울시와 국토교

통부 광화문재구조화 관련 T.F. 2차 회의가 열렸다.183)

갈등은 광화문포럼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합의에 이르렀던 도로전면

지하화안을 뒤엎고, 2018년 4월 10일 서울시가 편측확장안을 골자로 

180)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혁명’의 근거지였던 광화문광장을 시민 중심 광장 민주주의 공간으

로 재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광화문

광장이 도로 중앙에 거대한 분리대처럼 만들어져서 굉장히 아쉽다”며 “우리 역사문화를 상징

하도록 광장에 육조거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해 힘을 실어준 바 있다(아시아경제, 

2017.11.14., “자가용으로 4대문내 출·퇴근 ‘안하게’ 만든다”).

181) 연합뉴스, 2017.09.12., 서울시-국토부, 용산공원·광화문·GTX등 현안 함께 푼다

182) 데일리안, 2017.11.02., ‘광화문 대통령시대’ 광장의 운명은?…국가재정 사업 추진 검토

183) 데일리안, 2017.12.19., ‘광화문 대통령시대’ 서울시·국토부 광장 리모델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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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계획이 발표

되자 교통 정체에 대한 우려184)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

다.185) 광장 조성 계획의 큰 틀이 밝혀지고 알려지면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광장 조성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사업을 위해 

힘썼으나 종로구와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힌다. 

서울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사건은 대통령 공약이 보류된 것

이다. 이후 2019년 1월 21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 공모 당

선작을 발표하자,186) 다양한 행위자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당선작에 부

지가 포함되어있는 행안부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부와도 GTX-A이

슈로 갈등을 겪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지

만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했다. 행안부 반대에도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

경을 고시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와 행안부는 더 강하게 반

발했다. 갈등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앙정부에서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가지는 국가적 상징성으로 인해 서울시 혼자 힘

으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이 어렵고, 중앙정부와 갈등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을 거쳐 합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187) 결국 9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사업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9월부터 시민소통강화 차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었다.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과 설계에 반영하

184) 머니투데이, 2018.04.10., “1년반 걸린 ‘새 광화문광장’ 로드맵, 원안 유지될까”

185) 한겨레, 2018.04.10., “광화문 광장에 청와대 올까”

186) 총 70개 팀의 작품을 접수했고, 최종적으로 CA조경기술사무소에서 제출한 ‘딥 서피스(Deep 

Surface, 부제: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를 당선작으로 뽑았다(경향신문, 2019.01.21., 광화문 이

순신·세종대왕 자리 옮길까…새 광장 설계 당선작 발표).

187) 국민일보, 2019.09.08.,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시민 뜻 더 듣겠다” 한 발 물러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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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허가 절차와 공사발주 및 계약을 거쳐, 2020년 5월 착공에 들어

가 2021년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한동안 계획이 지연·표류되었다.188)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위해 2019년 연말까지 ‘경청·토론·공

개’를 기본방향으로 활발한 시민소통 절차를 거쳤고, 2020년 2월 13

일 ‘광화문광장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189) 

2020년 9월 28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서

울시장 유고(有故)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변경 계획안을 수정‧확정했다. 

11월 16일 부터 착공하여 2021년 초에 완성될 계획이며, 동측차로를 

7~9차로로 확장 조정하고,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도로는 공원을 품은 광

장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했다. 월대 앞 복원과 역사광장 조성, 사직로 

변형, 지하공간의 대규모 개발은 보류하였다.190)

② 청와대

청와대는 교통난과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191) 그러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새 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포함시켰으며, 2017년 11월

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다른 정부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서울시를 적

극 지원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광화문대통령 공약이 구체화된다. 2018년 2

월 19일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 발표하였다. 3월 15

188) 2019.12.02., 제290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189) 광장은 전면 보행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세종문화

회관 쪽 차도만 광장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원래 서울시는 사직로를 광장으로 전환하고 정부서

울청사를 우회하는 U자형 우회도로를 계획했으나, 행안부와 논란으로 인해 사직로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190) 서울시 보도자료, 2020.09.28., 시민 뜻 담아,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으로 변화한다

191) 한겨레, 2016.05.04., 박원순 “광화문광장 확장, 정부 승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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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행안부와 문체부, 서울시, 문화재청이 모여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광장 재편 2개안에 

대해서는 전면보행화안보다 편측조성안을 지지했다.192) 

청와대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으나, 2019년 1월 4일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약을 보류하게 된다.193) 이후 청와대는 광

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서 벗어나 관망하는 입장

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국제설계공모당선작을 발표하자 당선작에 부지가 

포함되어 있던 행안부가 반발했고, 국토부와도 갈등을 겪었다. 갈등상황

이 심각해지자 여권 지도부가 참여하는 당정청 9인 회의에서 광화문광

장 재조성 사업이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더 이상 논란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194) 문

재인대통령은 진영 행안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관계부처 사

이의 협력을 강조하고, 시민소통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하는 등 중재에 나

섰다.195)

③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처음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

다. 광화문 바로 앞 사직로·율곡로 자리에 역사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

192) 서울시는 청와대에 광화문광장 조성에 관해 A안, B안을 제시했다. A안은 앞서 서울시가 구

성한 전문가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 제시한 도로 전면지하화, 지상공원화 안이고, B안은 A안

과 같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높은 사업비와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일부 차로나 우

회로를 지상에 두는 안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도로 전면지하화 안으로 가기에는 

공사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한국일보, 

2018.03.10.,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편 2개안 정부에 제출…전면 지하화 무산 가능성 남아).

193) 경향신문, 2019.01.17., 靑,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박원순 “서울시, 광화문 재구조화는 

오히려 가속화”

194) 노컷뉴스, 2019.09.06., 행안부 손들어준 ‘與 9인회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빨간불’; 한겨레, 

2019.09.09., 박원순 “시민 뜻 더 수렴” ‘광화문광장’ 한 발 후퇴?

195) 한겨레, 2019.09.19., 광화문광장 설계 전면 재검토“사업시기 연연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2019.09.19., 박원순,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 미루고, 설계안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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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월대도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등 한

계가 있었다.196)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이 언급되자 월대를 복원하고 

교통섬이 된 서십자각, 동십자각을 경복궁 궁장과 연결하는 등 다시 역

사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서울시에 적극 협조했다. 특

히 월대 복원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사

업의 핵심이자 숙원사업이었다.197)

2023년을 목표로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함께 경복궁 월대 복원을 추

진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문화재청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198) 광

화문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로 인해 형식으로 월대를 구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월대가 있었던 자리만 차로 위에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재조성 과정에서도 행안부의 반발 등으로 인해 광화문 앞 

44,700㎡ 규모의 역사광장 조성 계획은 철회했다.199) 

④ 행안부

서울시가 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행안부는 정부서울청

사 일부 건물과 부지가 침범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19년 1월 21일 서울시가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계획 내용대로 우회도로가 조성되면 청사

경비대, 방문안내실, 어린이집 등 부속건물을 철거해야하고, 그 결과 청

사건물만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

다.200) 2019년 1월 23일 행안부는 서울시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고, 

대안도 제안하지 않고 발표한 것에 반발했다.201) 24일 서울시와 행안부

196) 2019.11.21.,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역사분야, 이정연 문화재청 과장 발제

197) 환경과 조경, 2020.09.27., 서울 광화문광장, 공원 품은 광장으로

198) 한국일보, 2020.09.27., 광화문광장 서쪽으로 확장, 접근성 개선…동쪽엔 양방향 차로

199) 경향신문, 2020.09.27., 광화문광장 서쪽 차로 없애고 공원숲길로 바뀐다

200) 경향신문, 2019.01.23., “서울시,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행안부, 새 광화문광장 계획 반대

201) 한겨레, 2019.01.25., [단독]김부겸장관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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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 문제를 도시

계획과 설계과정에서 조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과장급 실무협의체

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여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202) 그러나 

25일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절대 안되는 것이 어디있냐”고 응수하여 갈등이 첨예해졌

다.203)  

행안부 장관이 진영으로 교체되면서 서울시와 행안부의 갈등은 완화

되는 듯 하였다. 2019년 5월 15일 서울시와 행안부는 4개월 만에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광장 조성사업으로 편입되

는 정부서울청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에 충분

한 대체 토지 및 시설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04)

그러나 2019년 7월 25일 행안부는 “아직 서울시와 광화문광장 조

성에 관해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당장 구체적인 합의하기 어렵다”고 하

며,205) 2019년 7월 30일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를 늦춰달라는 내용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협조 요청’ 1차 공문을 보냈다. 그러

자 서울시는 8월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와 3~5월에 청와대 

주관의 차관급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5~7월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정부서울청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요구사

항을 거의 100%수용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행안부의 반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민과 시민의 폭 넓은 이해와 

지지,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의 사업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206) 그럼에도 불구하

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2019.02.15., 김부겸장관 인터뷰. 

202) 연합뉴스, 2019.01.24., 서울시 “행안부와 ‘성공적인 광화문광장 조성’ 협력 약속”

203) 경향신문, 2019.01.25., 김부겸 “광화문광장 서울시안 절대 수용 불가” vs 박원순 “세상에 

절대 안되는 일이 어딨나”

204) 연합뉴스, 2019.05.15., ‘광화문광장 설계안 충돌’ 서울시·행안부 “큰 틀에서 합의”; 중앙일

보, 2019.06.27., 김부겸 떠나자 광화문광장 일사천리…경복궁앞 우회도로 개설

205) 중앙일보, 2019.07.25., 진영 장관, 박원순의 광화문 재구조화에 “합의 어렵다”

206) 국민일보, 2019.08.08., 서울시-행안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또 충돌…靑, 속도보다 소통이 

중요; 조선비즈, 2019.08.08., 서울시 “행안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 납득 어려워…일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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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울시가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자 행안부는 서울시에 

2차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은 증폭된다. 

2019년 8월 8일 행안부의 반대에도 서울시가 ‘세종로 지구단위계

획 변경’을 고시하자, 8월 9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다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요청’ 2차 공문을 보냈다. 고시는 광화문 월대 복

원 등을 위해 사직~율곡로 구간의 기반시설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

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서울시가 국민과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

차없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

스럽게 생각한다. 실시계획인가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

부서울청사 편입 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

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하면서 서울시와 강하게 대립했다.207)

⑤ 국토부

국토부는 서울시와 GTX-A노선 광화문역 신설 방안으로 갈등을 겪

는다. 2018년 10월 1일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

도인 GTX 광화문역 실선에 관해 논의했다. GTX-A노선(경기도 파주 

운정~경기도 화성 동탄)을 광화문 일대 전철역 신설이 가능한지, 

GTX-B(인천 송도~경기도 남양주 마석)에 관해서는 노선을 변경해 광

화문역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208) 

서울시는 국제공모설계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GTX-A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 예정임

을 공개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209)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

로 추진할 것”

207) 한겨레, 2019.08.12., 행안부, 새 광화문광장 강행 서울시에 ‘최후 경고’ 추가 논의 어렵다; 

중앙일보, 2019.08.13., 김부겸 이어 진영도 제지…박원순의 ‘광화문광장’ 문제는

208) 한국일보, 2018.10.01., [단독] GTX 광화문역 신설 논의중

209) 동아일보, 2018.11.08., 서울시 ‘광화문 복합역’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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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지적했다.210) 국토부는 광화문역 신설은 애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역을 신설함으로 인해 열차 속도가 느려지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211) 또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212) 국토부

에서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시는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분담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역사를 신설하는데 국가 예산으로 한 경우는 없다고 강하게 대응했

다.213)

⑥ 시민단체

광화문광장에 대한 입지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은 처

음 조성된 광화문광장을 비판하며 재조성 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특히 도시연대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경실련 등은 주요한 참여자

로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시민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다. 

도시연대와 문화연대는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광화문포럼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한다.

그러나 광화문포럼에서의 합의한 전면광장화안을 2018년 4월 9일 

편측배치안으로 조성하겠다고 광화문포럼에 통보하고, 다음날인 4월 10

일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시민위원회 내에서 혹은 시민토론회에서 토

론한 내용들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다며 소통과 공론

화 부족을 비판했다.

2019년 7월 22일 11개의 시민단체(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

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도시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

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가 광화문광장 중단을 요구하는 

210) 머니투데이, 2019.01.25., 광화문부터 을지로까지, 서울시 “급한” 개발 체했다.

211) 머니투데이, 2019.01.28., 광장 키우는데 1040억...GTX역 만들면 “+1000억”

212) 중앙일보, 2018.12.06., [단독] 세종대로 땅밑 6개 노선 지나는 광화문 복합역 만든다

213) 중앙선데이, 2019.01.26., [사설] 서울시의 설익은 정책이 혼란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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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었다.214) 시민단체는 시민 소통을 위해 설치한 광화문시

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업의 문제점으로 기본계획과 중

간보고의 비공개, 현재의 광장 형태 결정 과정의 비공개, 주변 상업화와 

부동산 투기,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 차량에서 보행자와 대중교통으로

의 교통 전환이 된 것인지 의문, GTX-A노선 역 설치의 비용과 비효율, 

월대 복원 등의 역사복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지적했다.215)

이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

체들이 모여 2019년 8월 21일,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

은가’라는 주제로 2차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216)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2016년 광화문포럼

이 구성된 이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사업 원칙과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횟수로 정당화할 수 없지만 3년간 100차례 넘게 포럼

을 열어 시민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공론화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

다. 이어 “광화문시민위원회는 단독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서울시 광화

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공식 거버넌스”라고 설명했다.217)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조

성을 추진하자 2019년 8월 29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하면서 강하게 대립한

다.218) 시민단체들은 재구조화 졸속 추진을 중단을 요구하면서 “광화

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시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착공을 진행하고 

214) 2019.07.22.,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 기

자회견문

215) 한겨레, 2019.07.22., 시민단체들 “시민위원도 모르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중단을”

216) 1차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2차 토론회에서는 교통문제와 주변재개발

(GTX)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17) 중앙일보, 2019.08.21., 새로운 광화문광장 놓고 “상향식 소통” vs “속도 조절”; 한겨레, 

2019.08.22.,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조성 소통부족” 일시중단·공론화 촉구

218) 한겨레, 2019.08.29.,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 땐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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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를 보류해달라”고 했다.219)

2020년 9월 28일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을 확정하자 2020년 10월 5일 시

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반대 의견을 피력한

다.220)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시장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221) 10월 12일에는 서울시에 광화문광

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123명의 성명서를 전달했

다.222) 이를 통해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으며,223) 10월 22일 시민단체들이 함

께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 재조성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다.224)

⑦ 전문가

서울시는 ‘광화문포럼’이라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광화문광장

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자 했다. 광화문포럼은 2016년 9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집단지성 거버넌스이다. 

역사 및 비전, 공간, 교통, 문화 및 시민이용 4분과의 전문가 33인과 서

울시 내부위원 14인을 더하여 총 47명으로 구성되었다. 광화문포럼은 

전문가그룹으로 정기적으로 매달 1회 정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분야

219) 조선일보, 2019.08.29.,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하라”

220) 한국일보, 2020.10.05., 경실련 등 “박원순이 중단 선언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서울시가 졸

속 추진”; 연합뉴스, 2020.10.05.,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업 졸속 추진”경실련 등 시민사회 반

발

221) 2020.10.05.,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경실련, 도시연

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222) 연합뉴스, 2020.10.22., 도시·건축 전문가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중단 촉구

223) 2020.10.1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일동, 광화문광장 재구

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224) 2020.10.2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경실련, 도시연

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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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018년 7월 광화문포럼을 

확대하여 전문가 50명과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이나 비판이 신문 사설이

나 칼럼으로 개진되었고, 이들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민토론회나 전

문가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되기도 하였다. 시민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을 받은 서울시는 2019년 9월 19일 이후로 다수의 공개토론회를 진행

(시민토론회 4회, 전문가토론회 3회, 시민대토론회 2회)하였다. 이 중 

전문가토론회는 역사, 도시, 건축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각 전문가토론회

는 서울시와 함께 건축분야는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서울건

축포럼이 주최하였고,225) 역사분야는 문화재청과 한국역사연구회에

서226), 도시분야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27)가 주관하였다. 각 분야

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

졌다. 

⑧ 서울시의회

처음 광화문광장이 조성될 때 서울시의회에서는 큰 반대가 없었던 

반면, 광화문광장을 재조성 하는 과정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

이 자주 노출되었다. 2018년 10월 12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

모를 시행하고, 서울시는 광화문복합역 추가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시의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11월 

15일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서울시와 공동사업자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복원사업 기간과 맞지 

않고 교통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시장 임기 내 완성’을 위해 무

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228) 문화재청이 역사광장 조성을 위한 핵심 

225) 2019.12.11., 전문가가 바라본 광화문광장의 미래

226) 2019.11.21.,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위상과 월대

227) 2019.11.15., 광화문광장의 위상 및 주변지역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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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 광화문 월대 복원과 경복궁 궁장-동십자각 연결을 2023년을 목

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2021년 5월 완공이라는 목표

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29) 뿐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보상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2019년 예산에 광화문광장 확장 관련 보상비 

248억원을 편성한 점도 지적됐다.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이ᅮ원

회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토지보상과 절차와 공사를 병행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조기강행하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230)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목표는 지금 2021년 5월로 되어 있

는데 이게 사실상 관련 교통대책 수립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텀이 굉장히 긴데 광화문광장 개선사업의 준공목표를 좀 너무 서두르

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지금 국제현상설계공모나 여러 가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죠? 

그런데 묘하게 목표시점, 그러니까 2021년 5월은 바뀌지 않습니다…보상

절차가 완료되는데도 통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전반적으로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8.11.02., 제284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고병국위원)

그 외에도 광화문시민위원회를 모집의 형평성 문제, GTX-A 비용 

분담 등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특히 광화문광장 

사업이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인지 

중앙정부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집행단계에 들어서자 서울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2019년 6월 28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

진하면서 예산을 전용하고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

228) 문화일보, 2019.11.15., 교통대책도 없는데 ‘新 광화문 광장’ 조기완공 강행하는 서울시

229) 연합뉴스, 2018.11.15.,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 서울시 의회 ‘무리한 사업’ 지적

230) 중앙일보, 2018.11.15., 서울시의원 “박원순 임기 내 완료하려고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추

진” 



- 154 -

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총 규모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사업성을 평가하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시는 추경예산안에 ‘광화문광장 도로정비’명목으로 479억원을 책정했

다. 서울시관계자도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제출한 것은 타당성 조

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231)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고, 설문조사

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던 도중 

2019년 6월 2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 문제로 크게 갈등을 겪

는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새 광화문광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말에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민광장 

설계비와 감리비를 전액 삭감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현재 광화문광장에 만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국비사업인 역사광장 설계비 8억 원을 시민광장 설계비로 집

행했고, 결국 시의회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232)

2019년 8월 23일 행안부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계속되자 서울시의

회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업의 절차

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233) 

⑨ 종로구, 종로구의회, 종로구 주민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자마자 가장 

231) 서울시관계자도 “일단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지하공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

이라고 털어놓았다(한국경제, 2019.06.28.,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꼼수’논란).

232) 정진술 위원 :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봤더니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설계비로 해서 사용을 했더라구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쓴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고.(2019.06.21.,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233) 국민일보, 2019.08.23., 시의회도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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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발한 것은 종로구였다. 이해당사자인 종로 주민과 종로구청은 계

획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고 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광화문광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었지만, 이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었다.234) 광장이 조성되고 나서 교통대란과 그로 인한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도 문제였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도 큰 문제였다. 

종로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2018년 5월 4일 

‘광화문광장 계획 철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광

화문광장이 확장되면 종로구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교통권, 상권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35)

종로구청장은 신문 인터뷰나 라디오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광화문광

장 재구조화 관련한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주민들을 위한 교

통대책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236) 종로구의회 의원

들은 다시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 특화지구 조성반대 결

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계획이 진행되고 구체화될수록 

종로구 주민들은 더 민감해져갔고, 동네에 결사반대 플랜카드를 걸거나 

서울시가 주최하는 시민토론회에서 불만을 분출했다.237)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기 위해 철거되는 인근 상인들도 반발했다. 

중학동 삼각지에는 ‘주민배제, 졸속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결사반대’라

는 현수막이 걸렸다. 서울시는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입장이

었지만 인근 상인들은 소통 부족을 비판하며, 막막함을 토로했다.238)

234) “광화문광장 조성안을 발표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구청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교통 대책 등에 대해 지역주민, 관할구청과 세부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경향신

문, 2018.07.16., 김영종 종로구청장 인터뷰)

235) 한강뉴스, 2019.05.04., 종로구의회 의원들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하라!!”

236) 경향신문, 2018.07.16., 김영종 종로구청장 “살고 싶은 건강한 종로 만들 것”; BBS NEWS, 

2018.07.31., 김영종 종로구청장 “新광화문광장 사업 교통대책 주민소통 아쉬워”

237) “저는 토론회에 대해서 상당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저번 주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역 삼청

동, 청운효자동, 부암동, 평창동가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일 종로구청에서 4시

간동안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하고 오늘 여기 패널분들이 말씀하

신 의견들은 전혀 방향이 틀립니다.”(2019.11.07.,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2차 공개토론회, 

종로구의회 정재호의원)

238) “6월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2명이 갑자기 찾아와서 명함을 주고 ‘구조화사업 아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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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서울시민

서울시민이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비교

적 많아졌다.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서울인식조사가 두 차례 있었고, 

서울시는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였다. 시민공개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시민대토론회 참석자로 선정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시민참여단 100명은 세미나와 토론, 역사탐방, 워크숍, 설문조

사 등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모두 모이는 

자리는 위촉식, 정기총회, 워크숍 정도였고, 나머지 회의들은 대표위원 4

명을 뽑아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이었다. 시민참여단 100명이 서울

시를 대표할 수 있냐는 의문과 비난에 서울시는 시민참여단을 200명으

로 확대 모집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지원 후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방식으

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시민공개토론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그

러나 주로 토론회 시간이 평일 낮 시간이라 참여하고 싶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 그 시간에 생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시민대토론회 참석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령

별, 지역별, 성별로 300명을 랜덤 추출하여 시민대토론회의 시민토론단

으로 구성하였다. 시민대토론회로 선정되면 2019년 12월 7일, 15일 2

차 원탁토론회에서 10명씩 구성된 조에서 주어진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배치안과 광장조성 계획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 인근에 사는 주민과 서울시민들의 입장이 

달랐다. 광장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생활의 피해를 주는 공간이기 때

물었다. 모른다고 했더니 ‘방송으로 알렸는데 모르냐’고 하면서 ‘일이 시작될 확률 99.9%’라고 

했다. ‘일방적으로 왜 그러냐’고 반문하면서 눈물이 확 났다.”; “9급 공무원 하나 방문한적 없

다. 그냥 다 정해놨더라. 이 소식을 우리도 인터넷 보고 알았다.” (일요신문, 2019.09.06., “협

의는 없고 통보만 있었다” 박원순표 광화문광장 사업에 중학동 삼각지 상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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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더 확장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교통문제와 소음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광장에 가까이 살지 않는 서울시민들은 공원

을 만들거나 다양한 문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달라는 

등 주민들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239)

(2) 이해당사자 상호관계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주요한 행위자가 많지 않았고, 서

울지방경찰청 외에는 서울시와 크게 대립하는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으나 

재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해당

사자가 많았으며, 대립하는 관계도 많았다.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주요한 

이해당사자는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서울시, 청와대, 문화재청, 광화문포럼

이며,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서울시, 청와대, 종로구, 서울시의회, 광화문시

민위원회이며, 집행단계에서는 서울시, 행안부,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국

토부, 종로구, 광화문시민위원회 등이다.

① 대립관계

의제설정과정에서 핵심적인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2015년 광

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광화문광장 조성안을 청와대에 제출

했지만 보류되었다.240) 청와대의 지속적인 입장차이로 인해 서울시는 

239) “광장에 가깝게 계시는 분과 멀리 계시는 분들은 감성이 되게 달라요. 가깝게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드시 바꿔야 될 공간이에요. 왜냐면 생활의 피해를 너무나 막대하게 입고 있고, 공간의 

설계를 지켜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더라. 서울시민의 입장은 조금 더 낭만적인 게 있어요. 어떻

게 광장을 바꿔야하나 하면 공원으로 바꿔주세요, 광장에 그늘이 없어요. 광장에 추억을 만들

어주세요.” (2019.11.27.,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3차 공개 토론회, 고재열 광화문시민위원회 

문화예술분과팀장)

240) 서울시의 의지대로 2015년 3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국가상징광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광화문 광장을 세종대로 서쪽 하행차선까지 확장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통난과 청와대의 경호상 문제 등을 우려한 중앙정부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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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추진할 수 없었다.241) 그러나 

2017년 4월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발표하였고,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242) 

2018년 4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이 결정되자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시작된다. 2009년 처음 광화문광장이 조

성될 때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고, ‘역사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기에 상대적으로 걱정과 우려가 많지 않았으나, 광화문광장 재

조성 시기에는 광장 조성 이후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광화문광장에서 발생하는 집회와 시위로 각종 매연과 소음, 교통문

241)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2016년 5월 3일 민선6기 서울시장은 출입기

자단과 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구상에 대해 “계획은 이미 확정은 했는데, 다만 시공 단계

가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광장을 넓히는 문제는 정부가 승낙하면 돈도 

별로 들지 않는다.”며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한겨레, 2016.05.04., 박

원순 “광화문광장 확장, 정부 승낙해야”)

242) 서울경제, 2017.05.10., 문재인 대통령 업고 서울시 혁신정책 전국화 탄력 받을 듯

구분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연합
관계

서울시-문화재청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청와대

대립
관계

서울시-청와대
서울시-종로구

서울시-서울시의회

서울시-행안부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시민단체

서울시-종로구

서울시-서울시의회

중립
관계

서울시-청와대

주요
활동

정권 교체 후 진행 광화문시민위원회활동
행안부와 시민단체의 

반대

주요
행위
자

서울시, 청와대, 
문화재청

서울시, 청와대, 국토부, 
종로구, 서울시의회

서울시, 행안부, 국토부,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종로구

<표 18>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 단계별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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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겪고 있는 종로구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계획철회를 요구하였다. 종로구의 반대에도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이 

진행되자 서울시의회에서도 광화문광장 완공시기를 2021년으로 정해놓

고 추진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무리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책집행단계에 들어서면서 국면이 전환한다. 2019년 1월 21일 광

화문광장 조성 국제공모 설계 당선작이 발표로 인해 계획이 구체화되고, 

<그림 8> 의제설정단계 1 <그림 9> 의제설정단계 2 

<그림 10> 정책결정단계 <그림 11> 정책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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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이 보류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양상

을 보인다. 행안부는 설계당선작에 정부종합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가 포

함되어, 이 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행안부 뿐 

아니라 협력하던 국토부와도 GTX-A노선에 대해서도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대립하게 된다. 

광화문포럼에서 논의했던 전면보행화 안이 뒤집히자 시민단체에서도 

서울시 계획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광장 조

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와 정부부처의 반대가 이어

지자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였고, 결국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의 

시민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다. 

② 연합관계

청와대와 대립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서울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와 협력한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과 중앙정부의‘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이 맞물리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청와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모두 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국가정책

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T.F.를 구성하는 등 서울시와 공조하였다. 

③ 중립관계

2019년 1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이 구체화되어가던 시기 청와대

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보류되면서, 청와대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된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에서 서울시와 

뜻을 함께했던 청와대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광화문광장 재조

성 계획과정은 추진력을 상실하고 갈등상황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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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 방식

(1) 여론조사

① 시민의식조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관한 시민의식을 2009년, 2014년, 2017년 

조사하였다. 2009년 8월 1일 광화문광장이 처음 개장하였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제 광장 

방문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인 광장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83.2%), 불만족스럽다는 평가

는 거의 없었다(4.1%). 광화문광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특별히 없

음/잘 모르겠음(33.5%)이 가장 높았고, 다음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사

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15.8%)이라는 답변이었다. 햇빛 등을 피할 그

늘 부족, 벤치 등 휴식장소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 

2014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서 광화문광장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광화문광장 

방문 경험자이고, 서울 시민 각 1,000명을 분석하였다. 서울연구원에서

는 2014년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17년 일반

시민 1,000명, 2017년 시민참여단 100명으로 한 설문조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촛불집회 전후를 비교하여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

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광화문광장의 

일반적인 사항과 광장의 이용 측면, 광장의 향후 발전방향 등 유형을 구

분하였다.243)

시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

243)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광장의 연상이미지, 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불만족한다면 그 이

유 등이며, 광장이용측면에서는 방문시 좋았던 곳, 개선이 필요한 곳, 이용 시 불편한 점, 인지

도 등 항목이 있고, 향후 발전방향 측면에서는 광장의 현재 반영된 가치, 향후 반영되어야 할 

가치, 향후 개선해야할 방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이전여부, 미 대사관 이전 시 부

지활용방안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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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비율도 낮았을 뿐 아니라 불만족의 

이유는 휴식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244) 광화문광장을 

개선해야 한다면 현행 틀 내에서 시민이용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245) 일반시민들은 전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고, 향후 

주안점을 두고 개성해야 할 과제는 쾌적성과 이용성이 가장 많았고, 

‘배치와 형태’에 대한 답은 가장 적었다.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광화문광장을 

유지하면서 벤치나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성을 증진하는 

일일 것이다.246) 광화문광장의 배치와 형태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아니

다. 시민단체에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 서명을 받을 당시 많은 

분들이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했으며247), 현재 방식에 대한 개선만으로 

재구조화 당위성의 상당 부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248)

처음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 광장 조성에 대한 찬반 여부는 묻지 

않고,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는지 방법론에 관한 질문만 했다. 광화

244) 광화문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4년 ‘다소 만족’이 59.1%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이 ‘보통’(26.2%), ‘매우 만족’(10.4%)순이다. 2017년 또한 일반시민도 ‘다소 만

족’(54.5%)이 가장 높았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2014년 ‘휴식할만한 공간이 별

로 없어서’(43.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살리지 못해서’(31.8%), 

‘광화문광장 접근이 어려워서’(9.1%)등 으로, 휴식할만한 공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

났다. 2017년 또한 일반시민들은 ‘휴식할만한 공간이 없는 것’(29.7%)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

고, 그 다음으로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살리지 못해서’(20.3%)와 ‘지나친 집회와 농성, 시위’ 

등(20.3%)을 지적했다. 일반시민들을 비교하면 지나친 집회와 시위, 농성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었다. 

245) 향후 광화문광장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2014년 설문조사결과 ‘현행 틀 내에서 시민이용성 

개선’(42.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현행 틀 내에서 역사성 회복’(31.5%)이었다. 2017년 

설문조사 결과 일반시민들의 경우 ‘현행 틀 내에서 시민이용성 개선’(40%)이 가장 높았다. 향

후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과제의 경우 2014년은 ‘쾌적성과 이용성’(45.3%)이었고, 2017

년도 답은 같았다(51.2%).

246) 참여단 100명의 설문조사를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몇가지 질문의 가장 포인트가 과연 광

화문광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70%가 거의 보통이다, 불

만족이 30%인데 왜 불만족하냐, 화장실이 없고 벤치가 없고 쉴 곳이 없다. 보완만 좀 하면 되

는 거거든.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26억 편성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예산, 내년 1

년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솔직히 시민 1,000명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2018.11.29., 제 284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위원)

247) 건설경제신문, 2019.10.18., 박원순 ‘새로운광화문광장’ 설계안 재검토 발표 후 첫 토론회

248)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차 공개토론회, 김은희 도시연대졍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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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장을 재조성할 때도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

닌지에 관한 질문대신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은지에 관한 방법론적인 것

만 질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249) 오히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논란이 

진행될수록 광화문광장 조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받았다.

② 공론조사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불특정 다수가 사안을 잘 모르는 

채로 응답하게 되는 ‘피상적 태도’등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마련됐다.250)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모두 시민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여론조사’는 무작위

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의견인 반면, ‘공론조사’는 학습

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

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51) 공론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대

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고, 불완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토론

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정보에 노출시킴으로써 양질의 여론을 측정하는 

것이다. 표본의 대표성이 처음과 끝까지 유지되었는지, 편향된 집단이 

추출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한다.252) 

2017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학습과 토론을 거친 공론조사를 3회

(2017년 1회, 2019년 2회)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2017년 온‧오프라인

249)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설문조사도 시민들이 이 광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맞

느냐 아니냐 그런 설문조사가 아니고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냐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만 가

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치

적사업으로 하시려는 건지 여쭤 보고 싶고요(2019.08.28., 제289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록, 

이승미 위원).

250) 여론(輿論)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공론(公論)은 공적인 일에 관해 모아진 의견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론과 가장 밀접한 말은 시민참여결정(Citizen'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혹은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making)일 수 있다(프레시

안, 2017.11.0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네 가지 문제와 한계). 

251) 경향신문, 2017.10.21., 1호 ‘숙의민주주의’ 실험, 신고리 공론화가 남긴 것

252) 중앙선데이, 2017.10.29., 공론화 실험, 갈등 해소 새 모델 되려면 면밀한 복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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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개모집을 거쳐 연령대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시민참여단 

100명을 선발하고, 2017년 5월 13일 위촉식과 강의, 광장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5월 20일 워크숍에서는 아이스브레이킹과 광화문광장의 

명암, 아쉬운 점 등을 토론하고 공유했으며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달리 개선방향

에 관해서는 ‘전면 개선’이 높게 나타났다.253) 

2019년 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과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토론단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2019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

까지 새 광화문광장 운영을 위한 의견조사를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시민참

여단과 분과위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설문이 

도달한 140명 중 74명이 응답(52.9%)하였다.254) 

2019년 12월 7일, 15일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토론단 300명

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변화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조성이 

70.9%였고, 전체광장 일시에 조성이 25%였다. 전면보행공간으로 조성

을 추진하되 단계적 진행으로 진행하자에 공감이 82.9%였고, 비공감이 

17.2%였다. 서측 도로를 광장으로 전환하자는 64.9%, 중앙광장으로 놔

두자는 19.8%였다. 2017년 시민참여단 100명과 2019년 시민토론단 

7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와는 달리 정보가 제공되

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난 다음 시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점점 광장의 변화를 

253) 설문조사내용은 앞서 실시한 2014년, 2017년 일반시민 설문조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광화문

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소만족’(41.1%)이 가장 높았다. 불만족 이유는 ‘휴

식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40.1%)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였고, 그 다음이 ‘역사적/상징적 의미

를 살리지 못한 것’(22.7%), ‘지나친 집회/농성/시위’(13.6%)였다. 광화문광장 개선방향에 대해

서는 일반시민과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일반시민들은 ‘현행 틀 내에서 시민이용성 개선’(40%)

이 가장 높았다. 반면, 시민참여단의 경우 ‘전면 개선’(54.4%)이 높게 나타났다. 

254) 조사결과 광화문광장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32%), 다소불만(21%), 매우 만족(9%), 매

우 불만(8%)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집회 농성 시위(40%)가 가장 높았고, 역사성, 상징성 부

족(18%), 주변도로 위험(12%), 편의시설 부족(10%)순이었다. 새 광화문광장 조성에 중요한 가

치는 쾌적성(33.8%), 역사성(31.8%), 시민성(13.5%) 순이었다. 공간별로 구분해 활용해야 한

다(64.8%)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움의 날을 제정하자(78.4%)는 의견도 많았다. 



- 165 -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인식을 조사하는 

대상이 일반시민인 경우(2014년, 2017년)와 시민참여단(2017년, 

2019년), 시민토론단(2019년)일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민참

여단과 시민토론단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발표를 들

었기 때문에 처리집단에 속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이 서

울시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정책에 공감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책 

처리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시

민여론조사는 없었다는 것도 한계이다.255) 

(2) 광화문포럼

서울시는 2016년 초 교통본부 주관으로 도심 보행화 차원에서 교통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던 ‘광화문광장 포럼’을 역사, 공간, 문화 등 확

대 논의하기 위해 재생본부로 이관하여 2016년 7월 ‘광화문포럼’으

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하게 되었다.256)

광화문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광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광장 개선의 방향, 관련 계획과 사업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실

현방안을 도출하였다. 광화문포럼에서 도출한 광장 개선안은 시민대토론

회를 통해 시민과 논의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광화문포럼은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각

계 전문가 33명과 서울시 고위 간부 14명으로 구성되었고, 서울시에 의

255) 어떤 여론조사를 했나 하고 봤더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올해 광화문시민

위원회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답정너 식 여론조사였는데 74

명만이 응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없었다는거죠. 

게다가 여기에 설문조사 문항도 모두 광화문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광

화문 재구조화 찬반을 묻는 시민여론조사는 없었던 거죠(2019.08.27., 제289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김소양 위원).

256) 광화문포럼, 2017,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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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정되었다. 광화문포럼은 위원장(김원)을 중심으로 역사·도시계

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문화·언론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내

부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매달 1회 정례 포럼을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분

과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이슈 및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하

였다. 분과는 역사비전 분과(10명), 공간 분과(9명), 교통 분과(4명), 

문화 및 시민이용 분과(9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화문 포럼의 운영은 서울연구원에서 맡았으며,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의와 상향적 계획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257) 

광화문포럼에서 진행된 논의는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광화문포럼에서는 광화문광장을 역사와 미래가 같이하는 공

간이자 국가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더욱 공공적으로 진화

되어야 하는 공간이고, 일상과 비일상이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 과정이 상향적,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258)

광화문포럼은 기존의 광장 조성안이었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좌회

전유턴 우회 처리안과, 율곡로를 곡선화하는 광장 편측 배치안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기존안을 개선한 율곡로·세종로 전면지하화, 지상부 광장

257)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7.05.31., 광화문포럼, 시민대토론회에서 광화문광장 개선의 원칙

과 방향 제시

258) 광화문포럼, 2017,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 pp.8~12.

구분 이름

위원장 김원

역사비전 분과
김기호, 김정탁, 백운수, 안창모, 유길상, 이경미, 이정구, 

전우용, 최막중, 홍순민

공간 분과
강병근, 김도년, 김용미, 민현식, 신현돈, 조경진, 진양교, 

함인선, 홍경구

교통 분과 김영찬, 손기민, 이신해, 추상호

문화 및 시민이용 분

과

김은희, 김찬석, 김태익, 백선혜, 손수호, 송상석, 이동연, 

이승호, 최준영 

<표 19> 광화문포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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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안을 제시했다. 광화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7년 5월 31일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은 광화문포럼 내에서 각 

분야별로 많은 토론을 하고, 주장이 다를 경우 논쟁을 하기도 했지만 안

타깝게도 구체적인 논의의 흐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러 전문가들의 합

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추상적이었고, 광범위했으며, 때로는 거대담론들

이 충돌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광화문포럼이 폐쇄적인 전문가 자

문회의에 가까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59)

(3) 광화문시민위원회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밑그림을 시민들이 그리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광화문시민참여단을 모집하였다. 광화문포럼이 전문가집단이

기 때문에 2017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광화문포럼과 함께할 시민참여

단을 구성하였다. 2017년 5월 13일 광화문포럼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가졌고, 2017년 5월 20일 광화문포럼 시민참여워크숍에서 광화문광장

과 세종대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취합하였

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광화문포럼을 확대·강화한 광화문시

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운영 방안 및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광화문포럼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었다면 광화문시민위

원회는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다.260)

평소 시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을 중심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아 320명 전체 신청자를 서울 중심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인구 비율로 권역별 선정 인원을 정해 성별, 연령대를 

259) 프레시안, 2019.06.19.,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청계천 복원 복제품?

260) 서울시는 위촉된 시민위원들이 세미나와 역사탐방,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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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100명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였다.261) 

서울시는 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광화문포럼에 참여했

던 전문가와 시민 일부를 위원회에도 참여시켰다. 전문가 집단은 광화문

포럼 참여자 19명, 신규참여자 31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서울시 위원

회 위원 중 역사, 도시, 건축, 교통, 문화, 예술 분야의 위원 중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분으로 선정하였고, 그 외 역사, 문화 분야 등은 추가로 문

화재청 등 관련부서에서 추천받아 참여 의사가 있는 분으로 선정하였다.

광화문시민위원회는 2018년 7월 21일(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

터 임명장을 받는 등 발족식을 가졌다.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참여단 워

크숍을 함께 열어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고, 기본 계획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화문위원회 발족 및 워크숍에는 전문가 위원 16명과 

시민참여단 59명이 참석하였다.

2019년 1월 25일(금) 14:00부터 17:20분까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자 및 수상자를 축하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는 정기총회가 열렸다. 정기총회는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 및 작품 

설명, 광화문시민위원회 분과별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실장, 심사위원, 수상자 10팀 등 30명과 광화문시

민위원회 위원 및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262)

2019년 3월 28일(목) 18:20분부터 21:00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광화문 역사에 대한 특강을 듣고, 광

화문광장 조성 마스터플랜이 공유되었다.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을 

듣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방향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동상 이전 여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동상 이전 

그룹과 동상 전치 그룹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261) 위원회 조직은 100인의 시민참여단과 50인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4개 분과위원회(시민

소통·역사관광·문화예술·도시공간)와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참여단(100명), 시민소통분과(11명), 역사관광분과(12명), 문화예술분과(11명), 

도시공간분과(14명), 상임이사회(14명) 등이다.

262)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9.02.01., 광화문시민위원회 정기총회 발표준비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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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이전, 존치의 당위성 등 입장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100명의 규모가 전체 서울시민을 대

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참

여단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구성하였다. 신규시민참여단은 

2회에 걸쳐 단계별로 확대 모집하였다.263) 신규시민참여단 위촉식은 

2019년 6월 3일 월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광

장 조성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설문

조사 등의 역할을 맡았다.

시민참여단이 모두 모이는 네 번째 광화문시민위원회 워크숍이 

2019년 8월 27일 19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었다. 확대된 광화문시민

위원회 시민참여단 170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다. 워크숍에는 시민

참여단 170명 중 80여명이 참여했다. 광화문광장 추진단이 광화문광장

의 가치와 비전을 소개하고 새 광장의 설계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

다. 

시민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지만, 전체 그림을 바꾸는 것

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

의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소

통의 장이라기보다 홍보 수단이자 정당화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264)

2019년 11월 28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전체워크숍이 개

최되었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체워크

숍의 주제는 ‘만나고, 활동하고, 화합하고’로 진행되었다. ‘만나고’

에서는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포토존에서 

사진을 함께 찍는 시간을 가졌고, ‘활동하고’ 시간에는 민주주의 서울

263) 위원회 조직은 100인의 시민참여단과 50인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4개 분과위원회(시민

소통·역사관광·문화예술·도시공간)와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참여단(100명), 시민소통분과(11명), 역사관광분과(12명), 문화예술분과(11명), 

도시공간분과(14명), 상임이사회(14명) 등이다.

264) 중앙일보, 2019.08.28., ‘광화문 광장’ 불통 지적 서울시, 시민단체 워크숍 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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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견을 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해시테그(#)

를 달아서 활동한 사진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265) ‘화합하고’ 시간

에는 밤벨을 배우면서 ‘서울의 찬가’를 합주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이라고 진행되었지만 민주주의 서울에 사업에 대한 긍정

적인 글을 쓰면 읽어주거나 칭찬하면서 선물을 주는 등 주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화문시민위원회는 많은 인원이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 분과별

로 전문가 회의를 열거나 상임이사회 개최, 소그룹 활동 등을 해왔다. 

분과별 전문가회의는 발족식부터 시민소통, 문화예술, 도시공간, 역사관

광 네 분야로 중요한 이슈는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시민참여단 워

크숍에서는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8년 8월 16일부터 시민참여단에 시민대표 4명을 선출하여 상임

이사회를 열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는데, 시민대표도 지역주민에게 상

임이사회 내용을 전하고 의견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대표자에게 자료나 상황을 미리 알려줘야

만 생각해보고 올 수 있으며, 워크숍에서 자료를 주고 당장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

었다. 회의 전에 논의자료를 공유해주지 않아서 따르는 어려움이었다. 

소그룹활동은 2019년 10월부터 관심분야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교

통, 워크숍기획 총 3개의 소그룹을 운영하였다. 참여인원은 총 48명(모

니터링 20명, 교통 20명, 워크숍기획 8명)이다. 소그룹은 의제에 관한 

시민 관점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로 홍보와 소통과 관련해서 시민참여단

의 역할과 프로그램을 논의한다.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다. 시민소통을 위해 구성한 시민참여단은 서울시가 시민

참여 활용을 목적으로 관리해온 인력으로 구성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

265) 필수해시테그 달기: #GO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 #광화문시민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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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력풀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을 상대로 광

화문 시민참여단 모집안내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처럼 서울시가 관리해

온 인력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것이라면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이 왜

곡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민참여 그룹을 활용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도

시계획 포커스 그룹 2,600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분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2017.01.19., 제5차 광화문포럼 녹취록, 서울연구원)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은 일종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풀입니다. 지

속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룹으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놓고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집행을 한다는 것이 공

정한 의견수렴 창구이겠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일종의 들러리

라고 생각합니다.” (2019.02.28., 제285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록, 고병국 위원).

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시민참여단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

오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시민참여단 인터뷰에서는 숙의나 토론과정 

없이 모바일 설문조사가 전부였고, 세부적인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으며, 토론보다는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266) 정기총

회 및 워크숍 현장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전문위원 중심이고 시민참여단

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시민위원회 발족 이후 전문가 분과회의는 다수 진행되었

으나 시민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문

가 분과회의에서 나온 사항을 통보받는 입장이다. 전문가 분과회의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266) SBS, 2019.02.15., [취재파일] ‘새 광화문광장’ 시민 의견 듣는다더니…반년 동안 ‘모바일 

설문 조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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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광장의 재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 조차 사업계획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

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

고 있다고 했다.267)

앞서 살펴본 2019년 11월 28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워크숍 같은 경

우나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광화문광장 서포터즈 ‘광광이’를 

보면, 서울시가 광화문시민위원회를 소통의 목적이라기보다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만의 리그라는 비

판을 반영하여 광화문포럼에서 광화문시민위원회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전문위원은 분과회의를 통해 연구와 자문을 하고, 시민참여단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에서 조차 시민들은 사업홍보를 맡았다. 

(4) 시민토론회·전문가 토론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세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시

민토론회와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공개토론회,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토론회는 

17년도 1회, 18년도 1회, 19년도 4회 진행되었고, 2019년 9월 19일 

이후부터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

회가 19년도에 3회 진행되었다. 

① 시민토론회

2017년 5월 31일(수) 14시부터 18시까지 ‘광장을 광장답게’를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와 함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논의를 해온 광화문 포럼에 대해 그 취지와 추진경과, 광

화문광장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소개하였고, 광화문 포럼이 개선 

267) 한겨레, 2019.07.22., 시민단체들 “시민위원도 모르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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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원칙을 발표했다.268) 토론회에서 처음 소개된 광화문광장 재구

조화 종합구상안은 광화문광장을 도로 없는 전면 보행 공간으로 만들고 

율곡로와 세종로는 지하화하자는 제안이었다. 

2018년 7월 25일(수) 14시부터 17시까지 ‘광화문 시대를 연다’

를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269)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과 

교통정책 방향, 교통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광화문 인근에 거주하는 종로구, 성북구 주민들의 

불만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다.270) 주민들은 시민토론회라고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데 대부분 시간이 배분되어있으며,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271)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하

겠다고 광화문광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배제

되어 있고, 광장을 확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

하기도 했다.272) 

② 시민공개토론회

2019년 9월 19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전면재검토하

고, 시민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연말까지 시민토론회가 연

속하여 개최된다. 이 시기에 열리는 시민 토론회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268) 발제(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광화문포럼 발표(함인선 

BHW건축 대표, 홍순민 명지대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수, 손수호 

인덕대 교수), 시민참여워크숍 결과 발표(전현주 광화문포럼 시민참여단 대표), 좌장(김원 광화

문포럼 위원장), 토론(함인선 BHW건축 대표, 홍순민 명지대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김영

찬 서울시립대 교수, 손수호 인덕대 교수, 유길상 (주)코오롱 부사장,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장, 전현주 시민참여단 대표)

269) 발제(김정탁 성균관대 교수,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좌장(김원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장), 토론(함인선 BHW건축 대표, 안창모 경기대 교수, 

조경진 서울대 교수, 노주석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손기민 중앙대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270) 한겨레, 2018.07.25., 광화문 주민들 “광장 조성 반대”…토론회서 불만 분출 

271) 환경과조경, 2019.07.26., 광화문광장 재조성, 서울시·주민갈등 표면화…“우리 목소리 좀 들

어달라”

272) 엔지니어링데일리, 2018.07.26., 서울시 광화문 정책, 주민들 의견 조율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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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

민공개토론회는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 8~10명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100~200명이 참관하여 토

론회 중 질의를 받으며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1차 토론회는 논

의 주제를 열어두고 토론, 횟수를 거듭할수록 향후 토론의 쟁점을 정리

해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9년 10월 18일(금)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개최된 1차 시민

공개토론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의제를 열고 토론을 하면서, 다음 토론회의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가 진행될 예

정이며, 향후 시민소통이 어떻게 진행될지 소개했다. 1차 시민공개토론

회에서 주요쟁점은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핵심 의제는 ⑴광화문광장 재

구조화가 왜 필요한가, ⑵큰 그림 없이 광장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⑶광화문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요한 

비판은 조선시대 월대 등 역사공간 복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10년도 

안된 광장을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마지막으로 확

장된 광장에서 집회·시위는 증가하고, 더욱 정치 공간화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1차 토론회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면, 2차 토론회부터 4차 토론

회까지는 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는 2019년 11월 7일(목) 15시부터 18시 까지 진행되었고, 

주제는 교통문제와 보행중심이다. 사업 추진경위와 쟁점사항을 우선 보

고하였다. 토론자 10명은 서울시에서 5명을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 5

명을 추천하였으며, 1차 토론회의 토론자와 중복되지 않는다.273) 2차 

273) 서울시 추천 : 김도년(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남복희(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위원), 오

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상진(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단체 추천 :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규원(한겨레신문 기자), 백인길(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신건수(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하동익(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

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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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부터 토론자 패널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을 반대하는 분들도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패널을 섭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274)

2019년 11월 27일(수) 광화문광장 조성 3차 토론회가 15시부터 

18시 20분까지 진행되었다.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주제로 하여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공간으로 상징성을 가진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광장인근 지역주민의 평온한 주거권이 어

떻게 조화를 이뤄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광화문광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서 주민들 입장과 

고충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275) 집회·시위로 인한 지역의 피해사례를 

먼저 듣고,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와 광장과 시민 민주주의 관련 발제 

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광화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기본권보다 더하지는 않다며, 주민들

의 권리는 어떻게 되냐고 하소연했다.276) 토론회 진행에 관해서는 치우

치고 편향된 패널 구성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이런 

식의 토론 진행은 토론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277)

274) “오늘 와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그때도 패널 분들이 어느 정도 광화문광장을 재검토 하겠

다 해서 시작하는 토론인데 앞에서 말씀하는 분들이 전부 광화문광장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

씀하는 분들 밖에 안계세요. 적어도 토론이라고 하면 찬성하는 분들도 좀 모시고 반대하는 분

들도 모셔서 뭐가 합리적인지 앞으로 지금 전 시장이 10년 전에 저걸 약 1,000억 들어서 만들

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일정도 보면 토론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이 

바쁜데도 토론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찬성만 하시는 분들이 토론회 나와서 이렇게 토론회를 해

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재개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도 반대할거고 종로구 

전체에서도 결의문을 두 번이나 채택했습니다. 지금의 광장에서 한쪽 넓혀서 재구조화 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들도 다양하게 섭외를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275) 좌장(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조기태 (사)세종마을가꾸기회 대표,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토론(고재열 시사인편집기획팀장, 최범 디자인

평론가, 문성진 한강몽땅 총감독, 유나영 함께놀자 대표, 오민혜 변호사, 김성주 청운효자동 주

민)

276) 오마이뉴스, 2019.11.27., 청와대 인근 주민들 분노 “집회의 자유? 여기서 살아보라”

277) “지금 토론회를 보고나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치우치고 편향된 패널 구성에다가 이런 식

으로 진행하면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패널구성과 이런 식의 진행, 이런 좁은 장소

에서 이뤄진 토론회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평창동 주민)



- 176 -

2019년 12월 4일(수) 15시부터 18시까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4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1차에서 3차까지 토론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제 및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278) 토론

회는 초반부터 광화문광장 확대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그간 반대가 

없었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다. 토론회 도중에도 방청석에

서 고성이 터져나와 토론이 중단되기도 했다.279) 주민들은 ‘교통 대책

없는 광화문 광장조성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토론

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 숙의과정이 잘못되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와야한다고 발언했다.280)

③ ‘찾아가는 전문가토론회’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가 3회 열렸다. 

전문가 토론회는 도시 분야, 역사분야, 건축분야를 주제로 하였고, 발제

를 듣고 토론자들이 각자 주장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 시

간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 11월 15일(금) 15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

와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주최하는 도시분야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

다.281) 토론 주제는 광화문광장의 위상 및 주변지역의 발전 방향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경위를 듣고, 광화문광장과 역사도심이라는 주제로 

서울 도심부 관리가 어떻게 진화되어왔는지,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

의 특징과 역사도심 내에서 광화문광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278) 좌장(강병근 건국대 교수), 토론(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 센터장,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

구소 소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정기황 도시문화연구소 소장,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 함인선 한양대 교수,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79) 연합뉴스, 2019.12.04., “광화문광장 개편, 기존 논의 부족...주민부터 설득해야”

280) 뉴시스, 2019.12.04., 4차 광화문광장 토론회 원점 회귀…“재검토해야”

281) 사회(홍경구 단국대 교수), 좌장(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유나경 PMA 소장, 양근보 근보양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이사), 토론(김성수 국토연구원 박

사,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 센터장, 김지엽 성균관대 미래도시공학과 교수, 김형규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부 교수, 정상

훈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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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광화문광장 주변지역

을 광화문 주변부, 경계부, 일대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이 끝나고 주민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전문가 토

론회라고 기대를 갖고 온 주민들은 토론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겠고, 매우 혼란스럽다는 평이었다. 다양한 외국 광장

과 비교를 하거나 롤 모델로 삼아야한다는 이야기에 여기 있는 주민들은 

그런 외국광장을 알지 못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제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82) 다른 주민은 토론자들이 절박함이 없고 비겁

하게 확실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83)

2019년 11월 21일(목) 15시부터 18시까지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

회 역사분야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 한국역사연구회

가 주관하였고, 논의주제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위상과 월대다. 토론자

로는 역사, 고고학, 관광,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언론기고 등을 통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 전문가와 학회가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했다.284) 대한민국과 경복궁 앞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적 사

실들에 대한 발제와 문화재청 복원정비과장이 경복궁 복원사업 추진경과

282) “저는 앞에 오늘 질문처럼 광화문광장에 대한 위상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을 국내 최고의 전

문가들이 발표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발제 두 분과 일곱 분의 

토론을 보고 솔직히 말하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각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각자 중구난방

으로 이야기를 해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국 광장을 안 가봐서 모

르지만 외국 광장을 이야기하면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역사성이 없다 월대가 어떻

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김은희 토론자님은 상당히 부정

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반대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인

데, 대안 제시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평창동 주민)

283) “이 토론은 찬성,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교수님들이 절박함이 좀 덜하시고 약간 

비겁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조 높고 박학다식하신데요. 광화문광장에 대

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면서도 항상 끝머리에서는 근데 이 광장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광장 조성을 당연시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안 하신다면 안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

실하게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동 주민)

284) 사회(류성룡 고려대 교수), 좌장(홍순민 명지대 교수), 보고(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

장, 이정연 문화재청 복원정비 과장), 발제(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안창모 경기대 교

수), 토론(배정한 서울대 교수,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 염복규 서울시립대 교수, 장병권 호원

대 교수, 장지연 대전대 교수, 홍연기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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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세종대로의 근현대기 도시구조와 건축

변화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역사분야 토론회에서는 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광화문광장을 만들

어야하는지, 누구도 광장은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과연 누가 광장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가 충분히 답을 해주지 못했

다고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역사분야와 관련하여 왜 지금 봉건시대 

왕조국가의 경복궁 앞을 복원하는 역사광장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2019년 12월 11일(수) 15시부터 18시까지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

회 건축분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285) 건축분야의 주제는 ‘전문가가 

바라본 광화문광장의 미래’로,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서울건

축포럼이 서울시와 함께 주최하였다. ‘도시의 시간, 시간의 적층’이라

는 주제로 누구를 위한 광화문광장인지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이후 

‘광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설계요소’로 개방성, 접근성, 연계성, 쾌

적성, 편의성을 도출하여 어떻게 광화문광장의 공간을 설계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분야 토론회에서는 인근 주민이 광화문광장을 보행천국으로 만

든다면 인근 주민들이 살기 더 어려워 질 것인데 왜 보행자들이나 관광

객들을 위해서 주민이 희생해야 되냐고 질문했고, 토론자는 보행자가 누

구인지가 왜 중요한지, 주민은 더 중요하고 관광객은 덜 중요한 것인지 

반문하면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5) 시민대토론회

285) 사회(조성용 광운대 교수), 발제(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김선아 에스에이케이 건축사 대

표, 김경남 본종합건축사 대표), 좌장(김인철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대표), 토론(김주경 오우재

건축사사무소대표, 박수정 건축공방 대표, 신민재 Anlstudio 건축사사무소 소장, 유승현 중앙대 

교수, 이충기 시립대 교수, 전보림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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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현황을 반영해 선정한 시민 300여명

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7일(토) 10시부터 18시 30분까지 1차 시민

대토론회를 갖고, 2019년 12월 15일(일) 10시부터 18시 20분까지 2

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토론 및 온라인 소통 결과 등을 반

영하여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쟁점을 선정한 후 전문가와 시민 등 참

여자 300여명 모두 원탁토론자로 참여하여 릴레이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의 목적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토론에서 도출된 

이슈를 정리하고 균형표집된 서울시민들의 학습과 숙의를 통한 의견 수

렴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의 기본원칙 및 공간구조(안)

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민대토론회의 대의제는 ‘새

로운 광화문광장, 어떻게 할까요? 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이고 첫 번

째 의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원칙(비전과 방향), 두 번째 의제는 

광화문광장 운영 및 활용방안, 세 번째 의제는 광화문광장 공간구조와 

교통이다. 

300명이 한 공간에 모여 2회에 걸쳐 원탁토론 시간을 가졌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조가 되어 발제를 듣고, 주어진 의제에 따라 자유롭

게 토론하고 지명된 조별로 한 사람씩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한 

조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수렴된 것인지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많은 인원 수 만큼 구성된 조도 

많았고, 각 의제마다 발표하는 조가 달랐기 때문에 모든 의제에서 300

명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시민들이 

의제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에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도 많았다. 중요한 점은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시민참여를 주관한 기관에서도 어떤 토

론을 할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생

각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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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은 내용을 미리 알고 숙지하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문자를 너무 늦게 주신거 같습니다. 내용을 다 숙지하고 왔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오는 길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시민토론회에서 뭘 할 수 있을

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주셨던 분이 꽃을 뭘 심을

까, 나무를 뭘 심을까 이런 걸 선택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

각하고 왔는데, 참여단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지만 

전화하시는 분도 먼저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미리 생각하고 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차 시민대토론회 

평가 소감)

(6) 주민설명회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2017년 11월 29일 광화문지킴이 회장 

등 주민 약 35명이 모여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018년 7월 16일에는 

청운효자동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7일에는 사직동 주민 50여

명. 7월 18일에는 삼청동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었

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광장 확장에 따른 교통체증과 집회 증가를 우려했다. 지금도 집회를 하

면 차량이 인근의 좁은 도로를 지나 매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

로했고, 광장 확장으로 도로가 줄어들면 차들은 어디로 다니게 할 것인

지 교통대책을 물었다.

2019년 11월 3일 지역주민 합동 현장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청

운효자동, 평창동, 부암동 등 광화문 인근지역을 방문하고 오후 3시 30

분부터 약 3시간 30분간 진행된 현장토론회에서 약 250여 명의 주민들

과 소통을 이어갔다. 대다수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로 인한 주거불편을 

호소했다. 광화문광장이 커지면 집회·시위 규모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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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일시 단계 참여자 주요내용

여론조사
2014 의제 20세 이상 광화문광장 

방문 경험자 일반시민 
1,000명 

광화문광장에 관한 시민
의식조사2017 의제

광화문포럼 2016.09 의제 전문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개선 방향과 
원칙 도출

시민토론회

2017.05.31 의제
서울시, 전문가, 광화문
포럼, 일반시민

광화문포럼안 발표

2018.07.25 결정
서울연구원, 광화문시
민위원회, 서울시, 전문
가, 일반시민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
획 발표

시민공개토론회

2019.10.18 집행

서울시, 전문가, 시민단
체, 일반시민

1차. 의제 제시

2019.11.07 집행 2차. 교통, 보행 관련

2019.11.27 집행 3차. 집회 시위 관련

2019.12.04 집행 4차. 구체적인 대안

전문가토론회

2019.11.15 집행
서울시, 전문가, 일반시
민

도시분야

2019.11.21 집행 역사분야

2019.12.11 집행 건축분야

광장문화포럼 2019.11.26 집행 일반시민 광장의 문화적 이용

광화문시민위원
회

2017.05.13 의제
시민참여단

시민참여단 발대식

2017.05.20 의제 시민참여단워크숍

2018.07.21 결정 전문가, 서울시민
광화문 포럼 확대

시민위원회 발족식

2019.01.25 집행
서울시, 광화문시민위
원회, 일반시민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식 
및 정기총회

2019.03.28 집행

시민참여단

시민참여단 워크숍

2019.06.03 집행 시민참여단 확대(200명)

2019.08.27 집행 신규시민참여단 워크숍

2019.11.28 집행 시민참여단 전체 워크숍

전문가회의
2018.07.21
.~2019.12.
17

결정

집행
분과별 전문가, 서울시

시민소통, 문화예술, 도시
공간, 역사관광 분과

시민대토론회
2019.12.07 집행 랜덤 추출한 시민 

(300명)
쟁점별 원탁토론 및 의견
수렴2019.12.15 집행

주민설명회

2017.11.29 의제 지역주민 (35명) 광화문지킴이 회장 등

2018.07.16 결정 지역주민 (50명) 청운, 효자동

2018.07.17 결정 지역주민 (50명) 사직동

2018.07.18 결정 지역주민 (50명) 삼청동

2019.11.03 집행 지역주민 지역주민 현장 토론회

<표 20> 광화문광장 재조성 의사소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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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은 주민설명회에서도 불편함을 말했지만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시민토론회에

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거의 인근 주민들 이었다. 주민설명회가 부족하다

고 느낀 소수의 주민들은 시민토론회에 참여하여 광화문광장 조성 반대 

플랜카드를 들고 있거나,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4) 정보와 사회적 학습

(1) 정보의 공개·제공·공유

① 정보 공개·제공·공유 시기

민선 6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관한 의

제 설정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의 광화문대통령 시대 

공약으로 인해 광화문과 그 일대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017년 5월 31일 시민대토론회에서 

광화문 포럼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일반시민들에게 까지 이슈화되지는 

못하였다. 2018년 4월 10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은 2019년 1월 21일 광화문광장 공모

설계당선작이 발표되면서 부터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설계가 나

오면서 행안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시작된다. 행안부는 서울시에 지속

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시민단체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2019년 9월 19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공유된다.

즉,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공개 및 공유는 정책결정이 

끝난 정책집행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결정되기 까지는 시민단체

나 지역주민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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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자들의 반발로 인한 긴급브리핑(2019.09.19.) 이후 공개토론회

와 전문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이 열리면서 관련된 자료집과 언론보

도 등으로 인해 세부적인 계획내용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민단체

에서 폭넓은 정보의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2019년 10월 18일 1

단계 날짜 방법 대상 유형 비고

의제설정

2014.10.07 의제설정 관련 기자간담회 일반시민 공개

2017.04.03 광화문대통령 시대 공약 일반시민 공개

2006.12.05 시민대토론회
토론회 
참석자

제공

정책결정

2018.04.10 정책결정 발표 언론보도 일반시민 공개

2018.07.21 시민위원회 발족식 시민위원회 제공

2018.07.25 시민토론회
토론회 
참석자

제공

2018.10.12
~11.23

설계 공모 시행 언론보도 일반시민 공개

2019.01.21 설계 공모 발표 언론보도 일반시민 공개
행안부 
반대

정책집행

2019.01.25 정기총회 총회 참석자 제공

2019.03.28 시민참여단 워크숍 시민참여단 제공

2019.08.27 광화문 시민위원회 워크숍 시민위원회 제공

2019.09.19 긴급 브리핑 일반시민 공개

2019.10.18 공개토론회 1차

토론회 
참석자,

일반시민

제공, 
공유

2019.11.07 공개토론회 2차

2019.11.15 전문가토론회 - 도시

2019.11.21 전문가토론회 - 역사

2019.11.26 광화문광장 포럼

2019.11.27 공개토론회 3차 

2019.11.28 시민참여단 전체 워크숍
시민참여단,

일반시민

2019.12.04 공개토론회 4차
토론회 
참석자,

일반시민

2019.12.07 시민대론회 1차

2019.12.11 전문가토론회 - 건축

2019.12.15 시민대토론회 2차

<표 21> 계획과정 단계별 정보 제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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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개토론회부터 각종 토론회는 라이브로 생중계 되고, 유튜브에 업로

드 되어 공유되기 시작한다.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과정의 경우 결정이 끝난 이후 사후

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시민위원회, 광화문포럼을 했을 

때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공개되어있지 않는 자료도 너무 많고, 전

문가로써 전문가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무기명으로, 익명으

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전문가 이름을 건 자료들은 실명

을 걸어놓고 해야된다”286)는 주장과 “의사결정, 기술적‧전문적 검토와 

용역 수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밝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287) 시민에게 정해진 답을 이해시키려는 설득이 아니라 서

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과정의 공유를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288) 

광화문시민위원회 내부에서도 서울시와 시민위원회가 외부와의 소

통, 공유가 부족했으며, 내부에서의 이슈와 쟁점이 무엇인지 밖에서도 

알 수 있게 하는 소통구조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민소통분과 

회의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 너무 

286) “토론회 할 때도 기존의 시민위원회, 광화문포럼을 했을 때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공개

되어있지 않는 자료가 너무 많고, 전문가로써 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무

기명으로 익명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특히나 전문가 이름을 걸

고 한다면 당연히 실명을 걸어놓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던, 칭찬의 

대상이 되던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1차 공개토론회, 정기황 문화

도시연구소 소장)

287) “그간에 이러한 의사결정, 기술적 전문적 검토와 용역 수행에 참여한 분들의 면면도 밝혀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성제고나 신뢰 확보 이전에 이런 결정 작업을 한 사람들의 사고의 기

본 틀, 철학, 그리고 전문기술서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이고, 전반적인 재구조화 등에 대한 

신뢰를 더 키우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차 공

개토론회,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288)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8.08.06.,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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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압축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

었고 어떻게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나왔다.289) 

광화문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온라인 논의의 장도 필요하다는 이

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광화문광장 사이트 자료실에 자료를 공

유하기 시작하였다. 자료들은 행안부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직후, 

즉 집행단계인 2019년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논의된 계획들 외에는 광화문광장조성과 관련된 토론회 영상과 카

드뉴스, 자료집이 주를 이루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관련된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 생겼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호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열람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올리는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민주주

의 서울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하여 광화문광장 재

조성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였고, 이 때 주

로 시민참여단이 동원되었다.  

② 정보의 이해가능성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대한 방향은 광화문포럼이라는 전문가집단을 

통해 먼저 논의되었기 때문에 사용된 용어들이 추상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다.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지금까지 논의된 용어들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

꾸는 작업을 선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복잡한 절차와 전문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290) 이는 의사소통을 

289)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9.09.19.,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보고

290) 섹션 관련 주제도 좋고 키워드도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시민들이 알게 하는게 중요함. 책

자, 아카이브, 카드뉴스 등으로 시민에게 포럼에 대해 전달할 때 시민 입장에서 키워드를 정리

하면 좋겠음. 행사 준비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논의된 용어들을 시민들이 이해

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는 작업임(2019.10.11., 광화문시민위원회 문화예술분과 14차 회의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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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특

히 일반시민들을 계획과정에서 소외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라는 행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제한

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만드는 일이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처럼 느끼

게 만들기도 하였다.291)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 간에

도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혼란을 초래하였고, 일반시민들에게 생

소한 용어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였

다.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너무 추상적이게 

접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탈영역화, 탈중심화, 탈구조화, 접속, 반입 저

는 이런 말 자체가 오히려 광장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 시민인데 

좀 너무 광화문광장에 대한 소통의 논의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런 원칙들

을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어나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쉽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9.11.15.,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 도시 분야, 김지엽 성균관대 미래도시공학과 

교수)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국 광장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외국 

광장을 이야기하면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2019.11.15., 새로

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 도시 분야, 평창동 

주민)

(2) 사회적 학습

291) “문제는 재구조화라고 하면 참여한 주체들이 논의를 덜 하게 되요. 이전에 이것이 만들어졌

던 철학이든, 사상이든 열어놓아야 하는데 재구조화라고 하면 철학 사상에 대한 논의들은 차단

이 됩니다. 재구조화라는 행정의 용어를 시민들의 사회적인 용어로 달리 표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1차 공개토론회, 박수정 행정개

혁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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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학습의 필요성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 시민참여단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 번 구성되었

다. 처음 시민참여단은 2017년 광화문포럼이 운영되는 시기에 100명을 

공개모집하였고, 이후 2018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100명

을 모집하였고 이후 20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때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광화문시민위원회 내에서 전문가집단인 분과위원회와 함께 광화문 조성

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시민대토론회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서울시에서 19세 이상 시 25개 자치구별 거주자를 

연령별, 성별로 분류해 총 300명을 균형 표집하였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단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강의, 자료집을 제공 등 사회적 학

습과정을 거쳤고 이후 계획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설문조사를 하기 전 학습과정을 거친다. 광화문과 월

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변천 등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상호 진전 있

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참여단 뿐 아니라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전문위원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 대해 보고서 등을 통한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단편적인 교육과 한정된 정보제공으로 

사전학습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대토론회의 

경우 사전에 정보제공이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대토론회를 

운영하는 주관 기관에서도 사전교육이 부족하여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하

는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

논의하기 전에 광화문, 월대 등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함. 같이 

공부하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음. 포럼보고서 등은 전체 위원들이 사

전에 학습해야 상호 진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2019.12.16., 광화

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보고)

시민참여단이 3차례 회의로 재구조화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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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사전교육이 필요한데 짧은 교육과 한정된 정보제공으로 숙지가 

가능할지 의문임. 숙의 전에 이슈를 키우고 관심도를 올린 후 정보를 효

과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2019.09.30., 광화문시민위원회 

제10차 시민소통분과 회의 결과)

② 사회적 학습의 동원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광화문광장 방문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

로 2014년과 2017년 광화문광장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조사하였

고, 2017년 5월 20일 시민참여단 워크숍에서 시민참여단 100명을 대

상으로 시민의식 변화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전 2017년 5월 13일 

시민참여단 78명이 참석하여 위촉식을 가졌고, “광장의 정치와 시민”

을 주제로 광화문광장의 현황과 역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292) 5월 20

일 시민참여단 66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8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여 광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대표가 생각하는 광화문광

장 미래 모습과 광화문광장의 명암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방향을 논의한 후 토의 결과를 모두 공유하고 상호 품

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주요방향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였

다. 설문조사 내용은 광화문광장의 일반적인 사항과 광장의 이용 측면, 

광장의 향후 발전방향 등 3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293) 

2017년 일반시민 1,000명과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받은 시민참여

단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반적 만족도, 좋았던 곳, 이

용에 불편한 점, 앞으로 광장 개선방향,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동상의 존

292) 특별강의는 왕조국가의 이념공간, 제국주의 공간정치, 해방이후 21세기 이전까지 계도와 훈

시정치, 국가의 중심, 권력의 전시, 정치적 퍼레이드 행사, 참관과 동원 문화 등에 대해 설명하

고 21세기 이후 다양한 촛불집회가 일어나는 광장의 모습을 고찰한 뒤 시대별 광장의 의미와 

권력의 이동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93)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광장의 연상이미지, 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불만족한다면 그 이

유 등이 있으며, 광장 이용 측면에서는 방문시 좋았던 곳, 개선이 필요한 곳, 이용 시 불편한 

점, 인지도 등 항목이 있고, 향후 발전방향 측면에서는 광장의 현재 반영된 가치, 향후 반영되

어야 할 가치, 향후 개선해야할 방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이전여부, 미 대사관이전

시부지 활용방안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189 -

치 혹은 이전 여부 등에 있어서 일반시민과 시민참여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시민참여단은 사회적 학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9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반적 만족도는 일반시민의 경우 다소

만족과 매우만족을 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시민참여단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좋았던 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광화문 

전면에 위치한 광장에 대한 호감도는 일반시민에 비해 시민참여단이 증

가하였고, 분수광장은 일반시민에 비해 시민참여단이 감소하였다. 셋째, 

이용에 불편한 점에 관해서는 광장에서 도로를 건너 광화문으로 이동과 

벤치가 없어 불편하다는 내용이 일반시민들에 비해 시민참여단에서 증가

하였다. 넷째, 앞으로 광화문광장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은 

전체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용성 제고가 많았으나 교육 후 시민참여단은 

전반적 개선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동상의 존치 

혹은 이전여부에 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경우 이전 찬성이 크게 증가하

고, 존치는 대폭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일반시민에 비해 사회적 학습을 겪은 처리집단인 시민참여

단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

294) 총 15개 항목에 대한 평균차이분석(T-test)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제일 좋았던 곳”, “이

용에 불편한 점”, ‘향후 광장의 개선방향’, ‘세종대왕과 이순신동상의 이전여부’등 5개 항복이 

유의수준 5%이하(유의확률 0.05)로 나타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강수, 2018, 

p.33).

방법 공개토론회 워크숍 전문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제공 ○ ○ ○

기본계획 설명 ○ ○ ○ ○

전문가 강의 ○ △ ○ ○

전문가 토론 ○ ○ ○

질의응답 ○ ○

찬/반 분임 토론 ○

조별 토론 발표 ○

<표 22> 각 의사소통 통로의 사회적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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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시민과 사회적 학습을 거친 시민참여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광장 시설에 대한 장단점과 시대별 광장공간의 

의미 등의 교육으로 인해 광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을 수 있고, 광

장과 광화문이 도로로 단절되는 것과 광장 시설의 한계를 지적한 강사의 

설명의 영향일 수도 있다. 광장의 역사적 의미와 동상 설치 경위 등의 

설명은 광장 동상 이전 찬성에 더 힘을 실어줬을 수도 있다. 즉, 일방적

인 정보전달은 강사 혹은 교육을 주최하는 행위자가 사회적 학습 과정에

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

문에 공정한 사회학습과정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각 의사소통 통로마다 공동 학습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표 22>와 

같다. 주로 토론회에서는 자료집을 제공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한 후 전

문가의 강의를 듣거나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

만 한정된 시간과 정해진 규칙으로 인해 토론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제공

되지 못했다. 시민참여단워크숍에서는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주요한 이

슈에 대해 찬성/반대 조를 나누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나, 강

의나 토론 없이 홍보를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대

토론회의 경우 많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여 

의견을 낼 수 없으므로 조별 토론과 발표를 하는 등의 사회적 학습과정

을 거쳤다.  

5) 합의와 집행의 연계

(1) 광장 개선

2014년 일반시민 1,000명과 전문가 200명, 방문객 140명을 대상

으로 광화문광장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각계 의견조사가 있었고,295) 

295) 서울연구원, 2015, 시민·전문가가 제안하는 광화문광장의 미래와 20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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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반시민 1,000명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296) 2014년, 2017년 각계 시민의식조사를 취합한 결과 광

화문광장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없으며, 광화문광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적었지만 그마저도 불

편한 이유는 광화문광장의 설계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이용상 편의의 

문제였고, 그늘이 없고 벤치가 없어서 쉬는데 불편하다는 의견정도였

다.297) 보완만 하면 되는 문제이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더 물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298)

시민단체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이고, 급하

게 재조성 하지 말고 그냥 놔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내부적

인 공론화의 부재, 무리한 복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독주 등을 지적하였

다. 현재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기 위해 문제로 지적되었던 중앙분리대, 

보행 위험 등의 문제는 광장의 물리적 구조를 바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부터 논의가 출발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99)

296) 서울연구원, 2017, 촛불집회 이후 광화문광장개선에 대한 시민의식변화

297) 광화문광장에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4년 일반시민(59.1%)과 전문가(42.5%), 방문객(55%)

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17년(54.5%) 일반시민과 시민참여단(41.1%) 

모두 다소만족이 가장 높았다. 광장 이용상 문제점은 2014년 방문객은(24.3%) 없음이 가장 높

았고, 전문가(37.1%)와 일반시민들(32.2%)은 벤치와 나무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2014년 일반시민들(43.2%), 2017년 일반시민

(29.7%), 시민참여단(40.1%) 모두 휴식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광화문광장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2014년 전문가(51.6%), 방문객(49.6%), 일반시민(47.7%) 

모두 식재나 벤치를 고려하여 광장을 쾌적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월대회복이

나, 주변부와의 연결성 활성화, 축의 경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음이나 그늘

을 만들어줄 나무나 쉴 수 있는 벤치를 늘려달라는 정도였다. 전면개선이 아니라 현행 틀 내에

서 시민이용성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2014년 일반시민: 42.2%, 2017년 일반시민: 

40%).

298) 참여단 100명의 설문조사를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의 가장 포인트가 과연 광

화문광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70%가 거의 보통이다, 불

만족이 30%인데 왜 불만족하느냐, 화장실이 없고 벤치가 없고 쉴 곳이 없다, 보완만 좀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본 위원은요 올해 26억 편성했는데 이것을 전액삭감하고 내년 예산, 내년 

1년은 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솔직히 시민 1,000명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2018.11.29.,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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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장 설계

① 설계안 변경

광화문포럼은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관련하여 10차례 회의와 함께 

각 분과회의를 통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3가지 대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2010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안으로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좌회전과 유턴을 우회처리하는 안으로 중앙배치 광장을 중심으로 차선을 

축소하는 대안이다. 두 번째 대안은 율곡로를 곡선화하는 광장 편측배치

안으로, 2005년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안이다. 세 번째 대안은 율곡로와 

세종로를 전면 지하화하고 지방부를 전면 광장으로 조성하는 안이다. 지

상부 전면 보행화안은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축의 중심성을 살리

고 보행 접근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광화문포럼은 수차례 

회의 결과 전면지하화안을 제안하였다. 

2017년 5월 31일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 광화문포럼 발표 

및 시민대토론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2018년 3월 20일 

서울시는 정부에 광화문광장 2개안을 제시하였고, 2018년 4월 9일 광

화문포럼을 소집하여 전문가들의 결론을 뒤엎는 안을 통보하겠다고 발표

한다. 결국 2018년 4월 10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공동으로 새로운 광

화문광장을 편측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다. 

광화문포럼이 확대된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들은 지상우회안이 현실

299) “저희가 얼마 전에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반대 서명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간에 시장님 중간발표가 흐지부지 되게 되는데, 백여 명의 전문가들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건들지 말고 놔두라는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내부적인 공론화의 부재 뿐 만아니라 장기적인 청와대 이전도 고려해야된다는 이야기도 있었

구요. 전 국민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독주라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무리한 

복원은 시민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현재 박원순 시장 임기 내 안 해도 된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거대한 중앙분리대, 보행위

험, 시민성 상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인지, 아니면 이게 물리적 공간 문제이기 전에 운영시스템을 바꾼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여기서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바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달라져야합니다.”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차 

공개토론회, 김은희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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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획인 것은 인지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전면지하화안이 갑자

기 지상우회안으로 바뀌는 절차적 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우회안으로 변경한 결정적 원인으로 도로와 교통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5,000억 이상의 예산 투입, 문화재청의 지하유

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이는 광화문포럼에서도 논의되

고 예상되었던 사항이며, 계획안이 바뀌려면 다시 광화문포럼에서 논의

된 이후 대외적으로 발표되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300)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해서 3년 동안 광화문포럼, 시민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면보행화, 전면 광장화를 제안했고 거기에 기술검토가 필요하다해서 

기술검토와 정부와 협의하다 보니까 전면 보행화가 곤란한 것이 아니고 

도로 지하화가 곤란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답이 바로 

튀어나올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제로 두고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가는 시

민위원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

로 발표를 했으니까 한편에선 생각이 드는 거죠. 시민위원회는 형식적으

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2019.11.07.,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2차 공개토론회, 백인길 대진대 도

시부동산공학과 교수)

② 설계안에 대한 내부적 합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정부

가 검토했던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화문광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301) 광화문광장 이용편의와 안전문제, 그에 따른 전문

가집단의 문제제기로 인해 광화문광장을 편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광장을 재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어왔

300)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8.08.06.,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301) YTN, 2014.10.07., [서울] 광화문 광장 이전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 거쳐 결정



- 194 -

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집

중되었던 공간인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전면광장으로 조성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전면광장은 무리이지만 적어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는 충

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만 적

어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는, 사실 지금 이게 광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중앙분리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정부 후반기에 

사실 논의가 돼서 상당한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재구조화를 

하자고 작년에 광복80주년 중앙정부 기념사업회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

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저기에 경찰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실행이 못 됐죠.” (2016.11.25., 제271회 제2차 서울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편측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광화문포럼을 

구성하여 조성 방향과 원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광화문포

럼에서 도로전면지하화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으나, 2018년 

4월 10일 편측조성을 결정했다. 광화문포럼 전문위원들과 도출했다는 

합의는 결국 내부의사결정으로 대체되었다. 광화문위원회 위원들과 시민

단체 및 전문가들의 반발, 행안부의 반대로 인해 서울시는 2019년 9월 

19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양한 공개토론회 끝에 나온 결

론은 일단 서측도로 광장으로 전환하여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전면보행화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2014년 처음 발표했던 세종문화회관쪽 

편측배치로 광장 조성을 추진했다.  

3.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사업 진행 과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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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을 비교해보면, 광화문광장을 재

조성할 때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정보의 제공·공개·공유 측면에서도 광화문광장 재조성 

시기에 더 적극적이다. 그러나 계획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적극성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계획 방향과 더불어 광

화문광장 재조성 시기 직면한 갈등상황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보다 재조성 계획이 협력적 

계획관점과 더 부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번의 계획과정 모두 

상투적 수단을 강화하고, 논의주제를 제한하며, 많은 이해당사자를 소외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힐리, 2004:324). 뿐만 아니라 계획

체계에서 도출한 합의가 집행으로 연계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두 과정 

모두 합의가 집행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괴리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광화

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은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의견을 듣

고, 협치를 통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협력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해당사자 구성 및 관계

(1) 이해당사자 양적 확대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보다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

자가 참여하고, 더 깊이 관여하게 된다. 광장을 조성할 때 보다 재조성 

과정에서 논의 기간이 길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와 재조성할 때 모두 적극적인 이해당사

자였던 행위주체는 서울시, 청와대와 문화재청, 서울시경찰청, 시민단체, 

서울시 산하 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현 서울연구원),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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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광화문시민위원회)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처음 조성할 때는 계획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다가 재조성할 때 참여한 이해당사자는 행안부, 국토

부, 종로구와 인근주민, 서울시의회, 시민단체, 언론이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밖

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범위가 조성 사업보

다 확대되어, 행안부와 국토부 등 중앙 행정부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소유한 부지가 포함되거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의 세부사

업으로 포함되어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의 주요한 이해당사자가 되었

다. 행안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정부중앙청사의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에

서 생겨났다. 광화문광장 조성 시에는 서울시가 광화문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지 않고, 세종로 중앙에만 광장을 조성하여 정부중앙청사의 영역

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 할 때에는 광화문 앞에 

역사광장을 조성하게 되면서 큰 갈등을 겪는다. 중앙으로 조성된 광화문

광장을 편측으로 확장하고, 역사광장을 조성할 경우 우회도로가 정부중

앙청사의 부지를 침범하게 되고, 행안부는 이에 크게 반발한다. 국토부 

또한 GTX-A 노선에 대한 광화문역 신설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겪는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은 서울

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행안부와 국토부가 중요한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행안부나 

국토부에서는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불만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고, 의

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 이해당사

자는 합의의 결과와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

이 참여할수록 집합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정정화, 

2011:9). 광화문광장이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도출된 합의가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국토부도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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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불만과 불신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이 조성 이후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은 광화

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과거보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서울시를 견

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은 모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속도 조절과 시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강력하게 계획을 밀어붙이자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단체는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언론에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을 우려하는 기사와 사설을 발표했다. 언론의 태도는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 때보다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더 활발했고, 기간이 더 길

기도 했지만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

획에 대한 의제가 설정되던 2006년 언론보도는 26건, 2007년 20건, 

2008년 78건,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2009년은 176건이었다. 이후 논의

가 잠잠했으나, 2015년 76건, 2016년 75건으로 언론보도가 많아지더

니 촛불집회와 정권교체가 진행되던 2017년부터 142건으로 급증하여 

2019년 391건에 이른다.302) 

계획과정 단계별로 참여한 이해당사자에 관해 공통점을 살펴보면 의

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에 관한 서울시와 청와대의 목적이 

대립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실제 계획이 구체화되

면서 관련된 부처, 혹은 행위자와 갈등이 태동한다. 가장 중요한 정책집

행단계에 들어서면 두 번 모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증가한다. 이 

시기에는 계획주체간의 갈등과 협력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 때 갈등관

리와 협력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의제설

정단계부터 정책결정, 정책집행단계 모두 서울시와 청와대의 관계가 사

302)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언론사 카테고리에서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

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를 검색하여 검색어를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넣고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광화문광장과 함께 세종광장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었으므로, 두 키워드를 합산하

였다. 2006년 광화문광장 7건, ‘세종광장’ 19건, 2007년 광화문광장 19건, 세종광장 1건, 

2008년 광화문광장 75건, 세종광장 3건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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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사업이 표류되는데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

다. 

(2) 이해당사자 구성의 변화 : 시민단체에서 시민의 참여로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 제도적 방식

의 ‘시민 참여’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미했다. 서울시민들

은 여론조사, 시설 이름 공모 정도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재조성 시 

‘시민 참여’는 시민단체를 넘어서 서울시민들을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토

론회에 가서 질문을 하거나 광화문시민위원회 모집에 신청하는 방법 뿐 

이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서울시가 선택한 서울시민들’에게 돌

려주려고 했다.

“2006년 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그 시대에 시민

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행정이 시민들과 토론한다는 것을 

상상하는게 불가능했다. 그 당시의 시민참여의 의미는 뭐였냐면 직접참

여, 손도장 찍고, 이름공모하고 이런거에 치중하고 있던 시기였다. 오세

훈 서울시장이 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불렀던 것이다.” 

(전문가 A 인터뷰)

광화문광장 조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로구와 종로구의

회, 인근 지역주민도 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광화문광

장이 조성 이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였

지만 합의과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

았고, 계획이 확정된 이후 홍보와 설득의 과정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

었다. 지역 주민들은 광화문광장을 확장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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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이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이해당사자를 계획과정

에 포괄적으로 참여시켰다기보다 계획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행정기관들

이 얽히게 되고 상호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광화

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이 조성 계획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당사

자가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중요한 이해당

사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해당사자가 포괄적

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의사소통 방식의 개방성과도 관련 있다.

2) 의사소통 방식

(1) 의사소통 방식의 외형적 발전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 참여한 주체와 참여 방법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을 구분하면 전문가들은 제도적이면서 일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은 연구용역이 있고, 양방향적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방법은 조성 

사업에서 도심재창조위원회와 재조성 사업에서는 광화문포럼이 있다. 비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서울시나 언론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이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은 일방향적 의사소통은 시민토

론회, 전문가토론회가 있고, 양방향적 방식은 광화문시민위원회가 있으

며, 준제도적인 방법은 민원, 비제도적인 방법으로는 시위가 있다. 포괄

적 이해당사자들은 제도적이면서 일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은 공론조사, 

여론조사가 있으며,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공개 시민토론회가 있

다.  

광화문광장 조성과정에서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면 여론조사와 시

민토론회, 다수의 설명회와 기관간 협의 정도이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새로운 장을 창출하진 못했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조화된 

설문지 내에서 답을 제출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었다. 사업설명회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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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다. 공청회 같은 경우 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 관심을 갖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미미하고, 전문가나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만 참여할 뿐이다(김두환, 2000a:2). 그러나 

이마저도 서울시가 주최한 사업설명회의 경우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없

는 폐쇄적인 사업설명회였다. 

기존의 시민참여 방식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

이고, 사실상 모든 계획이 구체화되고 나서 시위를 하는 방법 외에는 존

재하지 않는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들을 창출하지 못하고 주로 기존에 존재하던 설명회나 토론회와 같은 제

도적 의사소통 방식 등을 활용했다.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설명회

나 여론조사 같은 일회성 여론수렴방법으로는 협력적 계획의 의미를 제

대로 살릴 수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과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여론조사, 시민토론회, 주민설명회이다. 광화문

광장 조성 계획과정이 최소한의 시민참여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 상대적

으로 재조성 계획과정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공론조

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전문가와 시민집단이 함께하는 추진

위원회인 광화문포럼과 광화문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광화문광

방법

주체

제도적
준제도적 비제도적

일방향 양방향

전문가 연구용역
도심재창조위원회

광화문포럼

의견제시

기자회견

직접적 이해당사자
시민토론회

전문가토론회
광화문시민위원회 민원 시위

포괄적 이해당사자
공론조사

여론조사
공개 시민대토론회 시위

<표 23> 참여주체와 방법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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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성 계획과정에서 시민토론회가 1회 열린 것에 비해 재조성 계획과

정에서 시민토론회는 더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형식도 공개 시민토론회

와 찾아가는 전문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다양해졌다. 특히 광화문광

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의 횟수와 참여한 인원을 강조하면

서303) 전례 없던 시간 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304) 

(2) 의사소통 방식의 실질적 한계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들이 사용

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시민토론회나 주민설명회의 횟수가 증가하

고, 양식이 다변화되었다. 토론회나 설명회 같은 의사소통 방식 외에도 

광화문포럼이나 광화문시민위원회 등 광화문광장에 집중된 의사소통 방

식도 활용하였고, 여론조사에 그치지 않고 토론회와 설명회 이후 공론조

사를 거치기도 하였다. 즉, 제도적 방법 가운데 의사소통 방식의 방향성

과 개방성, 진행된 양적 횟수를 보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보다 재

조성 계획과정이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일견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첫째,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 참여자 선정과 관련한 절차

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광화문포럼과 이를 확대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소통채널로 활용하면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지만, 광화문포럼은 서울시

303) 3년간 100여회 소통과정을 가졌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총 76회(18년 26회, 19년 50회), 교

통대책위원회 총 8회(18년 3회, 19년 5회), 시민단체 토론회 총 8회(19년 8회)를 거쳤고, 지

역주민 의견 정취는 지역주민현장설명회 총10회(18년 3회, 19년 7회), 주민대표 등 간담회 총

19회(19년 19회), 소그룹 방문면담 총6회(19년 6회)를 가졌다(2019.11.21.,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역사분야); 2019년 9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방위 시민소통을 실시하

여 총61회 12,115명과 소통하였으며, 2020년에는 소규모 간담회 등 약 100여 차례의 소통을 

지속해왔다(서울시 보도자료, 2020.09.28., 시민 뜻 담아,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으로 변화

한다). 

304) “단일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적은 이미 없었습니다.” (2019.11.07., 새로

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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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광화문포럼에서 광화문

광장에 대한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되었으나, 공론화되지 못했고 이후 

합의 내용만 발표되었다.305) 광화문포럼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확대

된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서울시가 선정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포커

스그룹에 홍보하여 모집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둘째, 의사소통 방식의 개방성과 회의 참여자 배제 문제이다. 일반시

민도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은 시민토론회 뿐이었고, 나머지는 

시민위원회로 한정돼있었다. 공개 시민토론회마저도 대상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고 하지만, 거의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고 있

어, 일하는 직장인이나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제될 수 밖에 없다.306) 실제 시민토론회에는 연

령이나 지역으로 살펴봤을 때 주로 근처에 사는 노령층 인구들이 대다수 

참석하였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연령과 성별, 지역에 편중

되어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 참여 주체들의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정치

적 중립성 측면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활용한 여론

조사의 경우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시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을 하지 않거

나 특정한 답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공론

조사 또한 처리집단에 대한 강의와 자료를 통해 정해진 답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았다.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는 재구조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였

다. 여론조사에서 응답된 광장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

305) 광화문포럼 내부에서도 합의 대신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밖으로 꺼내서 공론화하자는 의견

이 있었으나,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한 뒤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

다. 결과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축약되어 시민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광화문포럼회의록 참조).

306) 광화문광장 조성 1차 토론회(2019.10.18., 금요일, 15:30~18:00), 광화문광장 조성 2차 토

론회(2019.11.07., 목요일, 15:00~18:00), 광화문광장 조성 3차 토론회(2019.11.27., 수요일, 

15:00~18:00), 광화문광장 조성 4차 토론회(2019.12.04., 수요일, 15:00~18:00)



- 203 -

변이 없었기 때문이다.307) 

넷째,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자발성 측면이다. 공개 시민

대토론회의 경우 300명의 시민들을 균형 표집하였지만,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사안을 미리 숙지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

문에 논의가 피상적으로 흘러갔고, 너무 많은 인원이 이틀에 걸쳐 집중

적으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

운 구조였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통로도 다변화 되었지만 경계 침투가 

가능한 의사소통 통로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이 참여

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다섯째, 의사소통 방식이 활용되는 참여시기에 관한 것이다. 광화문

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활용했던 여론조사는 의제설정단계에

서 실시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였고, 주민설명회 경우에도 정책결정단계나 정책집행단계에 이루

어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

들이 결정된 후 통보하는 공청회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광

화문광장을 처음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은 의제가 설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의사소통 방식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재조

성 계획과정에서 의사소통 횟수는 많아지고, 통로는 다변화되지만, 거의 

정책집행과정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2019년 9월 19일 행안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볼 때,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의사소통 통로를 확대한 것이라기 보다 

사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계획 초기단계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

책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내재화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

307)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8.08.06.,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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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계획이 결정되고 내용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지

만,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지 

않거나, 제공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행위자들의 참여가 의

제설정단계나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 주

민이나 서울시민 등 비공식적인 행위자들은 배제된다. 사후에 문제가 발

생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고, 그 협의내용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여섯째, 참여자들이 비판적인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이 제공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광화문시민위원회의 경우 워크숍 자리

에서 바로 자료를 주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

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광화문시민위원회 

대표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 전 논의 자료를 주지 않아 자료

를 보고 검토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민토론회나 

전문가토론회의 경우 전문가와 서울시가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한 사람당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바로 대답을 듣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을 향한 질문이 아닌 서울시에 대한 질문

은 즉각적인 답변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질문은 있지만, 대답은 없는 

형식은 토론회라기보다 설명회에 가까웠다. 300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과 논쟁을 마쳐야하는 공개 시민대토론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민참여에는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참여가 존재한다(Arnstein, 

1969). 형식적 참여는 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말한다. 공청회, 설문지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을 듣는 절차이다. 실질적 참여는 시민의 영향력이 높아지며 정부와 주

민사이 결정권 소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반자가 되거나 권한을 위

임하는 단계를 말한다.308)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시민들

308) Arnstein(1969)은 시민의 권력 수준에 따라 시민참여를 9단계, 3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는 정책의 계획이나 실행에 시민을 실제 참여시키지 않고 참여를 대체하는 행위인 비참여

(non-participation), 두 번째는 정보의 제공(informing), 자문(consulting), 회유(placation) 단

계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참여이다. 형식적 참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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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문을 하는 일 정도에 그치며 협업이 이뤄

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참여라기보다 형식적 참여에 가깝

다. 

서울시가 주로 택하는 상호작용 방법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서 

이슈화시키고 홍보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토론회도 필요하지

만 핵심은 이슈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모아주는 플랫폼이자 문화적 과정으로 만

들어 가야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더불어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기획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309)

3) 정보와 사회적 학습

(1) 정보의 제공·공개 및 공유

정보 공개‧제공 및 공유의 빈도와 밀도, 적극성 등을 통해 비교하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보다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거나 

제공되는 횟수가 많아지고, 영상자료, 카드뉴스 등 더 다양한 정보가 제

공된다. 광화문광장을 처음 조성할 때는 플랫폼의 부재로 정보가 공유되

지 못했던 반면, 재조성 시에는 광화문광장 사이트 자료실에 정보가 공

유된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시기에 행정자료의 공유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310) 사업이 시작되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적으로 권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실질적 권력 이양과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단계

는 협업(partnership), 권한이양(delegated power), 시민통제(citizen control) 등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참여이다. 

309)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9.10.04., 광화문시민위원회 문화예술분과 13차 회의결과.

310) “저는 어떻든 지금까지 논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자

료가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공개가 안됐었는데 공개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고, 치일피일 공개를 4년 동안 미루셨잖아요. 공개 됐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려나 반

대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여라는 것은 찬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도 굉장히 중요한 참여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

다.” (2019.12.04.,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4차 공개토론회, 김은희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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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민단체의 요구와 갈등상황이 심각해지자 사업 시작 후 4년 만

에 공개된 것이다.311) 앞서 서울시는 의사소통 횟수와 참여 인원을 강

조하면서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논의 자

료들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강조하는 소통 횟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공

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

았습니다. 당장 2018년 7월에 완료된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보

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의 중간보고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대책회의 역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9.07.22.,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

“시장님께서 그리고 서울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 논의 자료들을 여기 계신 시민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클

릭 한 번에 검색 한 번에 그 어떤 자료들이 논의가 됐었고, 어떤 회의에

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면 저는 그 횟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논

의고 회의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던지

고 싶고요.”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1차 토론회, 김상

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기획위원)

기술적 전문가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권력은 문제로부터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지를 결정한다

(Wynne, 1996; 정규호, 2002 재인용). 정보 제공과 사회적 학습의 기

획 주체는 거의 서울시였다. 특히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서울

시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와 제공이 대다수였다. 서울시에 의해 제공되고 

311) 포럼이나 시민위에서 논의 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갈등이 있는 것 같

음(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9.10.04., 광화문시민위원회 문화예술불과 13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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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유된 정보는 논의가 끝나고 이미 합의를 도출한 결과에 대한 정

보였다. 합의 결과가 아닌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예산 및 사업의 장단

점과 사업추진의 반대, 찬성의견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가치, 

이해, 신념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Lippmann, 1997; 강지선 외, 2018). 광화문시민위원회 내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계획 내용 외에 논의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어떤 이슈에 각자 어떠한 논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 등의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되어야만 진

정한 공론화와 사회적 학습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은재호, 

2009:10). 

광화문광장에 대한 서울시의 소통계획은 형식·논리적으로는 갖춰진 

것 같음. 단, 시민 눈높이에 맞춘다면 광화문광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어떤 연구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졌고,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연말에도 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9월과 대동소이 할 것임. (2019.10.04., 광화문시민위원

회 문화예술분과 13차 회의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공개되어야 하는 거죠. 그로 

인해 시민들이 감내해야 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미래가치를 

제시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만큼 투자해도 그게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줘야 해요.” (전문가 A 인터뷰)

 

서울시가 공식적인 통로로 공개한 정보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전개되자 갈등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등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광

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간 갈등이 진행되면서 갈등원인 외에도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된다. 비공식적인 통로에서 정보 제공이 공식

적인 통로에서 이뤄지는 정보 제공보다 더 이슈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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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일반인의 지식과 정보차이, 교육수준 및 직업의 차이 등으

로 인한 배제를 막기 위해 정보가 제공되고 사회적 학습이 요구된다(정

규호, 2002:33). 그러나 전문가가 가지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시간과 돈,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언어적, 인지적 차이는 참여와 소통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Wynne, 

1996; 정규호, 2002 재인용).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정보

가 제공되고 사회적 학습이 진행될 때 어려운 용어와 사례를 들어 설명

하여, 시민들과 소통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정보가 언제 집중적으로 제공·공개되는지 계획과정 단계별로 살펴보

면 광화문광장 조성 시기에는 의제설정 단계와 정책결정 단계에서 사업

의 내용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최소한 형식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부족했고 주로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단편적인 정보

만 공개되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정책집행 단계에 정

보의 제공·공개·공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결정이 이뤄지고 

난 뒤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홍보를 통해 이슈화하고 계획 대상 집단

의 불응을 막기 위한 유도와 설득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보 제공 

자체가 구체적인 설계공모당선작이 발표되고 이후 행안부의 반대가 있었

던 직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정

보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 사후처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빈도와 밀도, 적극성 차원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시의 주체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2) 사회적 학습의 부재와 동원

사회적 학습 차원에서 살펴보면 광화문광장을 처음 조성할 때는 공

동 학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는 과정에서는 다

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활용하면서 사회적 학습 과정을 거쳤지만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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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었다. 토론과정에서 수반되는 학습과정은 오히려 기존 권

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Tewdwr-Jones&Allmendinger, 

1998:1984). 힐리(2004:315)도 추론과정에 대한 문화적 착근성을 인

정하지 못한다면, 학습과정이 권력집단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지배기제

로 활용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조성하려는 방안으

로 설득하는 강의와 자료를 통해 유도와 회유의 과정이 되기도 했다. 프

리드만(Friedmann, 1987)에 의하면 계획은 지식기반적 추론과 논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스타일이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학습과정은 시민들을 동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일 수 있다.

4) 합의와 집행의 연계

(1) 합의의 선택적 반영

광화문광장 조성과 재조성과정의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도출

한 합의를 정책집행에 반영할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주체가 도출한 합의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합의를 도출

하는 과정은 형식화 혹은 요식화될 수 있다. 합의를 도출하는 형식적 의

사결정은 계획 주체의 내부의사결정으로 대체되거나 회귀할 가능성이 높

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서 도출된 합의는 최종 집행으

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우선, 광화문광장을 조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훼손된 역사성 회복이었

으나,312) 광화문광장 조성되고 난 뒤 역사적 복원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312) 서울특별시는 문화재청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광화문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의 

동서 중심축인 청계천과 경복궁을 직접 연결하고 역사문화의 숨결을 느끼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세종광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마련하고자 함(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세종광장 조성

방안).



- 210 -

듣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주장했던 것은 ‘국가 상징축’

의 회복이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상징축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는 노

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문화재청과 함께 광화문을 바로 세우고 육조거리

를 바로 잡아 서울의 역사적 축에 대한 복원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화문광장이 중앙배치로 조성되면서 왜곡된 축 위에 

그대로 놓이게 되었으며, 국가의 상징 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편측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313)

문화재청의 광화문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된 광화문광장 조성 사

업의 원래 취지의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바로 앞 공간의 광장이었다.314) 

문화재청의 장기계획이었던 월대를 회복하고, 해태상을 이전하여 공간의 

완결성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는 광화문 앞 광장은 보류하고 세종

로 중앙에 광장을 조성한다. 월대는 차도 상부에 형식적으로 구현하였

고, 동십자각은 교통섬이 되었다. 과거 한양의 해태상이 있던 해치마당

과 육조거리가 있던 공간에는 플라워카펫이 들어섰다. 설계안에서 조망 

및 역사재현 구역으로 설정하였으나 브뤼셀 그랑플라스의 플라워 카펫 

행사에 착안한 플라워 카펫이 조성되기도 했다.315) 서울시 의회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 복원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가고 있는 것 같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316) 서울시는 역사적 복원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업의 정당성을 만들고 설득을 위한 장치로 

‘역사성 회복’을 활용한 것일 수 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래 목적은 일제가 광화

문 앞 동서로 사직로와 율곡로를 만들면서 헐어버린 광화문 앞 월대와 

해태의 원위치를 복원하는 ‘역사광장’ 조성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313) 승효상, 2009.09., 우리나라 건축의 목적은 건물이 아닌 공간 형성, 공간 502호, p.88

314)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역사광장에 해당한다.

315) 신현돈·이홍주, 2009.09,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거리의 잠재력을 다시 살려낼 것, 공간 502

호, p.80

316) “지금은 복원이 아니라 1,200만 관광객 유치 쪽으로 모든 것이 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화

려한 광장조성 사업이 진정 시민을 위한 방법인지 다시금 검토해 볼 것을 부탁드리고요.” 

(2007.11.13., 제202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이수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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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직로와 율곡로의 구조변경이 필수적이다. 사직로 선형을 변경 하

면 정부서울청사 부지를 침해하게 되고,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행안

부의 반대로 취소·보류되었다. 기존 광화문광장의 ‘역사성’을 문제 

삼아 추진했던 광화문광장 재조성 마저 “잃어버린 역사성 회복”은 집

행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음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추진위원회나 제

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 관해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다시 회

부하여 재논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단계에

서는 광장명칭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찬성이 많았던 ‘세종시민광장’ 대

신 ‘광화문광장’으로 변경되었고, 세부설계 내용에 대해서도 플라워카

펫이 조성되는 등 변경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설계에 대한 권한이 보장

되지 못하고,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 서울시의 의견이 분별없이 수용되

는 것을 경계했다.317) 광화문광장을 재조성 할 때도 광장에 대한 불만

이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대로 놔두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

지 않았고, 광화문포럼을 통해서 제출한 도로전면지하화안도 하루 만에 

세종문화회관 방향 편측조성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독단적 결정은 과

거 서울시가 조성한 광장 조성 계획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광장이 조성될 때 시민위원회를 거쳐 당선된 시청광장 설계당선작이 폐

기되고 시민위원회 모르게 잔디광장으로 변경되었다. 

(2) 정치적 인연과 관계가 협력적 계획과정 압도

협력적 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

라 변화로부터 학습하고 상호 소통하여 이해하는 태도이자 과정이다. 그

317) 설계자가 관 주도의 사업을 진행할 때 디자인에 관한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의 단면

을 이 광장을 통해 보게된다.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의 조언 혹은 관의 사견이 도움의 역할

을 넘어 분별없이 수용되는 면이 적지 않다. 원안에 없던,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한 꽃밭이 앞

으로 다른 지자체 등의 광장 조성사업에 고민 없이 반복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정욱주, 2009., 

광장은 개방감과 도시성을 경험하기 위해 찾는 곳, 공간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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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광화문광장 조성·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사업 주체가 형식적인 합의

를 구축하기 전 이미 ‘내부적 합의’를 갖고 있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과 관련된 계획은 1994년부터 다양한 광장 조성안이 논의되어왔고, 광

화문광장 조성 계획에서 정해진 결정은 2005년 서울시가 제안한 ‘시민

광장 조성계획’의 중앙 배치안과 유사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했

던 2005년 시민광장 조성계획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부터 추진한

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입후보 당시 이명박 캠프 대변

인을 지냈으며, 정당이 일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바 있

다.318)

재조성 계획은 2005년 문화재청이 제안한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계획’의 세종문화회관쪽 편측 배치안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의제를 설

정하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광장 조성안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고, 이에 

따라 서울시 내부에서 결정한 배치안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왔고, 다른 대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다가도 편측배치안으로 다

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05년 문화재청안을 제시한 이로재 대

표 승효상 건축가는 2014년 10월 7일 서울시가 편측광장 조성에 대한 

의제설정을 할 때 서울시 초대총괄건축가(2014.09.18.~2016.09.13.) 

자리에 지명되어 서울시 도시정책, 건축문화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고, 2018년 10월 12일 편측광장을 결정할 때는 국가건축

정책위원장(2018.04.16.~2020.04.15.)으로 위촉되어 공공 공간 건축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기본

계획은 승효상 위원장에게서 나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319)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했을 때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

장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었다.320)

318) 중앙일보, 2008.03.10., 광화문광장에 누구 동상을 모실까

319) 중앙일보, 2020.04.19., 승효상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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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거 논의된 계획의 중점적인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정책적 

계승이 일어난 경우에는 계획과정에 참여한 핵심 이해당사자가 일치하거

나, 혹은 당적이 일치하는 등 권력과 정치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형식적 합의가 내부적 합의로 대체되는 과정을 본 광화문시민위원

회 내부에서는 “정책을 만드는 참여가 아니라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하

는 참여”(전문가 A 인터뷰)였다고 비판했고, 현재 광장 조성은 광장에 

원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어 하는 관주도의 일방적 광장 조성 방법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321)

구성요소 광화문광장 조성 광화문광장 재조성

이해당사

자 참여 

및 구성

서울시, 청와대, 문화재청, 경찰

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심재

창조시민위원회

서울시, 청와대, 문화재청, 경찰

청,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광화문

시민위원회, 행안부, 국토부, 종로

구, 인근주민, 서울시의회, 언론 

의사소통 

방식

여론조사, 시민토론회(1회), 주민

설명회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광화문포

럼,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토론

회(2회), 공개시민토론회(4회), 

전문가토론회(3회), 시민대토론회

(2회), 주민설명회(5회)

정보와

사회적 

학습

정보 공개 및 제공
정보 공개·제공 및 공유

(광화문광장사이트 자료실)

사회적 학습 기회 부족
사회적 학습의 동원화

(강의, 주제토론, 찬반토론)

합의와 

집행의 

연계

광장 명칭의 미반영 광장 개선 요구의 선택적 반영

광장 설계지침과 세부설계 변경

내부적 합의 : 중앙배치안
내부적 합의 : 편측배치안

<표 24>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 진행과정 비교

320) 한겨레, 2019.07.30., ‘답정너’ 광화문광장 재조성…돌고 돌아 결국 ‘승효상 안’

321) 현재 광장 조성의 문제는 광장에 대한 정체성이나 인식 없이 광장에 개인 아이디어를 구현

하고 싶어 하는 일방적(관주도) 광장 조성 방법과 시민들의 집단적 행위를 적대적으로 생각하

는 것임(2019.10.04., 광화문시민위원회 문화예술분과 13차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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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협력적 계획의 실패 요인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을 비교한 결과 협력적 계획의 형

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해당사자가 증가하고, 의사소통 통로가 

다변화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플랫폼이 생기고,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

는 등 협력적 계획의 다양한 요인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협력적 계획과정의 실직적인 측면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제도권 외부의 행위자들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지

만, 여전히 제도권 내에 있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두드러졌으며, 합

의를 도출해내는 과정과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실제 계획 집행에 반영하

는 과정에서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전략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협

력적 계획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이 협력적 

계획이 비(非)작동했다면, 재조성 계획과정은 오(誤)작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정에서 협력적 계획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틀을 기반으로 크게 계획 환경적 요인 세 가지와 협력적 계획과

정 설계 부분, 즉 협력적 계획의 내재적 요인을 살펴본다. 더불어 최근 

협력적 계획과 관련된 논쟁을 바탕으로 다중스케일 역량, 네트워크 구

조, 경로의존적 유산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광화문광장 조성‧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과정 외부 ‘계획 환경’의 문제를 살

펴본다. 첫째,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실제에 영향을 미친 광

화문광장 특유의 장소적 요인이다. 공간이 가지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공공성과, 정치적 특성, 그로 인한 계획 스케일의 광역화 다층화의 문제

를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 정치의 상황적 제약을 검토한다. 공간계획

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 구조의 비대칭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

부와 지방의회,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더불어 계획

과정이 정치적 논리에 치우쳐진 것은 아닌지 발단과 진행과정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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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계획 행정의 제도적 측면을 검토한다. 서울시의 행정 절차와 

구조, 공무원의 사고방식 등 행정 관행의 경로의존성이 협력적 계획을 

어떻게 제약했는지 살펴본다. 넷째, 협력적 계획의 내재적 한계를 살펴

본다. 우선 협력적 계획이 정치적 수사로 활용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상

호작용 과정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과 계획과정의 실제는 어떠한지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계획 현실에서 공식적 합의 도출의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1. 광화문 특유의 장소적 측면

광화문광장 조성을 협력적 계획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광화문’과 ‘광장’이라는 장소성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협력적 계획

이 될 수 없었던 것도 ‘광화문광장’이라는 장소성 때문이다. 협력적 

계획은 특정한 장소의 역사와 지형을 조건으로 한다(힐리, 2004:127).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무대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따라서 정치권력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계획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

력적 계획’이라는 레토릭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광화문광장이 가지는 상징성과 광화문광장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협력적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공간적 원인은 협력적 계획을 왜곡하고, 불가

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1) 광화문 공간의 복합적 공공성

협력적 계획에서 힐리는 지역성, 지역, 장소의 질(place qua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장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와 그들의 일상생활을 강조하

고 있다(힐리, 2004:165). 지역민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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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정에서는 지방적 지식(local knowledge)과 지역에서 형성된 관계를 

활용한다(힐리, 2004:120-128). 지역의 공간 계획은 추상적 일반화로 

흘러서는 안 되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에 기초해야 한다(힐리, 

2004:26). 즉, 협력적 계획이 다양한 공간적 유형에 적용되는 보편적 

공간계획이론이 되기에는 장소맥락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동네와 마을 같은 생활공간에서 시민참여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시민참여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광장은 힐리가 

주장한 것처럼 장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와 그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기획하고 제공하는 공공공간이다. 공

공공간은 다른 장소와 차별되는 장소성을 가지기 때문에(전수빈 외, 

2019), 공공공간의 협력적 계획과정은 동네주민을 넘어 포괄적이고 복

합적인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경우 한 장소 내에서 발견되는 관계망과 사회적 

연결망은 공간적 범위(spatial reach)에 비해 관계적 영역(relation 

spread)의 격차가 큰 공간이다. 인근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외에도 

직장인, 상인들의 일터이며 경기도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의 환승 센터

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집회와 시위를 하러 나오는 개인과 단체들, 관

광객, 서울시민, 광화문광장을 방문하고 지켜보는 국민 전체까지 이 공

간을 이용하는 행위자의 관계적 영역은 넓게 확대되어 있다. 공간에 영

향을 받는 행위자의 범위가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만큼 그 관심의 정

도는 얕을 수 있다. 이는 힐리가 언급한 지역계획과는 달리 포괄적인 관

심을 포함하면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추리기 어려운 계획이다. 교통

문제와 시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있지만 광화문광장이 당장 삶의 

공간이나 영역에서 행해지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를 추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힘의 관계나 균형이 정부 기관 쪽에 맞춰질 

수 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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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화문광장의 정치적 상징성

벤투리(Ventury)는 광장이 미국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비

(非)아메리카’ 적이라고 표현했다(벤투리, 2004:279). 이와 마찬가지

로 실상 한국에서 광장도 익숙하지 않은 ‘비(非)한국’적인 공간이다.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계획들이 1994년부터 논의되어왔지만 2002년 월

드컵 이전에는 서울상징거리(1994), 국가중심가로(1995), 시범조망가

로(1999) 등 모두 ‘광장’이 아닌 ‘길’로 인식했다. 한국에 광장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장이란 말은 있었지만 실체를 본적 없었기 

때문에, 없던 광장을 만드는 만큼 많은 고민과 수렴을 거쳐 행해져야 함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광장은 쉽게 만들어졌다(신현돈·이홍주, 

2009:82). 서구의 광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면, 한국의 광장은 정

치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다.

낯선 광장 문화는 “마치 광장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는 것처럼 여

겨지던 사회 분위기”(전상인, 2017b:4) 속에서 정치적 담론과 함께 등

장했다.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 마다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 싶어 했고,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정치권력들이 광화문광장에 집착하게 된, 일종의 

‘광장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광화문광장이 정치

적으로 민감한 공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이 공간이 가진 역설적

인 성격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일대가 가지는 권력적 공간

이라는 장소성에 ‘광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대체

불가능한 장소가 되었다. 즉, 권력의 통치 도구로 활용되었던, 공간 재현

이 지배적인 공간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재현 공간이 누적되면서, 정

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가장 상징적 공간이 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광화문 일대는 역사를 기억하고 소환함

으로써 권력집단이 의도한 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다. 지배 

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앤더슨, 2018)로 만들

기 위해 광화문공간을 극장국가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무대로 연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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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렁디에(Georges Balandier)는 피치자들을 향해 권력을 가시적으

로 보여주는 무대권력(pouvior sur scenes)과 연극정치(theatrocratie)

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의 안정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

배자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지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권력의 가시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하상복, 2007:25). 광화

문 공간을 무대로 활용한 정치적 상징과 의례는 권력의 은유가 아니었

다. 그것들은 권력 자체의 수단이자 목적 자체였다(Hunt, 1984:54; 마

이클S.최, 2017:38 재인용). 

둘째, 광장이 가지는 시민과 소통, 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성이다. 광

장은 통행, 회합, 교환, 상호 인식, 권력 과시, 반란의 장소지만, 이 다양

한 특징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사람들(People)’이다(만쿠조, 2009). 

도시의 무대와 같은 곳으로 인간이 시민이 되는 훈련과 교화의 장이며, 

공동의 경험을 나누고 확인하는 ‘공유의 장’이기도 하다(강혁, 2016). 아

렌트가 말하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이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고 알려지는 하버마스가 중시하는 투명한 소통의 

공간인 것이다(하버마스, 2001). 즉, 광장 조성은 권력의 정치가 아닌 

소통의 정치(김홍우, 2003)를 한다는 가시적 결과로 보여질 수 있

다.322) 아렌트는 권력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정치의 방법으로 ‘콘

서트 행위(act in concert)’를 주장한다(김대영, 2004). 따라서 공론

정치가 가능한 무대 창출 행위는 공론의 장을 현실에서 시각화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이 다른 공공공간이 아닌 광장을 조성하는 이

유는 민주적 상징성과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가시적 성과물을 획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표적인 정치 집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집회를 하기 

위해 서울시의 다른 공간이 아닌 ‘광화문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322) 소통의 정치는 다수의 서로 연결된 강한 개인(strong individual)을 생산하는 강한 정치

(strong politics)인 반면, 권력 정치는 소수의 힘 있는 자에게 의존하는 약하고 소외된 개인들

의 정치이다(김홍우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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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인가. 전상인(2017b)은 광화문광장이 광장이라기보다 극장

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광화문광장은 고층 건물과 도로로 

둘러싸인 직방체 형태의 극장과 같은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며, 광장 부

근에 지하철역의 수많은 출입구가 있어서 많은 인파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또한 한국사의 정치적 기억들과 광화문광장에서 발생하는 집회의 

기억이 함께 축적되면서, 정치적 집회에 관해서는 광화문광장이 대표적

인 ‘기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전상인, 2017b:5-7).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내가 참여할 것이란 다른 사람들이 알고, 다른 사람들

도 참여하리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공유지식이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

이기도 하다. 이런 공유지식이 형성되면서 참가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

어났다(마이클 S.최, 2017).

광화문광장이 대표적인 사회갈등 무대가 되면서 광화문광장을 점유

하는 자가 정치적 주도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광장은 자연

스레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 충돌의 장이가 격전지323)가 되었다. 이 

공간에 대한 점유가 국가 전체의 헤게모니를 점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광화문광장 조성과 활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어떤 이념

을 무대에 전시하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졌다.

광장 조성은 어떤 공간 기억을 중심으로 사유할 것인지를 놓고 투쟁

하는 과정이 되었다. 중앙과 편측 배치안, 촛불정신을 계승한 광장 바닥, 

이순신 대통령 동상 이전 등의 선택은 어떤 시대와 이념을 채택할 것인

지를 반영했다. 광장 활용 측면에서 볼 때도 광화문광장은 집회 통제의 

편파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제기되었다. 보훈처에서 광화문광장 내 태극

기 게양대 설치 문제로 서울시와 분쟁이 생기기도 했고, 촛불집회의 흔

적을 남기려는 구상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우리공화당의 집회 통제와 

세월호 관련자들의 집회 허용 등은 논쟁을 심화시켰다. 헤게모니를 장악

한 권력의 전시공간으로 정당의 정치적 홍보공간이자, 정치선전의 공간

323) 뉴시스, 2019.02.08., 현대판 백마고지 광화문광장,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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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매김했다.

흥미로운 점은 광화문광장은 지방정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당의 대표 혹은 대변인이 논평정치를 할 만큼 중앙정치로 쟁점화 된다는 

점이다. 행안부와 서울시장의 갈등과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향한 정치인

들의 비판을 살펴보면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비판과 갈등은 대선과 연계

되어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광화문 공간에서 펼

쳐진 논의들의 마무리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등의 결단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은 권력자의 의지가 우선적

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권력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의 상징

으로 인식되었다. 광화문 공간은 정치의 비합리성에 의해 지배되고 관철

되어왔다(신재욱, 2013). 

3) 계획 스케일의 광역화 및 다층화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에서 계획 스케일은 광역화되고 다

층화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계획 스케일의 광역화 측면에서 살

펴보면, 협력적 계획은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의 문제

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Ansell&Torfing, 2018). 관

련된 행위자들이 아주 광범위할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공될 수 밖에 없다. 

이해당사자 10명이 협력하는 것과 100명이 협력하는 것은 같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단순히 세종로 가운데 광장을 조성하거나, 중앙으로 조성

된 광장을 편측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월대나 육조거리 흔적의 복원 등

을 주장하면서 문화재청을 비롯해 정부서울청사를 관할하는 행안부도 관

여할 수 밖에 없고, 집회와 시위 문제로 인해 서울경찰청, 인근에 위치

한 미대사관 등과도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광화문광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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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사업에서는 전면광장화안이 대두되면서, 지하공간개발과 GTX-A 

광화문역 신설, GTX-B 노선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거대프

로젝트(mega project)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 뿐 아니라 역사광

장 조성으로 인해 정부서울청사 부지도 침해하여 행안부까지 가세하면서 

이해당사자는 점점 증가했다. 사업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사업 실행의 경

험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계획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

성’과 ‘무책임성’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목

표달성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 분석

(risk analysis)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Flyvbjerg 

et al., 1998:425-426). 또한 거대 프로젝트인 경우 해당 지역이나 부

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

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며, 그 결과 협력적 계획이 선거 정치 

논리로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정규호, 2003:170).

두 번째는 스케일의 다층화 양상이다. 스케일은 행위자의 수 뿐 만 

아니라 한 장소를 둘러싸고 접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로컬(Local), 

내셔널(National) 등 서로 다른 사회관계 스케일의 행위자도 포함한다. 

‘이웃주민들 간’의 정주환경에서 공유공간과 집합적 관심사를 관리(힐

리, 2004:364)하는 수준에서의 협력과 중앙정부 단위까지 참여하는 협

력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광화문광장은 국가, 도시 등 여러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 과정이다. 

광화문광장 계획과정은 스케일의 불일치(scalar-mismatch)가 주요 

실패 원인이 된다. 광화문광장이 가지는 국가적·역사적 상징성으로 인해 

청와대나 행안부, 문화재청이 관심을 가질 수 밖 에 없는 공간이다. 자

연스럽게 내셔널 레벨이 계획과정에 행위자로 참여하게 된다. 즉, 광화

문광장은 내셔널, 로컬 행정, 지역 커뮤니티 스케일까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주체로 로컬 행정과 지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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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레벨의 협력적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다. ‘시민의 뜻을 담은 광

장’ 등 레토릭을 강조하며 내셔널 레벨에서의 계획 변경을 억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서울시가 로컬 공공영역과 지역 커뮤니티 레벨에 한정적

으로 관리해왔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은 표류하게 되었다. 결국 국

가적인 수준까지 포함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 봉착

했으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결국 거버넌스는 와해되고, 현재는 로컬 

행정 레벨에서만 가능한 계획, 즉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외한 계획이 실

행되고 있다. 

2. 한국의 정치구조와 정치문화

1) 권력 관계의 비대칭성

(1) 강한 공공부문과 약한 시민사회

과거 지방정부 주도 계획 패러다임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주도하

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최근 정책 생산자로서의 정부보다는 정책의 소비

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힐리, 2004:253). 따라서 오늘날 지방정부 패러다임은 통치과정에서 지

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을 의미한다(배응환, 2004).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광화문광장 조성·재

조성 계획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

넌스 패러다임에 부합하는가’와 ‘여전히 과거와 같이 지방정부의 독자적

으로 추진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은 모두 계획시작 단계부터 지방

정부 권력의 주도로 의제가 설정되었다. 의제설정은 사회문제가 사회 쟁

점화 되고, 이후 대중에게 확산되어 공중의제가 된 다음 정부가 직접적

으로 고려하는 정부의제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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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정 외부에서 요구를 투입하여 사회문제, 사회쟁점, 공중의제, 정부

의제 과정을 거치면 민주적인 의제설정 과정일 것이다.324) 그러나 모든 

의제설정 과정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주도하는 집단이 정

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유형화하고 있다.325)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외부에서 사회쟁점화 되기 이전에 정부의제

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를 만

드는 경우를 동원형 의제설정이라고 한다. 사회문제가 정책결정자에게 

바로 인지되어 정부의제가 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최고 정책결

정자가 관심을 갖는 경우에 나타나며 정부의제로 설정 된 다음 일반대중

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의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가 된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은 이미 광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와 순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재

조성 계획과정에서는 정부의제를 공중의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위원

회를 사업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형 의제

설정은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Cobb&Elder, 1983; 정정길 외, 2003 

재인용). 

지방정부는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사회·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 계획 내용을 어떻게 이미지화할 것인

지 구상하게 된다. 계획과정은 계획의 서사를 통해 계획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며, 이 때 수단으로 은유나 상징, 레토릭 등이 사용된다. 광화문광

장 조성 과정의 경우 수도이전 논의를 배경으로 문화재청의 역사문화수

도 담론, 서울시의 문화수도 계획이 맞물렸다. 국가의 수도를 만들기 위

324) 사회적 쟁점은 사회문제 가운데 대중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고, 공중의제는 거시적 시각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이다. 정부

의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하게 밝힌 문제를 뜻한다(Cobb, 

Ross&Ross, 1976; 정정길 외, 2003:291 재인용).

325)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가 사회쟁점이 되고, 공중의제가 되고 결국 정부의제가 되는 순차적 

과정이다.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 쟁점화하고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Cobb, 

Ross&Ross, 1976; 정정길 외, 2003:29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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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제설정과정은 ‘국가상징축’ 회복, 결

정과정은 ‘국가상징공간’ 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획에 대한 구상이 

‘국가화’된 경향이 있다. 

반면 광화문광장 재조성 과정은 계획에 대한 구상이 ‘정치화’된 이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광화문광장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에 기인한다. 촛불집회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

운 대통령이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약속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상징으로 의제가 설정된다. 재조성 계획과정은 ‘촛불집회’, ‘정권교

체’,  ‘광화문대통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재조성 사업을 추진한

다.326)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시기 지방정부는 ‘일제에 의한 국가상징축 왜

곡’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강조하고, 따라서 ‘국가상징축 회복’을 내

세워 역사와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의 경우는 ‘거대한 중앙분리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앞세워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제안했다. 이런 표현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노출되었다. 머리 에덜먼(Murray Edelman)은 정치

는 곧 상징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면서, 현대정치는 이미지 정치라고 했

다. 에덜먼은 그 과정에서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가 말하는 

이른바 ‘이슈에 대한 관심 주기(Issue Attention Cycle)’327)는 조작

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강준만, 2016:56).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326) 시기적으로 촛불집회라는 계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니 조금 서둘러 욕심을 내볼만하다 생

각됩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광화문광장이 2007년에 한번 바뀔 때 여러 제약들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지금은 촛불집회로 공간을 바꾸는 것에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교통

문제가 난제였는데 촛불집회라는 행사덕분에 개선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준 총괄건축

가); 촛불집회나 광장민주주의와 연결이 되면 예산이나 포인트가 거기로 쏠리거든요.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 (2017, 광화문포럼 결과와 회의기록, pp.109~120)

327) 다운스(Downs, 1972)의 이슈관심주기이론은 어떤 이슈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갑자기 등장하

여 잠시 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슈가 탄생하여 소

멸될 때 까지 5개의 단계를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슈의 잠복기, 이슈의 발견과 표면화, 관심

의 현저한 증가와 비용인식, 대중관심의 점진적 감소, 관심의 쇠퇴 단계이다(정정길 외, 

2003: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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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정의 의제설정은 정부의 주도하에 동원형으로 설정된 것처럼, 잠

복하고 있던 이슈가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표면화되면서 관심을 받는 과

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해 표면화되고 관심을 끄는 과정으로 진행되

는 것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역사적 문제에 의해 회부되었고, 재조성 계

획은 중앙 광장이라는 공간적 배치에 의해 문제제기 되었다. 즉, 대중의 

지지와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정치적인 문제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

제로 돌리는 것이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를 ‘반정치(antipolitics)’라고 

했다(Edelman, 1977:168, 강준만, 2016:55 재인용).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된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것처럼, 역사 복원과 보행성 회복 등을 목적

으로 제시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참여가 증가하지는 했지만, 

요식행위에 동원되거나 집단행동을 통해 극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경

우가 많았다. 다양한 이견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김창수, 2009:28). 여전히 서울시

가 주도한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또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의 패러

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적 혹은 폐쇄적 

정책체계에서 참여의 양태를 언급한 박광국(2004)은 본 연구에 시사점

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폐쇄적, 권위주의적 정책체제에서의 참여양태

와 민주적‧개방적 체제에서의 참여는 그 양태를 달리한다. 민주적‧개방적 

체제에서의 참여는 정책집행과정보다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활발하며, 

조직적, 제도적, 능동적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한국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

적인 정책체제로 의제설정단계와 정책결정단계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

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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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통하는 과정 동안 서측으로 결정되었다. (시민사회 반대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2) 강한 지방정부와 약한 지방의회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도가 가능한 원인은 제도적 

환경에 있다.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주도되므로 정책 집행과정

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익집단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이지현, 

2014).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이 강화되면서, 기본적으로 강(强)시장-약(弱)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법적인 권한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단

체장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는 조

례제정권, 예산심의권, 단체장의 출석요구권, 감사 및 조사권 등 행사를 

통하여 단체장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이승종, 1998). 그러나 현실에

서는 단체장의 권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

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의 역할을 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이승종, 1994).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

자일 뿐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지도자적 지위에 있는 유형으로, 

지도력 및 책임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장은 우월한 공식적 권한과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이를 적극 활

용하여 정책과정에 독점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박재욱, 2000). 

광화문광장이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

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서울시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

다.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

적하고, 광화문광장 시민광장 설계비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역사광장 설계비를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설계비로 부

정 지출하여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일도 발생했다.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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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한 중앙정부와 약한 지방정부

힐리(2004)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과거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구조화되며, 중앙집권적 역사를 경험한 국가는 공간계획에 관하여 조정

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329)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방분권보다는 중

앙집권의 길을 걸어왔다. 해방 이후의 혼란,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의 복구, 안보 우선주의와 경제성장 제일주의 등의 상황으로 인해 중앙

집권 통치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극대화 되어왔다.330) 1995년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는 관할구역 내의 토지이용과 개발 및 결정

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황지욱·서충원, 

2006:42).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다. 중앙정

부로부터 독립된 제도적 분권화를 통해 독립적·자율적인 변화능력을 요

구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각 나라의 정치발전과정과 법·제도

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중앙지방간 관계 유형은 크게 3가지 모델

로 수렴된다(하동현, 2011:325-326). 첫째, 수직적 관계이다.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서 형성된 체제로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구

로 인식된다. 둘째, 수평적 관계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중앙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통제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개별적

인 의사결정의 주체자로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셋째, 상호의존적 관계

이다. 중앙과 지방은 서로를 제약하기도 협력하기도 하면서 파트너십을 

328) 노식래 위원 : 시민광장 설계비 예산 부적정 지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주시기 바

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 저희가 작년 시민광장설계용역비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함

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일부 시민광장부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도시재

생실장 입장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06.19., 제287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329) 영국의 경우 중앙집권주의 역사는 장기적으로 확립된 기능적 부문주의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공간적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힐리, 2004:123).

330)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게 된 동기로 ‘좁은 국토 공간’, ‘사회문화적 동질

성’, ‘대항 시민계급 미형성’을 들고 있다(김형국,19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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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이러한 관계 유형은 중앙정부의 집권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문제와 상호 관여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안용식 외, 2007:517).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서울시 주도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독립적

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

체에 대하여 상위정부로서 지방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요인으로서 작

용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권력의 범위 안에서 정책을 추

진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분권화가 미흡하

고 지방의 자생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요인에 의한 리더쉽에 제

약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이승종, 1998).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서울시의 자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국가 중

심적(state-centered)인 계획으로 집권화된 조정(centralized coordi- 

nation)과정이었다. 광화문광장은 ‘국가 상징광장’이 될 수 있다는 잠재

력에 기대어서 태어났기(정욱주, 2009:84)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심이 

지대할 수 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논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

으나 광화문광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것은 두 번이다. 2006

년 12월 27일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결정과 2018년 4월 10일 광화문광

장 재조성 계획 결정이다. 이전에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구체적인 조성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계획이 

결정되지 못했다. 

1995년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이 추진 될 뻔 했으나 조순 서울시장

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완강히 반대했다.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중앙배치를 제안했으나 문화관광부가 반대했고, 중앙정부는 편측배치를 

제안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331) 이후 오세훈 서울시

331) KBS, 2017.04.10., [팩트체크] 문재인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는 참여정부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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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중앙배치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이명박 대통

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시민광장조성계획’의 배치와 내용을 계

승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협조 하에 성공적으로 조성된다. 반면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편측 확장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광화문광장 재

조성 계획이 결정된다. 서울시가 제안한 편측배치안은 과거 참여정부 시

절 제안한 조성안과 일치한다. 즉,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며 세부 배치안이 일치할 경

우에만 사업이 추진된다. 광화문광장 조성의 사회적 객관성과 정당성은 

권력 행위를 통해 구성되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이고 배타적이

었다(Mouffe, 1999).   

청와대의 태도는 정책 집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해왔다. 행정부 내부의 권력구조는 계획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

다. 특히 대통령실과 행정부처와의 관계, 행정부처 상호간의 관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헌법 

및 법률 등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공식적 권한이 강력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도 크기 때문에 행정 각 부서와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지

시에 따르게 된다. 과거 청계광장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태도는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과의 상

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만 사업의 추진이 이들이 가진 법적·

제도적 자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는 그 후 이들을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결

국은 공사 착공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대를 하던 

경찰은 국무회의에서 착공결정을 내리자 협력적 자세로 돌아서게 된다

(권영규, 2007:133-134).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사업을 비교해보면 청와대의 태도가 정책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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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당선된 이후 4개월 만에 착공하였지만, 재조성 과정은 설계안이 발

표되고 나서도 착공이 늦어지면서 정책이 표류했다. 두 사업간 집행단계

의 가장 큰 차이는 관련 집단의 지지 및 태도에 있다. 두 번의 조성과정 

모두 반대에 직면했지만, 처음 광화문광장이 조성될 때는 관련된 집단들

이나 기관의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종로구 주민들이나 종

로구 의회 등 정책대상집단의 저항도 심하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집행단

계에서 우려하는 정도의 보도만 있었고, 부정적인 여론은 조성된 이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재조성 계획과정은 달랐다. 이미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조성되고 활용되는지 지켜본 행위자들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피해를 직접 겪는 정책대상집단들은 플랜카드를 걸고 결사반대를 외쳤

고, 언론도 이전보다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광장 주변부에 있

는 관련 집단들도 정책에 순응하지 않았다. 

협력적 계획의 원칙은 상위기관이나 외부의 지원을 가능한 배제하고 

자체적인 협력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데 놓여있으나(이성근, 2002),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협력 및 합의를 도모하는 

방식과 대비되는 중앙정부 하향식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고려하는 계층제적 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권한과 권위의 위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332) 서울시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보류되면서 실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대통령 면담 이후 서울시가 

착공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서울시의 비자율성, 비독립성을 비판하고 

있다.333)

332)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터뷰에서 “OECD 국가 평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예산 규모는 5대 5

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서울시 포함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는 8대 2”라고 하면서, “예

산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2017.06.17., 월간중앙, [직격인터뷰]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날개 단 박원순 서울시장). 

333) “제가 제일 절망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의 말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차장과 

담장 없이 어떻게 국가건물을 쓸 수가 있냐는 조선시대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 논의

가 내년에 무조건 착공하겠다고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박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이후라는 

거에요. 그 두 부분에 매우 절망했습니다.” (2019.11.15.,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문가 토론

회-도시분야,  이경훈 국민대 건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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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고 신 정부가 들어오면 속도가 붙을 확률이 보입니다…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가고자 하고요. 광화문광장 사업이 서

울시 혼자만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요.” (2017.04.27., 제8차 

광화문포럼 회의록,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포럼에서 실행까지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진행되

는 부분을 청와대 쪽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재정

적, 행정적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결론이 나와있는 상황

입니다. 청와대 쪽(시민사회수석에서 관장)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

고요.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흐름과 대통령의 의

지 등 공약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포럼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05.18., 제9차 광화문

포럼 회의록,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잘 알다시피 그게 청와대 이전하고 맞물려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런데 2019년 1월 청와대 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

고 난 다음부터 정부하고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

니까 그 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지금 약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2019.12.05.,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 공공계획의 과잉 정치화

협력적 계획은 권력의 구조적 측면 외에도 개인에 내재한 권력의 존

재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협력적 계획 이론가들은 협력적인 

사회학습 과정을 위한 제도의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 권

력구조를 포괄적인 논쟁구조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적 계획의 약점으로 비판받고 있다(Tewdwr-Jones&Allmending 

er, 1998:1980). 권력은 단지 힘과 법률 등에 기반을 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미묘한 생활 정치에도 기반하기 때문이다(Flyvjerg, 1998:6). 

Bacharach와 Baratz(1970)는 정치를 우리가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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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적 편견의 동원화(the mobilization of bias)라고 하였다(힐리, 

2004:260). Flyvbjerg(1998:83)은 권력집단이 정치과정에서 수사학적 

논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권력놀이(backst- 

age power play)”이며 이것이 바로 "계획의 진정한 정치적 측면(real 

politics of planning)”이라고 했다. 

선출직 정책결정자와 함께 구성된 행정 관료들은 개방적이고 정직하

게 소통하겠다고 동의할 지라도 그들의 이익에 따라 목적론(teleological 

)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민주

주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정은 개인의 가치판단과 맞물리

지 않는다. 특히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과 같은 역점사업은 선출직 정책

결정자의 치적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화 영역에서 전략과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

적으로 이해당사자를 구성하고 개방적으로 참여시켰다는 것만으로는 공

정한 협력적 계획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해가 일치하는 행위자들은 

자연스럽게 연합을 형성하고,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할 수 있다

(Tewdwr-Jones&Allmendinger, 1998).

이와 같이 계획과정은 “기술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고유영역에 머

문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진공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있다(권원용, 2008:10). 계획과정 자체가 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관한 

정치적 게임이며 그 과정은 지배계급에 의해 좌우될 수 밖 에 없다

(Kitchen, 2007:165; 권원용, 2008:10 재인용). 특히 광화문광장 조성‧
재조성 계획과정 정치적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고, 정치적 임기에 따라 

일정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계획과정이 더욱 정치화되어 있다.

(1) 선거 결과와의 연계

계획의 개념을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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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의도적 행동으로 본다면(Scharpf, 1997:36), 계획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은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자가 된다(하민지, 2013). 협

력적 계획과정에서 최고 선출직 관리자 같은 강력한 행위자들의 교체나 

참여 여부는 특히 중요하다(Bryson&Crosby, 2006). 한국의 경우 중앙

과 지방의 정치인들은 대규모 사업 추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여 사업화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자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았던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사

업의 집행구조 특성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의 정

책적 의지는 강력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중단은 구

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게 된다.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과

정에서 나타나는 부실이나 부작용을 은폐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 갈

등 국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서야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책적 대안 논의들이 등장하게 된다(정규호, 2003:171).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간이고, 

연극정치가 가능한 대표무대공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

하였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과

정이 될 수 밖에 없다. 계획이 세워지는 의제설정 단계부터 선거와 새로

운 정치권력의 교체라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의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연구한 킹던(Kingdon, 2003)은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이 어떤 계기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새로운 의제가 

설정된다고 하였다. 세 가지 흐름들은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

(policy window)이 열리는 시점에 서로 결합하여 의제가 설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의 창은 세 가지 흐름 중에 정치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

여 열리는 경우가 많다. 힐리(2004)는 '활동적 행위자들의 기회의 창

(windows of opportunity)'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변

동을 일으키는 선거가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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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계획과정도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상호 독립적으

로 흐르다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의제가 설정된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대안의 흐름은 1994년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은 2000년대 초반 행정

수도 이전과 그에 따른 서울을 역사문화 수도로 만들자는 정치적 논의와 

서울 도심부 관리 계획과 같은 제도적 논의, 그리고 광화문 일대를 역

사·문화적으로 새롭게 인식하여, 권력의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새로운 

서울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정책의 창이 열리고 새로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된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선 6기 

서울시장이 직접발표하면서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334)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의제설정단계에서 반전을 겪는다. 서울시는 중

앙정부의 반대로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된다.335) 이와 같은 정치

적 논의와 역사도심 내 보행중심 공간 정책 등 제도적 논의, 그리고 조

성된 광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다가 광

화문대통령 공약을 내세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제가 설정되었다. 두 과

정 모두 선거로 인한 새로운 정책결정자의 취임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의

해 촉발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의제가 설정된다. 

334) 서울신문, 2018.04.11., “새 광화문광장, 교통·녹지 문제 깊이 고민해야”

335)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박원순 시장만큼 정부와 청와대로부터 유무형의 압력과 시정 

비협조를 심하게 받은 이도 드물 것이다. 실제로 몇 년간 도시재생과 개발, 복지 등 여러 분야

에서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중요한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박원순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 멤버로서 소신발언을 이

어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집

단으로 공박하기 일쑤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막상 참석해 얘기

를 하면 결과는 거의 왕따시키는 반응뿐이었다.” (2017.06.17.,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문재

인 정부 출범으로 날개 단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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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조성 발표가 지방자치선거 때에 박원순 시장님이 공

약으로 발표했던 거였고, 그 이후에 확정되서 가는 거고, 또 그것이 문재

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식에, 뭔가 이 공간들을 만들어가면

서 도시공간 구조를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간다는 논의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사업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2019.12.07., 새

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1차 시민대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남은경)

(2) 정치 일정과의 밀착

지방의 계획과정은 공식적 정치와 비공식적 권력게임의 외면을 넘어 

계획과정과 양식을 구조화하는 정치적 연결망과 그 연결망에 영향을 주

는 지방의 정치문화까지 이해해야 한다(힐리, 2004:291). 지방계획의 실

행을 둘러싼 정치 과정 속에서 계획전문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전개되

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힐리, 2004:261).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은 계획과정에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기간이 

정해지는 과정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스케줄을 따라갔다. 광

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은 착공 날짜와 준공 날짜

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급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협력

적으로 계획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계획일정에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시간적 여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무리한 속

도전은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은 2006년 12월 

27일 광화문광장 조성방안이 최종 결정되고 2007년 12월 설계안과 시

공사를 확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2008년 2월에 

착공되고, 2009년 6월 광장이 완공될 계획이었다. 비록 교통규제 심의가 

지연되면서 3달 미뤄지긴 했지만 거의 서울시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따

라갔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결정한지 14개월 만에 착공되었고 조성되었

다. 갑작스럽고 급박한 사업 추진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 236 -

시장 교체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검토가 더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교체시기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

되는 점은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2007.02.08., 제196회 제

1차 서울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남재경 위원)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은 2018년 4월 10일에 결정되었다. 서

울시의 계획은 2019년 1월 계획과 설계를 1년 내에 마치고 2020년 1

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5월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

제현상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었으나 목표 날짜는 바

뀌지 않았다.336)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은 문화재청의 역사광장 조성

과 서울시의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문화재청의 사업 계획 

목표는 2023년이지만, 서울시는 2021년 5월을 못 박고 있다. 동십자각

과 서십자각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펜스를 치고서라도 2021년 5월 광

화문광장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교통 대책 수립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더욱 시민광장 준공 목표를 서두르고 있

다는 지적을 들었다.337) 게다가 2018년 11월 광화문광장 주변 동 사업

과 관련된 예산 보상비(251억)를 편성하면서, 총 6개 필지 도시계획시

설변경 절차와 저촉 민가 보상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었다. 보통 도시계

336) 지금 국제설계현상공모나 여러 가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씩 지연되고 있죠? 그런데 묘하게 목표시점, 그러니까 2021년 5월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식적

으로 보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순연이 되어야 하는데 2021년이라는 목표연도 목표월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결혼식 날짜를 받아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2018.11.0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고병국 

위원).

337) 현재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의 목표는 지금 201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관련교

통대책 수립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텀이 굉장히 긴데 광화문광장 개선사업의 

준공목표를 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2018.11.0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회의록, 고병국 위원).



- 237 -

획시설결정에서 보상완료까지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1년 안에 끝내겠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338) 

서울시의회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고, 설

문조사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웬만하면 저희가 미룰 이유는 없는 입

장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11.1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첫째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에 만약에 이것을 고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돼도 광장은 더 이상 건드리

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너무 빠르다, 너무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의 논의과

정은 있었지만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전문가들의 밀실 논의과정은 

있었지만 광범위한 숙의의 기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8.11.29.,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 고병국 위원)

“전문가들 의견은 100%모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시기라는 게 있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4년마다 시장이 바뀐다. 그 기간을 넘어서 계

획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다. 정치가 변할 때 마다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새로운 광장에 대한 폭 넓은 고민과 논의 없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숙제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식은 과거 개발주

의시대 토건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현재 

박원순 시장이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

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광화문광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5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광장은 정해진 일정에 

338) 보상절차가 완료되는 데도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상 

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이 저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2018.11.0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고병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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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통과 합의 역시 박원순 시장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2019.07.22.,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

용)

“선출직 공직자의 스케줄을 쫓아갈 것인가?” (2019.12.07., 새로운 광

화문광장 조성 관련 1차 시민대토론회,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김상철)

3) 합리적 의사소통 문화의 결여

협력적 계획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합의

와 같이 이상적 언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한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공간계획과정이 하버마

스가 제시한 이상적 대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의 기준 및 조건

들과 실제의 괴리가 크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왜곡되

지 않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억압하는 상황은 없어야 하며, 참여자들

은 토론할 문제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협력적 계획과정

에 참여한 개인은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Habermas, 

1984; Healey, 1997). 

인간의 제한성에서 비롯되는 의사소통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의사

소통을 통한 동의와 합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되어 있다(이동수, 

2001). 특히 보다 더 나은 논증만이 담론을 지배하는 유일한 권위로 작

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수용되기 어렵

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장명학, 2003). Young(1996)은 이러한 형식

이 관철되려면 적어도 모든 참여하는 시민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문화적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사라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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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생활세계에 토대를 둔 시민사회는 기존 정치체계의 경직

성을 비판하고, 정치체계의 관례화된 의사소통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84).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그 형성 역사가 길지 않고, 시민사회를 규정하는 내외적 조

건이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배태시킨 서구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들을 한국 사회가 충족시키고 있는 것도 아

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시민사회는 필연적인 제약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이를 통한 의사소통

적 권력의 적용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을 수 있다(김성국, 1996).

시민사회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public realm)과 불가분의 관

계가 있다. 시민사회는 일상적인 생활세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감지되면 

이를 응집시키고 증폭시켜 공론장으로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Habermas,  

1996). 공론장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시민사회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성장하는 공생관계에 있다(문태현, 2003). 

한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한국의 공론장을 살펴보면, 우선 이상적 대

화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과 절차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이고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지배도 없는 공론장의 

존재가 가능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김성국, 1996). 한국은 서구

로부터 민주주의가 이식되었지만 유교적 전통이 정치문화 속에 강하게 

배태되어 있다. 전제군주정치와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권위주의적 정

치문화가 형성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위압적인 지배와 권력에 대해 복종

하는 성향이 생겼다(박종민 외, 2001).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우리에게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합

의를 위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토론보다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더욱 선호하는 잠재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절차적 합리

성 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토론문화가 성숙하지 못했으며, 토

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정을 살펴보면 일방적 의견전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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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혹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김성국, 1996).

토론문화는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과 같은 사회화 과정을 통

해 서서히 이루어진다.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공론화됨으로써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따라서 공

적 이성을 지니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는 권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거

나 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즉흥적인 정치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

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장명학, 2003). 

협력적 계획을 위한 제도와 절차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한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준이나 조건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

다. 여전히 소수의 구성원들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대다

수의 시민들이 권력에 의한 조직 동원에 쉽게 순응한다(임성한, 2001).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서도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지

만 의견을 내는 사람은 소수였고, 결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도시계획포커스그룹에 속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점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정책 지향적이라기보다 정실(情

實)이 개입된 사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혈

연·지역·학연 등 개인적 친소(親疏)관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참여와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임성한, 2001). 시민토론

회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

지 않을 경우 방관자적 모습을 보였다. 토론이라기보다 일방적 의견전달

과 청취과정이었으며,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반항적 저항적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경청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발제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소리를 지르

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여 토론회가 지체되기도 했다. 



- 241 -

“냉정하게 보면 광화문포럼이나 광화문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 힘

을 실어준 형태라고 봐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참여과정이었어요.” 

(전문가 A 인터뷰)

“시민토론회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던지, 시민의식이 낮다고 느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토론이나 참여가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 A 인터뷰)

“참여하는 분들은 크게 세 부류에요. 적극적 지지, 적극적 반대, 방관, 

방관이 대다수였죠.” (전문가 B 인터뷰)

3. 계획 행정의 제도적 유산

1) 행정 절차의 경로의존성

행정 절차의 경로의존적 유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정보를 공개·제공하고 사회적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경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둘째,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한 합의를 집행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의 경로의존적 타성이 작동했다. 

먼저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사회적 학습과정은 제

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은 큰 갈등상황 없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는 최소한

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제공되었는데, 사업을 설득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은 정보 제공 및 사회적 학습과

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정보 공개 및 제공, 공유와 이

를 통한 사회적 학습과정은 홍보와 설득의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교통문제나 시민불편, 불만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홍보, 타당성 부여 등 홍보를 통한 이슈화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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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했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에서는 홍보와 정보의 

제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원·홍성만(2009)은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쓰레기통 속과 같

은 불확실한 계획환경 속에서 담론과 사회학습을 통해 창조적 적응과정

을 거치며 진화하는 계획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CADL(Creative 

Adoption through Discursive Learning under Garbage Can)’ 모형이라

고 불렀다. 광화문광장과 같이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

고, 파급효과가 큰 계획의 경우 시행착오의 발생이 불가피한 계획의 경

우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계획과정이 창조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4단계의 전개과정을 제시한

다. 1단계는 ‘불확실성과 정책문제의 단순화’이다. 이 시기는 계획이 구

체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행정우위의 물어 붙이기 관행, 개발

지상주의와 막연한 긍정적 사고 등이 팽배한다. 2단계는 ‘무질서하의 의

사결정과 혼돈의 상태’이다. 이 단계는 앞서 본 것처럼 쓰레기통모형과 

같은 상태로 이해당사자간 무질서가 발생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

해당사자의 폭도 증가하고 참여자의 유동성도 확대되며, 동의가능한 해

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3단계는 ‘마찰과 요동의 증대’ 시기다.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증대되는 단계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업완료

에 대한 압박은 심해지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마

지막 4단계는 ‘담론적 학습과 창조적 적응의 발생’이다. 이 단계는 갈등

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상

호이해에 기반을 둔 담론적 학습(discursive learning)을 통하여 진행된

다. 결국 이러한 토론지향의 학습기제가 작동하여 창조적 적응(creative 

adaption)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론을 통한 사

회적 학습과정이며, 그 결과 계획내용을 둘러싼 무질서가 감소되고, 불

확실성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해당사자간에 동의가능한 창조적 대안

이 탄생한다(이종원·홍성만, 2009:115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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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은 담론적 학습과 창조적 적응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담론적 학습과 창조적 적응 단계로 가기위한 정

보 제공 및 사회적 학습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재조

성 사업의 경우 무질서한 의사결정과 그로 인한 혼란의 상태와 마찰과 

요동이 증대하는 시기를 겪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 방

법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학습과정은 유도와 설득으

로 이루어진 동원화 과정이었다. 서울시 시민참여단 소그룹 운영결과보

고에는 ‘온·오프라인 소통(홍보)’ 참여라고 명기하면서 소통과 홍보

를 동치 시키고 있다.339) 실제 광화문시민위원회 워크숍을 기획한 전문

퍼실리테이터는 참여를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340)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워크숍에서 SNS와 인터넷 사이

트 등에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관련한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

다. 서울시 도시재생서포터즈 소속이던 대학생들은 광화문광장 홍보를 

맡는 광화문시민참여단이 되어 카드뉴스를 만들고 SNS 및 대학생 커뮤

니티 공간에 결과물을 게시하는 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된 온

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고 하였으며, 공청회나 

시민토론회는 따로 갖지 않았다.341) 

서울시는 시민을 소통 주체로 보지 않고,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있

었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는 대외 발표안을 시민들에게 설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문제제기가 있었다.342)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

339) 광화문광장추진단, 2020.01.08.,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소그룹 운영 결과 보고.

340)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점에서 참여의 의미가 있고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광화문포럼 워크숍 기획 전문퍼실리테이터, 광화문포럼 회의록)

341)“서울시 도시재생서포터즈 소속이던 대학생들이 갑자기 광화문광장 홍보도 맡게 되었다. 광

화문시민참여단 역할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이었다. 홍보만 담당하다보니, 공청회, 

시민토론회는 따로 없었다. 도시재생서포터즈로 참여했음에도 광화문광장과 같은 사업의 홍보

를 부탁하셔서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 C 인터뷰)

342) 광화문광장추진단, 2018.08.06.,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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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소통과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서울로 2017을 

조성했던 것처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343) 유사

하게 광화문포럼에서는 수립한 대안에 대해서 시민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344)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방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추구

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 마인드는 시민을 관리의 수동적 대상이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객’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학습은 상호학습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홍보와 설득과정

으로 개념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흘렀고, 사회적 학

습과정도 양방향적이기보다 일방향적인 강의가 주된 방식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창의적 대안이 나오기에 한계가 있었다. 

“시민소통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홍보랑 정보의 제공을 구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커요…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지 시민들을 적

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전문가 A 인터

뷰)

“어떤 정보도 없었다는 거는 행정의 일반 행태에요. 이 과정들을 홈

페이지에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반발이 있으

니까 부랴부랴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행정의 내부 논의는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전문가 A 인터뷰)

“소통하는 방식과 홍보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서울시는 

홍보를 못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떤 쟁점을 갖고 어

떻게 소통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11.15.,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문가토론회 도시분야, 김은희 도시

연대 정책연구센터장)

343) 2019.08.27., 제289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박원순 서울시장.

344) 2017.05.18., 제9차 광화문포럼 회의록, 김원 광화문포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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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보 제공을 할 때도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정보제공

은 점수로 치면 50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 B 인터뷰)

둘째, 도출된 합의가 집행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이다. 도출된 합의가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은 합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수용되거나 혹은 거부되었

다. 힐리는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형성된 합의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일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회적 능력에 달려있으며, 이는 사회활동의 틀

과 규칙을 만들고 가치를 전달하는 제도 형성(institution building) 과정

에서에서 얻어질 수 있다(Sacitch, 1998; 정규호, 2003 재인용). 

한국의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변화는 포착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합의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획 주체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은 최종 합의서라는 형식으로 문서

화되고 일정하게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식화 과정이 없다면 

협상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황기연‧나태준, 

2005).

“유연한 협력시스템이 재구축되어줘야 하는데, 우리에게 협력은 처

음에 딱 수립할 때만 협력하고, 그 다음 실행할 때 부터는 딱 깨져버려

요. 온전히 행정부서로 가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해요.” (전문가 A 전문위원 인터뷰)

“현재 추진하는 안은 거의 하는 게 없는 안이거든요. 광화문포럼에

서도 논의되었지만, 그 안을 밀었던 분은 없어요.” (전문가 C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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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스케일 계획 역량 부족

광화문광장은 내셔널(National), 로컬(Local), 커뮤니티(Commu- 

nity) 단계로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내셔널 레벨은 국가 단위의 

중앙정부로 청와대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 행정 부처들이 있다. 로

컬은 지역단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시의회와 종로구 의회가 있다. 커뮤니티 단

계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다. 

협력적 계획에 대한 논의는 정부-정부의 협력관계, 정부-시민의 협

력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간 협력은 내셔널 레벨과 로컬 레

벨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고, 정부와 시민간 협력은 커뮤니티 레벨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힐리는 협력적 계획의 과제는 상이한 수준의 

정부가 가지는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힐리, 2004:251). 

서울시는 다중스케일 행위자(Multi-Scalar Actors)로 다양한 스케

일의 행위자들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했으나, 광화문광장 조

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광화

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의 경우 의제설정 단계에서 청와대, 문화재청, 서

울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결정 단계에 와서는 청와대가 추진동

력을 상실하고 서울시와 경찰청이 대립한다. 집행단계에 들어와서는 새

로운 정부가 취임하고 계획을 지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

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처음 광화문광장이 조성될 때는 정부-정

부간 관계에서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커뮤니티 레벨에서 소통과 참

여, 협력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조성 계획에 

비해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의 경우 의제설정 초기단계에서는 서울

시의 계획을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고, 다른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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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참여할 수 없었다. 정권 교체 이후 청와대와 서울시의 계획 방향이 

일치하게 되고, 다른 행정 부처들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정책결정단계에

서는 서울시의회와 종로구 등과 갈등을 겪지만, 이마저도 같은 레벨 내

에서의 견제 정도에 그쳤고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존재하

고, 레벨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획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전

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협력적 계획이론을 주창했던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둥근 회의테이블에 앉아 함께 의사소통 하기보다 

여전히 수직전달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체계 안에서도 서울시가 

구심점이 되어 커뮤니티 레벨의 행위자들의 논의를 의사소통의 장에 끌

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는 차단되었다. 같은 레벨 혹은 인접 레벨

에 있는 행위자와만 소통하고, 레벨을 건너뛰어서 소통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마저도 계획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였던 행안부와 국토부와 

서울시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시민토론회 발제자는 시민위원회나 

시민토론회에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자도 참여했어야만, 핵심적 이슈였던 

정부서울청사 부지문제나 GTX 등 문제에 관해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간 거버넌스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각 기관들 국토부, 행안부, 문광부, 기재부 각 부처의 입장이나 각 

공공기관의 관점을 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참여 거

버넌스도 다양하게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잘 넓

히는 것도 서울시의 시정의 영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019.10.18.,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차 토론회, 박수정 행정개

혁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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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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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 스케일 



- 250 -

2)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의 불일치

서울시의 집행구조는 하향적(Top-Down)이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졌

다. 계획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집행과정의 특성, 집행실패 요인들이 달라진다. 결정과 집행 구조

의 상황은 모호성과 갈등이라는 두 차원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경우에는 정치적 집행(Political Imple- 

mentation)이 일어난다(Matland, 1995). 정치적 집행은 행위자들이 상

이한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

는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과정은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조

직 외부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원

이나 지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인 수단이 

중요해진다. 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상대적으로 강

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의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집행과정이 전개될 수도 있다. 갈등은 담합, 날치기 

통과 등을 통해 결정된다. 

정치적 집행과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하향적 접근방법과 유

사하다.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

황조건보다 중앙의 명령, 권위에 의존하는 권력관계에 초점을 둔다(정정

길 외, 2003:601).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상향적 전달과정이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왜곡과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집행현장에서 정보수

집이나 분석,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즉, 하향적 접근방식으로 인

해 계획과정에서 참여와 소통을 배제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McGuirk(2001:213)은 협력적 계획이 권력의 맥락에서 

지배관계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상향식 참여의 외향으로 하향식 집행 

관행을 지향하는 정치적 현실을 교묘하게 숨긴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표

현 및 효과에 있어 권력과 관련되지 않는 듯 보이는 협력적 계획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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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세한 권력의 관행을 거의 방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내재된 권력

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착화 시킬 수 있다.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정된 내용을 집행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전달체계와 조직 내부의 하위조직 간에 업무협조와 조정이 쉽

게 될 수 있는 분업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집행과 관련된 연구에

서 결정과 집행단계간의 정책전달이 단절 없이 이루어져야 집행실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한세억, 1998). 권한과 지위 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하나의 정책을 분담하여 집행할 경우 책임 

분산으로 각자가 자기 소관의 업무만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공

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정정길 외, 2003:548). 

합의가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정단계를 담당하는 조직과 집

행단계를 담당하는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밀접한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

나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하향식으로 

집행되면서 무책임과 부처할거주의(parochialism) 모습을 보인다. 광화

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균형발

전추진본부였고,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안전추진본부였다. 건설안

전추진본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조직이며, 광화문 앞 도로의 소유권 

문제도 건설안전추진본부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 도로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매각을 하는 사안을 모르고 있어서 지적 받기도 했다. 건설

안전추진본부는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정과

정과 집행과정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345)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에서는 광화문광장추진단이라는 전속 부

서가 생겼지만, 여전히 책임이 분산되고 긴밀한 연계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광화문광장의 시설계획은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어 계획

34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화문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핵심부서인 건안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2007.02.08., 제196회 제1차 건설위원회 서울시 회의록, 남재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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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346)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집행조직

인 기반시설계획팀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입

장을 보이면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347) 

4. 협력적 계획의 내재적 한계

1) 정치적 수사화(修辭化)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진 것은 집행단계에 들어와서

다. 시민단체, 지역주민, 언론 등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들과 대면하여 소

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세련된 권력의 전략’이

자 ‘장치’를 활용한다. 참여를 제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정책결정

단계부터 반대 의견을 내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 시민, 

전문가 등을 제도 내에 편입시킴으로써 비제도권에서 나올 수 있는 불만

과 비판을 내부적인 논의로 돌리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했다. 

협력적 계획의 전략수립 및 제도적 혁신에 관련된 연구논문의 상당

수가 대부분의 효과적인 변화는 비공식적인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Innes et al., 1994; Ostrom, 1990; 힐리, 2004:321 재인용). 그

러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은 참여를 제도화하여 공식적인 맥락 

346)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018.08.06.,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347) 이승미 위원 : 시설본부에는 어떠한 사안도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 저희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것도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았는

데 도시재생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줄지 아니면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할지 이런 것은 향후에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 재생본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

데 아직도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 저희들이 보고회 때,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기본구상이랄지 앞으로 계획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된 채로 그냥 도시재생팀에서

는……. (2019.11.07., 제290회 교통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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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비공식

적인 맥락에서 시작될 수 있는 논의과정을 공식적인 맥락 내부로 제한하

고 있다.

서울시는 커뮤니티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소통을 차단하고 무력화

하는 장치로 ‘시민위원회’나 ‘시민대토론회’를 활용했다. 비제도권

에 있는 행위자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의 조직화, 

제도화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계획으

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권영규, 2007). 광화문

광장 조성·재조성 계획의 당위성에 회의를 품은 사람들을 전문성을 가

진 시민위원들이 설득하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체

제 안으로 규합하여 복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효

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청계광장 조성사업과 유사하다(황기연·나태준, 

2005).

상징적 차원에서 스케일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상징적 

차원의 스케일은 대체로 언어적 사용(discursive practices)을 통해 생

성된다. 전략적으로 생성된 스케일은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에 따라 가상

의 공동체(imaginative communities)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정현주, 

2006).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 행동의 주체들은 실제 서울시민들이 아니

라 특정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과 광화문시민참여단은 동원된 시민들이라

는 점에서 ‘시민’은 가상의 공동체이며, 상징적·언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집행단계에서 커뮤니티 레벨의 참여가 있었지만, 계획초기 단계부터 

참여(front loading) 혹은 지속가능한 참여(continuous participation)도 

아니었다(신재욱, 2013:111). 본격적으로 소통을 강화한 것은 중앙정부

가 추진력을 잃고, 내셔널 레벨에 있는 행안부가 반대하는 등 권력관계

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전개된 상황이었다.

광화문광장은 조성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고 하지만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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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단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과정이 아니라 ‘협력적 계획’ 마저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협력적 계획을 주창한 힐리(2004)는 

사회적 동원을 통해 제약들을 변화시키고, 구조를 재형성하자고 제안한

다. Friedmann(1987)은 사회적 동원의 정치기획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과 상호작용적이며 비합리주의적인 거버넌스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한다. 

가장 성공적인 협력과정은 아래로부터 능동적 행위자들에 의한 자기조직

화(self-organizing)과정이다(Innes&Booher, 1999a). 이들의 제안은 

아래로부터의 동원, 아래로부터의 정치기획이며, 정치공동체 회복을 핵

심으로 한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서는 협력적 계획을 표방하

며 위로부터의 동원화 과정, 위로부터의 정치기획과 조직화 과정이 이루

어졌다. 협력적 계획의 요소들을 정치적으로 기획하여, ‘공동체를 통한 

정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 과정으로 활용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간될 계획이었던 광화문광장은 ‘국가의 통치방식

의 공간적 재배치’(박주형, 2012:9)가 일어난 결과물이 되었다.   

“시민참여단을 100명 넘게 모집했는데, 이 분들이 역할이 없어요. 

사실 이분들 데리고 서울시가 뭐할거냐고. 워크샵 한번, 토론회 한번 하

는 것 뿐이고. 1년을 만나도 할 일이 없는거야.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

지에 대한 용역발주를 냈어요. 서울시는 사업할 때부터 조직으로 집어넣

어야 참여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지. 협의체 만들 때도 조직을 구성

해야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고, 조직이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계속 시민참여단 만들고 확대하고 워크샵 개최하고 이런 

형태들이 행사를 위해서 동원하는거고 공허해지는거에요.” (전문가 A 인

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참여의 개념은 자기가 정해놓은 다

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내가 비빔밥을 먹을지 자장면을 먹을지 정하지 

않았는데, 중국집에 들어가서 뭐 먹을지 묻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진정

한 의미의 참여인가.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임금같은 마인드인 것이다.” 

(전문가 A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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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요구 수렴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가 B 인터뷰)

2) 조직화된 무정부

합리적 계획이론에서는 해결할 정책문제 또는 달성할 정책목표를 명

확히 하고, 의제설정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거나 

개발한다. 이후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 대안의 결과를 비

교‧평가한 다음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정정

길 외, 2003:433). 협력적 계획이론은 이와 같은 합리적 계획이론의 도

구적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호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수단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과 사회

적 학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한다(김두환, 2000a:10).

협력적 계획이론은 실체적 내용과 분리된 과정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실제 계획 실행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

판을 받아왔다. 힐 리가 제시한 협력적 계획의 기준을 실제 계획 현장에

서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적 계획과정

은 이상적 형태일 뿐,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Tewdwr 

–Jones& Allmendinger, 1998; Huxely, 2000; Hillier, 2000).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일부 이해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기술과 전문적 지식이 없을 수 있으며, 시간 집약적인 협

력적 계획과정에 참여할 시간이나 에너지 또는 자유가 없을 수도 있다

(Ansell&Gash, 2007). 이러한 계획현실에서 협력적 계획방법이 적용될 

경우 실제 계획 현실을 설명한 정책결정 이론이 있다. Cohen, March, 
Olsen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약한 혼란한 상태

를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ies)’ 상태라고 하면서,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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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으로 설명

하고 있다(Cohen et al., 1972). 관료조직에서처럼 계층제적 권위를 중

심으로 하위조직이 연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조직 혹은 행정부 내 여러 부처와 관련된 정책결정 등에 적용된다. 

이 때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는 문제

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로 참여자들이 본인의 확실한 

선호를 모르는 상황이다. 참여하는 자들 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참여자 개인을 높고 볼 때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차 모르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를 의미한다. 둘째,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모르는 경우이다. 셋째, 회의에 참여하는 행위

자가 유동적인 경우(part-time participants)로, 어느 때는 참여하고 다

른 때는 불참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협력적 계획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와 같이 

제도권 내에서 수직적 정책결정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수평적 관계를 제안한다. 실제 이런 의사소통 방식은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약한 혼란한 상태에서 날치기(choice by oversight), 

혹은 진빼기 방식(choice by flight)으로 정책결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

다.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기 전에 재빠르게 결정되거나 해결해야

할 주된 문제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떠날 때 까지 기다리다가 결

정 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은 행위자가 회의에 참여하는 결정

구조(decision structure)와 문제가 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접근구조

(access structure)와 상호작용한다. 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의 의도보다는 문맥적인 사건이나 타이밍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권변동이나 국가적 분위기, 혹은 정치이념 등의 

변화 같은 정치적 사건이 점화계기(triggering event)가 되어 결정이 일

어난다. 



- 257 -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의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나 여론조사, 광

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의 광화문시민참여단과 분과별 전문위원을 모

집한 광화문시민위원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시민토론

회 등이 위의 세 가지 전제조건에 부합한다. 이 경우 참여하는 시민들은 

미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합

의나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원하는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지 모

르는 경우가 많다.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역사 분야 전문가는 교통문

제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알 수 없으며, 각자의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

서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밖 에 없다. 광

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의 이해당사자는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관련 있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시키기 어렵다. 참여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여론이나 언론에 의하여 증폭될 경우, 참여

하는 행위자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시민토론회나 시민위원회 워크

숍의 경우 행위자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등 수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반에 꼭 모여야 하는 자리 말고 따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과제하거나 시험 본다고 다 나가버리고, 

작장인들을 바빠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부진했다.” (시민 A 인터뷰)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복잡한 

계획이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광장 조성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기 전에 재빠르게 의사결정

(choice by oversight)이 일어났다. 문제의 성격이나 대안의 성격은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흘러왔으나, 중요한 것은 광화문광장 조성의 방

향이 아닌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맥적인 사건이나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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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의사결정의 계기는 앞서 서술한 정치적 사건이었으며, 이 점화계

기는 문제가 회의에 상정되는 접근구조와 의지가 있는 행위자가 결정기

회에 참여하는 결정구조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3) 공식적 합의의 형식화

협력적 계획이론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고 있다. 차이

가 증가하고 점점 파편화되는 세계에서 의견의 일치가 가능한가, 혹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원적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로부터 자발적 이

해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통의 이해기반이 있어야 가능

한 문제다(정규호, 2003). 

합의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점과 관계를 전환시키는 

능력(transformative capacity)이다(Forester, 1992). 이는 협력적 대

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관

계의 분열을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창조되어야 한다(힐리, 2004:315). 

합의 도출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적 맥락과 일상과정 및 대화양

식에 대한 신중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참여자

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적 지식과 합

의 형성의 장에서 형성된 상호이해 사이의 성찰적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

진다. 이해관계의 차이 뿐 아니라 가치와 문화적 준거에 대한 차이에 대

해서도 경청(listen for difference)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힐리, 2004: 

318).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요구하는 ‘합의’에 대한 가정과 

목표가 ‘자기표현의 욕구’와 ‘차이에 대한 욕망’과 대립한다. 특히 

계획과정과 같이 매우 정치적인 분야에서 합의는 완전 이상적이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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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정치적 지위를 버리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Tewdwr-Jones&Allmendinger, 1998). 합의된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Mouffe(1999)에 따르면 다원주의사회에서 정치는 적대와 갈등이 

내재된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가 성취되기 어렵다. 대립하던 의

견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최종적 해결 혹은 균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일

시적이며 부분적인 긴장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348) 또한 합의 형성

의 실체는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합의일수도 있지만, 구조적 배제가 작

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김지은, 2018). 합의를 도출하려는 모든 대화는 

일부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McGuirk, 2001:213). Mouffe(1999:756-757)는 배제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배제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고 했으며, 따라서 합의는 권력이 안정화된 모습일 

수 있다고 했다. Schuckman(2001)은 상대적으로 영향력 없는 목소리

를 대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없고 ‘중립적인’ 기관의 지도력이 없

으면 협력적 과정이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첨예한 

계획과정에서 합의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일 수 있다. 심지어 광화문포럼

에서는 합의에 관한 합의 즉, 합의된 의견을 발표할 것인지349), 서로 다

른 의견을 그대로 내보낼 것인지에 관해서도350)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351) 광화문포럼이나 광화문시민위원회의 경우 역사, 공

348) 실제로 서로 다른 담론들이 담론장을 지배하려 할 것이며, 접합을 통해 결절점들을 창조하

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의미를 일시적으로 고정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뿐이다(무페, 

2007:90).

349) 우린 합의된 걸 내놔야 해요(2017.02.06., 광화문포럼 회의록, 진양교 위원).

350) 다 준비되고 합의되기 전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합의는 그 과정에서 되어야 맞지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2017.02.06., 광화문포럼 회의록, 함

인선 위원).

351)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작은 것부터 합의가 안 되잖아요. 다섯 가지 이슈가 다 

매트릭스처럼 꼬여 있어요(2017.02.06., 광화문포럼 회의록, 함인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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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통, 문화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합의

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 C 인터뷰). 광화문광장의 장소성을 

길로 볼 것인지, 광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내리기 어려웠으

며,352) 길로 본다면 육조대로나 광화문 앞길과 같은 역사상징가로로 볼 

것인지, 국가상징거리 같은 대한민국 상징가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도 분분하였다.353) 

광화문시민위원회와 같이 응집력이 약한 상황에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피상적인 동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자신의 선호가 있는 경우에도 시민토론회나 전문가토론

회의 경우 전문가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서울시 및 전문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경우 목소리를 내서 발언하는 대신 침묵할 위험이 있다. 시

민참여단 워크숍이나 시민대토론회에서 8-10명이 한 조가 되어 분임토

론을 하여 합의된 내용을 발표해야할 때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참여자(silent participant)가 되어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원래 살던 주민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주민들이 죽어도 반대한다고 하면, 시민위

원회 의견은 묵살되었다.” (시민 A 인터뷰)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 이다. 전문가들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의

지가 많았던 분들이 발언을 많이 했다.” (전문가 C 인터뷰) 

“광화문포럼 40명이 모두 같은 급은 아니었다. 위원장이 있었고, 더 

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문가 B 인터뷰)

352)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앞길이나 육조대로 등의 명칭을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2017.01.09., 광화문포럼 회의록, 안계동 소장).

353) 광화문광장을 광장으로 보냐 길로 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역사상징가로냐, 대한민국 

상징가로냐에 대한 견해도 분분하다(2017.01.09., 광화문포럼 회의록, 안창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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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졌

는지 분석하고, 만약 협력적 계획이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에

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변용되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였

다. 이를 통해 우리 계획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의 적용가능성 및 적실성

을 살펴보았다.

먼저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협력적 계획 담론이 

등장한 배경을 검토하였다. 첫째, 광화문 일대가 갖는 특유의 장소성이

다. 조선시대 광화문 공간은 국가 상징 공간으로 탄생하였고, 국가의례

를 보여주는 지배 권력의 무대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시대의 중요한 변곡

점 마다 치열한 역사 현장이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변화한 공

간이며, 정권 교체를 요구한 공간이었다. 광화문 공간의 역사성과 상징

성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소환되고 재구성되었다. 둘째, 민주화를 거치

면서 공간이 갖는 의미와 활용주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간재

현이 지배적이었던 광화문공간은 민주화를 거치면서 집회와 시위의 대표

적인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광화문광장을 협력적 측면에서 조성·재조성 할 수 있는 계획 환경

이 조성된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소통’, ‘참여’, ‘협력’ 등을 

시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상

징거리’, ‘국가중심가로’ 등 ‘길’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2년 월

드컵거리응원 이후 ‘시민광장’, ‘역사광장’ 등 ‘광장’으로 논의되

기 시작했다. 광장과 보행에 대한 요구로 서울시에 의해 추진된 공공공

간 계획 경험은 협력적 계획의 선행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

성 계획과정에 긍정적·부정적 유산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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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공간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이 부여되는 공간이다. 다양한 가치가 경쟁하는 공간

이기 때문에 광장을 조성·재조성 할 때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밖 에 없

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무대공간이기 때문에, 계획

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치판단을 외부에서 주어

진 것으로 보지 않고, 계획과정 내부에 포함시키는 협력적 계획담론이 

광화문광장 조성·재조성 계획과정에 등장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의 협력적 계획과정에 대해 분석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첫째, 계획과정을 구성하는 역사·

사회·정치·도시계획 등 포괄적인 계획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둘째, 계획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해당사자는 누구인지 파악하였

다. 셋째,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넷

째,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합의 내용이 집행과정에 반영되는지 분석하였다. 이

와 더불어 이해당사자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파악하

고,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 과정은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 

관행의 경로의존성이 협력적 계획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

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서울을 역사문화

수도로 만들자는 분위기 속에서 도심부 관리정책이 도심재개발에서 역사

적 장소 보전으로 변화하고, 시민사회에서 광장 구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 시작되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정보 제공과 공개는 

일방적이었다. 정보 공유와 사회적 학습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여론

조사 결과 배치안은 수용했지만, 광장 명칭은 반영하지 않는 등 합의내

용을 선택적으로 반영했으며, 결정하기 전부터 형성된 내부적 합의가 형

식적 합의를 대체하였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은 촛불집회로 인한 정권교체와 사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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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보행친화 역사도시 담론이 진행되고, 앞서 만들어진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되는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이해당사자는 포괄

적으로 참여했고, 의사소통 방식은 다변화되었고,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진행되었다. 정보는 제공 및 공개되고 광화문광장 사이트에 공유되기도 

했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학습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상호작

용을 거쳐서 형성한 합의는 반영되지 않거나 내부적 합의로 대체되었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을 협력적 관점에서 비교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성 과정보다 재조성 과정에서 협력적 계획이 발전 

혹은 진화한 듯 보이지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재조성 

계획의 경우 시민참여와 소통부재에 대한 논란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의 

장이 마련되었지만,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홍보가 중심이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청취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시민의 대표기구로 조직된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행정 주

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쟁점과 갈등이 많았던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토론과 논쟁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의와 실행이 괴리되면서 실천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 모두 전통적인 참여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위원회는 청취되고, 분류되고, 분석되는 개인

들의 집합에 불과했다.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광장배치안은 마치 여론조

사로 결정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계획의 객체로서 이용하였고, 이는 진정한 의미

의 참여라기보다 의사참여(pseudo participation)라고 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은 관 주도적인 사업 기획과 구상 이후 이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의사소통 과정이었고, 재조

성 계획과정은 소통부재의 논란과 갈등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임기응변

식의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 협력적 계획의 형식을 갖춘 듯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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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협력적 계획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사업 방향성

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개최한 시민토론회나 시민대토론회 등은 토론과 논쟁을 통

한 상호작용이라기보다 오히려 논쟁을 가리기 위한 도구적 기능만을 수

행했을 뿐이다. 즉, 협력적 계획관점에서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은 

과거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으로부터 제대로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말하기 어렵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서 협력적 계획이 비(非)작동 했다면, 재조

성 계획에서는 협력적 계획이 오(誤)작동 했다고 볼 수 있다. 협력적 계

획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광화문 일대 특유의 장소적 측면이

다. 광화문광장에 협력적 계획담론이 부상한 것도 장소적 특성 때문이지

만, 협력적으로 계획하기 어려운 원인도 장소성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은 

공간적 범위에 비해 장소 내에서 발견되는 관계적 영역이 광범위한 공간

이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자의 범주는 얇고 넓게 확대되어 있기 때

문에 직접적 이해보다 포괄적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웃주민들과 일상과정의 조직화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며, 직접 이해당사

자를 추리기 어려워 힘의 관계나 균형이 정부기관에 맞춰지기 쉽다. 게

다가 광화문 일대가 갖고 있는 권력적 성격에 더하여 이 공간이 ‘광

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지 결정되어 

있었고, 대로나 공원 등이 아닌 ‘광장’으로 조성되면서 정치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또한 계획 스케일이 광역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났고, 스케일이 다층화 되면서 계

획 스케일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둘째,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을 제약한 한국 정치구조와 

정치문화 등 정치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우선, 협력적 계획은 권력과 자

원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동등한 행위자간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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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일방적 계획발표에 행정관료 중심의 정책결정, 행정주도의 하

향적 집행과정이 뒤따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

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광화문광장은 국가 상징 광장의 잠재

력을 안고 태어난 공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심이 지대할 수 밖 에 

없었다. 1994년부터 진행된 광장 조성 논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집행되었고, 청와대의 태도는 관련 집단의 지지와 

연결되었고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좌우했다. 또한 공공계획이 정치적 사

건에 의해 촉발되고, 정치적 임기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는 등 협력적 계

획의 규범들이 선거정치 논리로 훼손되었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서

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민선4기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되었고, 재

조성 사업은 민선7기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언급

되었고 광화문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적극적

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정치적 임기와 계획과정은 밀착해서 갈 수 밖 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 시민사회의 공론과정은 

한국 정치문화와 괴리된 측면이 있다.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의

사소통의 기준이나 조건들이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없었다.

셋째,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된 다양한 선행 사업들을 토대로 광화문

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 행정의 제도적 유산을 원인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사회적 학습과정과 합의의 집행에 있어서 경로의존적 관성이 작동

했다. 협력적 계획은 사고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담론을 형성하기 위

해 사회적 학습과정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사회적 학습은 홍보와 설득 과정으로 

치환되었다. 더불어 합의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제도화 과정이 존재하

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합의와 집행이 연계되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

는 다중스케일 행위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로를 그

대로 따라가면서, 내셔널 레벨과 커뮤니티 레벨 모두 제대로 연계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상황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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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집행되면서 결정과 집행조직이 단절되어 참여와 소통의 결과

가 배제되었다.

넷째, 협력적 계획이론의 본원적 한계이다. 협력적 계획을 하고자 하

는 실제 목적과 의도 자체가 정치적 수사(修辭)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울시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 언론을 

조직화시켜 제도 내에 편입시키고, 불만과 비판을 내부적 논의로 돌리고 

차단했다. 협력적 계획이 아래로부터의 정치기획과 동원이라면, 서울시

는 위로부터의 동원, 공동체를 통한 정치를 기획 하였다. 협력적 계획은 

합리적 계획의 가정과는 달리 개인은 자신의 선호를 모를 수 있고, 정확

한 수단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참여자가 유동적이

고 자신의 선호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모르는 경우 조

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ies) 상황이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

로 협력적 계획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기보다 

일시적 긴장의 타협 혹은 구조적 배제의 결과일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계획이론과 계획실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계획이론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정치적 레토릭으로 활

용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계획 상황이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화하여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협력적 계획은 규범적 특성으로 인해 

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을 간과하고 있으

며, 협력적 계획과정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의 경로의존적 제약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협력적 계획의 이론적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요소들을 포괄하는 이론의 확장이 요구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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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협력적 계획이론은 마치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근본적

인 질문을 생략하고 있다. ‘협력적 계획은 늘 옳은 것인가’, ‘계획과

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사업에서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

견은 결국 다수결로 결정되었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과 같은 소수의 입

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협력적 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항상 더 나

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적 계획 이론의 한계를 인

정하고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획 실제에 대한 시사점이다. 한국 계획 현실에서 협력적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공공계획가들이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경계 혹은 

조심할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계획과정에 대한 연구로,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

집행 세 단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계획과

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정책결정 이후 이해당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

고,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계획주체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 계획주체간 

갈등이나 협력은 권력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계획이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단계에서 갈등관리가 특히 중요하였다. 한

국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은 의제설정단계나 정책결정단

계부터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로 집행단계에서 활성화되었으며, 계획초기

단계가 아닌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시기는 집행단계만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여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부터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 

공개 및 제공도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상이한 스케일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경우 스케일

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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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권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통

한 문제 해결 방식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강은숙·김

종석, 2013).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주도 사업에 중앙정부가 참여할 경우, 권력과 자원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협력적 계획이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우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참

여할 경우 각각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협력적 계획에 부합하는 제도가 설계되더라도 기존 제도가 새

로운 제도의 모습을 제약할 수 있다. 행정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

고, 사업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형태로 정보가 공개되어왔다. 행

정이 정보를 공유해 온 역사는 길지 않으며, 사회적 학습은 진행되지 않

거나 일방적 강의나 홍보·설득의 과정이었다. 서울시의 협력적 계획의 

의사소통 방식의 설계는 기존 제도를 따라가는 경로의존성이 강하게 작

용했으며, 관료적 관성이 협력적 계획과정을 압도했다. 특히 협력적 계

획과정은 상호작용 과정의 설계를 강조하면서도 합의의 집행 과정에 대

한 설계 과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할지라도 집행단계에서 다시 경로의존적 관성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공식화하거나, 합의를 형성한 주체들

에게 정책결정권, 예산집행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등 합의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넷째, 행정의 경로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 때문이다. 조직의 학습과 습관, 문화가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 

광화문광장 조성 및 재조성 계획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은 행정과 시민 간

에서 주로 행해졌으나, 정보의 공유와 사회적 학습이 행정 내부에서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경로를 따라가기 쉬운 일선관료들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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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률이 높다면, 일선관료들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의를 도출

하여 실행하고 싶다면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학습 뿐 아니라 집행현장에 

있는 일선관료들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다섯째, 통신 기술의 발전을 시민참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

의 참여 비용을 낮추며,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쉽게 다른 시민들과 행

정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면대면으로 하는 상호작용은 이해당사자들이 반

드시 동시에 함께 있어야 하는 ‘동시성(entrainment) 제약’ 문제로부

터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상호작용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로서, 토론하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도 받

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양방향적(two-way)일 뿐 아니라 

다중방향적(multi-directional)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시민참여에서도 계획과정의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시민주도 토론포럼이나, 정책포럼, 투표 등을 제안하고, 정책결정단계에

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별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며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투표나 시민패널 등 단계별로 다양한 유형을 고려할 수 있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은 이런 협력적 계획의 여

러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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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2017.12.19.), ‘광화문 대통령 시대’…서울시·국토부 광장 

리모델링 착수 

도시연대(2004.04.13.), 걷고 싶은 도시 5, 6월호

동아일보(1953.07.14.), 17일은 제헌절 중앙청광장서 기념식

________(1958.03.26.), 다채로운 축하행사 오늘 이대통령 팔십삼회탄신일

________(2004.04.09.), 이순신장군 동상 안옮겨…중앙 분리대는 없애기로

________(2004.04.13.), 서울시 닫힌 市政

________(2005.01.25.), [사설]역사를 지우거나 희롱해선 안 된다

________(2006.01.25.), 문화재청 ‘역사도시 조성계획’논란

________(2006.12.28.), 도로 한가운데 4080평 ‘광화문광장’

________(2009.07.31.), 세계의 광장을 가다 <5> 한국 서울 광화문 광장

________(2018.11.08.), 서울시 ‘광화문 복합역’ 본격 추진

________(2019.08.27.), 새 광화문광장 시민의견 수렴한다면서...서울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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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변경은 고려 안해”

매일경제(2008.09.09.), 광화문광장 상징물 “이순신동상만” 41%

________(2008.12.28.), 서울시 광장, 시민 손으로 운영

머니투데이(2015.11.19.),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광화문광장’ 확장

__________(2018.04.10.), “1년반 걸린 ‘새 광화문광장’ 로드맵, 원안 

유지될까”

문화일보(2018.11.15.), 교통대책도 없는데…‘新 광화문 광장’ 조기완공 

강행하는 서울시

________(2019.01.23.), 광화문광장을 모독하는 정치적 발상

서울경제(2009.03.30.), 광화문~한강 7km구간에 국가 상징거리 조성한다

________(2017.05.10.), 문재인 대통령 업고 서울시 혁신정책 전국화 탄력 

받을 듯

서울신문(1998.04.30.), 여의도광장 공원화 잘못됐다/ 金대통령

________(2006.01.25.), 광화문광장 조성, 청와대 뒷산 개방

________(2008.01.22.), 광화문광장 교통규제에 발목

________(2009.01.14.), 정부중앙청사 주차장 절반 없앤다

________(2009.02.14.), [기고] 여백이 없으면 광장이 아니다

________(2009.12.26.), 광화문 광장에서 국격을 생각한다

________(2013.07.12.), [노주석 선임기자의 서울택리지] 광화문광장

________(2017.04.30.), 박원순 “광화문광장 앞 월대 복원으로 광장형 공간 

만든다”…내년 3월 국제현상설계공모

________(2017.10.27.), [자치광장] 광화문광장, 국가재생의 시작이다

________(2018.04.11.), “새 광화문광장, 교통‧녹지 문제 깊이 고민해야”

________(2018.04.19.), 전시행정 vs 역사성 복원…질곡의 광장개발 역사

________(2019.06.27.), 사직로 우회도로 개설 확정…새 광화문광장 조성 속도

세계일보(2008.01.21.),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차질

________(2015.08.12.), [광복 70주년] 지지부진한 ‘궁궐 복원사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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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2019.08.13.), [데스크의 눈] 상처받은 광장, 슬픈 시민

아시아 경제(2009.02.02.), ‘세종대왕 동상’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

___________(2009.02.04.), 광화문광장 시설물 이름지어 주세요

___________(2015.05.04.), 광화문·서울시청 일대 대규모 지하도시 만든다

___________(2017.11.14.), “자가용으로 4대문내 출·퇴근 ‘안하게’ 

만든다”

엔지니어링데일리(2018.07.26.), 서울시 광화문 정책, 주민들 의견 조율은 

‘상실’

연합뉴스(1999.12.08.), 민간단체 ‘광화문 문화포럼’ 9일 발족

________(2002.07.03.), 세종로 문화광장 조성하자

________(2002.12.19.), 여중생 추모, SOFA개정 촉구집회 확산

________(2006.01.24.), 정치 1번지에서 역사와 문화의 중심으로

________(2006.01.26.), 문화연대 서울 역사도시 범국민추진단 제안

________(2007.12.13.), 서울 세종로에 국가 상징 ‘광화문광장’ 조성

________(2008.01.22.), “李당선인-광역단체장 첫 외동..뭘 논의했나”

________(2009.07.30.), ‘서울 상징’ 광화문광장 내달 1일 개장

________(2011.10.19.), 광화문광장 사용 신고제 재추진

________(2017.04.10.),  文 “박원순 시장과 함께 다음 정부 만들겠다”

________(2017.04.24.), 文, 집무실·관저 광화문으로…'광화문 대통령 시대' 

청사진

________(2017.09.12.), 서울시-국토부, 용산공원‧광화문‧GTX등 현안 함께 

푼다

________(2018.04.10.), 광화문광장 3.7배 커진다…2021년까지 10차로→ 

6차로 축소

________(2018.09.13.), 종로구의회, 광화문광장 확장 및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________(2018.11.15.),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추진”서울시 의회 ‘무리한 

사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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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2019.01.24.), 서울시 “행안부와 ‘성공적인 광화문광장 조성’ 

협력 약속”

________(2019.05.15.), ‘광화문광장 설계안 충돌’ 서울시·행안부 “큰 

틀에서 합의”

________(2019.08.27.), 박원순 “광화문광장 늦출 이유 없어…청계천도 반대 

많았다”

________(2019.10.11.), 사람 보행 중심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설계 공모

________(2019.12.04.), “광화문광장 개편, 기존 논의 부족...주민부터 

설득해야”

________(2020.10.05.),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업 졸속 추진”…경실련 등 

시민사회 반발

________(2020.10.22.), 도시·건축전문가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촉구

오마이뉴스(2009.07.31.), 광화문광장 1일 개방...시민단체 “광장 아닌 

조경사업”

월간중앙(2017.06.17.), [직격 인터뷰]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날개 단 박원순 

서울 시장.

위클리경향(2010.01.05.), [신동호가 만난 사람]‘빈자의 미학’ 추구 20년, 

승효상 이로재 대표

일요신문(2019.09.06.),  “협의는 없고 통보만 있었다” 박원순표 광화문광장 

사업에 중학동 삼각지 상인 눈물

조선비즈(2019.08.08.), 서울시 “행안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 납득 

어려워…일정대로 추진할 것”

조선일보(2004.08.23.), 21세기 세종로는 이렇게...심포지엄 열린다

________(2005.01.24.), [사설]  박정희의 광화문과 正祖의 光化門

________(2006.11.24.), 광화문 복원‧이전공사 시작…교통대책은 어떻게

________(2007.12.14.), 광화문 광장에 ‘육조 거리’ 부활

________(2009.09.05.), 광화문광장의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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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2008.03.10.), 광화문 광장에 누구 동상을 모실까

________(2008.08.05.), 광화문~숭례문 근대화·민주화 자부심의 거리로

________(2010.01.11.), 휴식·품격 실종, 놀이동산 같은 ‘광화문광장’

________(2019.01.22.),  [사설] 이순신 장군 동상 치우고 ‘촛불’ 새긴다니

________(2019.08.29.),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 

하라” 

주간동아(2002.12.18.), “광화문→광장 대변신 꿈은 이뤄지나”

주간조선(2020.10.18.),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굳이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논란

중앙선데이(2017.10.29.), 공론화 실험, 갈등 해소 새 모델 되려면 면밀한 

복기 필요

__________(2019.01.26.), [사설] 서울시의 설익은 정책이 혼란 부추긴다

중앙일보(2002.06.28.), 월드컵 결산 릴레이 좌담 : 광장문화를 살리자

________(2002.09.04.), “기능 분산·교통흐름 재구성 전제돼야”

________(2008.01.22.), ‘광화문 광장’ 착공부터 차질

________(2008.02.28.),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 참석

________(2008.03.10.), 광화문 광장에 누구 동상을 모실까

________(2009.01.12.), 광화문에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함께 세운다

________(2009.06.11.), 세종로 은행나무들 어디로 갔나

________(2009.11.09.), 광화문광장은 장터 바닥이 되어 가는데

________(2009.12.09.), 원칙도 격조도 안 보이는 광화문광장

________(2010.01.13.), 광화문광장 ‘난장’

________(2018.11.15.), 서울시의원 “박원순 임기 내 완료하려고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추진”

________(2019.01.21.), [사설] ‘10년 만의 재성형’ 광화문광장 민의 

수렴부터 하라

________(2019.06.27.), 김부겸 떠나자 광화문광장 일사천리…경복궁앞 

우회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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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2019.07.25.), 진영 장관, 박원순의 광화문 재구조화에 “합의 

어렵다”

________(2019.08.13.), 김부겸 이어 진영도 제지 …박원순의 ‘광화문광장’ 

문제는

________(2019.08.21.), 새로운 광화문광장 놓고 “상향식 소통” vs "속도 

조절"

________(2019.08.28.), ‘광화문 광장’ 불통 지적 서울시, 시민단체 워크숍 

열었지만...

________(2019.09.19.), 박원순,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 미루고, 설계안도 

전면 재검토”

________(2020.04.19.), 승효상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기 종료

________(2020.10.28.), [양성희의 시시각각] 차라리 광장을 내버려두라

________(2020.11.04.), [시론] 광화문광장 ‘표피적 성형수술’ 당장 중단 

해야

프레시안(2017.11.0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네 가지 문제와 한계

________(2019.06.19.),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청계천 복원 복제품?

한겨레(2003.04.30.), [행정수도]서울 도심 역사 문화공간으로

______(2004.02.25.), 청계천 시민 빠진 ‘반쪽 복원’

______(2005.01.24.), 지워야 할 부끄러운 흔적들

______(2008.04.17.), 걷다보면 열 받는 서울거리

______(2009.06.11.), 세종로 은행나무들 어디로 갔나

______(2009.06.22.), 광장 열라는데…서울시 ‘민심 역주행’

______(2009.07.26.), 세종로 광화문광장 8월 1일 열린다

______(2009.08.02.), 광화문광장은 테마파크인가?

______(2009.08.03.), [사설] 역사와 현실이 거세된 광화문광장

______(2016.05.04.), 박원순 “광화문광장 확장, 정부 승낙해야”

______(2018.04.10.), “광화문 광장에 청와대 올까”

______(2018.07.25.), 광화문 주민들 “광장 조성 반대”…토론회서 불만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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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2019.01.25.), [단독] 김부겸장관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______(2019.02.15.), [크리틱] 광화문광장, 과정이 중요한 이유

______(2019.07.22.),  시민단체들 “시민위원도 모르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중단을”

______(2019.07.30.), ‘답정너’ 광화문광장 재조성…돌고 돌아 결국 

‘승효상 안’

______(2019.08.12.), 행안부, 새 광화문광장 강행 서울시에 ‘최후 경고’ 

추가 논의 어렵다

______(2019.08.22.),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조성 소통 부족”  

일시중단·공론화촉구

______(2019.08.29.),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 땐 시민불복종”

______(2019.09.09.), 박원순 “시민 뜻 더 수렴” ‘광화문광장’ 한발 후퇴?

______(2019.09.19), 광화문광장 설계 전면 재검토…“사업시기 연연하지 

않겠다”

______(2020.10.23.), [크리틱] 광화문광장, 미래 세대에게 맡겨야

한겨레21(2003.10.09.), [건축] 우리가 꿈꾸는 광화문은…

한국경제(2002.07.10.), [월드컵 열기를 新 문화로..]거리로 나온 사람들

________(2019.06.28.),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꼼수’논란

한국농업신문(2019.02.22.), 여명 서울시의원 “광화문광장은 시장 댁 앞마당 

아닙니다”

한국일보(2008.01.21.), 광화문 광장 조성 착공 늦어질 듯

________(2008.04.24.), 광화문 광장, 내년 여름에 만난다

________(2008.12.29.), 광장운영 시민의견 반영…서울시, 위원회 만들기로

________(2009.06.23.), 광화문광장 집회 ‘이중 자물쇠’

________(2018.03.10.),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편 2개안 정부에 제출…전면 

지하화 무산 가능성 남아

헤럴드경제(2014.11.13.), 서울역 고가 활용 공모전은 반대여론 무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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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2015.01.29.), 박원순 “서울역 고가 공원화, 17개로 보행로 

신설”

환경과조경(2009.09), 광화문 광장

__________(2014.11.), 서울판 하이라인, 서두르지 말자

__________(2017.07.), 서울역 고가, 다시 토론할 때다

__________(2019.07.), 광화문광장 재조성, 서울시·주민갈등 표면화…“우리 

목소리 좀 들어달라”

BBS NEWS(2018.07.31.), 김영종 종로구청장, “新광화문광장 사업 교통대책 

주민소통 아쉬워”

KBS(2017.04.10.), [팩트체크] 문재인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는 참여정부 

때부터?”

SBS(2007.12.13.), 세종로에 대형 광장 만든다…‘국가의 상징’으로

____(2019.02.15.), [취재파일] ‘새 광화문광장’ 시민 의견 듣는다더니… 

반년 동안 ‘모바일 설문 조사’뿐

YTN(2014.10.07.), “광화문 광장 이전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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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분 일자 주요사건

의제
설정
과정

2006

01.24
유홍준 문화재청장 서울역사도시 조성 계획 발표

-광화문 복원, 광화문 앞 광장조성 

09.22
‘세종광장’ 조성방안, 오세훈 시장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 
보고

09.27
서울시 세종로 ‘세종광장’(3개안 및 추진계획) 기자설명회 
개최

10~12

홍보, 여론조사(시민토론회, 인터넷 등 여론 수렴)

-광장배치(중앙안), 광장명칭(세종시민광장), 세종대왕동상
이전

12.04
문화재청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

-광화문 앞 광장 계획 무산, 세종광장 내년 착공 예정

12.05 시민토론회 개최

12.15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 개최

-중앙배치안과 광장명칭 ‘광화문광장’으로 추천

12.21 서울시 지명위원회 ‘광화문광장’으로 결정 자문

12.26 서울시 경찰청과 교통문제 협의

정 책
결 정
과정

12.27

서울시·문화재청 세종로 중앙 ‘광화문광장’ 조성방안 결
정 

-중앙배치안 및 광장명칭 확정, 기자설명회

2007

01.02 경찰청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 구역 지정 검토

01.23 입찰방법 심의-일괄입찰(건설기술 심의위원회)

01.30 광화문 복원 및 광장조성사업 종로구 사업설명회

02.06 미국대사관 방문 협의

02.06 교통대책수립 용역추진방안 검토

02.07 시의회상임위(도시 관리위원회) 업무보고

02.08 용역계약 체결

03.20

광화문 조성계획 조정방침

-사업시행: 아이디어 공모후 일괄입찰

-사업비 변경 및 공기연장(07.09~08.08→08.02~09.06)

03.20 아이디어 현상공모 시행 공고

03.29 아이디어 현상공모 현장 설명

04.17 세종대왕 동상 이전 관계기관 회의

05~06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06.14
서울시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발표

-도심1축 광화문광장 조성

<표 25>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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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아이디어 현상공모 우수작(5개 작품)선정

09~12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행(대림컨소시움 당선작 결정)

정 책
집 행
과정

11~12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12.13 광화문광장 기본설계안 발표

12.20 교통규제심의 요청(교통국)

12.24 설계 및 시공 계약 체결

2008

01.21 교통규제심의 지연

01.22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협조 
요청

02.19 심의자료 보완, 교통규제심의 요청(교통국→경찰청)

02.28 교통대책 합동점검반 구성(경찰청)

03 서울시·경찰청 교통대책 T.F. 1,2차회의

03.19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03.26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대통령 비서실(민정수석)보고

03.27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최

03.31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04.03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면담

04.11 교통대책 대통령 보고

04.22 경찰 교통규제 심의 통과(완료)

04.23 공사착공

05.27 공사착공식

08.04 청와대 국가상징거리 구상(건국60주년 기념사업)

09.05 문화재 시굴작업(입회조사)착수

07~12

광화문광장내 동상 배치방안 여론조사

1차: 이순신(36%)>이순신·세종대왕(34%)

2차: 이순신·세종대왕(62%)>이순신(24%)>세종대왕(10%)

2009

01.16 세종대왕 동상 배치계획 확정

01.17 세종대왕동상위원회 구성

03.3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차 회의 국가상징거리 구상 구체화

05.28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 광장 사용 허가제

08.01 광화문광장 개장(행사)

10.09 세종대왕 동상 제막 행사

구분 일자 주요사건

2014 09.04 서울시 4대문안 ‘보행환경개선’ 사업

<표 26>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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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설정
과정

10.07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광화문광장 이전 구상

2015

03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공모’ 광화문광장 제안 

04
청와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공모’ 서울시 제안 최종 탈
락

11.20 서울시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확장하는 방안 검토

2016

05.03

박원순 시장 기자간담회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언급

-계획은 이미 확정, 시공이 문제

-중앙정부의 반대

09~

17.08

광화문광장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광화문포럼 운영

-7개 분야, 전문가32인+시 내부위원14인, 매달 1회 정례포
럼

09.09 광화문포럼 1차 : 운영계획 발표 및 운영방안 논의 

10.20 광화문포럼 2차 : 세종대로 관련 추진계획 발표 및 논의

11.17 광화문포럼 3차 : 광화문광장 기존계획 발표 및 논의

12.15 광화문포럼 4차 : 역사 및 도시계획 발제, 미래방향 논의

2017

01 시민참여단 모집

01.09 광화문포럼 5차 : 미래발전방향 정리안 발제 및 논의

02.23 광화문포럼 6차 : 공간분과 주요 이슈 논의

03.23 광화문포럼 7차 : 공간분과 발제

04.03 문재인 대선 후보 광화문대통령 공약 

04.27 광화문포럼 8차 : 공간 및 교통부문 정리안 발제

04.25
~28

시민 1000명 대상 시민의식변화 조사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

04.12
박원순 시장 ‘새 정부 10대 과제’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건의

04.24 문재인 대선 후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청사진 제시

05.18 광화문포럼 9차 : 문화 및 시민이용 분과 발제

05.09 문재인 대통령 당선, 새 정부 출범

05.31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 개최 (포럼결과 발표)

-전면지하화방안 공개·제안

06.15 광화문포럼 10차 : 추진방안 논의

07.19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100대 국정과제)

08.24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 착수

09.12 서울시·국토교통부 T.F. 1차 회의

10.20
문화재청이 서울시·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에 경복궁 협
조 요청

11.13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기본계획방안 수립 2018년 예산안 제
출

12.19 서울시·국토교통부 T.F. 2차 회의

2018 02.18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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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행안부·문체부·서울시·문화재청 재구조화 관련 중앙정부 
협의

03.20
서울시, 정부에 광화문광장 2개안 제시 (전면지하화 무산 가
능성)

04.09 광화문 포럼 소집, 전문가 결론 뒤엎는 안 통보 발표

정 책
결 정
과정

04.10

서울시·문화재청,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 
발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확장

05.03 세종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20개월)

05.04 종로구의회 의원들 ‘광화문광장 계획 철회’ 결의문 발표

07.03
~08

시민참여단 모집 (100명, 임기 2년) 

07.21

광화문 시민위원회 출범, 발족식

-170명 : 시민참여단100명, 분과위원회50명, 관계공무원 
20명

07.25 광화문광장 재조성 시민토론회

07.25 광화문광장추진단신설

08.22 경복궁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09.13
종로구의회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마을 자전거 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10.01 서울시·국토부 GTX 광화문역 신설 논의

10.12 국제설계공모 시행 공고

10.19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열어 교통대책(GTX-A) 검토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동시 시행하기로 의결

10.29 국제설계공모 세부지침 제시 현장설명회

11.15 고병국 서울시의원 무리한 사업, 조기완공 강행 지적

12.06 서울시 광화문 복합역 구상 계획 

2019

01.04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01.21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CA조경사무소)

서울시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로 명명

정 책
집 행
과정

01.23 행안부(김부겸 장관) 새로운 광화문광장 반대

01.24 서울시·행안부 성공적인 광화문광장 조성 협력 약속

01.25 행안부 “광화문광장 절대 수용 불가” 

01.25 광화문 시민위원회 정기총회

01.
서울시, GTX-A 광화문복합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공고

02 서울시, 광화문광장 조성 실시설계 발주

02.07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조성 논란

02.11 여명 서울시의원 광화문광장 조성 반대

02.14 김영종 종로구청장 “찬성하지만 교통대책 우선”

03 서울시,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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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서울시·행안부(진영 장관) 큰 틀에서 합의 

05.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도로 변경) 주민열람공고

06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도시건축심의위원회 통과

06.27 사직로 우회도로 개설 협의(서울시→행안부)

07.22 시민단체(11개) 광화문광장 졸속추진 중단요청

07.25 행안부 기자간담회에서 “재구조화 합의 어렵다”

07.30
행안부→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협조 요
청’ 1차 공문 

08.08 서울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긴급 브리핑

08.09 행안부→서울시 2차 공문

08.19 서울시, 정부청사 구역 배제 검토

08.21
~22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
가’

08.23 서울시의회 제동 “절차적 정당성 중요, 속도 조절 필요”

08.27 서울시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08.27 김소양 서울시의원 여론조사 재검토 요구

08.29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 요구

0 8 월
말

문재인 대통령·진영 행안부 장관 박원순 시장 광화문광장 
문제 논의

09.06 행안부 시민의견 수렴과 전반적인 사업일정 조정 요구

09.19 서울시 브리핑, “사업 시기 연연하지 않겠다” 발표

10.18 1차 공개토론회

11.07 2차 공개토론회 

11.15 전문가토론회(도시 분야)

11.21 전문가토론회(역사 분야)

11.27 3차 공개토론회

12.04 4차 공개토론회

12.07 1차 시민대토론회

12.15 2차 시민대토론회

2020

02.13 서울시, 시민소통결과 발표 – 시민 뜻 담아 사업추진

04.02 서울시 교통실, 교통수요방안에 대한 사전 차담회

06.01 서울시,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06.18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09.28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공사계획 발표

10.05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요구 성명서 발
표

11.16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조성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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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그림 14> 광화문광장 조성 현상설계 당선작 (2007.06.15) 

자료 : 서울특별시(2011)

양측배치안 중앙배치안 편측배치안

<그림 15>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고려된 세가지 배치안

자료 : 서울특별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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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그림 16> 광화문 포럼에서 검토한 세가지 배치안

율곡로 부분 지하화 율곡로 곡선화 율곡로, 세종로 전면 지하화 

<그림 17> 광화문광장 재조성 현상 설계 공모 지침 

자료 : 서울특별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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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광화문광장 재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자료 : 서울특별시(2019)

<그림 19>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 (2020.11.16. 착공)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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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wanghwamun Squar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Planning Process  

: Why did the Collaborative Planning Fail?

Cho, Bongky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aradigm of urban planning is shifting from R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to Collaborative Planning in the overall 

framework. When Gwanghwamun Square was first cons- 

tructed(2006~2009), the Seoul administration did not make a 

one-way decision but aimed for a ‘citizen participation’ space 

where the citizens would take an active part in the making of 

the square. During the reconstruction planning process 

(2014~2020) of Gwanghwamun Square, Seoul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ould create a ‘citizen-led’ space, in which 

the citizens would lead the sketching of the plans. The range of 

participating parties was expanded, leading to active commun–
ication and even an attempt at social learning was made during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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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Seoul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 opinions of the 

citizens and the experts w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rocess. However, the construction and the reconstruction 

processes were pursued in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s after 

their launch. It shows that the preference of the people and the 

experts had overturned after the regime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Square conducted in a 

clearly collaborative manner and if the collaborative planning 

didn't function as it should have,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behind its failure. To do so,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es 

behind the rise of collaborative planning were researched. Also, 

the main components of collaborative planning were deduced, to 

compare and evaluate the construc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Square in the view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was formed under two 

main perspectives. Firstly, comprehensive planning environment 

that affects the planning process, direct and indirect parties that 

take part in the planning process, methods of communication, the 

information given and attempts of social lear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agreements made and their execution were 

researched with the existing studies on collaborative planning as 

a background. Secondly, multi-scalar and network analysis, path 

dependence were further analyzed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e causes behind the failure of collaborative planning in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of Gwanghwamu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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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following. Firstly, Gwanghwamun Square has a unique 

sense of place such as its complex publicity and its identity as a 

political symbol, and as the scale of the planning became wider 

and multi-scaled, a scalar-mismatch had occurred. Secondly, 

asymmetrical power balance among the parties and over- 

politicization of the planning had made collaborative planning 

difficult, and the political culture of South Korea is also far from 

Habermas's ideal speech situation. Thirdly, on the administrative 

level, path dependency overshadowed the social learning and 

execution of agreements, revealing the lack of multi-scalar 

planning ability of the Seoul administration and worsening the 

conflict. Lastly, it is the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Collaborative planning can be used as political 

rhetoric. Also, collaborative planning could turn into organized 

anarchies in real-life situations. The ‘agreements' made under 

mutual interaction may not be agreement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but possibly structural exclusions or just temporary 

compromises.

Keywords : Gwanghwamun Square, Collaborative Planning, 

             Planning Theory, Governance, Planning Process, 

             Public Planning, Multi-scalar Approach.

Student Number : 2015-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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