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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명의 역사와 발전은 인류가 정주하는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21세

기 오늘날에도 도시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

는 장소로서 인류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 운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의 중요성으로 도시

에 관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9세기 산업

화에 따른 근대도시의 출현은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에 관한 연

구가 시작되는 전기가 되었다. 도시론(urban theory) 또는 도시사(urban

history)라 명명되는 도시연구는 도시공간을 단순한 무대나 배경으로 인

식하지 않고 역사적 행위나 구조를 만드는 주체로 인식한다. 이러한 도

시 연구는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도

시계층간의 계급갈등, 자본주의의 영향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른 도시문

화 고찰에 대한 결과물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도시 대상의 계획

이론(planning theory)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계획에 관한 실증적인 도시

연구라 할 수 있다.

계획이론은 18세기 서구사회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시공간에도 물

리적인 혁명이 일어난 근대도시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21세기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기술 문화혁명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

향을 미치고 있고 도시공간에도 고도화 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

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는 인류라는 점 그리고 인류가 정주하는

도시공간은 가상이 아닌 실제공간이기에 물리적인 도시 공간 계획은 필

수불가결하다. 또한 도시 공간 계획은 사회구성원들의 사적인 공간 뿐

만 아니라 공적인 공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함의를 전제로

늘 물리적인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공간계획

을 다루는 계획이론은 현재와 미래 도시 공간 계획에 적용되는 중요한

실증적인 도시연구 분야이다.

본 논문은 계획이론의 실증적 도시 연구를 지향하고 특히, 도시계획



이 도시 안에 상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계획

(public planning)’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계획의 주체인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인류 역사상 공공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근대국가

를 통해서였고 당시 근대국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간 혁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거와 철저하게 다른 새로운 도시 공간 계획은 강

력한 국가 주도의 도시규범인 ‘모더니즘’ 현상과 그에 따른 도시문화인

‘어바니즘’으로 발현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도시 근대화 과정을 ‘어반

모더니즘(urban modernism)’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공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국

가라는 계획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로 본 논문은 국가주도

의 도시계획 그리고 그 결과 발현된 도시문화를 함의하는 ‘어반 모더니

즘’ 계획의 근원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19세기 프랑스 제 2제

정기의 파리 도시계획을 그리고 제 2제정기 파리 도시계획과 정확히 1세

기의 시차를 두고 구축된 196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을 선정하였다. 이는

근대도시가 탄생한 제 2제정기의 파리 도시계획을 어반 모더니즘 개념이

태동한 원형으로 하여 후발 근대화 과정을 거친 아시아의 대표 수도 서

울의 어반 모더니즘을 연구하고자 함이다. 두 도시의 어반 모더니즘을

고찰한 결과 파리는 강력한 계획주체인 국가에 의해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을 거쳐 도시혁명을 이루어 내어 파리만의 도시문화를 구축하였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강력한 도시문화 운동으로서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반면에 서울은 강력한 계획주체인 국가가 도시계획의 목적

을 도시문화 창출의 관점이 아닌 경제생산수단의 관점에서 추구했고 이

러한 도시계획의 관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냉전

시대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했던 국가정책이 서울 도시 공간

계획에도 적용된 특수한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파리와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구축된 물리적인 도시공

간을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하여 근대 도시 공간을 탄생한 어반 모더니

즘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는 계획이론 분야에서의 본 논문이 가지는 독



창적인 부분이다. 또한 서구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계획이론 분야에서 한

국형 계획이론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자생의 도시 계획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미래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에 있어서 계획 주체의 역할과

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계획이론, 근대도시계획, 어반 모더니즘, 파리 대개조 사업

(1853-1870), 서울 대건설 사업(1966-1970)

학 번 : 2016-3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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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도시화 지표인 도시화율은 통계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한

1950년에 21.4%에서 시작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80%를 넘어섰다1). 21

세기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시는

단순히 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이 요구

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반에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이후 현재 팬

데믹 상황은 도시공간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미래도시에 관한 연구도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2).

이러한 도시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 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초기 도시연구는 19세기의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20세기 초부터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시론(urban theory) 또는 도시사(urban history)라 명명되는 도시

연구는 도시공간을 단순한 무대나 배경으로 인식하지 않고 역사적 행위

나 구조를 만드는 주체로 파악한다(민유기, 2007:23). 도시공간을 단순한

시대적 배경이나 무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적극적 주체로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도시이론들은 도시를 사회

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도시계층간의 계급갈등, 자본주의의 영

향(Harvey, 1985; 브로델, 1995; 손더스, 1998; 르페브르, 2011) 그리고 기

1)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OECD가입국>영토/인구>도시화율. 2020년 대

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4%이다. https://kosis.kr/index/index.do.(검색일:2021년 08월 20일)

2)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도시공간 구조의 특징적 변화는 첫째, 사회적 거리 유지와 대중교통 이

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외부 공공공간(Public Space)의 대규모 확충 둘째, 최소한의 거주를 가

능케 하기 위한 대규모 주거 공급이 대표적이다. 이지아(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선 

미국의 도시정책”,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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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발전에 따른 도시문화 고찰(짐멜, 2005; 벤야민, 2010)에 대한 결과물

들을 도출하였으나 실제 도시의 물리적인 계획적 연구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도시대상의 계획이론(planning theory)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계획에 관한 실증적인 도시연구라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산업

혁명에 의한 서구 근대도시의 탄생을 시작으로 21세기 오늘날 고도화 되

는 도시는 그 공간의 계획이 필수불가결하고 사회구성원들이 공존하는

도시 공간은 사적인 공간 뿐 만 아니라 공적인 공간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구성원들의 함의를 전제로 늘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계획이 도시 안에 상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영향을 주는

‘공공계획(public planning)’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

며, 그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늘날 도시로 명명되는 공간

계획의 시작이 19세기 근대도시를 원형(Benevolo, 1967:105)으로 할 때,

1960년대부터 특히 서구세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탈 근대적 계획이론의

학문경향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계획이론의 중요한 요소인

계획의 주체 즉, 국가 그리고 소수의 계획가들에 대한 비판과 그에 기반

하는 계획이론이 다수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중반 소수 엘리트

계획가들의 주도로 진행된 뉴욕의 ‘합리적 종합계획’을 비판한 제이콥스

(Jane Jacobs)를 비롯하여(제이콥스, 2010), 하비(David Harvey)는 자본

주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가들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활발한 조합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Harvey,

1985). 계획의 주체를 국가나 몇몇 계획가가 아닌 사회구성원들로 확장

하려는 ‘협력적 계획’ 연구도 제안되었다. 기든스(Anthony Giddens)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지배

당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사회의 구조를 구

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들 간의 상호 대화와 협력을 중요시 하였

다(힐리, 2002). 하지만 이러한 근대도시 및 국가 및 엘리트 계획가들에

대한 비판 및 대안에 대한 계획이론들은 자기 자신의 모순을 가지는 한

계가 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계획이론들이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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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제 3세계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국

가들의 식민지 역사가 있는 도시들의 특수성이 매우 다양하여 보편적 이

론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 3세계 국가들은 탈식민화 과

정 그리고 전쟁이후 자본과 인민을 동원해서 국가차원의 경제 성장을 목

표로 국가운영을 계획하는 ‘발전국가(development-state)’들로 분류되는

데, 이러한 발전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중앙 집권화 모델, 조합주의의

브라질 그리고 분권화와 포퓰리즘 경향의 탄자니아 등 여러 종류의 발전

국가의 유형이 존재한다(맥마이클, 2013:108). 이와 같이 각 국가별 서로

다른 발전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시의 역사가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이론의 전제가 서구 도시를 기준으로 전개되

는 것은 이론의 한계가 있다.

또한 계획주체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국가 및 사회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로 대표되는 계획주체에 의한 관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점이다. 우

리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하되 계획의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본가 및 계획가를 관리할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Harvey, 1985).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분화를

수용하고 이러한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대화 및 타협 그리고 무엇보

다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을 강조하나, 현실사회에 적용하기

에는 실현 불가능한 지극히 이상적인 이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자본을 옹호하는 자들도 급속하게 늘어나는 사회자본 단체들이 지역

기반의 회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전문 인력으로 배치되고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선전하기 위해 정치화 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

다(퍼트넘, 2018:77). 이와 같이 국가로 대표되는 계획주체 이상으로 국

가를 견제할 사회자본의 영향력 또한 매우 강력해진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력이라 함은 단지 국가에 의한 지배보다도 모

든 인간관계에 걸쳐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개인 또는 사회자본의 시

민단체가 경제적, 정치적 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권력관계의 장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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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고정시키며 권력 이동의 가역성을 제어하는데 성공할 때 우리사

회는 강한 개인 및 시민사회의 지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Foucault, 1997:283). 또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민사회가 고학력

화 되고 상류층으로 구성되면서 구성원들 간의 ‘동료의식(doing with)’보

다 ‘시혜의식(doing for)’이 조장되어 민중의 동원을 제약하고 정치의 장

에서 세세한 분극화를 조장함으로써, 전국적인 정치와 공공정책 형성에

서 특권계급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

(스카치폴, 2010:239). 이처럼 오늘날 난립하는 몇몇 사회구성원 조직들

이 ‘사회 권력화’되고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공공정치를 위협하며

또한 민주주의 발전을 훼손하는 측면마저 있는 현실이다(전상인, 2007).

계획이론의 고찰을 통해 얻은 중요한 사실은 도시계획이 ‘공공계획’

이라는 관점에서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계획에 대한 주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토 근대화는 국가가

강력한 계획주체이자 행위자로서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의 건축주로서 건

축이란 개념과 영역이 미약하나마 자리 잡는 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

쳤다(박정현, 2020:9). 더 나아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에 대해

국가의 역할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향이다. 2004년 우리나라의 신행정수

도 이전 및 건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오늘날 각 지자체의

장이 직접 지정하는 공공건축가 제도 등은 강력한 계획주체에 의해 도시

공간이 계획되는 즉, 근대국가를 탄생하게 한 ‘하이 모더니즘’의 회귀라

할 수 있다. 하이 모더니즘이라 함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처방

(prescription)’을 갖고 계획을 시작했으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에

강요한다고 할 때(스콧, 2010:147), 21세기의 오늘날 명확한 도시계획 목

표를 위해 국가 주도의 도시공간이 계획되는 현실은 바로 하이 모더니즘

의 전형이라 하겠다3).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공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국

3)  2018년 1월 29일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도시계

획 총괄책임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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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계획 주체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측면과 여전히 계획의 주체가

도시 공간 계획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

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의 경우

단 기간에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가의 역할

이 광범위하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국가 기능 범

위 내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한 것이 주요한 측면이 있다(후쿠야

마, 2005:168). 또한 국가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의 경제

활동 지원 그리고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institutions)’가 반드시 필요

하고, 이러한 기본 제도의 도입이후에 더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대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법체계 그리고 공평한 공공서비스

기반의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로 발전되어야

한다(애쓰모글루·로빈슨, 2012:118-119). 이러한 국가 존립의 기본 전제조

건인 제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국가 역할은 수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도시계획의 근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

로 오늘날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

은 그 동안 진행된 계획이론이 정량적 또는 지리, 사회학적 학문분야의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연구의 한계와 물리적인 도시공간이 계획이론의 배

경과 같은 부차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온 사실을 지양한다. 오히려 물리적

인 도시공간을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규정하여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

고, 이를 통해 도시 계획의 근원을 도출함과 동시에 서구의 전유물로 여

겨지는 계획이론 분야에서 한국형 계획이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배경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도시공간은 공공계획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계획주체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계획이 필수불가결했던 초기 도시

근대화 과정을 규명한다. 연구대상은 서구 초기 도시 근대화의 모델로서

프랑스 수도 파리 그리고 아시아 후발 도시 근대화의 모델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선정한다. 본 연구대상들은 서양과 동양의 대표적인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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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해 도시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수도의 입지에 오른 공통점과 근대화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 각각의 도

시위상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둘째, 국가주

도의 초기 도시 근대화는 도시운동인 모더니즘에 의해 구현되었다는 점

에서 도시적 모더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각각의 계획주체인 국가의 역할

과 그들의 모더니즘 계획의 의도를 규명한다. 셋째, 서양과 동양의 각각

의 대표 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된 도시적 모더니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 특히 차이점인 경우, 두 도시들 사이의 특수하고 다양한 속성

들이 도출될 것이며 또한 오늘날 두 도시의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준 요

인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시적 모더

니즘이 서구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에도 존재함을 규명하며 이를 통

해 우리나라 도시 대상의 계획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시대에는 도시공간의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주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

도시 근대화와 그 도시 근대화의 업적을 이루도록 한 계획주체의 도시

모더니즘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미래 대한민국 도시계획에 시사점을 제

공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두 도시의 물리적인

도시공간 분석방법을 실시하며 이는 타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은 본 연구

의 독창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물리적 도시공간 분석을

통한 도시연구 방법은 계획이론 학문분야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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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논문이 도시 공간의 계획을 다룬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의 근원 그

리고 도시계획을 실행한 계획의 주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도시공간

대상의 계획이론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모더니즘 도시계획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서구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원형과 우리나라의 모더니즘 도시계

획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단순히 서구의 모더니즘 도시

계획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함이 아니며 공공계획의

시작 즉, 도시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모더니즘 계획이 가진 연구의 가

치 그리고 서구사회 중심의 계획이론에서 우리나라의 계획 이론을 정립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1848년 2월 혁명 이후 파리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적 측면

에서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 이라는 관점(Benevolo, 1967:105, Gaillard,

1997:30) 그리고 도시계획의 ‘근대성(Modernity, 불어Modernité)4)’에 있

어서 1853년부터 1870년 기간의 나폴레옹 3세(Napoléon Ⅲ, 재위

1852-1870)와 오스망 센 지사(Georges-Eugène Haussmann, Préfet de

la Seine, 임기 1853-1870)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파리 대개조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19세기의 파리 대개조 사업은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

이라는 중요한 도시사적 의의를 가질 뿐 만 아니라 계획의 속성상 공공

계획을 다룬다는 점에서 계획의 주체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기 때문이다.

계획의 근대성에 있어서 19세기 중반 파리를 원형으로 가정하고 우

리나라 도시 공간 계획의 근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 대상

인 모더니즘 계획이 강력한 계획 주체에 의한 도시 공간 계획이라는 점

4)  계획의 ‘근대성(Modernity)’에 관해서 하비(David Harvey)는 19세기 Paris의 도시계획으로 

설명한다. ‘근대성’이란 그 이전의 모든 역사적 상황과의 가차 없는 단절을 뜻하고 ‘창조적 파

괴’, 내부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단절, 분절화 과정을 특성으로 삼는다. Harvey, D.(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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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부터 1970년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현

옥 서울시장 재임기간의 서울 대건설 사업5)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19세기 중반의 파리 대개조 사업과 20세기 중반

의 서울 대건설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함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지도

자 그리고 계획의 전권을 가진 관선시장에 의해 진행된 구체적인 모더니

즘 도시계획을 고찰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계획이론과 관련하여 물리적

도시공간에 관한 미흡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리와

서울의 물리적 도시 공간 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서 모더니즘 도시

계획의 연구주제로 동양과 서양의 도시를 관통하는 계획이론의 도출 그

리고 모더니즘의 공통점 속에서도 두 도시계획의 차이로 규명되는 변형

에 관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는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본 연구가 동양

과 서양의 수도를 비교연구 한다는 점에서 도시들 간의 비교연구를 진행

한 선행연구 둘째, 도시 공간 계획의 원형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공공계

획의 근대성과 관련한 모더니즘 계획이론에 대한 선행연구 셋째, 본 연

구가 물리적 도시 공간 분석을 통해 계획이론 도출하고자 한다는 관점에

서 도시와 건축 공간 분석을 주제로 진행한 도시계획 연구를 검토하였

다.

5)  제 2제정기 동안 오스망 센 지사에 의한 파리 공간계획은 ‘파리 대개조사업’ 또는 ‘파리의 개

조’라 명명되었고,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한 서울 공간계획은 ‘새 서울 건설’, ‘대건설 사업’ 등

의 건설사업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의 근대화 과정을 ‘건설’이라 명명된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파

리의 도시계획과 비교해서 서울의 도시건설이 잉태한 도시문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의 ‘건설현장’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경우 ‘건설’이 함의하는 바

가 물리적인 제반시설 구축을 통한 경제생산을 유발하는 도시개발 개념 이상으로 환경, 문화, 

역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시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겐코, 구마(2014), 

「나 건축가 구마 겐코」민경욱 역, 경기: 안그라픽스,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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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 간의 비교를 통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 3개 주요

도시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수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다. 염

복규·이토 타케시·주 용지에 외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의 대도시로

의 성장과정 비교연구 Ⅰ, 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6」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수도를 연구대상으로 각 도시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시아 3개 주요 도시들의 근대화과정은

서양의 도시와는 다르게 전쟁과 식민지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의한 수동

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과 베이징의 경우 식민지 시대

를 거치면서 수동적인 도시 공간의 근대화가 진행된 반면에 도쿄의 경우

는 일본의 전 세계를 향한 팽창주의를 상징하는 방법으로 서구를 모범으

로 한 ‘근대’를 적극적으로 도시공간에 적용하였다. 서구 유럽의 주요 도

시에 대한 비교연구로는 이영석의「근대 유럽에서 수도의 발전 : 런던,

파리, 베를린의 사례, 대구사학, 2005」 이 있다. 서구유럽의 주요도시인

런던과 파리는 전 세계에서 도시공간의 근대화를 가장 먼저 진행한 중심

도시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6세기 이후 수도 중심의 도시 근대화의 과

정이 시작되어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가 되었다. 그 두

나라의 수도인 런던과 파리는 18세기 이후 유럽도시의 전형으로서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독일의 베를린이 도시

근대화를 진행하였다.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도시 공간의 근대화

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수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집중화가 공고해지는 특징이 있다.

근대 도시 공간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 계획의 주체 그리고

공공계획의 근대성과 관련된 계획이론 분야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근대 도시의 출현과 계획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제임

스 C. 스콧(James C. Scott)저 전상인 옮김 의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 에코리브르, 2010」가 있다. 근대 국가의 시작은 자연과

공간을 대상으로 가독성과 단순화(스콧, 2010:30)를 높이는 과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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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되었다. 이러한 공간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의무였고 당시

계몽주의 사상과 접목되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급속한 도시의 발전 그

리고 시민사회의 의식 함양을 가져왔다.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본격

적인 근대도시가 출현하였고 그 중심에는 근대도시 파리가 있다. 1853부

터 1870년에 걸친 파리의 대규모 공공사업은 나폴레옹 3세와 파리시장

오스망에 의한 철저한 공간의 단순화, 가독성, 직선, 중앙 집중화 과정이

었다(스콧, 2010:106) <그림 1>.

이러한 19세기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한 공간 계획은 하나의 신

념이자 이데올로기인 ‘하이 모더니즘’6)으로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6)  하이 모더니즘은 하나의 신념으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넓은 스펙트럼을 초월해 많은 사람

들에 의해 공유되었다. 하이 모더니즘의 주요 담지자와 옹호자들은 공학자, 계획가, 고위 행정 

관료, 건축가 그리고 과학자와 공상가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자들이었다. 183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서유럽과 북미 지역이 경험한 산업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그림 1> 1870년의 파리지도.

1850-1870년 사이에 건설된 직선화, 중앙 집중화의 도로체계.

“재건 계획이 파리 수도에서 한층 가독성 높은 재정상의 공간을 창조한 것은

사실이다.” (스콧, 2010:106).

자료: 스콧, 제임스(2010),「국가처럼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역, 서울: 에코

리브르,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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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 계획분야의 행정관료, 계획가, 건축가들이 그들의 이상향을 실

제 공간에 실현 하고자 하는 욕망과 과거와 단절된 유토피아 도시를 통

해 시민사회를 계몽하고자 했던 근대 국가에게 하이 모더니즘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어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근대 도시의 태동이

하이 모더니즘을 통한 ‘공간 혁명(space revolution)(전상인, 2019:10)’이

라 한다면 19세기를 거쳐 하이 모더니즘은 합리적 종합계획으로 구체화

되어 주도적으로 도시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주도 계획을 대상으로 도시문제에 대한 사회이론의 대표적 연구

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의 「Paris, Capital of Modernity,

대한 신념의 강력한 형태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스콧, 제임스(2010),「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그림 2> 리볼리 거리(rue de Rivoli). 제 2제정기 파리 대 개조 사업의 상징.

“도시 자체는 화폐와 자본의 순환에 팔린 존재이다.”(Harvey, 2003:266)

자료: Harvey, D.(2003), Paris, Capital of Modernity, NY: Routledge,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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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ledge, 2003」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제 2제정기(1852-1870) 시

대 행해진 수도 파리의 공간 계획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당시 국가의

강력한 권력과 자본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의 결과가 파리 공간계획이라

보았다 <그림 2>. 제 2제정기 기간 18년에 걸친 파리 계획은 ‘파리 대개

조 사업(grand travaux de Paris)’이라 불리며 파리를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근대 도시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파리의 ‘모더니티

(Modernity)’에 대해 하비(David Harvey)는 도시 계획을 통해 자본가들

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조 환경 구축(construc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자본가들의 충실한

조력자의 입장이라 설명한다. 파리의 대개조 사업이 과거와는 철저한 단

절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 아니라 당시 강

력한 자본주의에 의한 필수불가결한 결과물이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물리적 도시 공간 분석을 통해 계획이론을 도출한다는 점

에서 도시와 건축 공간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진행하였다. 전진성의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도쿄·서울, 천년의상상, 2015」은 각국 수도들의

건축 및 도시경관을 매개로 연구를 진행한 독창성이 있다. 상호 연관성

이 없을 법한 동양과 서양 도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아테네의 고전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제국주의의 독일과 일본은 자신들에 맞

게 고전주의를 재해석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기형적 서구 건

축문명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진성의 연구는

도시 공간 및 건축이 단순히 시대적 배경이나 무대와 같은 부차적인 대

상이 아니라 정치 및 도시 계획을 위한 적극적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

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건축 및 도시 역사가이자 실무가인 레오나르도 베네볼로(Leonardo

Benevolo)의「the origins of modern town planning, the MIT Press,

1967」은 근대 도시계획의 고전 역서이다.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영

국과 프랑스의 18세기 이후 산업사회 등장을 근대도시의 기원으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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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대도시의 탄생이 도시위생 저하, 인구 과밀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함 이상으로 당시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는 유토피아적 이

데올로기의 영향이 컸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토피아라는 공상적인 이상

도시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상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

가, 건축가들의 의지 및 그들의 전문성은 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법률

적 수단을 개발했고 이러한 실질적인 과정이 근대 도시계획의 기원으로

작용했음을 본 저서는 밝히고 있다. 저자 베네볼로는 학자일 뿐만 아니

라 도시계획 및 건축가로서 구체적인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사례를 분석

하여 근대 도시계획의 원형을 증명한다.

베네볼로가 주목한 프랑스 근대 도시계획의 중요 인물은 샤를 푸리

에(Charles Fourier, 1772-1837)와 쟝 밥띠스뜨 고댕(Jean Baptiste

Godin, 1817-1889)이다. 푸리에가 유토피아적 근대 도시계획의 이론을

<그림 3> 파밀리스떼르(Familistère) 집합주거 건물 단면도.

주민 위생을 위한 지하공간에 설비시설 구비, 유리지붕이 덮인 중정공간은 주민

행사를 위한 공용공간으로 활용, 가변적인 주거공간을 통해 개인성향의 자유를

구현 하였다.

자료: Benevolo, L.(1967), the origins of modern town planning, Boston: the MIT Press,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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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 했다면 고댕은 푸리에 이론을 실제 실천한 도시계획가 겸 건축가

이다. 푸리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유토피아 도시론을 설파했는데, 그에

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 또는 계급 간 이해를 위해 경쟁하는 구조이기에

매우 부도덕적이며 부조리하기에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인 조화를 위해서

는 서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조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충족을 제

한하고 있는 현 세계의 구속과 이해상충을 없애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

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성향의 자유로운 만족을 보장하는 개혁된 사회에

의해서만이 얻어 질 수 있다고 믿었다(Benevolo, 1967:56). 그가 생각한

보편적 조화의 사회는 7단계의 역사적 시대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았으며, 그가 논문을 작성한 19세기 초는 제 4기인 원시시

대(barbarism)에서 제 5기인 문명시대(civilization)로 전환되는 시기라 보

았다. 그는 다가올 6기는 ‘보증시대(guaranteeism)’로서 보편적 조화시대

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결국 푸리에에게 다가올 보증시대를 위한 도시 계획은 도시공간

의 규제와 제약을 통해 이루어 질 것으로 믿었으며 그가 제안한 용도에

따른 토지규획, 조망권, 조경, 건축설계 기법 등은 후대에 실제 제 7기에

도시·건축규제 및 법규가 탄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푸리에의 유토피아 근대도시 이론을 실체화한 인물은 고댕으로 그는 프

랑스 ‘기즈(Guise)’ 도시에 1859년부터 1877년에 걸쳐 ‘파밀리스떼르

(Familistère)’ 유토피아 도시를 완공하였다 <그림 3>.

고댕이 완공한 19세기 유토피아 근대 도시 ‘파밀리스떼르

(Familistère)’는 20세기 하이 모더니즘의 대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에 의해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Marseille) 도시에

‘위니떼 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 1949-1952)’으로 진화하게 된다

<그림 4>. 다소 부족한 1세기 기간을 거치며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물

구조가 벽돌 조적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엘리베이터라는 획기적

인 장치 개발로 5층에서 17층으로의 건축물 층수의 변화가 존재할 뿐,

근대 도시 계획에 대한 푸리에의 사상 그리고 고댕의 실천은 1세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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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지되어 르 코르뷔지에의 모더니즘 계획으로 발전 되었다. 이와

같이 베네볼로의 연구는 구체적인 도시 및 건축공간의 분석을 통해 서구

근대 도시계획의 원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독창성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도시사 및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건

축물 사료에 대한 부족한 아카이빙 그리고 선행연구를 진행한 결과 실증

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도시공간 및 건축을 적극적인 연구주체

로 하고자 함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시계획 연구분야에서 시도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중요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본 연구를 통

해 우리나라의 실증적 도시계획 연구분야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

<그림 4> 위니떼 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 집합주거 입면도. 주차공간을

위한 지상층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 상단의 설비시설을 위한 1개층 ‘인공지반

(sol artificiel)’, 건물 중간에 상업 및 공용시설, 옥상을 활용한 정원 및 수영장과

같은 휴식 공용공간들이 배치되었다.

자료: Le Corbusier.(1995), Le Corbusier, OEUVRE COMPLETE, Vol 4, Seoul: MGH Books,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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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물리적인 도시 공간계획 및 건축의 연구주체는 19세기 서유럽

근대도시 계획과 20세기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의 원형 및 변형을 구체

적으로 규명하는 본 연구의 핵심요소이다.

제 4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계획이론들 중에서 모더니즘 도시 계획을 연구하고자 하

며 특히, 물리적인 도시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원형

과 변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방법은 사회학 분야

의 역사사회학 연구방법론인 이론 해석적(interpretive) 분석법과 비교

(comparative) 역사적 분석법이다.

첫 번째 연구방법인 이론 해석적 분석법은 개념의존적 역사이해 방

법이라고도 하는데 역사적 패턴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특정한 개념을 활용하여 역사적 변화에 대한 사회학

적 이해를 높이는 것에 비중을 둔다(전상인, 1996:184). 이론 해석적 분

석법이 특정한 개념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현상을 분석한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어반 모더니즘(urban modernism)’의 개념에 의거하여

파리와 서울의 도시 근대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어반 모더니즘(urban

modernism) 개념은 어바니즘이 의미하는 프랑스 도시계획과 모더니즘이

합성된 용어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계획 이상의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도시운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어반 모더니즘 개념으로 파리와 서울의

도시 근대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함은 두 도시 모두 과거와 단절된 철저

한 도시 근대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도시문화 창출

적 측면에서는 매우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개념

인 어반 모더니즘이 파리와 서울에 도시운동으로 전개될 때 본 개념에

대하여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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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해 나타난 도시 현상은 무엇이며 그 현상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

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파리의 경우 어반 모더니즘

도시운동에 의해 도시공간이 공간예술로 승화되어 도시 및 건축문화가

구축된 반면에 서울의 경우 존재라는 의미조차 무의미 했던 도시공간이

혁명적으로 개편되어 도시근대화라는 거대한 과업에 이르렀으나 도시공

간이 물리적인 제반시설 구축의 도시건설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연구방법인 비교 역사적 분석법은 역사적 중요한 유형을 설

명하는데 적합하고 구체적인 인과론적 구성 논리를 추구한다. 비교 역사

적 분석법의 연구 흐름은 첫째, 일정 기간을 통해 구축된 사회 구조나

과정들에 관해 문제를 제시한다. 둘째, 역사적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고찰한다. 셋째, 역사적 사건들

이 개인의 삶과 사회 변동에 영향을 준 것이 의도된 결과인지 또는 의도

되지 않은 결과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위와 구조적 맥락 사

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건들

사이에서 특수하고 다양한 속성들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진행

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들의 시간적 과정 및 맥락과 더불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점도 중요하게 고려된다(스카치폴, 1986:8).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역사에 적용된 일반 모델로서 도시적

모더니즘을 연구 주제로 파리와 서울의 두 도시 역사 사례를 횡단적 관

계망 속에서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두 도시 모두 도시적 현상으로서 강

력한 모더니즘을 통해 이전과는 급진적으로 다른 도시공간의 급격한 변

화를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모더니즘 계획을 필두로 진행된 근대

화 혁명은 일련의 도시 공간혁명을 수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대상인 파리 제 2제정기의 모더니즘은 ‘모더니티’는 ‘하나의

신화’라는 관점에서 프랑스 제 2제정 기간의 ‘모던’함은 ‘창조적 파괴

(Harvey, 2003)’ 즉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공간구조를 파격적으로 개조함

으로서 새로운 도시질서와 도시문화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개조된 도시



- 18 -

공간의 결과가 당시 프랑스 시대 흐름상 필수불가결했던 강력한 자본에

의한 사실을 감추려는 선전용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반면에 1960년대 서울의 ‘모던’함이란 식민지 치하의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재촉하려는 ‘신화’(전진성, 2015)라는 점 그리고 한국전쟁이후 국

토의 폐허 상태 속에서 박정희로 대표되는 강력한 계획주체에 의해 국가

재건을 목표로 빈곤, 부패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전쟁7)을 통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파괴적 창조(터친, 2018)’의 전형이다8). 이처럼 파리

와 서울의 도시 근대화 과정은 도시 모더니즘을 주제로 정치 이데올로기

적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제 2제정 기간의 파리는 국가로 대표

되는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망 지사의 두 강력한 인물 주도로 모더니즘 공

간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 서울의 도시계획

도 박정희 대통령, 김현옥 시장이라는 강력한 국가 권위에 의해 도시의

공간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파리와 서울의 모더니즘 도시 공간 변

화의 유사성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역사적 중요한 유형들 사이에서

의 인과론적 규칙성을 분석하는 비교 역사적 분석법의 대상에 해당된다.

반면에 모더니즘 도시운동이 공통으로 적용된 서구의 파리와 동양의 서

울에 대한 도시공간의 변화와 차이점 그리고 오늘날 두 도시의 도시공간

및 도시문화와 관련된 국제적 위상에 관한 부분도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될 부분이다.

이론 해석적 그리고 비교 역사적 분석 연구의 이론도출을 위해 도시

적 현상의 파리 모더니즘을 원형이라는 전제로 파리 도시 분석을 실시하

7)  김현옥 서울시장은 서울근대화 과정을 ‘전쟁’에 비유하였다. 그가 1966년 4월 취임당시 서울

주민의 51%가 세금을 낼 수 없는 비과세 대상이었고 피난민만 2백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서울의 근대화 사업은 궁핍과의 전쟁인 생존과 직결된 업무였다. 현장인터

뷰 이사람 40회(1992.09.27), “전 서울시장 김현옥”, MBC.

8)  ‘파괴적 창조’는 역사사회학자 터친(Peter Turchin)이 전쟁을 통해 정립한 개념이다. 거대한 

사회집단들로 구성된 국가는 상호 집단 간의 협력에 의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과거와 현재

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발전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인데 전쟁은 집단 간의 조정이나 협

력이 안 되는 부조리함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즉 전쟁의 ‘파괴’를 통해 보다 협력이 잘 되

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창조’의 과정을 의미한다. 터친, 피터(2018),「초협력사회」이경남 

역, 서울: 생각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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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출된 이론 틀을 바탕으로 서울의 모더니즘 현상을 분석한다. 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두 도시를 모더니즘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도시계획 속에서 모더니즘 도시 계획을 이론화 하

고, 이러한 이론화 과정은 모더니즘에 의해 계획된 도시 공간 분석에 의

해 정립된다. 반면에 오늘날 파리와 서울 두 도시 위상을 고려해 본다면

두 도시 모두 모더니즘 도시계획에 의해 본격적인 근대 도시로 변환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선진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현재의 두 도

시를 모더니즘 계획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본 논문이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한다.

모더니즘 공간 계획과 관련하여 정확히 1세기 차이로 19세기 유럽의

대표 수도 파리와 20세기 동양의 주요도시 서울에서 펼쳐진 강력한 국가

주도로 진행된 근대 도시 계획의 사상과 물리적인 도시 공간 구조의 변

화는 본 연구가 도시적 모더니즘을 비교 연구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본 연구의 핵심대상인 물리적 도시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분석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간의 도면화 및 시각화 과

정이 진행된다. 다양한 문헌분석 및 현장 답사를 통한 도시공간의 시각

화 연구방법은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물리적 도시공간을 주제로 하는

실증적 연구의 새로운 모델로서 본 연구의 독창적인 연구방법이다.

프랑스 제 2제정기 파리 대개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전 불어권 참

고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본 연구자의 파리 체류기간

동안 수집한 지도와 사진 등도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박정

희 대통령, 김현옥 서울시장 재임기간의 서울 대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시 실제로 계획 실행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문헌들을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도시 및 건축과 관련된 아카이브 신문, 잡지, 영상 등의 다

양한 매체들 그리고 실제 답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가 참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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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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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방법

↓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도시적 현상의 모더니즘(modernism)

◦도시계획과 어바니즘(urbanism)

◦어반 모더니즘(urban modernism)

◦매크로 스케일의 경관계획 관점(파리:aménagement, 서울:planning),

마이크로 스케일의 건축계획 관점(architecture)

↓

어반 모더니즘의 원형

◦파리 대개조 사업

Ÿ 시민계몽주의 공간계획

Ÿ 기술·미학 “형태” 패러다임

Ÿ 프로세스의 일관성

↓

어반 모더니즘의 원형과 변형

◦서울 대건설 사업

Ÿ 국가개입주의 공간생산

Ÿ 경제·산업 “기능” 패러다임

Ÿ 프로세스의 비일관성

↓

결론

◦연구의 요약

<표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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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 1절. 도시와 모더니즘(modernism)

모더니티(modernity)와 모더니즘(modernism)

본 논문의 이론적 근간인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개념 정립

특히, 도시적 관점에서의 모더니즘을 고찰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이다.

도시적 관점의 모더니즘 개념은 도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특징을

가지며 그 개념은 고도화 되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다

양한 요소들과 그 관계에 대한 현상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더

니즘 개념은 도시와 도시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는 속성상 주로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모더니즘 개념과 관련한 대표적인 주요 연구는

첫째,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모더니즘을 새로운

도시화 현상 속에서 개개인의 자아실현, 유행 그리고 물신주의와 같은

새로운 도시문화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다(Baudelaire, 1863; 짐멜, 2005).

둘째, 모더니즘과 관련한 주류 연구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도시공간과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모더니즘은 도시화 과정을 통해 도시공간이 계층 간 계급으로 구분되는

현상(르페브르, 2011),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

(Harvey, 1985), 인류의 끝없는 물질문명 추구에 따른 확장되는 도시현

상(브로델, 1995)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더니즘과 관련한 사

회학분야의 연구관점과는 다른 물리적 도시현상의 모더니즘을 연구의 핵

심 이론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모더니즘과 동시에 ‘모더니티(modernity)’에 대한 개념도 정립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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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더니즘과 모더니티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

해야하기 때문이다.

모더니티(modernity, 불어단어는 modernité)의 어원은 불어 단어 ‘모

덴(moderne)’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시대와 관련한, 가

장 최근의 진보적인 기술과 관련된, 예술 그리고 건축분야에서 전통의

가치로부터의 눈에 띄는 단절된 상태”의 의미를 가진다. 어원이 의미하

듯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 이성적 그리고 과학적 진보를

추구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서 본격적으로 모더니티는 발현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의한 시대의 대 전환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화의 발달에 의해 이성적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활동한 프랑스 작가 보들레르

(Charles-Pierre Baudelaire)는 모더니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는 1863년 출간된 그의 저서「현대생활속의 화가(Le Peintre de la

Vie Moderne)」에서 “모더니티는 일시적, 순간적, 우연적, 예술의 절반

이며 나머지 절반은 영원성 그리고 불변적인 것이다. (La modernité,

c’est le transitoire, le fugitif, le contingent, la moitié de l’art, dont

l’autre moitié est l’éternel et l’immuable.)”(Baudelaire, 1863:11)라고 정

의하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모더니티’를 번역할 때, ‘근대성’ 즉 “가

까운 현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재현”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모더니티를 ‘현대성’의 의미로 정립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이 함의하는 도시적 관점에서의 모더니티는 ‘현대성’의 의미인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재현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함이다. 보들레

르가 살았던 당시 파리 도시 공간에는 가까운 현 시대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매 순간마다 찰나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현상을 재빠르게 간파하고 그 현상을 서술한 모더니티 활동

작가는 보들레르였고, 보들레르는 기(Constantin Guys, 1802-1892) 또는

도미에(Honoré Daumier, 1808-1879)와 같은 삽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도

시의 모더니티 현상을 통찰하였다9) <그림 6>.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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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파리 도시공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순간적 찰나를 펜이나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예술가

들의 활동 그리고 변화하는 도시공간을 관찰하는 주체를 보들레르는 ‘산

보자(flâneur)’라 명명하였다. 도시공간을 관찰하는 산보자는 스스로도 관

찰당하는 주체로서 멋지게 스스로를 꾸미는 멋쟁이, 비참여자이면서 냉

소적인 관망자의 자세 다른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지는 대상의 인생에 열

정적으로 개입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하비, 2005:27). 이러한 보들레

르의 산보자 개념은 파리 모더니티가 만들어낸 새로운 도시 인류모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파리 대상으로 모더니티 개념을 정립한 영국 지리 사회학자 하비

(David Harvey)는 모더니티를 그 이전의 모든 역사적 상황과의 가차 없

는 단절을 뜻하고 ‘창조적 파괴’, 내부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단절, 분절화

9) 윤영애(1998),「파리의 시인 보들레르」서울: 문학과지성사, p.14.

<그림 6> 샹젤리제의 마차들과 산책하는 사람들 (Promenade aux Champs

Élysées, voitures et promeneurs. 1850)(좌),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리볼리 거

리의 모습 (Vue prise dans la nouvelle rue de Rivoli. 1852)(우).

자료: Constantin, G.(1850), Promenade aux Champs Élysées, voitures et promeneurs, Musée

Carnavalet, Paris(좌), Harvey, D.(2003), Paris, Capital of Modernity, NY:　 Routledge,

p.2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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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특성으로 삼는다고 하였다(하비, 1994:29). 또한 하비는 모더니티

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추구함과 동시에 ‘영원불변성’을 추구하는 양

면적 성질을 지닌다는 보들레르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다만 하비는 프

랑스 제 2제정기 동안에 진행된 파리 도시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대변

<그림 7> 1823년 완공된 갤러리 바로메트르(Galerie du Baromètre). 1852년 프

랑스 제 2제정기의 시작 이전부터 이미 파리는 자본축적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갤러리(Galeri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물신주의적 건축양식이 개발되어 파리 시내

곳곳에 설치되었다. 갤러리는 파리가 부르주아 그리고 자본의 도시로 가속화

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공간 요소이다.

갤러리 바로메트르(Galerie du Baromètre)는 1927년 오스망 대로(Boulevard

Haussmann)의 마지막 도로구축 공사를 위해 철거되었다(Moncan, 2009:115).

파리 모더니티 신화를 창조한 오스망의 망령이 20세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파

리 도시공간 계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료: Moncan, P. D.(2009), Charles Marville Paris Photographié au temps d'Hassmann,

Paris: Les Editions du Mécène,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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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은 ‘창조적 파괴’라는 모더니티의 미명하에 진행된 도시 결과물이

라 정의하였다. 제 2제정기동안 파리가 대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은 그 이

전부터 이미 축척된 자본과 과잉노동력을 자본가와 국가권력이 활용하고

자 한 의도가 핵심으로 그 결과 파리는 모더니티의 신화에 가려진 부르

주아 그리고 자본의 대표 도시가 되었다. 결국 파리의 모더니티는 자본

도시 구축을 위함이었으며, 파리시민들과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강

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제 2제정기를 시작으로 파리 모더니티에 의한 파리도시의 공간 변화

는 모더니티의 속성인 창조적 파괴를 철저히 따르게 된다. 당시 파리 시

장인 오스망은 새로운 도시공간 구축을 위해 과거의 낡은 흔적을 지웠

다. 오스망 시장에 의해 파리 모더니티 도시를 위한 규범이 만들어졌고

21세기 오늘날까지 그 규범은 파리 도시공간 계획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림 7>. 이는 보들레르와 하비가 제 2제정기 파리의 도시변화를 통해

관찰했던 모더니티가 가진 영원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더니즘(modernism)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는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행했던 전통주의와 대척되는 현시대의 상황을 표현하

는 예술사조로 통용된다. 모더니티가 추구한 계몽의 목표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구적 전략이 의식적, 심미적 전략으로 급격히 바뀌는 흐름에

따라 심미적 경험의 탐구는 근대 생활의 순간성과 분절성 그리고 그 잠

재적 혼란 속에서 영원불변한 것들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했

고 그것이 바로 ‘문화적 모더니즘(cultural modernism)’의 탄생을 가져오

게 하였다(하비, 1994:36). 이러한 문화적 모더니즘 운동은 철학가, 사상

가, 작곡가, 작가, 건축가 그리고 예술가들의 주체로 활발히 전개되었으

며, 특히 모더니티의 속성인 영원불변성을 찾고 표현해 내기 위해 도시

공간에서는 도시계획가와 건축가들이 ‘모더니즘(modernism)’ 재현양식에

몰두하였다.

도시공간 대상의 모더니즘 근원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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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시작되었다. 계몽주의 불어 표현은 ‘빛’을 의미하는 ‘뤼미에르

(Lumières, 영어단어는 Enlightenment)’이다. 즉 계몽주의는 과거의 무지

와 불합리한 관습으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에 한줄기 강력한 구원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함 이었다. 계몽주의가 전복하고자 했던 과거의 낡

은 관습과 관련하여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최초의 인물

은 18세기 궁정건축가이자 ‘혁명적인 예지력을 지닌 네오클래식 건축 이

론가(Révolutionnaire, Visionary French neoclassical architect)’ 에띠엔-

루이 불레(Étienne-Louis Boullée, 1728-1799)이다. 당시 궁정건축가로서

프랑스 도시 및 건축분야의 주요인사 이었던 불레에게 프랑스를 중심으

<그림 8> 뉴턴 기념관(Cénotaphe à Newton, Cenotaph for Newton).

중세를 거쳐 18세기를 지배했던 고딕양식의 도시와 건축시대를 종말하고 엄격

한 비례미의 고전적 역사를 재해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양식을 제안한 도

시공간의 모더니즘 기원이다.

자료: Avril, J. L., Kaufmann, E. and Mosser, M.(1987), Origines de l’architecture moderne:

de Ledoux à Le Corbusier, Avignon: Editions Foundation C.N. Ledoux,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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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유럽을 지배했던 고딕양식은 혁파해야할 대상이었다. 사상적 측면

에서 고딕양식의 강력한 종교 지향적 경향은 계몽주의가 추구하는 이성

과 과학에 위배되며 도시 및 건축학적 측면에서는 고딕건축을 건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과장되고 지나친 건축기술과 장식들은 전혀 이성적 사고

의 결과가 아니었다. 불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5년 전인

1784년에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과학자 뉴턴(Issac Newton, 1643-1727)에

게 헌정하는 뉴턴 기념관(Cénotaphe à Newton, Cenotaph for Newton)

을 계획한다 <그림 8>. 그가 계획한 뉴턴 기념관은 계몽주의가 건축적

으로 발현된 건축이론을 시각화 한 것으로 실제 건축물로 완공될 가능성

은 전혀 없었다. 건축물 외관은 상징적이고 가장 순수한 조형물인 원형

형태로 계획되었고 원형의 크기는 당시 이집트의 가장 큰 피라미드 높이

인 150m보다 높았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원형형태의 건축물은 그 규

모 뿐 만 아니라 원형 내부에 기둥이 전혀 없이 건축물이 구축된다는 점

에서 당시 저명한 건축가였던 불레에게는 그에게 쏟아질 비난을 감수한

엄청난 선언이었다. 하지만 18세기에 불레가 제안한 계몽주의 건축인 뉴

턴 기념관은 오랜 기간을 거쳐 건축가들에게 무한한 건축적 영감을 주었

고 드디어 20세기에 들어서자 그의 건축물은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게 되

었다. 18세기에는 석재와 벽돌의 건축재료가 가진 한계로 인하여 창의적

인 건축 디자인이 실제 건축물로 구현되지 못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며

철근콘크리트라는 새로운 건축재료가 개발되면서 건축적 상상력은 현실

화 되었다. 철근콘크리트의 개발은 특히 과거 전통방식의 비합리적인 건

축구조를 혁명적으로 개편한 새로운 건축구조의 탄생을 가져왔고 그 결

과 18세기에 불레가 상상한 뉴턴기념관도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불

레는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탄생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건축사적 업적

을 남겼다.

불레가 도시 모더니즘 이론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러한 이론을 구

체화 한 인물은 프랑스 도시계획가 겸 건축가인 클로드-니콜라 르두

(Claude-nicolas Ledoux, 1736-1806)이다. 르두도 불레와 같이 18세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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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궁정건축가로서 프랑스 도시 모더니즘을 공간에 구현한 중요한 인

물이다.

1775년부터 1779년에 걸쳐 르두는 프랑스 동부 도시 악-에-세낭

(Arc-et Senans)에 소금생산을 위한 도시를 완공한다. 당시 프랑스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프랑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제염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체계적인 제염산업의 인프라

를 구축하기 위해 1775년 루이15세는 직접 제염업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

진하였고 그 대상지는 고염분의 수자원이 풍부한 악-에-세낭 도시가 선

정되었다(Stoloff, 1995:53).

<그림 9>의 좌측 이미지에서 보듯, 1773년 르두가 설계한 초기의

<그림 9> 1773년 제염산업 도시 초기 계획안(좌), 1775년 최종 계획안(우).

1773년 초기 계획안은 제염도시를 관리할 디렉터의 건물이 북쪽 중앙에 위치

하는 정방형 형태의 도시가 계획되었으나 제염을 관리해야할 디렉터 공간의

중심성을 강조하기위해 1775년 최종계획안에는 디렉터 건물 중심의 타원형 도

시로 계획되었다.

자료: Stoloff, B.(1995), L'affaire Claude-Nicolas Ledoux: Autopsie d'un mythe, Liège:

Architecture+Recherches, p.48.(좌).

http://expositions.bnf.fr/utopie/feuill/grand/ledoux/12ha.htm.(우).(검색일: 202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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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산업 도시 계획안은 장방형 형태이다. 도시 중앙에 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중정을 중심으로 북쪽 중심에 도시를 관리할 디렉터의 건물이 위

지하고 중정 주변으로 작업자들의 주택들 그리고 제염공장들이 배치되었

다. 그러나 제염생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작업자들의 일

상생활도 감독이 요구되어 1775년 최종 계획안은 디렉터 공간과 제염공

장이 도시 중심에 배치된 타원형 형태로 결정되었다 <그림 9. 우측 이미

지>. 단면이 370m인 타원형 형태의 도시는 그 규모로 인하여 1779년 반

원 형태의 도시만 완공되었다 <그림 10>. 값비싼 소금의 유출을 방지하

고 소금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벽 형태의 도시모습 그리고 넓은 중

정은 비워두어 작업자들을 용이하게 관리하고자 하였다. 관리자 디렉터

건물과 소금생산 공장은 북쪽에 위치하고 원형도시 주변으로는 작업자들

<그림 10> 1779년 완공된 제염산업 도시(좌), 평면도(우).

1775년 타원형의 초기계획안은 대규모의 공사로 인하여 1779년 반원형의 도시

만 완공되었다. 북쪽에 관리자인 디렉터 건물과 그 양옆으로 제염공장이 배치

되었고 원형 대지 주변으로 작업자들의 주거공간이 배치되었다. 르두가 완공한

제염산업 도시는 전 세계 최초의 전략적 공업경제도시로 계획된 도시사적 가

치를 인정받아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자료: https://www.salineroyale.com/accueil/.(좌).(검색일: 2020년 6월 10일)

Stoloff, B.(1995), L'affaire Claude-Nicolas Ledoux: Autopsie d'un mythe, Liège:

Architecture+Recherches, p.6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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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공간이 배치되어 항상 디렉터의 감시를 받는 구조이다 <그림 11.

우측이미지>. 건축가이자 계획 이론가였던 르두에게 “건축은 예술과 인

간의 관습 그리고 규범의 관계들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Stoloff, 1995:91). 바로 이러한 르두의 사상이 프랑스 도

시 모더니즘의 중요한 근원이다. 불레나 르두로 대표되는 프랑스 모더니

<그림 11> 제염산업 도시 초기 마스터플랜(좌), 제염산업 도시 내부 중심에

위치한 관리자 건물(우).

강력한 모더니즘에 의해 계획된 타원형의 순수조형 마스터플랜 도시주변으로

계획가 르두는 토끼, 강아지, 고래 그리고 전갈모양으로 주변 대지모습을 자의

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철저한 규범에 의한 인위적인 모더니즘 도시공간속에서

도 순수한 자연과의 공존을 꾀하려는 계획가의 면모를 볼 수 있다(좌). 제염산

업도시 내부의 중요 건물인 관리자 건물 입면을 위해 고대 그리스의 전통 기

둥양식을 해체하여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순수조형인 원형과 네모를 사용한 새

로운 기둥디자인이 제시되었다. 기둥으로 대표되는 과거 전통미 기반의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프랑스 모더니즘의 사례이다. 기둥 윗부분에는 상징

적으로 계몽주의의 예지력을 의미하는 눈동자 모양의 원형창이 크게 배치되어

늘 작업자들은 계도되고 관리 받는 대상으로 인지되었다(우).

자료: Compain, F.(2005), Architecture Vol4_Le saline d’Arc et Senans, 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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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도시공간 개편이 인류의 보편적 삶을 고양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시

문화를 창출하는 신성한 임무로 추진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공간에 적용할 규범을 제정하였고 그 규범이 적용

된 도시공간 모습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야

했다. 그 도시적 예술은 과거의 전통 기반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형식

으로 발현되어 영원성과 불변적인 성격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프랑스

모더니즘은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구축되

었다. 그 결과 18세기 이후에도 프랑스 도시공간에 모더니즘의 속성이

<그림 12> 제염산업 도시 현재 모습. 1779년 르두에 의해 반쪽만 완공된 강력

한 타원형 형태의 모더니즘 계획이 21세기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다(좌). 르두

가 완성하지 못한 북쪽부분을 21세기에 대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우).

18세기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21세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은 도시문화가 변질되

지 않고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프랑스 모더니즘의 핵심이다.

자료: 프랑스 조경설계 사무소. Agence Mayot & Toussaint(2021),

https://www.mayottoussaint.fr/portfolio/arc-senans-25-saline-royale-2/(검색일: 2020년 6월

20일)



- 33 -

변질되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프랑스 모더니즘 속성에 의해 18세기 르두가 완성하기 못한

도시계획이 21세기에 완공되었다 <그림 12>.

18세기 계몽주의 탄생과 함께 발아한 모더니즘은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1860년대 파리 재건을 비롯하여,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구상 <그림 13>, 번햄(Daniel

Burnham)의 시카고 국제박람회를 위한 백색도시 계획과 1907년 시카고

지역계획, 1924년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파리 브와쟁 계획 그

리고 1950년대와 69년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더니

즘은 강력한 연계가 존재한다(하비, 1994:45). 이러한 도시대상의 모더니

즘이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 도시 곳곳에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

<그림 13> 1898년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제안한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 다이어그램.

각각의 다이어그램 우측 하단에 본 이미지는 다이어그램일 뿐이며 대상지가

선정되기 전 또는 대상지에 따라 전원도시 계획은 변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자료: 하워드, 에벤에저(2006),「내일의 전원도시」, 조재성·권원용 역, 경기: 한울, 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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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즘의 속성인 영원불변성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도시모델을 일종의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하여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지 적용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림 14>.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계몽주의적이고 이성에 기

반을 둔 도시의 모더니즘은 그 속성상 소수의 엘리트들과 계획 주체들에

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구체적으로 도시공간 계획에 반영

되었다. 즉 도시는 기계임과 동시에 모더니티의 영웅인 것이다(Certeau,

1984:95).

<그림 14> 1890년 벨기에의 앤트워프 도시계획(좌), 1879년 독일의 드레스덴

도시계획(우).

벨기에와 독일 도시에 적용된 중앙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발달되는

간선도로 중심의 모더니즘 도시계획은 각자 형태는 다소 다르더라도 그 계획

의 근본개념은 동일한 것이다.

자료: Choay, F.(1969), The modern City: P lanning in the 19th century, NY: George Braziller,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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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도시계획과 어바니즘(urbanism)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프랑스 파리 도시계획을 연구를 위해서는 우

선 프랑스 도시 분야의 ‘어바니즘(urbanism, 불어단어는 urbanisme)’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바니즘의 어원은 1867년 바르셀로나 엔지니

어, 도시계획가 겸 건축가, 법사, 경제학자인 세르다(Ildefons Cerdà)가

서반어인 ‘어바니자시욘(urbanizacio)’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대형 공공건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910년에

처음 어바니즘이 사용되었고,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도시 재건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어바니즘 용어가 사용되었다(Choay, 1969:7).

불어 사전 Larousse에서 규정하는 어바니즘의 의미는 “인류가 공존

하기 위한 공간을 조정하는 사회전반의 예술, 과학 그리고 기술의 총체

(Art, science et technique de l'aménagement des agglomérations

humaines)”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영미권의

‘urban(city) planning’ 즉, “도시구역 내의 건물, 개발 그리고 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계획하는 것 (the planning regulation of building,

development, reconstruction, etc., in urban area.)10)”과 프랑스의 어바니

즘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프랑스의 도시 공간계획에 사용되는 어바니

즘은 단순히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

획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화의 탄생 그리고 도시 공간을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하는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 어바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고전으로는 도시계획가(urbanist

e)11) 겸 건축가(architecte)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Urbanisme, Flammarion, 1994」이 있다. 도시계획가로서 르 코르뷔지

에는 ‘하이 모더니즘’ 이데올로기의 대표적 인물로 그에게 도시계획은 다

10) https://www.lexico.com/definition/urban_planning (검색일: 2020년 10월 20일)

11) 영미권에서 도시계획가를 의미하는 ‘urban(town, city) planner’가 프랑스에서는 ‘어바니스트

(urbaniste)’의 단어로 사용된다.



- 36 -

가올 기계 시대 문명의 총체적 효율성과 종합적 합리화의 결과물 이었다

(스콧, 2010:187). 그러나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 계획을 합리적 종합계획

으로서 과학과 기술기반의 세계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시 계

획으로 이해한다면 그의 도시계획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만 이해하는 것

이다. 그에게 있어서 어바니즘은 다가올 기계문명 시대를 맞이할 새로운

기계미학의 도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도시사상을 설

명하기 위해 그는 로마시대 때 프랑스 님(Nîmes) 도시에 지어진 수도교

인 퐁 뒤 가드(Pont du Gard)와 16세기 위대한 건축가 팔라디오(Andrea

Palladio, 1508-1580)의 이성적, 과학적 원리 기반의 건축물 빌라 로톤다

(Villa Rotonda)를 사례로 들며 이러한 건축물들이 당시 새로운 기계 미

학을 창출했다고 보았다 <그림 15>.

르 코르뷔지에에게 어바니즘은 도시 공간을 통해 미래 시대에 대한

선언과 같은 것이며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시 계획에 있

<그림 15> 로마시대에 건설된 수도(水道) 퐁 뒤 가드(Pont du Gard)(좌)와

1571년 건축가 팔라디오(Andrea Palladio)가 완공한 빌라 로톤다(Villa

Rotonda)(우).

“계산에 의한 작품 앞에서 우리들은 고도의 시적 현상에 직면한다.” (Le

Corbusier, 1994:62)

자료: Le Corbusier.(1994), Urbanisme, Paris: Flammarion, p.4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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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직선형태의 길과 일자로 곧게 솟은 마천루들은 그 형태가 직선이라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도시가 요구하는 수요의 원리, 기술력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물로서 그 자체가 새로운 도시문화를 대표

하기에 중요한 것이었다.

20세기부터 프랑스 도시 분야에 공식적으로 차용된 어바니즘은 이미

그 이전의 프랑스 도시계획과 명맥이 닿아 있으며, 본 연구 대상인 제 2

제정기 당시 수행된 ‘파리 대개조 사업(les Grands travaux de Paris)’은

당시 ‘미화(embellissement)사업’으로 통용되었다. 파리 미화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오스망 센 지사(Georges-Eugène Haussmann, Préfet de la

Seine, 임기 1853-1870)는 파리 도시계획을 진행하면서 건설이나 개조라

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미화사업(le Projet

d’embellissement du Paris de Napolen Ⅲ)’이라 명명하였다. 그에게 있

어서 파리 미화사업은 단순히 토건사업을 통한 도시의 물리적 공간 변화

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메트로폴의 원형을 구축하는 과정이

었다. 그는 파리 계획을 “미학, 안녕(건강), 큰 비전 그리고 아름다운 대

자연에 대한 선망이 거대한 예술로 형상화 되는 것(Le culte du Beau,

du Bien, des grands choses, de la belle nature inspirant le Grand Art”

이라 천명하였다(Panerai et al., 2006:15)12). 오스망은 행정가로서 단순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파리 대개조 사업의 첫 구상에서부

터 파리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미학의 대표 도시로 만들고자 했었

고,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은 프랑스가 가진 독창적인 도시계획

문화이며, 오늘날 파리 어바니즘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 이론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도시 공간 계획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프랑스 도시 공간 계획에 관

해 ‘어바니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바니즘과 관련하여 미

국 도시 사회학자 워스(Louis Wirth)는 어바니즘을 도시의 독특한 생활

12) Panerai, P., Castex, J. and Depaule, J, C.(2006), Formes urbaines, de l’îlot à la 
barree, Paris: Parenthèses,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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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구성하는 집합적인 속성들(Wirth, 1964:7)이라 규정하였고, 우리

나라 학계에서는 워스의 어바니즘을 ‘도시성’이라 명명하고 있다(이종열,

1998:81). 또한 본 연구대상인 제 2제정기의 파리 도시 공간 계획과 과정

은 ‘어반 모더니즘’이라 명명하여 물리적인 도시공간의 대 변화 뿐만 아

니라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도시운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 3절. 어반 모더니즘(urban modernism)

본 논문에서 ‘파리(Paris)’라는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어반 모더니

즘, urban modernism」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면 본 개념과 관련한 선

행연구의 고찰 과정이 필요하다. 어반 모더니즘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

로 Carl E. Schorske(쇼르스케)의「Fin-de-siècle Vienna. Politics and

Culture (세기말 빈, 정치와 문화), Vintage, 1981」가 있다. 쇼르스케는

그의 저서 제목이 함의하듯, 19세기 중반까지 빈 수도 중심에 비워져 있

던 링슈트라세(Ringstrasse)13)의 도시공간이 당시 급변하는 오스트리아

의 정치세력에 의해 도시 개조의 과정을 거쳤고, 19세기말 그 도시 개조

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빈의 근대 도시문화가 탄생되었다고 보았다

(The Ringstrasse, its critics, and the Birth of Urban Modernism)

(Schorske, 1981:24). 쇼르스케에 의하면 빈의 어반 모더니즘은 건축가이

자 도시계획가인 오토 바그너(Otto Wagner, 1841-1918)에 의해 태동되

었다. 당시 바그너의 경쟁자 했던 도시계획가 카밀로 지테(Camillo Sitte,

13) ‘링슈트라세(Ringstrasse)’는 빈의 구도심의 원형 띄 모양의 구역을 의미한다. 적으로부터 도

심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용 요새가 있다가 철거된 곳으로 19세기 중반까지 공터로 남아있었다 

<그림 16. 좌측 이미지>. 

    오스트리아인에게 19세기 중반 빈의 ‘링슈트라세’ 도시변화는 프랑스인들의 ‘제 2제정’ 기간에 

진행된 도시공간 변화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19세기 중반 자유주

의자의 정치세력에 의한 링슈트라세 도시 건설은 과거 역사주의를 지향한 계획으로 진행되어 

강한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프랑스 제 2제정기간에 구축된 파리 어반 모더니즘 개념의 빈

의 어반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을 지나 비로소 20세기 초에 들어와 오토 바그너로 대표되는 계

획가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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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844년 재개발되기 전의 빈(Vienna)지도(좌). 도심 중심에 원형 띠

모양으로 비어져 있는 곳이 ‘링슈트라세(Ringstrasse)’이다.

1911년 바그너(Otto Wagner)가 제시한 ‘모듈러 도시(Modular City District)’와

‘공기 공급 센터(Air Center)’ 계획안(우). 바그너의 합리주의에 감성적인 자연

공간의 그린벨트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Schorske, 1981:98). 인프라 중심에

의한 격자도시계획 그리고 낭만적인 도심 녹지공원을 대체할 장식적인 가로수

계획은 과거 도시와의 철저한 단절 그리고 기계미학을 의미하는 바그너의 어

반 모더니즘에 대한 선언이다.

자료: Schorske, C. E.(1981), Fin-de-siècle Vienna. Politics and Culture, NY: Vintage,

p.28(좌), p.99(우).

1843-1903)가 과거 역사주의적 도시문화를 지향했다면, 바그너는 그와는

정 반대인 미래 현대 기술문명에 존엄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문화

(culture)’로 찬양하는 입장이었다(Schorske, 1981:81). 즉 바그너에 의한

빈의 어반 모더니즘은 미래 기술문명 그리고 현대생활의 도시문화에 의

한 도시 및 건축 공간의 구축으로 정의된다14). 바그너는 이러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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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 모더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백지 상태의 도시공간 계획 즉, 신도시

건설 계획을 제시한다. 바그너의 어반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구현될 구체

적인 미래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현대생활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가 중심

이 되는 네모반듯한 격자형 도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는 확장이

되어 격자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모듈러(Modular)’ 형태로 구현된다 <그

림 16. 우측 이미지>. 이와 같은 바그너가 제시한 어반 모더니즘의 물리

적 도시공간의 확장성, 신기술 기반의 현대생활에 의해 탄생하는 새로운

도시문화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속성을 쇼르스케는 어반 모더니즘

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반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쇼르스케가 19세기 말 빈의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했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연구들은 크게 2가지 성

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20세기 유럽의 대도시 중심으로 발현된 정

치 이데올로기적 관점의 어반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가 있다. 쇼르스케가

정의한 바와 같이 어반 모더니즘은 반복적이고 기술진보 중심의 도시공

간 개편의 속성에 의해 특히 20세기 중반 전후 복구 그리고 과학문명의

혜택으로 유럽의 대단위 신도시건설에 적용된 특징이 있다. 20세기 중반

영국의 대규모 지방도시 건설에 적용된 어반 모더니즘은 19세기 영국 산

업혁명의 어두운 이미지와 전후 강력한 정치영향력의 반발로 구현되었다

는 관점의 연구가 있다(Gunn, 2010:869)15). 그리고 전후 복구를 위한 영

국의 근대성 중심에 어반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간

생산을 위한 과학원리 기반의 어반 모더니즘이 도시계획에 적용되어

Manchster와 Hull 도시로 대표되는 ‘기능적 도시(functional city)’가 탄

14) 미래 현대 기술문명에 의한 새로운 도시문화운동의 어반 모더니즘을 추구한 바그너는 특히, 

새로운 건축 양식의 탄생 그리고 예술과 거리가 있었던 토목과 같은 엔지니어 분야에서 기계

미학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 예측하였다. “The realism of our time must penetrate the 

work of art... No decline of art will result from that; rather it will breathe a new, 

pulsating life into the forms(of architecture) and conquer new area, such as, for 

example, the field of engineering, which are still deprived of art.” Schorske, C. 

E.(1981), Fin-de-siècle Vienna. Politics and Culture, NY: Vintage, p.82-83. 

15) Gunn, S.(2010), “The Rise and Fall of British Urban Modernism: Planning Bradford, 

circa 1945—1970”, Journal of British Studies, 49(4): 84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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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근원을 밝힌 연구가 있다(Greenhalgh, 2018)16). 둘째, 20세기 본격

적인 도시근대화 과정의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문화를 어반

모더니즘으로 정의한 연구가 있다. 1900년 베를린 도시가 문화의 중심지

로 발전되어 나가는 현상을 당시 신문매체를 통해 진행한 연구가 있다

(Fritzsche, 1996)17). 본 연구는 여러 다양한 예술가들의 집합장소가 된

베를린 도시 그 도시안의 주민들의 생활, 꿈 그리고 상상력들 자체가 어

반 모더니즘의 현상이며 당대에 발행된 신문매체는 이러한 어반 모더니

즘을 가장 잘 고증하는 고전이라 설명한다. 또한 1950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와 독일의 ‘대규모 집합주거(grand ensembles, mass

housing)’건설 그리고 그 결과로 파생된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도 있다

(Reinecke, 2020)18). 본 연구는 두 국가를 대상으로 대단위의 집합주거

건설이후 시민사이의 연대성 그리고 정치변화의 일련의 과정을 어반 모

더니즘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시 대상의 모더니즘과

어바니즘의 기원을 근대 파리 도시계획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관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거로서 첫째, 도시적 모더니즘 개념과 관련

하여 도시계획 역사상 프랑스 제 2제정기로부터 시작된 파리 근대 도시

계획이 계획의 기원(Benevolo, 1967:105; 프리드만, 1997:68)이라는 점 그

리고 그 당시의 파리 도시 변화를 통해 도시적 모더니즘 개념이 정립

(Baudelaire, 1863:11)된 사실에 기초한다. 둘째, 어바니즘 개념과 관련하

여 제 2제정기와 함께 태동한 파리 근대 도시계획이 단순한 도시공간 구

16) 어반 모더니즘은 인간행동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결정요소로서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기능적인 도시와 개선된 삶을 개선하는 것을 지향한다. “Urban 

modernism as a way of producing functional cities and improved lives was premised 

on the ability to manipulate space as an effective and knowable determinant of 

behaviours and experiences.” Greenhalgh, J.(2018), Reconstructing Modernity : Space, 
Power and Governance in Mid-twentieth Century British Cit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15. 

17) Fritzsche, P.(1996), Reading Berlin 1900,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8) Reinecke, C.(2020), “Into the Cold: Neighborliness, Class, and the Emotional 

Landscape of Urban Modernism in France and West Germany”, Journal of Urban 
History, 48(1): 1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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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프랑스 수도 파리를 대상으로 한 어반 모더니즘 정의.

축을 넘어 거대한 공간 종합 예술로 승화(Panerai et al., 2006:15)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계획의 특수성과 오늘날 그 정신이 어바니즘으로

프랑스 도시계획에 계승되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제

2제정기의 근대 파리도시계획은 경제, 도시 위생을 넘어 ‘미학

(esthétiques)’적 경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파리 도시계획의 특수성은 «모델화(modélisation)»

되어 다른 도시로의 수출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출되기 때문에 도시에 대

한 글로벌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다(Tamborrino·Cloarec, 1994:141).

본 논문은 이러한 도시사적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파리를 대상으로

‘어반 모더니즘(urban modernism)’ 개념을 정립하였다. 어반 모더니즘이

라 함은 도시 공간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총체적 문화와 예술의 경지에

도달함을 의미하는 ‘어바니즘’과 프랑스에서 태동한 계몽주의적 이성과

과학 기반의 도시규범인 ‘모더니즘’이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림

17>. 어반 모더니즘 개념은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들 중에서도 파리 도

시만이 가진 독특한 도시문화를 창출한 도시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파리만이 가진 도시문화는 파리 도시공간의 유형적 자산 가치를 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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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심미적 그리고 더 나아가 계몽적 차원의 정신적 고양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반 모더니즘은 단순한 도시계획차원을 넘어 중요한

프랑스 철학적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프랑스 도

시공간 계획에도 강력하게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어반 모더니즘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건축가겸 도시계획가

인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에 의해 정립되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국적으로 생애 대부분을 파리에서 활동한 건축가이자 도

<그림 18> 르 코르뷔지에 1904(17살), 1907(19살), 1910(23살)년 당시 그의 스

승 에플라트니에(Charles L’Eplattenier)의 미술수업동안 그린 크로키(좌).

르 코르뷔지에는 파리의 저명한 예술가이자 비평가인 오장팡(Amédée

Ozenfant)과 함께 ‘순수주의, 퓨리즘(Purisme)’을 선언했다. 1920년 유화작품

‘접시 더미와 책이 있는 정물 (nature morte à la pile d'assiettes et au

livre)’.(우).

자료: Duboy, P.(2009), Voyage avec Le Corbusier, Paris: La Quinzaine Litteraire, p.12(좌),

이관석(2011),「건축, 르 코르뷔지에의 정의」, 경기: 도서출판 동녘, p.56(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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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가인 르 코르뷔지에는 1887년 스위스의 라쇼드퐁(la

Chaux-de-fonds) 마을에서 태어났다. 1918년 31살에 파리로 이주하여

기술미학의 도시 및 건축 활동을 했던 르 코르뷔지에는 이미 태어날 때

부터 고향의 정교한 기술미학의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의 고향인 라쇼드

퐁 마을은 20세기 당시 전 세계 시계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다. 시계생산의 정교한 기술 산업도시 문화와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은 르 코르뷔지에가 본격적인 건축 활동을 하

기 전인 20대 초반에 그의 예술적 감성을 풍부하게 해 주었다. 특히 이

러한 유년기 시절의 고향마을에서 얻은 예술적 감성은 르 코르뷔지에가

31살에 파리에 입성해서 건축활동과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한 ‘순수주의,

퓨리즘(Purisme)’ 예술활동으로 이어진다. 르 코르뷔지에는 파리에 입성

과 동시에 저명한 예술가이자 비평가인 오장팡(Amédée Ozenfant)의 영

향으로 회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20년대에 오장팡과 함께 퓨리

즘을 선언한다 <그림 18>. 그는 당시 유행했던 입체파 화가들의 관념적

이고 비현실적인 개념을 비판하며 도래할 시대의 산업적, 기계적, 과학적

<그림 19>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조형성이 극대화 된 건축 작품. 1955년 완

공된 ‘롱샹 성당(le Chapelle Notre-Dame du Haut à Ronchamp. 1950-1955)’.

자료: 이관석(2011),「건축, 르 코르뷔지에의 정의」, 경기: 도서출판 동녘 p.164(좌). Bouvier,

Y.(2015), Ronchamp: Chapel of Light, Tours: CANOPE CRDP 25, p.13(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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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입각한 엄격함, 정확성 그리고 경제성을 미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르 코르뷔지에의 예술사상은 그가 건축가로서 단지 회화

의 분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구축 정신인 근대적 사상을 회

화로 표현고자 함이었다(이관석, 2011:56). 이러한 르 코르뷔지에의 기술

미학의 예술적 조형능력은 철근콘크리트의 신재료를 통해서 구현화 되어

건축물이 도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건축 조형성이 극대화되어 완공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프랑스 롱샹

(Ronchamp) 도시에 위치한 ‘롱샹 성당(le Chapelle Notre-Dame du

Haut à Ronchamp. 1950-1955)’ 이다 <그림 19>.

이러한 예술적 높은 감성을 지닌 르 코르뷔지에게 도시계획은 건축

공간을 통한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사명이었다. 도시계획이 단

순히 물리적인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이 총체화

되는 과정, 그 결과 최종적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에 기거하는 시민들은

정신적 고양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사상과

함께 발현된 도시계획이론 그리고 오늘날 파리 도시공간을 구현한 나폴

레옹 3세, 오스망 센 지사의 사상과 일치한다. 즉 르 코르뷔지에의 어반

모더니즘은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시공간

계획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공공의 시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토피

아 계획을 의미한다. 르 코르뷔지에는 20세기 전 인류 사회를 발전시키

는 과학문명이 단순히 과학분야의 전유물이 아닌 도시분야에도 적용되어

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기계, 기술미학의 새로운 도시경관을 예측하

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르 코르뷔지에는 1925년 파리도시 그 중심에

십자형 모형의 50층 이상의 콘크리트 마천루 건물들이 들어서는 ‘브와쟁

계획(Plan Voisin)’을 제시하였다 <그림 20. 우측 중간이미지>. 브와쟁

계획은 그 파격적인 제안에 의해 많은 논쟁과 특히 미국권 도시학회를

중심으로 그를 하이 모더니즘 대표 계획가로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하지만 르 코르뷔지에의 계획 이론은 이미 19세기 중

반 오스망에 의해 구축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파리 도시문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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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궤적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며, 21세기 현재 특히 아시아 대 도시를

계획한 ‘합리적 종합계획’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그

무엇보다도 1925년 브와쟁 계획을 발표한 르 코르뷔지에의 설명에 그의

핵심적인 계획 의도가 있다.

“건물의 지면의 5%를 차지하는 ‘브와쟁 계획’은 과거의 유적들을 보

존하고 그들을 조화된 환경인 수목들과 숲 속에 잘 두고자 한다. 과거는

<그림 20> 1935년 11월 3일 뉴욕 타임즈에 실린 르 코르뷔지에의 맨하튼 도

시 비평. “맨하튼의 마천루가 너무 작다고요? 네 그렇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순환을 위해 너무 협소하다 (Too small? _ Yes, Says Le Corbusier : Too

Narrow for Free, Efficient Circulation.”(좌).

노트르담의 프랑스식 고딕건축 양식과 같은 규범에 의해 계획된 브와쟁 계획

과 시끄럽고 들쑥날쑥한 스카이라인의 미국식 도시계획. 뉴욕은 기계주의 문

명의 도시가 아니었다. 뉴욕은 조화를 이루며 서정적인 모습을 지닌 합리적

도시와는 반대였다.(우).

자료: 쿨하스, 렘(2001),「광기의 뉴욕」, 김원갑 역, 서울: 세진사, p.305(좌). 295(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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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삶을 죽이는 불길한 제스처가 아니다. 과거는 자신의 위치를 찾

는다(르 코르뷔지에, 2003:293).” 즉 르 코르뷔지에의 계획이론은 흔히 하

이 모더니즘을 의미하는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도시를 구

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반대 의미인 과거의 도시역사를 더 잘 보

존하고 미래도시로의 불변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십자형태

의 고층 콘크리트 건축물은 다가올 기계문명시대의 기술 미학적 결과물

로서 아름다움에 대한 개인적 취향을 논할 주제는 아닌 것이다.

결국 르 코르뷔지에의 어반 모더니즘은 도시계획을 통한 시민사회의

삶과 정신적 고양을 추구하는 프랑스 전통 계획이론을 근간으로 과거 도

시의 역사를 보존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성

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도시는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

래 인류의 삶을 제안하는 선언서와 같은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림 21>. 그렇다면 과연 파리 중심부에 1925년 르 코르뷔지에의 어반 모

더니즘은 왜 실현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과거

도시 역사를 보존하는 파리 어바니즘 속성상 19세기 오스망에 의해 최초

로 탄생한 파리 도시문화를 견고히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본 논문은 오늘날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19세기 파리 도시계획

을 어반 모더니즘의 원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파리 어반 모더니즘을

원형으로 전제한다면 1세기 이후의 서울의 도시 근대화 과정은 어반 모

더니즘의 변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향후 본 논문에서 분석하

게 될 르 코르뷔지에의 어반 모더니즘이 서울 도시계획에 차용되었고 그

결과의 차이가 파리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파리의 어반 모더니즘

이 도시운동으로서 물리적인 도시공간 개편을 통한 도시문화 창출이라는

고도의 도시 미학적 운동이라면 서울의 경우 과연 그 경지에 도달하였는

지, 만약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는 고찰할 것이다.

또한 파리가 어반 모더니즘으로서 구축된 도시라면 서울의 경우 서울만

의 어반 모더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는 특수한 도시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에 대한 주제도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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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리와 서울의 서로 다른 도시를 관통하는 어반 모더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어반 모더니즘 개념에 대한 핵심요소를 설정

하였다. 첫째, 계획 리더십이다. 각 도시의 어반 모더니즘이 구축되는 과

정 속에서 계획주체(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둘째, 계획

이데올로기이다. 계획주체가 어반 모더니즘의 목표설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전체와 시민 그리고 시민 각 개인들 간의 관계설정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셋째, 계획 패러다임이다. 어반 모더니즘의 중요한 속성이 도시

<그림 21> “파리, 재발견 또는 재도약?(Revoir ou Réinventer Paris?)” 2014년

파리시는 미래 파리를 위한 새로운 도시비전 주제로 ‘Réinventer Paris(리인벤

팅 파리)’ 국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프랑스 어반 모더니즘의 상징인 르 코르

뷔지에를 추앙하며 1925년 르 코르뷔지에의 ‘브와쟁 계획(Plan Voisin)’과 같

이 파리를 위한 혁신적인 도시계획안을 얻고자 하였다(좌). 2017년 프랑스 건

축가 ‘도미닉 뻬로(Dominique Perrault)’가 계획한 센 강 중심의 ‘시테(Cité)’섬

의 미래 계획안. 과거 도시역사 보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운동

인 파리 어반 모더니즘은 현재에도 파리 도시계획의 근간이다(우).

자료: D’architectures(2015. 04), Revoir ou réinventer Paris?, p.43(좌).

île de la Cité (2017). http://www.missioniledelacite.paris/(우)(검색일: 2020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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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축에 있다는 점에서 각 도시가 추진한 도시문화 방향에 대한 분

석이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획 프로세스이다. 어반 모더니즘이 계

획된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 설정된 목표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어반 모더니즘에 대한 개념과 본 개념을 구체

적으로 규명할 핵심요소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반 모더니즘

의 핵심요소들을 파리와 서울 각각의 도시공간과 구체적인 건축물 분석

과정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파리와 서울 근대화 과정의 어반 모더니즘

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 4절. 분석틀

본 논문은 파리와 서울의 근대 도시 공간 계획을 연구한다. 이론 해

석적 분석법과 비교역사적 분석법에 근거하여 파리와 서울의 공간계획

공통 모델로 도시적 모더니즘을 선정한다. 제 2제정 기간의 나폴레옹 3

세와 오스망 센 지사 재임기간동안 진행된 파리의 계획을 모더니즘의 원

형으로 전제로 하여 서울의 근대도시계획 연구를 진행한다. 도시 공간

계획에 있어서 모더니즘에 관한 이론 도출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원형

인 파리의 건축적 그리고 도시계획의 재현을 통해 규명 할 것이다. 이러

한 건축적 도시계획의 물리적 공간 분석을 통한 모더니즘에 대한 규명은

본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동서양의 그리고 서로 다른 시대의 근대

도시 공간 계획을 관통하는 분석의 틀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근간이 되는 제 2제정기 파리 근대화가 도시 공간 계획을

‘도시의 예술(an art of cities)’19)로 승화함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프랑스

의 특수한 도시문화를 표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어바니즘’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할 것이며, 본 연구 대상인 19세기 프랑스 수도 파리의 도시 공

19) Harvey, D.(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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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계획은 ‘파리 어반 모더니즘’이라 명명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분석틀은 파리를 근대 모더니즘 도시 계획의 원형

이라는 전제하에, 19세기 파리 어반 모더니즘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

하여 구축된다. 첫째, 매크로 스케일의 도시 경관계획 관점

(aménagement)20) 둘째, 마이크로 스케일의 건축계획 관점(architecture)

으로 파리 어반 모더니즘을 통해 구현된 대표 프로젝트들을 분석한다.

본 과정을 통해 도출된 분석틀은 1966년부터 1970년의 박정희 대통령 그

리고 김현옥 서울시장 재임기간의 서울의 모더니즘 도시 공간을 분석하

는데 활용된다. 본 분석 과정도 파리의 경우처럼 서울에서 구현된 구체

적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파리와 서울의 연구대상 프로젝트

선정은 어반 모더니즘 관점에서 과거의 도시문화와는 단절된 새로운 도

시 및 건축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도시 공간계획 관점에서 파리는 실제로 구현된 유기체적 공간계획 관

점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계획을 서울은 발전적 공간혁명의 사례로 새 서울

계획안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선정한다. 특히 두 도시간의 도시공간계획

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둘째, 건축계획 관점에서 파

리는 기술미학 기반의 공공건축물과 공원을 서울은 복합 경제도시 건설 개념의

메가스트럭처 건축물인 세운상가와 상업화된 공원인 파고다공원 중수사업을 선

정한다. 두 도시에서 진행된 건축문화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건축미학 관점의

연구가 진행된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모더니즘이 가진 속성 ‘Tabula rasa’

즉, 과거의 역사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구

축된 도시공간을 주제로 파리는 시테(Cité)섬을 서울은 여의도를 선정한다.

두 연구대상은 수도 안에 위치한 섬이라는 공통점과 계획주체에 의해 구

현된 인위적인 도시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두 도시의 계획주체가

20) 불어 ‘aménagement(어메나쥐멍)’은 영미권에서는 ‘planning’의 의미로 사용되나, 프랑스 도시 

계획에서 사용될 때 ‘인류 사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적인 변화’의 포괄적인 의미

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경관계획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aménagement’은 기

존의 도시 역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즉, 파리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도시의 포괄

적 변화를 함의한다면 ‘planning’의 경우 기존의 장소를 파괴하거나 혹은 새로운 장소에 공간

을 구축하는 ‘파괴적 창조’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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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섬을 구축하려했던 계획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도시

공간의 위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는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정의한 ‘공간의 생산(la production de l’espace)’ 관점에서 인위적으로 구

현된 시테섬과 여의도의 물리적인 ‘공간 재현’을 통해 각각의 섬이 오늘

날 도시 안에서 어떠한 의미의 ‘재현 공간’으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본 프로젝트들의 분석과정을 통해 파리와 서울의 어반 모더니즘을

정의하고, 파리를 어반 모더니즘의 원형이라 가정 할 때 첫째, 파리와 서

울의 어반 모더니즘을 관통하는 공통점 둘째, 서울의 어반 모더니즘이

파리와 다른 변형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 변형된 원인

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분석틀과 연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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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리 대개조 사업

제 1절. ‘창조적 파괴’

1) 시대 배경

권위적인 제국시대. 황제(Empereur) 나폴레옹 3세와 관선시장 오

스망 센(Seine) 지사 집권

1852년 프랑스 제 2제정 시대가 나폴레옹 3세에 의해 시작되면서 그

이듬해 1853년 6월 지롱드(Gironde)21)주 지사였던 오스망은 나폴레옹 3

세에 의해 센(Seine) 지사로 임명되었다 <그림 23>. 당시 파리 시장은

파리를 대표하는 센 강을 의미하는 ‘센(Seine) 지사’라 불렸다. 센 지사로

임명되기 전 오스망은 1841년 바르(Var)도시와 욘(Yonne)도시의 지사로

서 나폴레옹 3세를 위한 보수층을 결집시켰고, 이후 지롱드(Gironde) 지

21) 지롱드(Gironde) 주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롱드 주를 대표하는 도시는 와인

으로 유명한 보르도(Bordeaux) 도시이다. 

<그림 23> 1853년 6월, 오스망을 센 지사로 임명하는 나폴레옹 3세.

자료: Pozzol, M. E.(2005), Paris, past and present, NY: Barnes & Noble,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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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취임하여 나폴레옹 3세에 비우호적이었던 지롱드 시민들이 제 2제

정을 위한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하도

록 만들었다. 특히, 나폴레옹 3세가 1852년 10월 7일부터 10일 동안 지롱

드주의 수도인 보르도 시에서 순방 차 머물렀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시

민들의 환대를 이끌어 내어 지롱드 지사였던 오스망은 나폴레옹 3세에

큰 인상을 남기게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853년 1월에는 명예 훈장을

수여받게 된다(Choay, 2000:415)22). 나폴레옹 3세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

던 보르도 시민들의 환대를 이끌어낸 오스망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1853년 6월 센 지사로 오스망을 임명한다. 이로써 오스망이라는 관선시

장에 의해 파리는 ‘대개조 사업(Les projets de Grand Travaux de

Paris)23)’에 돌입하게 된다.

파리의 대개조 사업은 나폴레옹 3세의 결정과 사업의 세부추진은 오

스망에 의해 진행되었다. 제 2제정기의 파리 도시계획에 관하여 나폴레

옹 3세는 오늘날 프랑스 수도 파리를 탄생시킨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

하고 그가 임명한 오스망 지사보다 저평가 받는 경향이 있으나, 파리 대

개조 사업은 나폴레옹 3세가 제 2제정의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부터 그가

직접 계획한 중요 사업이었다. 나폴레옹 3세는 파리 대개조 사업을 ‘도시

미화(embeillssement de la ville)’라 명명하였고 오스망 지사 자신은 황

제의 결정을 단순하게 ‘추진한 인물(metteur en oeuvre)’이라 자칭하였다

(Cars, 2008:202)24).

나폴레옹 3세는 오스망이 센 지사로 임명된 첫 만남에서 매우 시급

하게 도시를 관통해야할 도시의 축을 파리 지도 위에 자신이 직접 푸른

색,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하여 오스망에게 제시하였다.

22) Haussmann, B., édition établie par Choay, F.(2000), Mémoires, Paris: Seuil, p.415.

23) 제 2제정기 동안 오스망 센 지사에 의해 진행된 파리 도시계획은 ‘파리의 대개조 사업(Les 

projets de Grand Travaux de Paris)’ 또는 ‘파리의 개조(La Transformation de Paris)’ 라 

명명되었다. Cars, J. D.(2008), Haussmann, La gloire du second Empire, Paris: Perrin, 

p.198, Haussmann, G. E.(1890, 1893), Mémoires du Baron Haussmann: Grands Travaux 
de Paris, 1853-1870, Paris: Victor-Havard, p.5.

24) Cars, J. D.(2008), Haussmann La gloire du second Empire, Paris: Perrin,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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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파리를 대부분 파괴하고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려는 파리 개조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이미 나폴레옹 3세에 의해 종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

다(Morizet, 2014:214)25). 이와 같은 파리의 철저한 대개조에 관한 나폴

레옹 3세의 철저한 준비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나폴레옹 3세가 유

년기 시절 대부분을 외국 생활을 했었기에 파리에 대한 유년기의 기억이

전혀 없는, 프랑스 인이지만 ‘외국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3

세가 프랑스인이지만 파리 도시에 관해 무지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일

화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와의 첫 만남을 들 수 있다. 나폴레옹 3

세가 빅토르 위고를 처음 만나 그에게 묻기를 “제가 당신을 오랫동안 만

나고자 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예전 집에 살았었습니다. 그 집이 ‘보주

광장(Place des Vosages)’에 있지요?” 빅토르 위고가 대답하기를 “네, 로

아얄 광장(Place Royal)입니다.” 이에 나폴레옹 3세가 대답하기를 “아!

그곳은 오래된 광장인가 보군요.”라 대답한다(Léon, 1953:386).

빅토르 위고가 언급한 ‘로아얄 광장(Place Royal)’은 ‘보주 광장(Place

des Vosages)’의 옛 지명으로 1612년에 완공된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광

장이다. 파리시민이라면 로아얄 광장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유서 깊은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세는 그 광장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

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도시 역사에 대한 무지는 그

가 이방인의 입장으로서 철저하게 파리 도시를 개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반면에, 이러한 그의 태도는 거대한 문호이자 파리

지앙인 빅토르 위고와 같은 인물들이 강력하게 그를 반대하는 원인이 되

기도 하였다. 결국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세가 파

리를 대 개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1848년 2월 혁명을 통해 나타난 과

거 찬란했던 프랑스 역사의 도래를 원했던 대 시민들이 나폴레옹 3세에

게 권위적인 제국시대의 전권을 준 점 그리고 이러한 전권을 이양 받은

나폴레옹 3세 자기 자신 스스로가 황제 혈통으로서 국가부흥을 위한 강

25) Morizet, A.(2014), Du vieux Paris au Paris moderne, Paris: infolio,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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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 사업 개요

대 시민 계몽주의 기반의 도시미화 추구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도시 역사에 대한 무지 그리고 황제혈통으로서

나폴레옹 3세 자기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파리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대

개조에 관한 도시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나폴레옹 3세가 파리의 대개조

작업을 추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정치적인 이유에서이다. 황제 가

문 출신인 나폴레옹 3세는 황제 집권 시 자신만의 족적을 남기는 대형

국가사업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의 유년기 시절 ‘생시몽

주의(saint-simonisme)’26)의 영향과 근대화된 런던 체류 경험을 통해 파

리 도시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키웠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둘

째,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함으로서 사회 계급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

다. 1848년 2월 혁명 이후 파리는 서쪽구역은 부르주아 계급 그리고 동

쪽지역은 노동자 계급의 도시공간으로 분리되었고 노동자 계급에 의한

봉기가 파리 시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통제

하기 위해 이동이 편하고 바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대로 건설과 같은

토목 공사를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리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1840년 8월 나폴레옹 3세는 영국에

서 가까운 프랑스 북쪽에 위치한 불로뉴(Boulogne-sur-Mer) 도시에서

26) 생시몽주의는 생시몽 백작(comte de Saint-Simon)이 주창한 사상을 ‘에콜 폴레테크니크

(Ecole polytechnique_이공과대학)’ 학생들이 받아들인 일종의 산업지상주의로, 사기업을 육성

하여 산업을 무제한 발전시키고 그 결과 민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사상이다. 나폴레옹 

3세의 동지였던 페레르 형제(Frères Pereire)도 생시몽주의자로서 향후 파리 개조 사업의 가

장 핵심 역할인 자금조달을 하게 된다. Picon, A.(2002), Les Saint-simoniens, Raison, 
imaginaire et utopie, Paris: BELIN,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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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파리 북쪽의 앙(Ham) 도시에 위

치한 성에 6년간 유폐되면서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였다. 특히, 나폴레옹

3세는 파리 도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840년 쿠데타 실패로 파

리 중심부 시테(Cité)섬에 위치한 법정에 출두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파

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당시 처참하도록 불결한 파리의 상태는 나폴

레옹 3세에게 강한 충격을 주어 이를 계기로 그는 도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27). 당시 파리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은 나폴레옹 3세가 직

접 「빈곤의 근절(Extinction du paupérisme).1844」의 저서를 집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저서를 시작으로 파리를 미래 유럽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파리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본 저서의 기저에는 파리 시

민들을 위한 시민사상, 생시몽주의의 기반 그리고 유토피아 도시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나폴레옹 3세의 ‘빈곤의 근절’은 그의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계급을 위한 사회 개혁

정신이 반영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 개혁을 위한 나폴레

옹 3세의 구체적인 계획은 첫째, 도시 내의 적절한 예산관리와 조직의

효율화 추구이다. 예산의 적절한 사용으로 노동을 활성화 하고 조직화하

면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빈곤을

근절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둘째, 노동계급의 교육과 생활습관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

동주택을 건설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나폴레옹 3세는 1852년 파리에

‘나폴레옹 단지(cité Napoléon)’라는 실험적인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여

노동계급의 유토피아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본 주거단지는 200세

대를 수용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청결과 환기가 잘 되는 주거 공간, 배

수 시설 구비 그리고 대 공간의 공용공간이 제공 되었다. 특히 넓은 세

탁장과 목욕탕의 위생시설이 완비되어 일정 금액을 내면 외부사람도 목

27) 나폴레옹3세가 처음 접한 ‘시테(Cité)’섬의 불결한 이미지의 영향에서인지 제 2제정 동안 행

해진 파리 개조사업들 중에서도 시테 섬은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다. 시테 섬이야말로 오스망

의 개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기 위한 좋은 견본이라 할 수 있다. 시게루, 가시마(2010),

「괴제 나폴레옹 3세」정선태 역, 경기: 글항아리,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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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을 이용할 수 가 있었다. 이후 더 발전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개념

으로 1867년 파리 12구에 ‘시테 도메닐(cité Daumesnil)’이라는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거를 건설하였다. 노동자들은 희망한다면 대출을 끼고 주거

를 구매 할 수 있었고 당시 공적 기관이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수요를 위

해 집을 공급한다는 발상은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었다(시게루,

2010:227).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낮은 시민의식과 높은 임

대료의 문제로 인해 실험주거를 통해 사회개혁을 이루려는 유토피아적

이상은 현실에서 잘 수행되지 못했다. 다만 나폴레옹 3세가 추진한 강력

한 파리 개조 사업의 기저에는 도시 계획을 통해 사회계급의 개혁을 추

구한 사회주의적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나폴레옹 3세는 이러한 도시 사상 뿐 만아니라 실제 두 도시를 이상

향으로 파리 계획을 진행하였는데, 로마 도시로부터 대리석의 석재재료

의 사용 그리고 런던으로부터는 정원,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의 개념을

파리 도시공간에 계획하였다28).

이상의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대개조 사업에 대한 3가지 원동력을 요

약해 본다면 ‘시민들을 위한 반면에 시민들이 국가에 잘 복종하도록 하

게 위한(Un peuple mieux portant est un peuple mieux soumis)’ 도시개

조라 정의할 수 있다(Cars, 2008:204). 나폴레옹 3세는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황제 자신의 족적을 도시 공간에 새기고 또한 과거 찬란했던 나폴

레옹 시대의 도래를 전 세계에 선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대개조 사업의 원동력은 계몽주의적 사회 개혁을

통한 시민계급의 발전 그리고 빠른 기간 내의 시민의식 고양과 경제발전

을 위해서는 도시 공간 개편을 통해 시민 사회를 통제하고자 함에 있다.

나폴레옹 3세가 임명한 관선시장인 오스망의 경우 1809년 파리에서

28) 1842년 나폴레옹 3세가 앙(Han) 도시 성에 갇혀 있었을 때 “나는 새로운 아우구스투스

(Augustus)가 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대리석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파리는 새로 지어져야 한다. 미래 파리는 유럽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또

한 런던과 같이 정원, 공원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뜰이 있는 녹지공간도 파리에 필요하

다. Cars, J. D.(2008), Haussmann La gloire du second Empire, Paris: Perrin,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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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조부 그리고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

으로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태어난 환경을 보나 신

념을 보나 제정주의자(J'étais un Impérialiste de naissance et de

conviction)” (Haussmann, 1890:3)29) 라 언급할 만큼 오스망 자신은 센

지사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황제 나폴레옹 3세에 대한 명령을 충실하

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사에 대한 복종 그리고 유능한 행정가

로서 그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e)’의 표본이었으며 자기 자신이 유능

한 관리일 뿐 만 아니라 유능한 부하를 차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

재형 행정시스템과 행정을 실행할 하부의 유능한 공무원들로 인해 파리

의 대개조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30).

나폴레옹 3세는 파리 대개조 사업을 파리 ‘미화(embellissement)’사업

이라 지칭하였고, 이를 오스망은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미화 사업(le

Projet d’embellissement du Paris de Napoléon Ⅲ)’이라 하여 제정주의

자로서 파리 개조 사업의 공을 나폴레옹 3세에게 돌리고자 하였다. 오스

망은 파리 미화 사업을 “미학, 안녕(건강), 큰 비전 그리고 아름다운 대

자연에 대한 선망이 거대한 예술로 형상화 되는 것(Le culte du Beau,

du Bien, des grands choses, de la belle nature inspirant le Grand Ar

t)31)”으로 표현하였다. 도시 개조의 최종 목적이 단순히 공간 구조 개편

29) Haussmann, G. E.(1890, 1893), Memoires Du Baron Haussmann Grands Travaux de 
Paris, 1853-1870, Paris: Victor-Havard, p.3.

30) 오스망이 파리 도시 개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차출한 유능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1. Eugène Deschamps(건축가):오스망이 ‘선견지명이 있는 건축가(Architecte-Voyer)’로 지칭

할 만큼 파리 개조를 위한 초석을 다짐. 파리 시 전체를 측량하여 정확한 지도를 제작. 파리 

도로 체계망을 계획하였음.

   2. Marie François Eugène Belgrand(토목기사)：상하수도 전문가로 당시 심각했던 파리의 하

수도 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함. 현 파리의 하부구조도 이 당시에 만들어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3. Adolphe Alphand(토목기사, 조경가)：예술성이 풍부한 토목기사로 파리의 대 녹지공원을 

설계함. 

   4. Victor Baltard(건축가): 파리 중앙시장(Les Halles)을 설계함.

   5. Louis Visconti(건축가):루브르 궁전의 증축을 담당함.

   6. Jaques Hittorff(건축가):콩코드 광장을 설계함.

31) Panerai, P., Castex, J. and Depaule, J. C.(2006), Formes urbaines, de l’îlot à la 
barre, Paris: Parentheses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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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파리를 새로운 도시 미학의 표본이 되기 위함 그리고 이를 구현

하기 위해 오스망의 임무는 여러 다양한 전문 분야를 조정하고 구체화

하는 과정을 통해 파리를 ‘거대한 예술’로 승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오

스망의 도시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은 오늘날 프랑스 도시 공간 계획

즉, ‘어바니즘(urbanisme)’이 추구하는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공간을 조

정하는 사회전반의 예술, 과학 그리고 기술의 총체(Art, science et

technique de l'aménagement des agglomérations humaines)”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스망의 행정가 능력 이상의 사회 전반을 조율하

고 실제로 공간으로 구현하는 능력은 그를 위대한 근대 도시 계획가로

또한 이전과는 다른 도시 변화를 통해 근대 파리(Paris modern)를 탄생

하게 하였다(Choay, 2000:787).

제 2절, 3절 그리고 4절에서는 오스망에 의해 구체화된 근대 파리

도시 공간 구조를 본 연구의 2가지 분석틀인 도시 경관계획 관점

(aménagement)과 건축계획 관점(architecture)으로 분석할 것이다. 구체

적인 분석대상으로는 첫째, 도시를 유기체와 같이 인식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인체 아날로지 관점의 파리 도시계획 둘째, 새로운 기술기반의

도시공간 구축요소인 공공건축물과 공원계획 마지막으로 공공공간 구축

을 목표로 공간의 가독성 추구 및 인공적으로 구현된 파리 중심에 위치

한 시테(Cité)’섬이다.

제 2절. 시민계몽주의 공간계획

1853년 6월 센 지사에 임명된 오스망의 첫 임무는 나폴레옹 3세가

직접 지시한 파리의 새로운 도시축을 기본으로 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전체 파리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수

립이라 할 수 있다. 오스망은 그의 센 지사 임기를 시작으로 제일 먼저

남북 방향의 대로를 완공하여 도심 축을 생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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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인 밀집지역을 일소한 반면에 파리 좌안과 우안지구에 대형 숲을 조

성하였다. 도심을 관통하는 광로의 건설, 그 주변일대의 비위생지구의 파

괴 그리고 대형 숲 조성은 19세기 초 프랑스 유토피아 도시계획가들이

주장한 공간, 빛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계획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

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근대도시 계획이 시작된 원인인 낙후된 도시 환

경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공급 그리고 충분한 채광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의 근본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파리 도시만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경관적 측면에서 오스망의 공간

계획전략은 도시구조 전체를 다루는 대신에 특정 공간 범위 그리고 특정

구성요소에 집중하였다(Panerai, 2006:20). 자신이 계획하고자 하는 특정

공간이 정해지면 그 공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구조이

다. 이는 신도시 계획이 아닌 이미 도시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도시에 대

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파리시의 강력한 도시축을 기본으로 새로운 도로망들이 구축되는 인

프라스트럭처 기반의 파리 도시계획은 오스망의 센 지사 임기동안 총 3

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1기는 1853년부터 1858년으로 파리시를 관통하는

남북과 동서방향의 광로가 만들어졌다. 2기는 1858년부터 1860년으로 도

시중심의 광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들이 구축되었다. 마지막 3기는 1860

년부터 오스망이 퇴각한 1870년으로 1860년 1월 1일 파리의 행정구역이

현재의 크기로 확장되는 파리공간의 큰 변화에 따라 도심 내 혈관과 같

은 역할을 하는 여러 간선도로들이 확충되었다.

오스망의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도시계획의 핵심은 도시를 관통하는

대로와 그 대로가 연결하는 기념비적 건축물 또는 대형 공원으로 구성되

는 도시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러한 오스망의 경관 계획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로를 통해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이격시키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기념비적 건축물을 더 부각시킨

다. 둘째, 대로의 건설로 생긴 충분한 공간과 빛을 통해 비위생적이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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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화된 과거와 반대되는 모더니티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셋째, 대로를

통해 역과 역 그리고 구역과 구역사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

러한 오스망의 도시 경관 계획은 도시 전반적 차원에서 도시 구조를 개

편하는 업적을 이루었고 또한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질서와 파리도시 만

의 특징적 제도를 탄생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전체 질서에 따라 창조

된 새로운 파리는 고전 문화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 고전 문화와의 상

관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Panerai, 2006:20). 이러한 오

스망에 의해 구축된 인프라스트럭처는 의도적으로 조성된 대형 숲들과

연결되어 도로망들은 혈관 그리고 숲은 허파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

다. 이는 파리 도시를 병든 인체에 비유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계몽주의

적 근대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한 것 이었다 <그림 24>. 이러한 도시

계획사상은 영국의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32)가 발견한 혈액 순환

의 법칙을 나폴레옹 3세가 발현하여 오스망이 구체화 한 것으로 파리라

는 유기체를 인체의 아날로지로서 포착했던 것이다(시게루, 2010:341).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의한 도시공간의 변화는 파리의 건축 계

획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건축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건물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제 법규가 제정되었다. 오스망의 계획이전부터 도로 폭에

대한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의 파리 도시계획

이 시작된 이래 파리시내의 건축물들은 높이에 대한 규제 뿐 만 아니라

건축물 파사드에 관해서도 상세하고 엄격한 건축법규가 적용되었다. 건

축물 높이와 건축물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규제는 파리 도시 전체가 통

일적이고 미학적인 도시문화로 구축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오스망은 도시 계획에 있어 공공계획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계

32)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는 영국의 의사, 생리학자로 생명체의 혈액순환론

을 정립하였다. 특히 그의 이론은 프랑스 공공공간 계획 중에서도 위생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근대 도시공간이 계획되기 전, 도심 내 물 전체의 순환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물

의 사용법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였다. 청소는 물로 씻어내는 것보다는 물을 빼내는 것을 의미

했다. 윌리엄 하비의 발견이 이루어진 후로 생명체의 혈액순환 모델이 공기, 물, 물질 등의 움

직임을 처리할 때의 규범이 되었다. 비위생의 반대는 움직임이었다. Corbin, A.(2016), Une 
histoire des Sens, Paris: Robert Laffont,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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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상부에서 가장 작은 하부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자 하였다. 가령

공원을 계획하면서 그는 공원 외부 및 나무의 울타리, 공원 의자, 휴지통

그리고 전등의 디자인까지 관여하였다(Choay, 2000:15). 이는 파리 계획

이 오스망의 뛰어난 행정 추진력 뿐 만 아니라 그가 주도한 고도의 미학

적 건축 규제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스망의 미학적

모더니즘은 1870년 오스망이 실각한 이후에도 파리를 난개발에서 보호할

수 있었고 또한 20세기를 지나 21세기 현재에도 파리 도시계획을 지배하

여 파리를 전 세계 도시 역사상 미학도시의 원형으로 만든 근간인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오스망이 제일 먼저 착수한 파리 시내의 인프라스트

럭처 구축은 단순히 도로망의 물리적 공간을 구축한 것 이상으로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는 파리만의 미적 도시문화를 탄생시킨 파리 어반 모더니

즘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림 24> 도시를 유기체와 같이 인식하는 인체 아날로지 관점의 프랑스 도

시계획.

자료: Le Corbusier.(1994), Urbanisme, Paris: Flammarion,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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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 계획 : 유기체적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1) 1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사업 (1853-1858)

<그림 25> 파리 중심의 남북과 동서 방향의 대로가 만들어진 1차 도로계획

(1853년-1858년).

자료: Haussmann, G. E.(1890, 1893) édition établie par Choay, F.(2000), Mémoires, Paris:

Seuil, Annexes를 본인이 재구성 하였음.

1853년 오스망이 본격적으로 파리 계획을 실행할 당시, 행정구역의

면적은 35.5km2, 행정구역은 파리 중심의 1구를 시작으로 시계방향을 따

라 총 12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25>. 총 12개 구들은 파리로

들어오는 용품에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설치된 성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오스망에 의한 1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계획의 주요 핵심 계획

은 기존 도시에 대한 ‘미화(embellissement)’ 관점의 개입이며 이를 구체

화 하는 것은 강력한 도시 축의 인프라스트럭처(대로) 건설이었다.

대로 확장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은 그 주변의 비위생적인 밀집지역

을 일소에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또한 좌안과 우안에 각각 대형



- 64 -

숲을 조성하여 도시에 녹지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는 마치 파리를 인

체로 비유하여 병들어 있는 사람(비위생적인 파리도시)에게 혈관(도로)

과 허파(숲)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대 도시계획의 사상과 일치한다.

남북방향의 세바스토폴 대로(Boulevard Sébastopol), 스트라스부르

대로(Boulevard de Strasbourg) 그리고 동서방향의 리볼리 길(Rue de

Rivoli)로 확장된 대로들은 도시의 관통로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강력한 도시 축을 형성하여 파리 경관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26>. 새롭게 구축된 중심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고전 문화(역사적인

역, 공연장, 성당)들은 연속선상에서 상호 연결되며 또한 관통로를 통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 공기 순환 그리고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고자 한 것

은 과거 파리 도시의 전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근대 도시 공간을 구축

하고자 했던 오스망의 경관 계획의 핵심이다.

도시 미화 관점에서 오스망은 대로를 통한 원근법(Perspective)을 활

용하였다. 근대적 원리인 원근법은 수학 공식에 바탕을 두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구성물로 원근법적 공간은 사실상 주관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

<그림 26> 1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계획도. 계획의 핵심은 대로 건설과 그것

을 통한 과거 도시 문화유산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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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시각적 피라미드의 투시도 법적 전망에 맞춰져서

넓고 길게 뻗은 기념비적 대로와 건축물들의 행렬은 보행자의 시선을 압

도함과 동시에 거주민들의 일상은 전망에서 사라지도록 한다(전진성,

2015:43-44). 북쪽의 동역(Gard de L’Est) <그림 27>과 남쪽의 파리 상

공회의소(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기준의 원근법 원리를 구축

하고 동서방향으로는 리볼리 길(Rue de Rivoli)을 구축하여 샤틀레 극장

(Théatre du Châtelet)과 생 자크 타워(Tour Saint-Jacques) <그림 28>

가 정확히 리볼리 길 중심으로 좌우로 놓이게 되는 대칭미를 완성하였

다. 1858년 4월 남북방향으로 세바스토폴 대로(Boulevard Sébastopol)와

스트라스부르 대로(Boulevard de Strasbourg)의 개통식이 열리자 사람들

은 동역에서 센 강까지 2킬로미터에 걸쳐 쭉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널

찍하고 아름다운 대로 경관에 깜짝 놀랐다. 양쪽에는 건축 규제에 따라

높이와 돌 색깔을 통일한 호화로운 건물이 늘어서 있고, 샤틀레 광장에

서서 바라보면 그 원근법의 소실점에 동역의 현란한 정면만이 희미하게

보인다. 사람들은 이제야 오스망이 의도하고 있는 개조 계획의 미적 측

면을 이해하게 되었다(시게루, 2010:329).

파리 상공회의소(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지붕의 돔은 원

래 건물 중심에 위치하려 했으나 오스망에 의해 건물 서쪽 측면으로 이

동되었다. 세바스토폴 대로에서 보았을 때 파리 상공회의소 건물 지붕의

돔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30, 31>. 또한 다리 위에

서 보면 파리 상공회의소 지붕의 돔과 콩시에르쥐(Conciergerie)건물의

탑과 대칭을 이룬다 <그림 29>. 이와 같이 대로를 활용한 원근법 기반

으로 기념비적 건물의 가독성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

축물 설계까지 변경하는 오스망의 도시 경관 계획은 그의 센 지사 집권

기간을 관통하는 어반 모더니즘이자 파리 어바니즘의 중요한 원형으로

오늘날까지 파리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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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860년 중반 파리 상공회의소(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좌), 감옥으로 사용된 콩시에르쥐(Concierge)(우). 상공회의소 건물위의 돔은

옆 건물 콩시에르쥐와 대칭을 이루기 위해 오스망에 의해 건물 중앙이 아닌

대로변으로 옮겨졌다.

자료: https://structurae.net/en/structures/tribunal-de-commerce(검색일: 2020년 5월 14일)

<그림 27> 1860년 동역(Gard de l'est).

자료:https://www.pinterest.co.kr/pin/305259680990629324/

(검색일: 2020년 5월 14일)

<그림 28> 1860년 중반 생 자크

타워(Tour Saint Jacque)(좌), 샤틀레

극장(Théatre du Châtelet)(우).

자료:https://www.alamy.com/stock-photo-thtre-lyri

que-place-du-chtelet-1862-huebner-1990-plate8-14

7684967.html(검색일: 2020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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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세바스토폴 대로

(Boulevard Sébastopol)축에 일치하도

록 건물 중앙에 계획되었다가 좌측으

로 이동된 파리 상공회의소(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지붕 돔.

자료:https://www.google.com/maps/place/Tribunal+

de+Commerce+de+Paris(검색일: 2020년 5월 20일)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오스망은 1차 대로 공사 기간인 1854년

에 애브뉴 나폴레옹(Avenue Napoléon)33)을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장하

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파리의 가장 기념비적인 건물인

1862년 착공될 계획인 오페라 극장(Opéra de Paris) 건축물을 염두 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며, 1854년 개통된 개선문에서 불로뉴 숲까지 연결되

는 폭 120m 그리고 길이 1.2km의 황후의 애브뉴(Avenue de

33) ‘애브뉴(Avenue)’는 현 불어 명사‘Avenir(미래)’의 동사형 ‘Arriver(다다르다)’의 과거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즉 가로수 나무들이 존재하는 직선의 길이 ‘어딘가에 다다르게 하다’의 의미

를 지녀 여기서의 ‘어딘가’는 도시의 중요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황제 나폴레옹을 위해 명명된 

‘애브뉴 나폴레옹(Avenue Napoléon)’도 제 2제정 실각과 오페라 건물 착수 이후 파리의 랜드

마크인 오페라 건물을 위해 1873년 ‘애브뉴 오페라(Avenue de l’Opéra)’로 변경되었다.

<그림 31> 세바스토폴 대로(Boulevard

Sébastopol)에서 바라본 파리 상공회의소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지붕

돔. 대로축 중심에 상공회의소 돔이 위치

하고 있다.

자료:https://fr.wikipedia.org/wiki/Tribunal_de_commerce_d

e_Paris(검색일: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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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pératrice)34)는 좌안 지역에 ‘건축화된 자연’인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과 개선문(Arc de Triomphe)을 위한 것 이었다 <그림 32,

33>. 황후의 애브뉴는 광로로 건설되어 그 광로 양 끝에 위치한 불로뉴

숲과 개선문이라는 자연과 건축의 2개의 기념비의 가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 원근법에 의한 파리 모더니즘 도시경관의 전형을 보여준다.

처음 이 광로가 완공되었을 당시 그 엄청난 규모의 비어져 있는 공간 그

리고 도심으로 떨어져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은 불가능 했고 늙고

병든 귀족들이 거닐던 사막과 같은 곳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완

충녹지의 푸르름과 광로주변의 고급주택들이 들어서고 주택 앞 금색으로

장식된 철문들로 인해 황후의 애브뉴는 부르주아들의 사교 공간이라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했다(Morizet, 2014:312). 광로는 사치를 과시하고

싶은 신흥 부르주아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유행의 공간 그리고 부르주아

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관찰하기 위한 무대의 공간이 되었다. 이는 단순

히 광로라는 도시 경관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추상적인 공간으로 대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의 ‘산보자(flâneur)’개념35) 그리고 벤야민(Walter Benjamin)

이 파리를 19세기의 수도로서 연구36)한 도시 사회학이 탄생되었다.

34) 1854년 개통된 ‘황후의 애브뉴(Avenue de l'impératrice)’는 당시 나폴레옹 3세 부인인 

Eugénie Napoléon을 위해 명명되었다. 제 2제정 몰락 이후 몇 차례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업적을 세운 Ferdinand Foch(1851-1929)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1929년 3월 

‘애브뉴 포쉬(Avenue Foch)’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불리고 있다. 

35) 보들레르는 현대도시가 변화하고 변화가 암시하는 것을 예술 행위라 하여 관찰하는 주체자를 

‘산보자(flâneur)’라 하였다. 특히 오스망이 계획한 광로에 대해서 공간의 부르주아화 되는 경

향을 관조적이고 비판적으로 묘사하였다. “우리는 우아한 가족들이 한가하게 공공정원과 연결

되는 길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인들은 차분한 태도로 남편들의 팔짱을 끼고 아주 

고요하게 거닐며 그 옆의 남편들은 확신에 차고 엄청난 재산에 의한 만족감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시 풍경은 부유한 겉모습이 고귀한 품위를 대

체하고 있는 것이다.” Baudelaire, C.(1863),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Collections 

Litteratura.com, p.24.

36) 도시계획가로서의 오스망의 이상은 널찍한 대로들이 길게 늘어서 원근법적 전망 속에 한눈에 

탁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은 19세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경향, 즉 기술

적 필요를 유사-예술적 목표를 내세워 고상한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에 상응하고 있다. 부르주

아 계급의 정신적·세속적 권력의 전당은 이처럼 길게 이어진 도로들의 틀 속에서 신격화되어야 

했다. 벤야민, 발터(2005),「아케이드 프로젝트1」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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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폭 120m, 길이 1.2km의 황후의 애브뉴(Avenue de l'impératrice)

단면도. 원근법 기반의 도시경관을 구축하여 도시 내 기념비들의 가독성을 높이

고 광로 내에서도 보차분리 및 명확한 세부 목적이 있는 녹지공간을 배치하여

과학적이며 동시에 미학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였다.

<그림 33> 황후의 애브뉴(Avenue de l'impératrice) 배치도. 폭 120m,

길이 1.2km의 황후의 애브뉴는 광로 양 끝에 건축화된 자연인 불로뉴 숲

(Bois de Boulogne)과 개선문(Arc de Triomphe)의 두 기념비들을 배치함

으로서 원근법 원리를 활용하여 두 기념비들의 가독성을 극대화 하였다.

이러한 광로를 활용한 도시 내 기념비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오스망의 도

시계획은 파리를 ‘도시미화운동(embeillssement de la ville)’이라는 고유한

도시 정체성이 창출 되게 하였고 또한 파리를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제

도적인 장소로 탈바꿈 시켰다(la ville se constitue comme le lieu

institutionnel de la société bourgeoise moderne)”(Panerai et al.,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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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오스망의 모더니즘은 단순히 당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

는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도시 경관 계획을 미학적 관점으로 일관

되게 추진하여 미래 도시 공간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창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파리 도시 만이 가진 독특한 도시

문화의 원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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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사업 (1858-1860)

1853년부터 1858년 동안 진행된 6년간의 1차 대로 구축사업이 성공

적으로 완료되고 후속으로 이어진 1858년부터 1860년의 3년간 진행된 2

차 도로망 구축사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가시

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림 34>. 1차 사업이 도시 미화계획의 관점

에서 계획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2차 사업은 도시민들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환경개선을 목표로 시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858년 4월 5일, 나폴레옹 3세는 지난 5년간 노력의 결과 개통된 세

바스토폴 대로(Boulevard Sébastopol)의 개막식에서 2차 사업의 방향을

천명하였다. 새로 개통된 대로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되

고, 대로 양 옆으로는 새로운 가로등이 일렬 되어 배치되는 아름다운 도

시 경관이 펼쳐짐을 칭송하였다. 이후 이어지는 사업은 파리의 좌안과

<그림 34> 대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구축된 2차 도로계획(1858-1860).

자료: Haussmann, G. E.(1890, 1893) édition établie par Choay, F.(2000), Mémoires, Paris:

Seuil, Annexes를 본인이 재구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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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의 모든 파리 도심에 인체의 혈관과 같은 간선도로들이 들어설 것이

며 이러한 계획은 여러 기술력들이 집약된 결과로서 새롭게 들어설 건축

물들과 함께 제 2제정의 도시 개조 모델이 될 것이라 하였다(Cars,

2008:244). 또한 새롭게 구축될 간선도로의 결과 현재 인구 과밀 지구는

위생적으로 바뀌고 주택의 수가 늘어 집세가 낮아질 것이며 노동자 계급

은 일한 만큼 풍요로워져서 복지를 보다 튼실하게 조직화하여 빈곤이 줄

어들 것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파리는 그 드높은 사명에 도달할 것이라

보았다(Malet, 1973:176).

오늘날 파리를 근대도시계획의 기원으로서 도시계획의 결과 대표적

인 ‘부르주아들의 도시(la ville bourgeoise)’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림 35> 19세기 중반 파리의 인구변화.

자료: 하비, 데이비드(2005),「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김병화 역, 경기: 한울, p.141. 자료를 본

인이 도식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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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2차 도로망 계획 사업을 통해 혈관과 같은 새로운 간선도로

들과 연결된 파리 북서쪽에 조성된 몽소 공원(Parc Monceau)은 공공 녹

지공원의 명분으로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왕조들의 소유였던

공원의 위치성 그리고 주변이 고위층 부르주아 주거지역이라는 지역성으

로 공원이 사유화 되었으며, 공원의 탄생으로 주변 지역이 부르주아들의

투기지역으로 강화된 대표 사례이다(Limido, 2002:136). 다만 근대 도시

계획을 시작할 당시 계획주체인 나폴레옹 3세는 파리 대 개조를 통해 노

동자 계급의 일상생활의 향상을 추구하였음은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제

1차 대로 구축 사업이 성공한 것을 보며 도시 개조가 노동자들의 유토피

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계급을 위

한 사회 개혁적 도시 계획에 대한 사상은 그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 집필

한 「빈곤의 근절(Extinction du paupérisme).1844」저서 속에서 이상적

인 유토피아적 이론에 머물고 있었으나 1차 사업의 성공으로 현실화 했

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후 연결되는 2차 사업은 1차 사업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도시계획이면서도 그 기저에는 나폴레옹 3세가 지향하는 유토

피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나폴레옹 3세의 이상적 도시계획은 오

스망이라는 리얼리스트 실행가를 통해 실현된 유토피아 공간이라는 측면

을 갖고 있는 것이다(시게루, 2010:339).

이처럼 유토피아적 도시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유는 1858년 끝난 1차 사업의 성공에 의해 파리로 이주하는 급증한 인구

수로 인해 도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다수화 된 노동계급을 배려함과 동

시에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5>.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좀 더 세분화 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진

행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된 대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들과

중요 교차로에 로터리 광장을 계획하여 로터리 광장이 인체의 심장 그리

고 간선도로들이 혈관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림 36, 37>. 둘째, 간선

도로들과 연결되는 소규모 공원들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근대 발명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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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녹지공간이 도심 내 허파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파리의 가

장 중요한 도심축의 중심에 위치한 시테(Cité) 섬을 철저히 개조하였다.

시테 섬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할 뿐 만 아니라 노트르담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을 비롯한

중요한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역사 깊은 장소이다. 하지만 당시 중

세시대와 다름없는 도시경관 속에서 불결한 도시환경의 심각한 문제 그

리고 복잡한 도로체계와 소규모 건축물들은 범죄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 대로와 연결된 시테 섬은

철저히 개조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시테 섬의 도시경관은 제 2제정기

파리 어바니즘의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다.

인체 아날로지 관점에서 파리 도시 공간계획이 진행된 점은 도시 경

관적 측면에서 파리 도시만이 가진 도시경관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간의 가독성과 명료성을 높이는 모더니즘 도시 계획가 오스

망의 계획의도에 따른다면 파리는 뉴욕의 맨하튼과 같은 격자모양의 도

시경관이 되어야 했으나 이탈리아 도시경관에 대한 동경과 인체 생리학

에 영감을 받은 나폴레옹 3세의 의도에 의해 파리는 인공 심장과 같은

로터리 광장 그리고 로터리 중심으로 뻗어나간 혈관과 같은 사방으로 구

축된 도로들로 인해 전 세계 어느 도시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

한 방사형의 원형적 도시경관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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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에투왈 광장(Place de l'Etoile) 배치도. 파리 서쪽 개선문이

있는 에투왈 광장은 향후 파리 행정구역의 확장을 염두 해서 조성되었다.

불로뉴 숲과 몽소공원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와 연결되는 방사선 도로들

은 그 주변으로 고급 주택이 들어서며 파리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구역이

탄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37> 샤토 도 광장(Place du Château d'Eau) 배치도. 파리 동

쪽의 민중 집결구역에 로터리 광장인 샤토 도 광장을 조성하여 공기

와 빛을 끌어들여 도시의 건강을 회복하려는 목적 뿐 만 아니라 로

터리 중심으로 뻗어있는 방사선 도로들은 민중 반란을 진압하기 용

이하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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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사업 (1860-1870)

1860년부터 1870년 1월 1일 오스망의 실각 때 까지 진행된 3차 인프

라스트럭처 구축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파리 중심부의 총 12구 체

제에서 20구로 행정구역이 확장된 점이다 <그림 38>. 파리 행정구역의

확장은 7월 왕정 시대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제 2제정기에 들어서며 오스망의 강력한 추진

력에 의해 186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파리 행정구역 확장에 관한 법이

1859년 11월 3일에 통과되었다. 오스망이 파리 행정구역을 확장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파리로 유입되는 인구수 때문이었다.

파리로 들어오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세워진 벽37)으로 둘러싸인

37) 파리 구도심을 둘러싼 벽은 ‘세금청구의 벽(l'octrol du Mur des Fermiers généraux)’라 불

리며 이곳에서 파리 시내로 들어오는 물품에 간접세를 매겼다. Cars, J. D.(2008), Haussmann 

<그림 38>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세부간선도로와 소규모 공원구축 계획

(1860-1870).

자료: Haussmann, G. E.(1890, 1893) édition établie par Choay, F.(2000), Mémoires, Paris:

Seuil, Annexes를 본인이 재구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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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구로 구성된 파리 구도심은 3,288헥타르 면적으로 파리시민

1,174,246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오스망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백 이십만명

이상의 인구가 파리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구도심으로는 2배 이상

의 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가하는 파리 인구를 수용하

고자 오스망은 총 면적 7,088헥타르 상당의 파리 외곽의 두 번째 성벽38)

까지 행정구역을 넓히기로 결정하였다(Choay, 2000:703). 그러나 파리 행

정구역의 확장에 관해 첫 번째 세금 청구의 벽 내부에 있던 파리시민들

과 벽 외부에 있던 파리교외 시민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벽 내부

에 상주하고 있던 기존의 파리시민들은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각종 사업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반면에 벽 외부의 파리교외 시민들은

각종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어지고 파리 시내로 편입되면서 높아질 생활

물가를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오스

망은 1859년 6월 오스트리아와의 마젠타(Magenta)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파리 시민들에게는 미래 유럽 중심 수도로서

의 파리 발전가능성을 설파하였고, 반면에 파리 교외시민들에게는 7년

동안 그리고 주거사업자들에게는 10년 동안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제공

하였다(Malet, 1973:222).

기존의 12구체제에서 20구체제로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가장 먼저

파리로 편입된 교외지역에 새로운 간선도로가 구축되었다. 1차 파리 계

획에서 도시의 관통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미화 계획의 기틀을 마

련하였다면 2차 계획에서는 관통로에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확장과 그

주변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였다. 이어지는 3차 계획은 신규 간선도로들

을 개척하여 파리 중심부로부터 확장된 행정구역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1차와 2차 파리 어바니즘의 중요한 근간인 파리를 유기체로서 인체 아날

La gloire du second Empire, Paris: Perrin, p.247.

38) 1860년 1월 1일 파리 행정구역을 결정한 파리 외곽의 두 번째 성벽은 ‘티에르의 성벽(les 

fortifications de Thiers)’이라 불렸으며 이 성벽은 군사용으로 당시 수상이었던 티에르에 의

해 1841년부터 1844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Malet, H.(1973), Le Baron Haussmann et la 
rénovation de Paris, Paris: Les editions municipales,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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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관점으로 공간을 개편하고자 함은 오스망의 마지막 3차 계획에서도

충실히 이어진다. 오스망은 2차 파리 어바니즘에서 근대 도시 공간 계획

의 요소로 소공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 및 공간구조를 개편

한 경험을 3차 계획에도 적용한다. 다만 3차 계획 대상이 파리에 편입된

기존의 교외지역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오스망은 2차 사업에서 파리

도심 내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파리를 부르주아적 공간으로 바꾸었다면,

3차 사업에서는 확장된 구역에 서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였다. 이

는 도시계획을 인체의 아날로지 관점에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의도와 민중을 위한 복지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의의가 있다. 결국 3차 사

업은 단순히 파리 대개조 사업을 도시 미화를 통한 부르주아 도시로 변

모시켰다는 것 이상으로 파리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행복해야 한다는 이

상적인 계몽주의적 유토피아 계획의 어반 모더니즘이 철저히 이행된 결

과인 것이다.

1860년부터 1870년 1월 1일 오스망 지사의 파면 때까지 진행된 3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사업은 1853년부터 시작된 파리 미화사업의 기초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총 18년 동안 진행된 장대한 오스망의

파리 어바니즘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단될 위기를 극복하며 더

욱더 강한 내성이 생겼고, 이는 오스망 이후의 파리 도시계획을 지배할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오스망의 파리 대개조 사업이 1세기를 지나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오스망의 도시계획이 오늘날까지 이

어지는 파리 어바니즘의 근간을 수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0년간 진행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3차 파리 어바니즘의 특징은 첫

째, 파리 행정구역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1860년 1월 1일 기존의 12구체

제에서 주변 도시를 합병하여 20구체제로 확장되었고 이는 현재에도 동

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2차 파리 어바니즘의 근간이었던 인체의 아

날로지 관점의 도시계획을 더욱 구체화 하여 세분화된 도시계획을 실시

하였다. 이는 도심 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여러 간선도로들의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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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파의 역할을 할 다양한 소공원들을 조성하였다. 1차 그리고 2차 어바

니즘을 통해 조성된 녹지공간들이 부르주아의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면 3차 어바니즘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확대 조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도시 미화 관점의 도시계획에 대응하는 공공건축물들이 신축

되었다. 3차 파리 어바니즘 동안 신축된 공공건축물들은 당시 새롭게 개

발된 건설기술을 통한 건축미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870년 1월 1일로 총 18년 동안 진행된 오스망의 파리 대개조 사업

은 공식적으로 마감 되었다. 하지만 18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공고히 지

속된 오스망의 파리 대개조 사업은 파리 어바니즘으로서 도시 미화의 목

표를 지향하며 도시와 건축의 강력한 규범을 창출하였다. 이는 새로운

도시 예술 사조를 의미하는 고도의 미학적 모더니즘이며 파리 어바니즘

의 새로운 근대 원형이 되었다. 오스망이 구축한 파리 모더니즘 원형은

오스망이 실각한 이후에도 파리 도시계획을 지배하여 파리를 난개발에서

보호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파리만의 독특한 미학적 도시경관이 창출되

었다. 반면에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시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고 제

어되지 않은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그리고 도시계획이 공공공간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도시민들이 공유해야할 도시 공

간을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는 비판도 야기되었다. 하지만 오스망의 파리

모더니즘은 도시미화 운동이라는 도시계획의 원형으로서 프랑스 전 지역

과 1870년대 로마, 스톡콜롬,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유럽의 많은 도시에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남미 멕시코시티의 도로 계획에 ‘파리의 대로

(Parisian boulevards)’개념이 적용되었다. 미국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번햄(Daniel Burnham), 맥킴(Charles McKim),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같은 도시계획가들이 파리 도시미화운동을 미국에 적

용하였다(Pinkney, 1972:4). 이처럼 오스망의 파리대상의 어반 모더니즘

은 전 세계의 도시공간계획에 큰 업적을 남겼다. 또한 물리적인 도시공

간을 넘어 도시 문화적 관점에서 파리 모더니즘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 및 건축물들은 도시 내 공간들을 전시의 장 그리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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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무대와 같은 새로운 근대도시 공간으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도시공

간의 ‘공연화(the concept of spectacle)’의 주제는 향후 마르크스 사회주

의자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주제로 사용되었고,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중반 상황주의자(Situationist)들 특히, 드보르(Guy Debord)에 따

르면 “도시 내 공연은 현실화된 이미지가 완성될 때까지의 축적된 자본

이다.”라 정의하였다(Debord, 1992:32). 이처럼 3차에 걸친 오스망의 파리

모더니즘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근대 도시문화의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근대 도시공간의 혁명을 이룬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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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계획 : 관련법규 원칙 제정

건축법규를 통한 모더니즘 양식 구축

프랑스 건축법규는 1607년에 처음 제정되어 1667년 까지 명확한 공

공 도로 구역 설치 그리고 도로를 따라 건물 입면, ‘파사드(Façade)’ 의

높이가 15.60m39)로 규정되었다. 프랑스 건축법규의 핵심은 도로폭 크기

에 따라 ‘건물 높이’의 제한이 아닌 ‘건물 입면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9>.

39)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73), Règlement et tissus urbains à Paris, Paris: APUR, 

p.2.

<그림 39> 파리 건축법규. 파리 건축법규는 건물 전면부의 도로폭(voie)에

따라 건물 입면, ‘파사드(Façade)’의 높이(verticale)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

다. 최대 건물 입면 높이 이후에는 45° 각도로 건물이 사선화 되어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자료: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73), Règlement et tissus urbains à Paris, Paris: APUR,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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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제정기 파리 대개조 사업의 핵심인 대로 건설이 건축법규 및 계

획에 영향을 주었다. 가로수가 조성된 대로는 오스망의 건축형태를 표현

하는 기반이 되었다(Panerai, 2006:21). 도로 폭이 최대 20m로 확장되면

서 건물의 이격 거리가 넓어짐에 따라 건축 입면의 높이는 2m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건물 층수가 2개 층 증가되어 기존의 5층 건물에서 7층 건물

로 고층화 되었다 <그림 40>. 넓어진 대로 그리고 높아진 건축물의 볼

륨으로 건축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파사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오스망은 자신의 파리 대개조 사업이 미화 작업이라는 대 명분아래 건축

물 파사드가 자신의 업적을 가장 극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았

다.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건축물 파사드 디자인을 대로변의 건축물에

적용시켜 ‘오스망 양식(immeuble Haussmannien)’을 개발하였다. 결국 오

스망 시대의 대로 주변의 경관은 엄격한 통일성을 갖춘 고전 전통과 연

계된 건축적 미학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파리의 모습은 파리 시내 각

구역의 정체성을 없애고 파리 단일의 통일성 있는 도시 경관을 창출하여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새로운 도시경관 모더니즘으로 탄생되었다. 다만

화려한 도시 경관은 그 이면의 낙후되고 일반 시민들의 어려운 일상생활

<그림 40> 제 2제정 이전까지 파리의 건축법규에 따른 건축물 형태(좌) 그리고

제 2제정기 기간의 건축법규에 따른 건축물 형태(우).

자료: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73), Règlement et tissus urbains à Paris, Paris: APUR, p.7.

파리 건축법규 내용을 본인이 도식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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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추는 가면과 같은 역할 그리고 모던한 부르주아 사회 구성원들의

특권을 표출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다분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스망 양식(immeuble Haussmannien)은 오스망의 파리 미화 사업

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건축 디자인 법규이다. 구체적인 법규 내용을 살

펴보면 우선 과거의 전통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건물 중심을 기준으

로 명확한 대칭성 추구 그리고 건물 외부에 고대 그리스 기둥 양식과 같

은 전통문양을 제안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아닌, 건물 파사드(외형)

의 높이를 제한 한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통일성 있는 전면부 미관을 매

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 재료, 난간 디자

인, 외부 돌 장식재의 디자인 또한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건축물 높이와

관련해서는 상대방 건물의 충분한 채광을 위해 건물 옥상부는 45° 각도

의 사선 제한을 두고 건물 높이는 일정하게 제한하였다 <그림 41>. 또

<그림 41> 오스망 양식(immeuble Huassmannien)이 적용된 건축물. 대로 주변

건축물에 적용되는 파사드(건축입면) 건축법규.

자료: Pinon, P.(2012), Paris pour mémoire, Paris: Parigramme, p.272(좌), Aprile, T.(2011),

L’immeuble de Paris au XIXe siècle, Paris: University of East Paris Créteil 본인이 도식화 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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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이 고층화 되면서 엘리베이터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림 42. 우측

이미지>.

이와 같이 건축물의 외형, 높이 그리고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엄격

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통일된 파리 전체 도시 전경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파리 미화사업의 어반 모더니즘이 구축되었다. 19세기 중반 오

스망에 의해 구축된 어반 모더니즘은 21세기 현재까지 파리 도시공간에

엄격한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43, 44>.

<그림 42> 제 2제정 이전까지 파리의 건축물 내부 공간(좌) 그리고 제 2제

정기 동안에 신축된 건축물 내부 공간(우). 엘리베이터 도입과 고층화의 특징

을 보임.

자료: Hetzel, J.(1845), 5 étage du monde Parisien(5층 건물 안의 파리 시민의 일상), Paris: Le

Diable à Paris(좌), Charton, E.(1883), Le magasin pittoresque(아름다운 상점), Paris: Bureaux

d’abbonnement et de vente, p.38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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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파리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 중심부에는 제 2제정 이전인 건물최대

높이 25m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자료: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73), Règlement et tissus urbains à Paris, Paris: APUR,

p.15.

<그림 44> 제 2제정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리 건축물 입면과 높이와 관련

된 건축법규 변화과정.

자료: Atelier Parisien d’urbanisme(1973), Règlement et tissus urbains à Paris, Paris: APUR.

파리 건축법규 내용을 본인이 도식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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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기술·미학 “형태” 패러다임

19세기에 진행된 파리 도시의 대개조 사업은 강력한 권위를 가진 나

폴레옹 3세와 오스망의 유토피아 도시개념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시 나

폴레옹 3세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기술바탕의 산업

을 부흥하는 것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여겼고 일반 시민들 뿐 만아니라

낙후된 도시공간도 계몽되어야할 대상이었다. 도시공간은 관리하기 용이

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더 명료화 그리고 직선화되었고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도 규범화되었다. 특히 과거의 낙후된 도시

공간에 대한 계몽방향은 일정한 공간의 확보, 신선한 공기유입 그리고

충분한 채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선화된 대로와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심 내 공기유입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건축물

들은 신축되어져서 건축물 내부 뿐 만 아니라 주변 외부공간의 질이 향

상되었다.

파리 대개조 사업이 대로와 간선도로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서 시

작되었다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는 파리를 중심으로 타 도시들로의 철도

망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국토의

근대화 과정을 거친 유럽 국가들은 철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발발된 영국의 경우 1820년 초에 첫 철도가 개통

되었고 프랑스의 경우 1828년 프랑스 남부 앙드레지외(Andrézieux)와 생

-테티엔(Saint-Étienne)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처음 개통되었다. 당

시 프랑스 지식인들은 산업 부흥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생시몽주의를

신봉하여 그들에게 산업이란 각지에 있는 다양한 생산품들이 하나의 최

종 결과물로 구현되는 과정이었다 <표 2>. 결국 전 국토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생산품들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잘 구축된 철도망은 곧 산업의

부흥을 의미하였다(Picon, 2002: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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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의 발전은 제 2제정기 시대와 함께 진행되었다. 1852년 나

폴레옹 3세의 시대와 함께 파리를 중심으로 다수의 철도회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파리 북서쪽 외곽에 위치한 바티뇰(Batignolles) 도시 그리고

남쪽의 이브리(Ivry) 도시와 파리 도심의 연결을 위한 철도망 구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철도사업의 발전은 파리 도심 내에 새로운 건축물이 탄

생하는 결과도 가져와서 제 2제정기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철도

역들이 파리도심에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854년부터 철도역들이 건설되

어 파리 북쪽을 담당하는 샤펠역(les gares de La Chapelle), 동쪽을 담

당하는 베르씨역(Bercy), 남쪽을 담당하는 이브리역(Ivry)이 생겼고 1856

년에는 파리 북동쪽에 라 쁘티-빌렛뜨역(La Petite-Villette)이 건설되었

다(Gaillard, 1997:363).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역은 당시 최고의 기술 산

업이었던 철도산업과 연관될 뿐 만 아니라 파리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최고의 건축기술과 첨단

건축 재료가 철도역 건설에 투입되었고 파리 도시 공간 계획도 철도역을

이동객 (단위. 100만 명/km)

도로이용객 철도이용객 합계

1852년 1,36 0,988 2,348

1869년 1,46 4,1 5,560

물품 수송 (단위. 100만 톤/km)

도로 강운하 바다운하 철도 합계

1852년 2,6 1,7 1,3 0,60 6,20

1869년 2,8 2,0 0,8 6,22 11,82

<표 2> 제 2제정기동안 이동수단별 이동객과 물품수송의 변화.

자료: Plessis, A.(1979), De la fête impériale au mur des fédérés, 1852-1871,

Paris: Seuil,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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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파리로 집중되는 물류량에 따라 대규모 물류창고

그리고 시장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탄생을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공공건

축물은 위생에 취약한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파리 도

심 내의 중요한 장소에 위치하므로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망의 각별한 관

심 속에서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제 2제정기의 도시 공간 계몽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건축물들은 국가권력이 새롭게 제안하는 모더니즘의 모델이

되어야 했기에 최종 건축계획은 나폴레옹 3세의 재가를 받아야만 했다.

공공시설은 건축물이외에도 공원과 같은 외부 공용공간도 해당된다. 파

리 도심 내에 잘 구축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곳곳에 여러 공원들

을 조성하여 인체 아날로지 관점의 도시계획을 완성하였다. 파리의 공원

들은 기술력이 적용된 인위적인 자연 오브제로서 제 2제정의 권력에 의

해 계몽된 결과물이었으며 파리의 독특한 공원문화를 탄생시킨 중요한

도시요소로 작용하였다.

1) 경관 계획 : 미학적 공원 개념

(1) 건축화된 자연40)의 모더니즘. 대공원 조성사업

제 2제정기에 조성된 파리 도심의 공원들은 철저한 정책적 결정에

40) ‘건축화된 자연이라는 개념(a constructed concept of nature)’은 석굴과 폭포, 호수와 시골

풍의 식사 장소, 여유 있는 산책로와 나무 그늘, 이 모든 것들이 도시안의 독특한 공간 속에서 

솜씨 있게 제작되어, 전원적이고 아르카디아적인 전망과 고딕적 디자인, 원시적이고 위협적이

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순화력 있는 자연에 접할 수 있는 회복적인 힘이라는 낭만적 개념을 강

조했다. 이러한 전략에는 다중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것들은 도시 속에 ‘자연의 스펙터클(the 

spectacle of nature)'을 도입했으며, 그럼으로써 제국 정권에 영광을 더해주었다. 또 그것들은 

1840년대의 정치색 짙은 낭만주의를 가져와서 그것을 도시의 개방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의 보다 수동적이고 관조적인 관계로 변형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적어도 왕정복

고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노동자와 부르주아 모두에게 공통적인 특별한 문화전통에 

호소하는 부분이 많다. 하비, 데이비드(2005),「모더니티의 수도 파리」김병화 역, 서울: 생각

의나무, p.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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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진행되었다. 오스망 지사는 공원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산책문화를

알도록 하게 하려는 계몽적인 의도로 전략적인 계획에 따라 파리 도심에

공원을 배치한다. 그 결과 동쪽에 방센 숲(Bois de Vincennes,

1860-1865), 서쪽에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 1853-1858) 남쪽에 몽

수리 공원(Parc Montsouris, 1867-1869) 그리고 북쪽에 뷔트 쇼몽공원

(Parc des Buttes Chaumont, 1863-1867)이 조성된다(Alphand, 1867:204).

공원은 제 2제정기 동안 파리의 도시변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활발한 자유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중심도시인 파리는 다양한 시민 계

층이 분화되고 소비문화의 중심이 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지형에

맞춰 공원도 전략적으로 조성되어 제 2제정기에 제일 먼저 조성된 서쪽

의 불로뉴 숲은 부르주아 계층을 이후 조성된 동쪽의 방센 숲은 일반 시

민들을 위해 조성된 특징이 있다. 불로뉴 숲과 방센 숲이 파리 도시 내

의 서로 다른 계층의 공원문화를 대변한다면 1867년 완공된 북쪽의 뷔트

쇼몽공원 그리고 같은 해에 뷔트 쇼몽공원 완료 직후 공사가 시작된 남

쪽의 몽수리 공원은 녹지공간인 공원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할

목적으로 계획된 특징이 있다. 소비문화 발달에 의한 도시 내 시각적 요

소의 중요성 대두 그리고 기술 중심의 도시발전은 이를 극명하게 상징할

새로운 발명품이 필요했다. 그 대상을 위해 계획가 오스망은 공원을 선

정하여 공원이 단순한 녹지공간 이상의 ‘자연적 구경거리(spectacle de

la nature)’로 승화되도록 하였다(Limido, 2002:13). 이러한 의도에 의해

뷔트 쇼몽공원과 몽수리 공원은 1867년 4월 1일 개막된 파리 국제 박람

회와 연계되어 공원이 도시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제 2제정기간에 가장 먼저 조성된 파리 좌안에 위치한 불로뉴 숲

(Bois de Boulogne)은 나폴레옹 3세가 황제에 취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

하게 추진한 개조 사업이었다 <그림 45>. 그의 유년기 시절 런던 체류

당시 하이드 공원(Hyde Park)을 보며 근대 발명품으로의 공공녹지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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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대해 큰 감흥을 받은 영향이 주요했다. 프랑스는 산업혁명과 인

구증가의 측면에서는 영국에 뒤졌지만,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망 지사 주

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국가사업에서는 영국을 앞질렀다. 특히 공공시설

로서의 녹지공간은 오스망 지사 시절동안 가로수가 심겨진 도로와 하수

시설, 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파리 전체에 흩어져 있는 40여개의 크고 작

은 공원이 조성되었다(황주영, 2014:87). 나폴레옹 3세는 1840년 쿠데타

의 실패로 파리 북쪽의 앙(Ham)도시 성에 6년간 유폐되면서 조원술(造

園術, gardening)을 접했고 이후 런던으로 망명하면서 전문가 수준의 조

<그림 45> 파리 좌안에 위치한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의 현재 모습.

대형 녹지공간을 통한 도심 내 신선한 공기 유입의 목적으로 도시를 유기체로

비유하는 인체의 아날로지 도시계획 관점 그리고 도시공간속 유희, 관찰, 관망

과 같은 ‘산보자(flâneur)’의 도시사회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파리의 대공원.

자료: https://www.google.com/maps/(검색일: 2020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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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술을 익히게 된다(시게루, 2010:330). 이는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겪

었던 불결한 환경의 경험 그리고 런던 산업혁명 기간 동안 도시오염 속

에서 하이드 공원이 제공하는 풍부한 녹지와 신선한 공기의 제공 뿐 만

아니라 녹지 속에서의 유희라는 새로운 도시문화에 큰 감흥을 받았기 때

문이다. 1848년 나폴레옹 3세의 취임과 동시에 불로뉴 숲 일대는 국가에

귀속되면서 황제의 조원술을 실제로 실현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1848년 나폴레옹 3세의 황제 취임 이후 불로뉴 숲 개조 사업은 황제

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다가 1853년 오스망이 새로운 센

지사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1858년 종료되었다. 불

로뉴 숲 개조사업은 2차시기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시기는 1852

년부터 1855년이며 본 기간 동안 사업의 목표는 시민들이 숲 주변을 거

닐며 그 주위에 존재하는 자연을 포함한 도시 내 예술품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함이었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1852년 7

월 13일 파리시의 녹지담당부서에서는 법을 제정하였고 그 내용은 첫째,

숲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예산을 확보할 것 둘째, 사업 기간은 총 4

년으로 계획하며 숲과 그 주변의 미화사업을 위해 총 2백만 프랑의 예산

이 집행될 것 셋째, 현재의 녹지지역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1853년에 구체적인 공사가 진행되어 불로뉴 숲에 2개의

새로운 호수가 만들어졌고 호수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으로 모르트마 언

덕(Butte Mortemart)을 조성하여 숲 경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

소를 만들었다. 또한 기존의 직선길을 없애고 호수 주변에 잔디를 식재

하였다. 두 번째 공사기간은 1855년부터 1858년으로 이 기간의 주요 사

업은 1기공사를 잘 이행함과 동시에 센 강변 까지 총 5km 길이로 불로

뉴 숲의 확장 그리고 롱샹 여자수도원이 있던 대지에 롱샹 경마장

(Hippodrome de Longchamps)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었다(Alphand,

1867:71). 숲 개조를 수행한 인물은 오스망 센 지사가 지롱드 현의 지사

였을 당시 함께 일했던 토목 엔지니어 앙팡(Adolphe Alphand,

1817-1891)이다.



- 92 -

토목 엔지니어가 공원설계를 담당하여 당시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

가 높았으나, 오스망의 전문가를 차출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발탁된 앙팡

은 1854년 말부터 불로뉴 숲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불로뉴 숲을 새로운

개념의 도심 공원으로 탈바꿈 하였다. 우선 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적인 숲의 모양이 기존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공사 이전의 숲이 공

원 내의 로터리들과 대로들에 의한 전형적인 프랑스 형태의 ‘규정적인

정원(jardins régulier) <그림 46>’ 의 모습이었다면 앙팡이 새로 계획한

불로뉴 숲은 ‘비 규정적 모습의 정원(jardins irrégulier) <그림 47>’이다.

이와 같은 비 규정적인 정원의 계획은 매우 목가적인 정원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17, 18세기의 프랑스 전통적인 정원양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

이었다. 이는 과거 전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의미하는 조경분야의 새로운

모더니즘 양식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오늘날까지도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인 불로뉴 숲은 그 자연

스러워 보이는 외형 내부에 철저한 과학기술이 적용되었다. 바로 그 기

술을 숲의 설계에 적용한 인물이 앙팡이며, 과학기술 기반의 이성적 행

위를 통해 인공적으로 재현된 공간이지만 실제는 자연공간일 뿐 만 아니

라 미적인 새로운 개념의 도심공원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앙팡은 토목 기

술자 이상으로 총체적 예술가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예술적 능력 이상으로 앙팡은 프랑스 제 2제정 기간 동안 행해진 국가

주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미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

앙팡이 불로뉴 숲을 기술기반 도시미화 계획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기술은 공원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관개수로의 구축에 적용되

었다. 관개수로를 통해 공급되는 다량의 수량으로 아름다운 계단형태의

인공호수(Lac Cascade)가 공원 내에 들어섰고 공원의 많은 식물들에 충

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불로뉴



- 93 -

<그림 46> 제 2제정 이전 규정적인 정원(jardins régulier)의 형태를 가진 불

로뉴 숲(Bois de Boulogne).

자료: Alphand, A.(1867), Les promenades de Paris, Paris: Hachette Livre, p.19.

<그림 47> 제 2제정 이후 비 규정적인 정원(jardins irrégulier)으로 바뀐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

자료: Alphand, A.(1867), Les promenades de Paris, Paris: Hachette Livre,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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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불로뉴 숲에 공급할 지

하수 확보를 위해 개발된 천공기.

자료: Alphand, A.(1867), Les promenades

de Paris, Paris: Hachette Livre, p.183.

<그림 48> 센 강의 물을 불로뉴

숲으로 끌어오기 위해 개발된 관개

수로 장치.

자료: Alphand, A.(1867), Les promenades

de Paris, Paris: Hachette Livre,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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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인공호수는 앙팡의 대표적 작품이다. 불로뉴 숲 개조 이전에는 숲

내부에 호수가 없었으나, 런던 하이드 공원의 the Serpentine 호수에 영

감을 받은 나폴레옹 3세의 요구에 의해 불로뉴 숲 서쪽에 2개의 서로 높

이 차이가 나는 인공호수가 조성되었다(Pinkney, 1972:95). 인공호수를

계획함에 있어서 물이 가장 필요하여 물은 숲 근처의 센 강으로부터 끌

어오도록 하였다. 불로뉴 숲의 상부 인공호수에 필요한 수량을 계산한

결과 1초당 240리터의 수량 부피와 15미터 이내의 수압이 요구되었고 이

에 만족하는 관수로가 1854년 처음 배관되었다(Alphand, 1867:84). 또한

인공호수에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식재에 공급하기 위한 수량 확보를 위

해 천공기도 개발되었다 <그림 48, 49>. 1852년부터 개발된 천공기는 당

시 1일당 720평방미터의 수량을 확보하다가 1856년에는 950평방미터의

수량을 확보할 만큼 진보되었다. 천공기는 지하 73미터까지 다다르며, 이

는 바다 지표면에서 15미터 상부에 위치하는 것이다(Alphand, 1867:182).

이처럼 숲 조성에 가장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해 앙팡은 관개수로를 완벽

하게 구축하였고 앙팡에 의해 구축된 관계수로는 오늘날에도 불로뉴 숲

이 잘 유지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앙팡은 물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뿐

만 아니라 대형 수목 식재를 위한 운반 장치개발, 수목의 수형을 아름답

게 디자인하기 위한 도구개발 그리고 공원 내 벤치, 가로등, 경계 철조망

등의 모든 세부요소들을 개발하였다 <그림 50>. 이러한 앙팡이 진행한

일련의 작업은 토목기술자로서 근대 도시의 새로운 발명품인 도심 공원

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대 도시 계획사의 중요한 업적이

다.

‘토목공사’를 의미하는 불어단어는 ‘ouvrage d'art’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예술(art)의 총체(ouvrage)’이다. 토목공사를 의미하는 불어 어

원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토목공사가 도심 내에 단순히 콘크리

트 재료의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도심 속 3차원 공간에 복합 예술작품을 구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목 엔지니어 앙팡은 그의 공학적 기술을 통해 건축화된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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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불로뉴 숲의 세부 디자인. 과학기술 기반의 미학적으로 개발된 불

로뉴 숲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요소들은 철저히 ‘도시미화(embellissement de

la ville)’ 라는 도시 계획 목표와 부합된다.

자료: Alphand, A.(1867), Les promenades de Paris, Paris: Hachette Livre, p.445.

다운 자연인 불로뉴 숲을 설계하였고, 이는 이성과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프랑스 어반 모더니즘의

전형일 뿐 만 아니라 ‘도시미화(embellissement de la ville)’라는 도시 계

획 목표를 완벽하게 재현한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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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화된 자연의 모더니즘. 소공원을 통한 부르주아 도시 공간

계획

1861년 완공된 몽소 공원(Parc Monceau)은 파리 도시 미화적 관점

에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파리 어반 모더니즘 전형의 소공원이다 <그림

51>. 제 2제정기 초에 대규모 녹지 공간인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

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오스망 지사는 도심의 녹지공간이 기능적인 역할

<그림 51> 파리 어바니즘을 통해 재 조성된 몽소 공원(Parc Monceau)의 현재

모습. 파리 미화사업의 일관된 도시계획 연장선에서 발명된 건축화된 자연으로

서의 소공원의 모델.

공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남북과 동서방향의 폭 15미터의 길은 엔지니어들의

작품으로 공원이 가진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공원주변에 이미 새롭게

구축된 도시의 축과 연결되며 이는 오스망 도시계획의 핵심인 「재생을 위한

관통, percement régénérateur」과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Limido, 2002:139).

자료: https://www.google.com/maps/(검색일: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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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 아니라 파리의 미학적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

하였다. 이후 1858년부터 진행된 2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공사와 동시

에 도심 내에 세분화된 녹지공간을 계획하였고 그 사업명은 ‘파리의 내

부 산책들(Les promenades intérieures de Paris)’이라 명명하였다. 제 2

제정기 초반에 조성된 대규모의 녹지공간은 파리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일종의 도시 인프라 기능에

맞추어 졌다면, 그 이후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작아진 규모의 도심 내에

위치한 도시 밀착형 성격으로 조성되었다.

파리의 내부 산책들 사업들의 세부 항목들은 첫째, 구역된 녹지공간

인 공원(Parc), 뜰(Squares) 그리고 식재된 광장들(Places plantées) 둘

째, 도심 내 보도 또는 도로를 따라 장식된 녹지들(Voies publiques

plantées ou décorées plantations d'alignement)로 구성되었다41). 이와

같은 체계적인 녹지구성은 인체의 아날로지 관점에서 도심 내 혈관역할

을 하는 도로망과 그 도로망들이 교차하는 곳곳의 주요 공간에 녹지공간

을 조성함으로서 선적이고 면적인 녹지 도시미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

업명을 ‘파리의 내부 산책들(Les premenades intérieures de Paris)’이라

명명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토건사업의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보행

자의 도시 경험, 경관 체험 그리고 도시 문화 창출과 같은 다차원적인

도시문화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파리의 내부 산책들 사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완공된 몽소 공원은

1778년 오르레앙(Philippe d'Orléans)가의 샤르트르 공(duc de Chartres)

의 영지로서 프랑스 대 혁명 이전부터 귀족적이고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몽소 공원의 사적인 이미지는 대혁명 이후에도

41) 제 2제정기의 녹지계획은 대규모 녹지조성과 소규모 녹지조성으로 나뉜다. 대규모 녹지조성사

업은 ‘파리의 산책들(Les promenades de Paris)’라 하여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과 

‘방센 숲(Bois de Vincennes)’이 조성되었고, 소규모 녹지조성 사업은 ‘파리의 내부 산책들

(Les promenades intérieuers de Paris)’이라 명명되어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몽소 공원(Parc 

Monceau)’이 1861년 완공되었다. Alphand, A.(1867), Les Promenades de Paris, Paris: 

Hachette Li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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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1852년에 파리시는 몽소 공원의 절반을 대자본가인 페레르 형

제(frères Pereire)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기

로 결정하였다. 당시 파리 좌안지구에 대공원인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몽소 공원 계획을 맡은 토목기사 앙

팡은 “드디어 몽소 공원이 재탄생할 시간이 왔다.”라 하며 기존의 낡고

무질서하게 수목들로 채워진 공간 그리고 산책자들과 산책길들은 볼 수

도 없는 야만적인 공간을 여덟 달 이후에는 파리에서 가장 우아하고 화

려한 녹지 산책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Alphand, 1867:195). 오

스망 지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앙팡의 야심찬 공원개조의 의지로 1861년

1월 공사가 시작되어 같은 해 8월 중순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42).

몽소 공원은 단순히 도심 내 소규모 녹지공원의 역할을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파리 어바니즘이 더 심화되고 발전된 어반 모더니즘의 경향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원을 계획한 토목기사 앙팡의 선언문

이 바로 당시 파리 모더니즘의 핵심을 대변하고 있다. 모더니즘이 전통

주의와 대척되는 현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 사조라는 점 그리고 파리를

대상으로 더 나은 시대를 위한 계몽의 목표로 문화적 모더니즘을 탄생시

켰다는 점에서 18세기 이전의 몽소 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무분별한 상태

이다. 이러한 대상은 19세기 이성적이고 과학기반의 산업지상주의를 추

구하는 계몽주의자인 국가와 자본가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척결해야만 하

는 대상이며 몽소 공원인 경우는 자연마저 통제하고 제어하여 계몽화 그

리고 건축화된 결과물로 도출해낸 것이다.

몽소 공원이 새로운 소공원의 탄생을 넘어 근대 도시계획에 있어서

42) 몽소 공원(Parc Monceau)은 ‘파리의 내부 산책들(Les promenades intérieuers de Paris)’  

사업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면적은 10헥타르 이상이다. 총 공사비는 1,190,000 프랑으로 

그 중에서 토건공사는 590,000프랑이 소요되었다. 이후 남은 총 공사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

산이 공원의 울타리와 그 장식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몽소 공원이 공식적으로는 당시 공용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었지만 실제 공원의 목적은 주변의 부르주아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조

성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Limido, L.(2002), L'art des jardins sous le second empire, 

Seyssel: Champ Vallon, 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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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도시개발의 원리와 근대 도시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1852년 국가는 대 자본가인 페레르 형제에게 몽소 공원의 절반

을 매각하고 공원 부지를 매입한 자본가는 공원일대를 부촌으로 계획하

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공원주변으로 높은 지가가 형성되고

이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가는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몽소

공원과 남쪽의 마들렌 대성당이 연결되는 말제르브 대로(boulevard

Malesherbes)가 건설되었고 대로 주변에는 고가의 대저택이 들어섰다.

몽소 공원이라는 작은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사비의 절반가량이 공원의

울타리 조성과 장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몽소 공원은

공공성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원경에서는 울타리가 보이지 않아 주변의

도시와 연결되는 경관이 연출되나 공원 근처에 다다르면 화려하게 장식

된 울타리로 인해 실제로는 주변에 살고 있는 부르주아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 계획되고 조성되었다. 공용공간의 사적화라는 모순

성은 대로의 도시 인프라까지 구축하게 하였고 도로를 따라 건설된 화려

한 고급주택은 자본가들에게는 최고의 이윤을 오스망에게는 황제를 위한

도시미화작업의 완성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근대 도시 사상과 관련하여 ‘정화된 정원(un jardin propre)’의

건립 목적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대규모로 조성된 꽃들과 나무들 사

이에서 편안함에 취하고자 하는 산책자들을 만족시키고자 함이었다. 이

러한 정리된 정원을 거니는 행위는 일종의 <사치스러운 요소, l'élement

luxueux>로서 그 정원을 거닐기 위해서는 산책자 스스로 자신들의 보여

지는 모습을 위해 그들의 겉모습을 치장해야만했고, 이를 위해 산책자들

은 값비싼 관리를 받아야 했다. 정원은 산책자들 자신의 <전시의 장,

lieu d'exposition>이 되어 관리된 산책자들의 모습은 도덕적 그리고 윤

리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 상징되었다. <잘 재단된, bonne

tenue>43) 정원을 걷기 위해선 산책자들의 윤리성도 높아야 했고, 이를

43) 오스망의 <잘 재단된, bonne tenue> 정원은 도시문화의 높은 도덕성을 표현하는 정신적 측

면 뿐 만 아니라, 실제 공원을 최고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매일 잔디깎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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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원은 항상 관리되어야 했다(Limido, 2000:141-142).

몽소 공원을 거니는 행위는 일종의 행위 예술로서 이미 상당한 부를

지닌 부르주아들이 몽소 공원이라는 정화된 무대 위에서 자신들 스스로

를 전시대상으로서 노출시키고, 부르주아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위가 높

아졌다는 정신적 충만함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부르주아들이 열광하였

다. 결국 몽소 공원을 시작으로 제 2제정기간 동안 조성된 다양한 소공

원들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근대 도시 발명품으로서 단순히 공원이라는

녹지공간 이상으로 현대인들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했다는 큰 의의가

계를 돌리고, 잔디와 보행로를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원의 경계면은 가장 단순화 되었다. 

관리가 어려운 굴곡진 언덕이나 나무와 울타리 사이에는 의도적으로 소관목을 배치하였다. 

Limido, L.(2002), L'art des jardins sous le second empire, Seyssel: Champ Vallon, 

p.142.

<그림 52> 모네의 그림.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당시 새로운 예술형태로서 그림의 주제를 있는 그대로 표현

하고자 했다. 그림의 주제는 1860년대와 1870년대의 부르주아 계층의 유흥의

모습이었다(Clark, 1984:5).

자료: Monet, C.(1866), Déjeuner sur l'herbe, Pushkin Museum, Mos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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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모던한 도시인들의 풍경을 화폭에 담기 위한 인상파 화가들의

주 무대가 되었다 <그림 52>.

(3) 건축화된 자연의 모더니즘. 기술 집약의 과장된 근대 발명품

소공원 계획

1867년 완공된 뷔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 Chaumont)은 27헥

타르 크기로 파리 19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파리 외곽지역에 위

<그림 53> 제 2제정기 후반 파리 어바니즘을 통해 재 조성된 뷔트 쇼몽 공

원(Parc des Buttes Chaumont)의 현재 모습. 파리 미화사업의 일관된 도시

계획 연장선에서 발명된 건축화된 자연으로서의 소공원의 모델.

인공의 에덴동산과 같은 뷔트 쇼몽 공원은 당시 정원술과 엔지니어의 높은

기술력을 극대화 하여 보여준 과장된 녹지 발명품이다(Limido, 2002:126).

자료: https://www.google.com/maps/(검색일: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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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는데 1860년 파리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파리시로 편입되었다

<그림 53>. 뷔트 쇼몽(Buttes Chaumont)의 어원은 언덕이라는 의미의

‘뷔트(Butte)’와 ‘대머리-산(민둥산)’을 의미하는 <Chauve-Mont>에서 유

래되었다. 언덕을 의미하는 뷔트(Butte)에서 알 수 있듯이 공원은 원래

언덕형태의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진흙과 석회암반

으로 구성되어 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Limido, 2000:125).

이미 파리 어바니즘을 통해 몽소 공원(Parc Monceau)을 성공적으로 조

성한 오스망은 3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사업 기간에 편입된 파리 외곽지

역에도 소공원을 계획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을 인체의 아날로지 관점으

로 접근한 오스망의 도시사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서 몽소 공원(Parc

Monceau)의 조성이 기존의 파리 도심 내 허파기능을 하는 부르주아들을

대상으로 조성되었다면 뷔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 Chaumont)은

새롭게 파리로 편입된 민중지역을 위한 허파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원래 뷔트 쇼몽 공원 지역이 가진 역사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는

오스망에 있어서 최적의 갱생 대상이었다. 뷔트 쇼몽 공원이 조성되기전

의 공원부지는 18세기 동안 본 공원용지에 단두대가 설치되어 범죄자들

을 처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1789년 프랑스 대 혁명 이후에는 파리

도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하차장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세기 중반까

지 가축의 도축장으로 사용되어 각종 벌레들의 온상 지역이었으며, 특히

바람이 파리 도심으로 불 때면 악취가 파리 도시 전체에 진동하였다

(Limido, 2000:125). 오스망의 이러한 파리 도심내의 가장 불결한 공간을

개조하여 공원으로 조성 하고자 함은 단순하게 공원을 통한 환경개선 사

업 이상으로 주변 시민들의 삶과 그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개혁의 과

정이었다. 즉 공공공간을 개조하여 물리적인 공간 개조 이상의 도시문화

차원의 공간혁명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뷔트 쇼몽 공원은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과 몽소 공원(Parc

Monceau)을 완공한 토목기술자 앙팡(Adolphe Alphand)이 1863년 계획

하여 1867년 완공하였다. 앙팡의 높은 토목 기술력이 총 집약된 뷔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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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공원은 그 자체가 거대하고 과장된 인공 자연의 무대이다 <그림

54>. 공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정확하게 계획되어 진행되었

기에 공원의 공식 개장일인 1867년 4월 1일은 같은 날 파리 국제 박람회

행사의 개막일자와 맞추도록 한 것으로 뷔트 쇼몽 공원은 파리 국제 박

람회 전시 행사들과 연속선상에 있었다(Limido, 2000:126). 공원안의 여

러 구불구불한 산책길들은 공원 밖의 파리도시와 연결되어 도시 산보자

<그림 54> 뷔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 Chaumont)의 조감도. 기존의 버

려진 공간을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절벽과 인공호수를 만들어 새로운

형태인 근대발명품으로의 공원을 창조하였다. 조감도 왼편 하단부에 보이는

근대도시의 기술적 미학인 철도를 공원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기

술로 완성된 인공자연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서 오스망의 파리 모더니즘 도

시경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Alphand, A.(1867), Les Promenades de Paris, Paris: Hachette Livre,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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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행위를 공원 내로 최대한 끌어들이고 파리의 근대성을 대표하는 상

징으로서 철도길을 공원의 일부로 하여 파리의 모던성과 기술력을 노출

시켰다44). 특히 인공호수는 토목 기술자 앙팡의 높은 기술력이 적용된

44) 뷔트 쇼몽 공원은 기존의 파리 도심에 조성된 소공원의 성격인 도심 내 유희의 공간과 일맥

상통한다. 정교하게 재단된 공원의 모습은 당시 신 부르주아들이 선호하는 공원 문화로 파리 

도심 내에서 유행 했었으며, 새롭게 조성된 뷔트 쇼몽 공원은 이미 조성된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과 몽소 공원(Parc Monceau)에서 행해졌던 부르주아들의 산책 행위를 일반시민들

이 따라하는 문화의 장이 되었다. Limido, L.(2002), L'art des jardins sous le second 

<그림 55> 1865년 뷔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 Chaumont)에 들어설 미

래 인공호수 주변의 공사현장 모습. 사진 우측 하단의 철도길을 통해 언덕의

잡석들을 제거하고 정원을 장식할 식재 및 언덕을 보강할 토양을 운반하였

다. 1864년 공사가 시작되어 1867년 완공되었다(Moncan, 2009:158).

자료: Moncan, P. D.(2009), Charles Marville Paris Photographié au temps d'Haussmann,

Paris: Les Editions du Mécène,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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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공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공호수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과 인공절벽을 따라 32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인공폭포를 가능하게

하도록 증기기관 기술이 개발되었다(Limido, 2000:131). 이와 같이 산업

기술을 통한 도시의 개조 그리고 개조의 방향이 도시 미화를 목표로 과

장되게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뷔트 쇼몽 공원이다 <그림 55>. 뷔트 쇼

몽 공원의 의의는 민중을 위한 소공원이라는 것 이상으로 제 2제정 기간

동안 진행된 오스망 주도의 파리 모더니즘 사상을 축약하고 있는 극명한

오브제라는 점에 있다.

empire, Seyssel: Champ Vallon, p.136.



- 107 -

2) 건축 계획 : 공공건축 전형 제시

(1) 기술미학적 모더니즘 상징물로 개발된 공공건축물. 파리 중앙

시장 (Les Halles centrales de Paris).

제 2제정기 동안에 건설된 공공건축물은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망 지

사 주도의 파리 모더니즘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 계획에 있어서 파리 도시공간 개조를 위한 계획 뿐 만 아니

<그림 56> 파리 중앙시장 건물(Les Halles centrales de Paris)의 조감도. 제 2

제정기 초 1854년 나폴레옹 3세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제 2제정기 이후 4년

이 지난 1874년에 총 12개 파빌리온 건축물들 중에 10개가 완공되었다.

자료: Archives de Paris, Les Halles de Victor Baltard,

http://archives.paris.fr/r/237/les-halles-de-victor-baltard/(검색일: 2020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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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건축물 디자인에도 강력한 국가 권력인 나폴레옹 3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제 2제정기 동안 완공된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은 ‘파리 중앙시장(레

알 성트랄 드 파리, Les Halles centrales de Paris)’45)건물이 있다 <그림

<그림 57> 제 2제정기 이전인 1851년에 건축가 발타르(Victor Baltard)에 의해

완공된 첫 번째 파리 중앙시장 건물. 1853년 나폴레옹 3세는 본 건축물의 구축

기술 및 재료가 고전주의적 경향이라는 이유로 비판하여 후속으로 이어질 시장

건물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러한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따라 오스망은 본 건

물을 1866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 <그림 58> 건물 전체 배치도의 3번째에

위치하고 있었음.

자료: Marville. C.(1866), Premier pavillon des Halles centrales, rue de la Tonnellerie. Paris

1er. Janvier 1866, BHDV, anct bibliothèque de la préfecture de la S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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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레 알 성트랄 드 파리(Les Halles centrales de Paris)’는 본 연구자가 ‘파리 중앙시장’으로 

번역한 것으로 불어 ‘알(Halle)’에 대한 정의는 본 건축물을 설계한 발타르(Victor Baltard)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alle의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 Bouillet의 사전을 보니 단어 ‘hall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독일어에도 존재하는 ‘halle’은 ‘광대한 장소 및 공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생필

품을 거래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불어의 ‘시장(마르쉐, marché)’과 같

은 의미로 사용된다. Baltard, V. and Callet, F.(1862), Les Halles centrales de Paris, 
construites sous le règne de Napoléon III par V. Baltard et F. Callet architectes, Paris: 

A. Morel, p.7.

<그림 58> 파리 중앙시장을 구성하는 12개 파빌리온 배치도. 중앙시장은 좌

측 시장 행정업무와 곡물도매시장으로 사용된 원형 모양의 알 오 블레

(HALLE AU BLE) 건물을 기준으로 1-12까지의 총 12개의 파빌리온들로 구

성되었다. (상부의 건물 배치도 아래의 다이어그램 참조)

자료: Baltard, V. and Callet, F.(1862), Les Halles centrales de Paris, construites sous le

règne de Napoléon III par V. Baltard et F. Callet architectes, Paris: A. Morel,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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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본 건축물은 파리 중심부에 위치하여 제 2제정기 초부터 시장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제 2제정기 몰락 이후까지 건물이 증축되며 건설되었

다. 1857년 첫 건축물의 완공을 시작으로 제 2제정기 이후 4년이 지난

1874년에 모든 건물이 완공되었다. 본 건물은 1970년까지 대규모 상인들

과 파리 시민들이 모여 생필품들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사용되다가 1971

년에 해체되었다.

파리 중앙시장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빅터 발타르(Victor

Baltard, 1805-1874)이며, 제 2제정기 이전부터 파리 중앙시장 건물 설계

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로 설계한 시장 건물은 <그림 57>의

건물로 대리석이 주재료로 사용된 고전주의적 건축물이었다. 본 건축물

을 본 나폴레옹 3세는 건물외관의 모습이 거대하고 무거운 느낌에 충격

을 받고 아마 시민들이 그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외관을 보면서

《시장의 벽, Fort de la Halle》이라 낙인찍을 것 같다하며 당장 공사를

중단시켰다(Choay, 2000:1071). 나폴레옹 3세가 주도하는 파리 대개조 사

업은 과거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을 통해 도시계획 뿐 만 아

니라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도 새롭게 계획되어야만 했다. 건축물

은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과 대규모 인원들을 고려한 물리적인 오브제 이

상의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 건축물 계획은 보는 이

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신성한 작업(une

sorte de Sacerdoce)’이었다(Choay, 2000:1069). 이러한 관점에서 나폴레

옹 3세가 바라본 1851년에 대리석으로 지어진 첫 번째 시장건물은 과거

지향적인 유물의 모습이었다. 새롭게 지어질 파리 중앙시장 건축물은 파

리 모더니즘 시대에 부흥하는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지어져

야만 했다. 파리 어바니즘의 방향을 설정했던 나폴레옹 3세는 이미 새로

운 건축양식을 염두하고 있었고 그것을 파리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

해 행정전문인 오스망과 건축전문가 발타르라는 인력을 활용하였다.

나폴레옹 3세가 추구한 새로운 건축양식은 당시 첨단기술 산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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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철도사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철도의 첨단 이미지와 새로운

건설자재의 가능성으로 철이라는 재료를 건축기술과 재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철재와 유리로 구성된 건축물은 과거의 무거워 보이

는 건물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가벼운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는 과거

석재가 구조체로 사용되는 내력벽 구조에서 철골의 기둥구조로 변환되는

혁신적인 건축 기술발전 뿐 만 아니라 철골 사이로 건물 전체 외관이 유

리재료로 마감됨으로써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여 도시공간의 모던

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나폴레옹 3세의 건축적 이상향이 구체

적으로 구현된 건물은 1850년 완공된 파리 동북쪽에 위치한 동역(Gare

de l’Est)이다 <그림 59>. 동역의 개막식에 직접 참가했던 나폴레옹 3세

는 동역 내부의 철재구조와 유리재료로 구축된 건축공간을 보면서 이런

형식의 ‘거대한 우산’ 구조가 미래의 파리 중앙시장 건축물에도 적용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각종 오물과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은 파리도심

에서 가장 먼저 계몽되어야 할 공간이며, 무엇보다도 파리 중심에 위치

<그림 59> 1854년 파리 동역의 전면 모습(좌), 나폴레옹 3세가 ‘대형 우산’이라

표현했던 파리 동역 건물 내부의 철재 구조를 표현하는 건물의 단면도(우).

자료: Atlas historique de Paris, Le chemin de fer et les gares, La gare de l’Est 1854,

https://paris-atlas-historique.fr/69.html.(좌), Kanai, A. (2005), Les gares françaises et

japonaises, halle et bâtiment principal, Docteur. Dissertation, E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 p.201.(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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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중앙시장은 그 입지적인 가치에 부합하게 이상적인 건축물의 상징물

로 구현되어야만 했다 <그림 60>. 이러한 중앙시장 건축물에 대한 중요

성 때문에 나폴레옹 3세는 미래 파리 중앙시장 건축물 디자인을 거대한

우산형태의 파빌리온 모습으로 직접 스케치하여 오스망에게 전달하였고

오스망은 건축가 발타르에게 시장건물의 건설을 지시하였다. 오스망은

“발타르, 당신이 석재로 만든 첫 번째 건물의 부족함을 만회할 좋은 기

회이다.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펼쳐 보여라. 가장 빠를수록 좋으며, 나머

지 건축물들은 다른 재료들은 필요 없고 단지 철재만 사용하여 계획하

<그림 60> 19세기 생시몽주의 기반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추구했던 인류에

게 필요한 이상적인 건축공간의 3가지 요소, ESPACE(공간), AIR PUR(신선

한 공기), LUMIERE(빛). 이들 사상가들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나폴레옹

3세에게 철재와 유리로 만들어진 동역은 새로운 철골구조로 구축된 대 공간

을 확보하고 유리창으로 환기와 채광이 충분한 최적의 이상적인 건축형태였

다.

자료: Compain, F.(2001), Architecture Vol1_Le Familistère de Guise, 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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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전달하였다(Choay, 2000:1072).

건축가 발타르에 의해 동쪽에 위치한 7부터 12까지의 파빌리온들이

1858년 완공되었고, 3부터 6까지의 파빌리온들은 1866년 완공되었다. 파

빌리온 1과 2는 제 2제정기동안 건물 없는 외부 시장으로 사용되었다가

1935년에 건물공사가 시작되어 1948년에 완공되었다(Krzyzanowski,

2013:27). 파리 중앙시장 전체 건축물들은 지하공간까지 80,000m2에 해당

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건설되었다.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은 <그림 61> 배치도 3번 자리에 해당하는 1851년 석재재료로 지어

<그림 61> 파리 중앙시장 각각의 파빌리온에서 거래된 품목들 <표 3>. 제

2제정기 이전에 제일 먼저 건설된 육류매장인 3번의 영향으로 1,2,4번 파빌리

온들도 육류를 담당하였고 북쪽의 쌩-에스타쉬 성당(Eglise Saint-Enstache)

에서부터 남쪽으로 연결되는 중앙시장의 주 도로 양옆에는 과일, 채소, 화초

및 약초매장을 배치하여 시장의 이미지를 밝게 하였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

한 수산물 매장은 9번과 11번의 햇빛이 적은 북쪽 그리고 남쪽의 10번과 12

번은 파리 시민들의 수요도가 높은 유제품 및 가공류들이 거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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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빌리온
번호

거래품목 거래방식 면적(m2)

1 생고기, 가공한 고기류 반도매, 소매 2,000

2 가금류, 사냥으로 잡은 고기류 반도매, 소매 2,000

3
각종 고기류,

96개의 부티끄가 존재하며 2,000m2에 해당
하는 고기를 걸수 있는 걸쇠장치가 존재함

도매, 반도매, 소매 2,900

4
가금류, 사냥으로 잡은 고기류,
6개 이상의 경매장소가 존재

도매 2,900

5 각종 과일, 채소류와 약초 도매(아침), 소매(낮),
800개의 이동 가능한
선반들이 구비

2,270

6 각종 과일, 채소류와 약초 2,270

7
각종 과일, 화초,

330개의 부티끄 존재
반도매, 소매 2,270

8
채소류,

330개의 부티끄 존재
소매 2,270

9
수산물,

9개 경매장소, 216개 판매장소

도매, 소매
40개의 이동 가능한
선반들이 구비

2,900

10
버터, 달걀, 치즈,
2개 경매장소

도매 2,900

11
굴,

4개 경매장소, 60개 판매장소
도매, 반도매, 소매 2,270

12

버터, 달걀, 치즈,
170개 부티끄,

익힌고기, 감자, 양파, 버섯, 빵, 주방용품
170개 부티끄

소매 2,270

12개 파빌리온 총면적 29,220

파빌리온 사이의 지붕으로 덮인 거리면적 10,780

파빌리온 총면적 40,000

파빌리온 총 면적 = 지상+지하 = 80,000m2

<표 3> 파리 중앙시장 파빌리온 별 거래품목, 방식 그리고 면적.

자료: Baltard, V. and Callet, F.(1862), Les Halles centrales de Paris, construites sous le

règne de Napoléon III par V. Baltard et F. Callet architectes, Paris: A. Morel, p.15, 16. 내용

을 본인이 표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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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건물로서 각종 육류가 판매가 되었다. 이후부터 건설된 건축물은 나

폴레옹 3세의 지시에 의해 파빌리온 7부터 12번 건축물이 먼저 건설되었

고 마지막으로 3번부터 6번까지 파빌리온들이 완공되었다.

각각의 파빌리온에서 거래된 물품들을 보면 전략적으로 거래품목들

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건설되어 육류를 거래한 파빌리

온 3번을 중심으로 그 주변일대의 파빌리온 1, 2 그리고 4번은 붉은 육

류를 거래하는 특성상 도축작업을 위해서는 건물외부가 용이하므로 건축

물 건설이 후순위로 늦춰졌고, 반면에 파빌리온 7번부터 12번은 상품의

진열과 보관이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여 선순위로 건축물들이 건설되었

다. 이미 시장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품목을

배치한 것도 볼 수 있다. 중앙시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파빌리온 5, 6, 7

그리고 8번은 북쪽의 ‘쌩-에스타쉬 성당(Eglise Saint-Enstache)’에서부

터 남쪽으로 연결되는 중앙시장의 주 도로 양옆에 위치하는데 각종 과

일, 채소 그리고 화초 품목을 배치하여 시장의 관문을 밝게 하였다. 시장

의 북쪽에 위치한 파빌리온 9번과 11번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수산물

매장을 배치한 반면에 남쪽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건설된 파빌리온 10

번과 12번은 유제품 및 가공류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수요도가 높은 품목

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품목의 프로그램을 전략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배치했을 뿐 만 아니라 건

축물들도 거대한 기술집약적 기계와 같이 계획되었다.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와 관련하여 파빌리온 외관에 사용된 유리재질은 공기와 빛이 시장

내부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하고 파빌리온 주변으로 개폐가 가능한 유리

창을 설치하여 강한바람에 의한 건물 손상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폐

가능한 유리창 재질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서 강한 빛이 시장내부로 유입

되지 않게 하였다. 과학적인 건축기술과 관련해서는 파빌리온 지붕에 돌

출된 돔과 같은 장치(lanternon, 채광탑)가 설치되었다 <그림 62. 좌측

이미지>. 본 장치를 통해 건물 하부의 공기가 건물 상부로 빠져나가는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이 이루어졌다(Baltard·Callet, 18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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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건물의 지하 하부구조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계획되었다.

지하공간은 지상의 많은 상점들과 가금류, 도살장, 버터혼합실, 창고, 민

물고기와 바다생선을 위한 물탱크가 있었고 매일 60만개의 달걀들이 촛

불로 검사되는 방이 있었다. 또한 지하에는 복잡한 배수 시스템이 있었

는데, 그 시스템은 도시의 배수 시스템을 재현한 것이었다. 지하공간의

인공수로, 배수시설, 가스관, 수도관, 전선들은 도시의 실질적인 동맥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암흑과 고요 속에서 인간들을 위해 궂은일과 위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마커스, 2006:406).

<그림 62> 파리 중앙시장 파빌리온 단면도(좌), 중앙시장 지하 공간(우). 철

재와 유리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건축기술이 파빌리온 건축물에 적용되었고

건물옥상의 돔장치(lanternon, 채광탑)는 건물내부의 공기가 상층 열린 창문

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과학적인 설계 발명품이다. 넓고 개방된 지하공간은

작업하기가 용이하며 특히 지상 1층 바닥 곳곳에 철망재질의 개구부를 배치

하여 지하공간까지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하였다.

자료: Archives de Paris, Les Halles de Victor Baltard,

http://archives.paris.fr/r/237/les-halles-de-victor-baltard/.(좌), Baltard, V. and Callet,

F.(1862), Les Halles centrales de Paris, construites sous le règne de Napoléon III par V.

Baltard et F. Callet architectes, Paris: A. Morel, p.27.(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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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파리 중앙시장건물은 당시 진행 중이었던 파리 도시공간

개조의 파리 모더니즘을 건축공간으로 축약한 것이었다. 인체아날로지

기반의 도시 모더니즘 운동은 시장이라는 계몽대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빛 그리고 공기를 주제로 하여 새로운 건축발명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건축 모델은 기술 집약의 건축 발명품이라는 중요한 의의

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철제와 유리의 재료를 건축외관에 노출시킴으로서

건축기술을 통한 새로운 건축미학을 탄생시켰다. 이후 나폴레옹 3세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첫 번째 만국박람회에 이어 1855년과

1867년에 파리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가 파리 중앙시장을 통해 개

발한 건축 발명품을 더 과장되게 파리 도심에 전시하였다 <그림 63>.

나폴레옹 3세가 개발한 공공건축물은 파리 모던화를 위해 파리시민들에

<그림 63> 1855년 제 2회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길이 1.2km의 산업

을 위한 궁전(Palais de l’industrie)(좌), 1867년 제 4회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건설된 가로 380m 세로 490m의 타원형 모양의 옴니버스 궁전(Palais

omnibus)(우).

자료: Berthelin, M.(1855) Palais de l’industrie, Musée d’Osay, Paris.(좌), DOMITIA

n°12(2011), revue du Centre de Recherches Historiques sur les sociétés méditerranéennes,

Perpignan: Université de Perpignan Via Domitia, p.198.(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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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계몽의 수단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는 국력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

있는 홍보 전시품이었다.

(2) 도시 미화를 위해 개발된 공공건축물. 오페라 극장 (Opéra de

Paris)

오스망은 새로운 공공건축물 건설을 통해 파리 미화사업을 극대화

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스망에 의해 계획된 오페라 극장(Opéra de

Paris)46)은 오늘날까지도 파리 도심에 위치하며 파리를 대표하는 대표적

<그림 64> 1867년 오페라 극장(Opéra de Paris)의 가독성을 위해 기존에 존재

했던 극장 앞 뮬랑 언덕(Butte des Moulins)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모습. 오스망

은 도시미화를 목표로 자연환경조차 제어하는 강력한 모더니즘을 실행하였다.

자료: Anonyme(1867), Dégagement de l'Opéra de Paris. Démolition de la butte des Moulins,

Musée historique environmnent urbain.

http://www.mheu.org/fr/chronologie/hausman-opera-paris.htm(검색일: 202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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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64>. 도시경관에 있어서 오스망

에 의한 파리 모더니즘은 원근법 원리를 구축하여 도시의 기념비적 건축

물의 가독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스망은 가

장 기념비적이고 화려한 건축물인 오페라 극장 건설을 그의 센 지사 임

기초반에 염두 해 두었고, 건축물이 계획되기도 전에 1854년 기존의 길

을 확장하여 애브뉴 나폴레옹(Avenue Napoléon)의 인프라를 완성시켜

놓았다 <그림 65>.

파리 중심구역의 동서방향을 관통하는 대로인 리볼리 길과 연결된

애브뉴 나폴레옹은 폭 30미터로 확장되어 리볼리 길과 만나는 지점에서

반대방향의 오페라 극장을 바라보면 바로 오페라 건물의 화려한 정면이

소실점 끝에 위치하게 된다. 1862년 오페라 극장이 착공될 것을 염두 해

46) 1875년 건축가 가르니에(Charles Garnier)에 의해 완공된 오페라 극장은 ‘파리의 오페라

(Opéra de Paris)’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1989년 파리 시내에 ‘오페라 바스티유

(Opéra Bastille)’ 극장이 새로 완공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건축가의 성을 붙인 ‘오페라 가르니

에(Opéra Garnier)’ 또는 ‘가르니에의 궁전(Palais Garnier)’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림 65> 오페라 극장(Opéra de Paris)의 외관. 1875년 개관할 오페라 극장

(Opéra de Paris)을 위해 오스망은 이미 1854년 애브뉴 나폴레옹(Avenue

Napoléon)의 대로를 구축해 놓았다.

자료: Moncan, P. D.(2009), Charles Marville Paris Photographié au temps d'Haussmann, Paris:

Les Editions du Mécène,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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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점 그리고 인프라의 명칭을 황제로 지칭

했다는 점에서 오스망의 철저한 황제를 위한 제정주의자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오페라 건물이 한창 공사 중 일 때 공사장을 방문한 나폴레옹 3세

와 황후(impératrice Eugénie)가 오스망과 건축가인 가르니에(Charles

Garnier)에게 건축물의 양식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축가는 나폴레옹 3

세 양식이라 대답하였다(Cars, 2008:281).

오페라 극장은 1860년 나폴레옹 3세의 건축허가에 의해 시작되어

1861년 건축공모전에 당선된 젊은 건축가 가르니에(Charles Garnier)가

제안한 설계안이 채택되었다. 1867년 파리 국제박람회에 맞추어 오페라

극장을 완공하려 했으나 공사는 늦어져서 제 2제정 이후의 1874년에 완

공되었다(Pinkney, 1972:85). 1875년에 완공된 오페라 극장의 모습은 성

공 그 자체였다. 오페라 극장은 개막과 함께 이미 파리의 기념비적 건축

물이었다. 오페라 건축물은 황제의 권위와 정신을 대변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황제가 프랑스 국가에게 남긴 하나의 유언과 같은

존재이다. 오페라 극장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

만 건축물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더라도 그 누구도 그 건축

물이 엄청나게 상징적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오페라 극장은 시대상

황과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오페라

극장은 최초이며, 그 자체로서 대 성공적인 프로젝트이다(Moncan,

2009:111).

오스망은 도시미화 운동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 건축물인 오

페라 극장의 완공을 직접 지켜보지 못했지만 1870년 그의 퇴각 이후에도

오페라 극장의 공사는 지속되어 1874년 완공되었다. 바로 이러한 오스망

이후에도 오스망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스망이

구축한 도시 미화의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된 파리 모더니즘이 절대적이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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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계획 프로세스의 일관성 : 시테(Cité)섬의경우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시테 섬(Île de la Cité)은 제 2제정기 초반까

지 중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66, 68>. 당시 시테 섬은 일반

주거용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파리 내에서도 대표적인 과밀 지역

으로 그로 인해 도시의 위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2제정기동안 시테 섬에

존재하는 기존의 건물들을 철저히 파괴한 이유도 중요하나, 그 무엇보다

도 시테 섬의 철저한 개조는 나폴레옹 1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나폴레옹

<그림 66> 파리 중심에 위치한 시테(Cité)섬. 시테 섬은 파리 중심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지닐 뿐 만 아니라 노트르담 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과 같은 유서 깊은 건축문화재들이 존재하는 장소이다.

자료: Pinkney, D. H.(1972), Napoleon Ⅲ and the Rebuilding of Paris, New Jersey: Princeton

Legacy Library,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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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간계획 이상의 황제 가문의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폴레옹 3세는 자기 자신이 조카로

서 삼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시테 섬을 개조한다는 강력한 명분과 당

시 시테 섬을 쥐들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라 묘사할 만큼 환경개

선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었다(Léon, 1953:399).

1) 경관 계획 : 도시사의 가독성 제고

<그림 67> 시테 섬 내·외부의 도로망 구축. 제 2제정기 2차 파리 어바니즘에

의해 시테 섬(Île de la Cité) 내부에 있던 건축물의 약 60%가 철거되었다. 섬

의 남북 방향의 파리 도심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퐁 오 샹쥐 다리(Pont au

Change)와 퐁 샹 미쉘 다리(Pont Saint-Michel)의 2개 다리가 재건설 되었고

섬 내부의 길들이 확장 및 직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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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부터 시작된 시테 섬 대 개조 사업 이후 1862년 시테 섬의 건

물 지적도 <그림 69>를 보면 섬 중심의 샹 샤펠(Sainte-Chapelle) 성당

과 그 주변의 대법원(Palais de Justice de Paris) 그리고 남동쪽의 노트

르담 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만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한 오스망은 섬 내부의 모든 건축 소유권을 확보하

여 증축 예정인 대법원과 새로 지어질 경찰청(Préfecture de Police)을

돋보이도록 주변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노트르담 성당 주변의 밀집된 주

거공간을 제거하고자 하였다(Choay, 2000:1115). 그러나 실제 사업을 진

행하면서 모든 사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는 불가능하여 섬의 서쪽 도핀

광장(Place Dauphine) 주변과 북동쪽의 일부 건물들은 철거되지 못하였

다. 하지만 시테 섬은 공공 건축물들로 구성된 인공적인 공공의 공간으

로 완벽하게 재구성 되었고 이러한 시테 섬은 나폴레옹 3세의 강한 계획

의지와 오스망의 철저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제 2제정기의 강력한 파리

모더니즘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스망의 시테 섬에 대한 어반 모더니즘의 적용 결과 첫째, 시테 섬

내부 공간구조의 대변화를 가져왔다. 시테 섬의 전체 면적 0,225km2의

60%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철거하여 빈 공간을 조성하였다.

당시 빈 공간을 조성하여 공기 순환과 충분한 채광을 통해 도심 위생 그

리고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제거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처럼 오스망에 의해 계획된 시테 섬의 빈 공간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

어 오늘날 파리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들 중의 하나

로서 파리의 도시 미화적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인프라

스트럭처 측면에서 공간의 직선화를 실행하였다. 공간의 직선화는 도시

미화적 측면에서 원근법을 활용하여 도심 내 문화재의 가독성을 높이고

대로 주변에 아름답게 설계된 건물 입면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량이 활발하게 하는 오스망의 어

반 모더니즘 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시테 섬 내부에 증축되

거나 신축된 중요한 국가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며 섬이 공공건축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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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1754년 시테 섬(Île de la Cité) 안의 건물 지적도.

자료: Atlas historique de Paris

http://paris-atlas-historique.fr/resources/Cit$C3$A9+Delagrive.jpg(검색일: 2020년 7월 5일)

<그림 69> 1862년 시테 섬(Île de la Cité) 안의 건물 지적도.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495496c(검색일: 2020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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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리 남북을 가로지르는 대로는 시테 섬 중심의 팔레 대로

(Boulevard du Palais)와 연결되며 팔레 대로 주변으로 대법원(Palais de

Justice de Paris), 감옥 건축물인 콩시에르쥐(Conciergerie), 경찰청

(Préfecture de Police), 파리 상공회의소(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그리고 샹 샤펠(Sainte-Chapelle) 성당이 배치되었다. 팔레 대로

(Boulevard du Palais)에서 동쪽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시테 거리

(rue de la Cité)의 주변으로는 병원 건축물인 오텔 디외(Hôtel-Dieu)가

신축되었고 중요한 문화재인 노트르담 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이 위치하고 있다.

2) 건축 계획 : 공공건축군 형성

<그림 70> 현재 시테 섬(Île de la Cité) 안에 있는 시대별 공공 건축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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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도시개조의 상징인 시테 섬은 섬 개조를 통해 도시계획에서 가

장 중요한 공공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위상을 지닌다 <그림 70>.

시테 섬의 공공성은 섬 내부를 구성하는 공공 건축물들에 의해 발현

되었다. 시테 섬에 신축된 공공건축물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졌다. 새로 신축된 병원인 오텔 디외(Hôtel-Dieu,

불어를 직역하면 ‘신의 공간’을 의미함)의 경우 오스망은 시테 섬과 같은

나쁜 환경이 아니라 더욱 위생적인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폴레옹 3세의 강력한 뜻에 따라 시테 섬 중심에 신축되어 졌다. 당시

나폴레옹 3세에게 병원은 공공시설로서 환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파리 중심인 시테 섬 안에 그리고 시테 섬에서도 가장 중

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Gosselin, 2012:6). 여러 공공 건축물들 중에서도

특히 병원은 제 2제정기의 도시 대개조 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의 낡고 병든 파리를 갱생시키는 것이 나폴레옹 3세가 강력하게 추

진한 파리 대개조 사업의 근간인만큼 병원도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와 같

은 병든 시민들의 육체와 그 이상의 정신을 치유하는 중요한 공간이었

다. 이러한 병원을 신성시 했던 대한 나폴레옹 3세는 시테 섬에 신축된

병원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병원을 의미하는 ‘오피탈(hôpital)’이 아닌 ‘신

의 공간’을 의미하는 ‘오텔 디외(Hôtel-Dieu)’라는 신조어로 명명하였다.

나폴레옹 3세는 공공건물로서 병원이 수도 파리 중심의 시테 섬에

위치해야 한다는 상징성 뿐 만 아니라 건축물 설계에도 직접 관여하였

다. 병원 초기 계획안은 오스망이 신임했던 건축가 질베르

(Emile-Jacques Gilbert)에 의해 진행되었다. 시테 섬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법원(Palais de Justice de Paris)과 같은 13세기 유행했던 공공건

물 형태로 설계했으나, 나폴레옹 3세는 병상에 더 많은 공기와 채광이

중요할 뿐 고딕 스타일의 장식적인 창과 같은 설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후 진행된 새로운 설계안은 철저한 병원 기능에 부합한 모던

한 스타일로서 기존의 잘 운영되던 병원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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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심지어 평면, 병원 공간내의 이동성 그리고 침대 수마저 거의 변화

가 없었다(Choay, 2000:1097).

오텔 디외 건물은 평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물 중심축을 기준

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작업의 효율화와 표준

<그림 71> 제 2제정기인 1868년에 신축된 병원, 오텔 디외(Hôtel-Dieu)의 평면

도.

건물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인 평면이 특징으로 병원의 기능

에 최적화 되도록 각 병동 중심에 중정을 두어 병상에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가

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건축설계의 표준화, 규격화 그리고 이성적 결과의 건축물

은 20세기 근대 건축의 출발이었다.

자료: Institut national d'histore de l'art. Collections numérisées de la bibliothèque de l'INHA

https://bibliotheque-numerique.inha.fr/collection/item/1625-redirection(검색일: 202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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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따르는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표본이다 <그림 71>. 병동

들은 규모가 다른 중정을 두고 서로 이격되어 있는데 이는 충분한 환기

및 채광이 필요한 공간 용도에 맞도록 이성적으로 건물이 배치되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파리 모더니즘을 통해 신축된 건축물들은 표준성, 절

대성, 절제성 등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 사고의 결과물이었다. 건축가 신

분도 아니었던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망은 공공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외

부 장식과 형태와 같은 외형적인 장식요소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성적

사고의 결과로 건물을 설계했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이후 20세기 근

대건축이 탄생하는 계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근대 건축사에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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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 대건설 사업

제 1절. ‘파괴적 창조’

1) 시대 배경

절대권력의 국가시대. 대통령 박정희와 관선시장 김현옥 서울시장

집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의 35년 동안

경기도 관할인 ‘경성부’로 불리다가 광복 이후 미군정 기간(1945-1948)인

1946년에 공식 명칭인 ‘서울특별시’로 제정되었다.

한국전쟁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토는 전쟁으로 인한 폐

허인 상태였다. 이러한 국가 상황 속에서 1961년 박정희 집권을 시작으

<그림 72> 1968년 9월 28일. 북악스카이웨이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과 김현옥 서울시장.

자료: 월간 중앙(1994. 12), “인물탐구. 68세의 거울 앞에 선 김현옥씨”,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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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한국 79 253 1,714 6,608 12,261 23,083 31,637

인도 82 112 267 368 443 1,358 1,901

중국 90 113 195 318 959 4,550 10,500

필리핀 254 187 685 716 1,073 2,217 3,299

싱가포르 428 929 4,928 11,862 23,852 47,237 59,798

일본 475 2,056 9,463 25,371 38,532 44,508 40,146

프랑스 1,335 2,857 12,713 21,794 22,364 40,638 38,625

영국 1,398 2,348 10,032 19,095 28,156 39,537 40,285

미국 3,007 5,032 12,575 23,889 36,335 48,467 63,544

<표 4> 1960-2020년도 별 아시아 및 서구 주요 도시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 (단위:달러)

자료: 통계청 1인당 국내총생산. (검색일: 2021년 10월 01일)

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근대국가로의 변환이 진행되었고, 그 시작은 수

도 서울의 대건설 사업이다. 인류 역사상 국가의 근대화 과정은 ‘공간 혁

명(space revolution)’을 전제로 하고 그 대표적 사례는 본 논문 3장의

1848년 2월 혁명 이후 진행된 파리 대개조 사업이다. 파리 대개조 사업

이 착수되고 정확히 1세기 이후에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1960년대

박정희의 근대화 과정도 공간 혁명과 더불어 진행되었다(전상인,

2019:10). <표 4>의 국가경제지표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표에서 알 수 있듯 1960년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극빈국의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극빈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박정희는 공간 혁명을 통해

최단기간에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박정희의 공간 혁명이라

함은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정 주

력 산업의 선정과 산업기반 기점의 도시 공간 계획이 국가주도로 진행되

는 것을 의미한다. 불균형한 발전이 진행되더라도 낙수효과에 의해 하부

구조까지 이익이 전달되는 ‘불균형 성장과 연계효과’의 경제발전 전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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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총인원

1931 1,144,000 106,000 18,000 1,275,000

1934 1,807,000 380,000 52,000 2,251,000

1938 2,851,000 822,000 100,000 3,782,000

1940 3,626,000 1,142,000 153,000 4,931,000

<표 5> 만주 신경특별시 인구통계.

자료: 아키라, 고시자와(2000),「중국의 도시계획 만주의 도시론」, 장준호 역, 서울:

태림문화사, p.233.

명구, 2007:268)과 1960년 당시 정부의 구호였던 ‘조국근대화’를 위해서는

증산과 수출만이 해결방법으로 1차, 2차 그리고 3차 경제개발 계획의 짧

은 기간에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의 성공을 이룬 ‘압축성장’이 진행되었다

(이정덕 외, 2016:56). 이러한 특정산업중심의 수출 기반 성장지향형 발

전국가를 위해서는 특히, 수도인 서울의 공간 계획이 가장 시급했다.

1960년대에 형성되어 20년간 이어진 아시아 압축근대의 전형을 보여

준 대한민국 국토의 근대화는 박정희의 도시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

다. 군인신분이었던 박정희가 도시계획을 접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의

만주에서의 체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47). 박정희의 만주체류기간은 1940

년부터 1942년까지의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서의 육사생도 시절과 군인

시절의 1944년부터 1945년간이다. 당시 대규모의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

주한 이유는 타의적 그리고 자의적 이주로 구분된다. 타의적인 이유로는

1932년 3월 만주국이 ‘독립국’ 형식으로 일본에 의해 건국되면서 일제강

점기하의 조선과 만주를 동일 식민지 지배권역으로 하여 일제에 의한 강

47) 1960년대의 한반도는 식민주의와 근대가 복잡하게 얽힌 장소였다. 한반도 남북한의 냉전 경

쟁은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자유주의와 그 대안인 사회주의라는 두 “서구 모더니즘의 대결 구

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으로 심화됐다. 남북한이 채택한 

모델은 바로 만주국의 총력전이다. 총력전이나 국방국가 등의 용어는 중일전쟁 후 일본 제국 

전체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개념들이 개화한 곳은 만주국이다. 이것은 만주국에서 젊은 날 중요

한 경력을 시작했던 박정희, 김일성 등 후일 남북한 라이벌 체제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극한의 냉전 경쟁을 치렀던 남한 재건 체제의 중요 지침이 됐다. 한석정(2016), 

「만주 모던」서울: 문학과지성사,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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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적인 이주정책 때문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통치의 안정을 도모하

고 조선의 인구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만주로 대거 이주

시켰다(유지원 외, 2007:161-166). 자의적인 만주로의 한인 이주의 이유

는 한인들에게 만주가 기회의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표 5>. 만

주국은 기업가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로서,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서 그리고 농민에게는 새로운 토지를 얻을

수 있는 이주지로서 각광을 받았다(강상중·현무암, 2012:83). 박정희의 만

<그림 73> 1932년 제 1기 도시계획 사업을 시작으로 1945년 제 4기 사업이 진

행된 만주국의 수도 신경특별시 시가도.

자료: 아키라, 고시자와(2000),「중국의 도시계획 만주의 도시론」, 장준호 역, 서울: 태림문화사,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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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류 결정은 후자의 이유에 해당되는데 1938년 21살의 문경의 젊은 보

통학교 교사 신분이었던 박정희는 일본인과의 차별로부터 탈출할 기회가

있는 신분상승이 가능했던 만주에서 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직업으로는

만주의 군인이 되고자 1940년 2월 만주의 수도인 신경으로 이주하였

다48).

박정희가 접한 만주의 수도인 신경은 당시 일본에 의해 대규모 도시

계획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림 73>. 일본은 자국에서 실시하지 못

했던 국가통제에 의한 새로운 국가실험을 만주라는 공간에서 시도하고

있었다. 신경 도시계획에 있어서 일본 건축가들에게는 일본에서 실현하

지 못했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거의 실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임금도

자국의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젊은 건축가나 건설 기

술자가 대거 만주로 이주하였다. 만주의 도시공간은 젊고 야심찬 일본

건축가들에게 그 당시 일본에서 할 수 없었던,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여러 주류의 도시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배출구인 셈이었다

(아키라, 2000:259-260).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을 중심으로 만주 도시계획은 총 4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현상에 의해 도시계획의 핵심은 대

규모 주택건설에 있었다. 1기는 1932년부터 1935년의 기간으로 도시건설

의 진행과 함께 주택 건설이 착수된 시기이다. 2기는 1936년부터 1938년

의 기간으로 주택건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2기의 경우 만

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 입안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김웅기, 2006:54). 이 당시 만주

국의 경제개발 모델과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박정희의 군

정 시대에 정확히 재사용 되게 된다(한석정, 2016:256). 3기는 1938년 말

48) 1917년 박정희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나이는 46세, 어머니는 45세였고, 박정희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 많고 힘센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사회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파악하게 되었고 실용적인 행동양식을 터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난

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군인으로 신분상승하여 금의환향을 위해 만주군관학교로 간 것이

다. 최영(1995),「박정희의 사상과 행동」서울: 현음사,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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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42년의 기간으로 주택난이 심각하여 주거와 관련한 통제의 시기

이다. 주택자제 및 집세의 통제 그리고 주택 규격화가 진행되었다. 마지

막 4기는 1942년부터 1945년의 기간으로 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 기간

이었다(아키라, 2000:237). 이러한 신경의 통제된 도시계획기간동안 박정

희는 가장 도시가 발달되고 경제가 활황이었던 3기 기간에 만주에 머무

르며 만주의 강력한 모더니즘의 국토계획 및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인상

을 받는다. 결국 만주형 개발모형은 1960년대 박정희의 절대적 국가권력

에 의해 대한민국의 도시 공간 및 경제개발 계획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1967년 7월 1일 대한민국 제 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취임사

를 통해 자신이 추진할 국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림 74>.

첫째, 빈곤퇴치 둘째, 부정부패 척결 셋째, 공산주의 배격이다. 이러한 박

정희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가운영방향은 대한민국 공간개편에도 적용된

다. 국가의 부흥강성을 위해 경제개발관점에서 공간구조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추진력 있고 능력중심의 관료들을

차출하였다. 남북한 냉전시대의 안보 문제는 국가 존폐와 직결되므로 국

가주의적이고 전쟁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계획이 전개되었다. 이러

<그림 74> 1967년 7월 1일 제 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

자료: 김현옥(1969),「우리의 노력은 무한한 가능을 낳는다. -김시장의 시정신념-」,

서울특별시공보실,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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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정희의 서울 공간개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 시장이 필요했

다. 박정희는 그 자신이 군인 출신으로 새로운 서울 도시 계획을 위해

자신의 명령을 바로 수행할 상명하달 식 직계체계를 위해 군인출신인 김

현옥(서울시장 재임기간. 1966년 4월 4일-1970년 4월 15일)49)을 1966년

서울시장으로 임명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현옥을 서울시장으로 발탁하기 이전에 두 인물들

사이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군인정신의 강력한 학연관계가 존재

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46년 육군사관학교 2기로 김현옥 시장

은 그 다음해인 1947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졸업하였다50). 이러한 투철

한 군인정신의 교감을 전제로 김현옥과 박대통령의 첫 번째 중요한 인연

은 부산에서 시작된다.

1960년 12월부터 1962년 4월까지 김현옥은 부산에서 육군 제3항만사

령관을 지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군수기지 사령부를 지휘하고 있

었다. 두 인물의 업무는 매우 유사했기에 많은 교류를 가졌고 업무를 통

해 상호간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51).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박정희 대

통령의 김현옥에 대한 깊은 신뢰는 박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얻는데 김현

49)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감에 따라 1966년 수도 서울

에는 교통난과 주택난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윤치영 서울 시장이 

잘 대처하지 못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신임 서울시장을 염두하고 있었고, 1966년 3월 초에 연

두순시 차 부산에 머무를 당시 부산의 발전된 개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

시장 김현옥을 1966년 3월 28일 서울시장에 임명하였다. 다음달 4월 4일에 김현옥은 서울시

장에 부임했다. 손정목(2005),「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1」경기: 한울, p.140.

50) 박정희 대통령은 1944년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광복 후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 

(현,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졸업하였다. 강상중･현무암(2012),「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이목 

역, 서울: 도서출판 책과함께, p.18,123. 김현옥 서울시장은 1947년 육군사관학교 3기 졸업. 

서울역사박물관(2016),「도시는 선이다. 불도저시장 김현옥 1966-1970」, p.7. 

51) 군당국은 지난 일오일 혁명 육개월만에 이곳 부산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군수기지 사령부를 

비롯하여 병기, 병참, 의무 등 각기지창과 조병창, 인쇄공장, 항만사령부등 전군에 대한 군수지

원시설을 군출입 기자들에게 공개하였다. <군수기지사>는 재작년 유월 전군에 대한 군수지원

임무를 띠고 발족하였으며 초대사령관은 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장군이었다. 부산의 

제삼항만사령부는 정부를 대표해서 삼군 및 해병대에 대한 군원물자를 받아들이고 후송물자를 

적선하는 등 삼년전부터 부두를 단독관리하고 있는데 사령관 김현옥 준장은 소위해상특공대가 

혁명 후 그 자취를 감춘 것을 크게 자랑하였다. 동아일보(1961.11.18), “군수, 혁신에 큰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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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961년 5월 16일 서울을 장악한 박

정희 소장은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인 부산에서의 자신에 대한 지지가 매

우 중요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 군수지지사령부 참모회의에서는 정세를

관망하자는 태도를 보였는데 김현옥 대령 단독으로 병력을 풀어 부산을

군부가 장악하게 하였다(이종범, 1994:65)52). 5·16 성공이후 당시 준장인

김현옥이 제 12대 부산시장(임기 : 1962년 4월 21-12월 17일)에 취임하

였고 12대에 이어 13대 부산시장(임기 : 1962년 12월 18일-1966년 3월

30일)을 역임한다. 부산시장으로서의 김현옥은 박정희 대통령과 공적인

신분으로 자주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현옥의 탁월한 업무추

진력 그리고 가시성 있는 성과물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다.

부산시장 임기시절 김현옥 시장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는 경상남도

에 속해있던 부산시를 1963년 1월 1일부로 부산직할시로 승격시킨 것이

다53).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활발

한 지방시찰 순회 시 김현옥은 경상남도의 가장 중요도시인 부산사장으

로서 항상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신망을 얻은 김현옥 시장이 책임지고 있던 부

산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박

정희 대통령이 부산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첫째, 박정희 대통령에

52) 5·16 성공 직후 박정희 장군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눈 사람이 김현옥 대령이었다. 김현옥은 1961년 8월 10일에 준장(별)을 달게 되었다. 이종

범(1994),「전환시대의 행정가 한국형 지도자론」경기: 나남출판, p.65.

53) 부산직할시 승격에 의한 부산도시계획구역 확장을 건설부 고시로 결정 (1963년 5월 31일).

   새롭게 추가된 구역확장 면적은 240.75km2으로 부산시 행정구역은 총 360.25km2로 확정. 부

산시의 도시계획은 추정인구 40만으로 1937년에 종합 상공도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실시되

어왔으나 급증된 인구는 현재 130만을 나타내 평균 인구밀도 44.3m2의 격심한 과밀상태에 있

어서 도시의 위기에 도착한 실정이다. 종전의 대상도시인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턴-넬 고가도

로 등의 시설로서 일대 환상도시에의 급전환이 필요불가피한 추세에 조감하여 교통의 중심을 

협소한 현 위치에서 광대한 서면지역으로 정하고 구덕, 만덕터널을 시설함과 동시에 현 행정구

역에서 미계획 방치되어온 동래지역은 물론 인접한 동래군, 구포읍, 사상면을 포함하여 7년후

의 인구를 150만으로 추정하고 240.75km2 구역을 확장코저 계획하는 것임. 부산직할시

(1971),「도시계획백서」,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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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산은 자신의 입지를 강력하게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의 장소였

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되기 전

인 1960년 1월 초대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여 1년 이후에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둘

째,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최전선

에 위치한 부산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유승훈,

2020:142).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발전은 오로지 수출에 달려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조건으로 우리나라 관문도시인 부산의 발전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정책은 부

산의 발전과 실현불가능이라 여겨졌던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완공으

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박대통령의 꿈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김현옥 시장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림 75> (김현옥 부산시장 총 임기 :

<그림 75> 1968년 1월 22일 서울-마산, 마산-대전, 대구-부산 그리고 대전-대

구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를 위한 박정희 대통령 친필 공정도.

경부고속도로는 1967년 대국토건설계획사업으로 발족되어 1968년 2월 1일 서울

-수원간 경인고속도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전구간

이 개통되었다. 1968년 1월에 박대통령이 친필로 계획한 공사일정이 정확하게

지켜졌다.

자료: 한국도로공사(2009), 열어온 길 열어갈 길 : 한국도로공사 40년사,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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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4월 21일-1966년 3월 30일, 서울시장 임기 : 1966년 4월 4일

-1970년 4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

할 적임자로서 김현옥 부산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발탁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박대통령의 1966년 3월 초 영남지방 시찰당시 부산 방문이 결정

<그림 76> 1966년 3월 4일 박정희 대통령 부산시 도시건설 현황 시찰 당시 김

현옥 부산시장의 부산시 도시건설관련 업무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건설부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각 지방장관들이 모인 자

리에서 박대통령은 부산시 도시건설 현황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였다. 본 행사는

그 이전에도 김현옥 시장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의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

했던 박대통령에게 김현옥을 서울시장으로 발탁하는 핵심적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박대통령의 부산시찰 23일 이후인 1966년 3월 28일에 박대통령은 김현옥

을 서울시장으로 임명하였다.

자료: 대한뉴스 제 561호(1966.03.12.), 박정희대통령 지방 시찰, 영상역사관,

https://www.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427&mediadtl=4724&gbn=D

H&quality=M(검색일: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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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다. 1966년 3월 3일 부산시를 방문한 박대통령은 김현옥 시장의

부산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당시 부산 도시의 발전

상에 큰 인상을 받는다 <그림 76>. 박대통령이 김현옥 시장에 의해 발

전된 부산시를 높게 평가했음은 김현옥 시장의 브리핑을 청취하고 바로

다음날인 3월 4일에 전국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하라는 명령과 당시 전

례용 건설부장관 그리고 윤치영 서울시장을 비롯한 건설관계실무자들을

부산으로 급히 내려오라 지시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54). 김현옥 시

장은 당시 1963년 부산 부두지구구획정리사업의 완공과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신 부산도시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1966년 서울시장 임기시작

과 동시에 김현옥 시장이 서울도시 공간 개편에 정확히 재 적용하게 된

다. 결국 김현옥 서울시장 임기인 1966년 4월부터 1970년 4월에 걸친 짧

은 4년 동안 서울 도시공간의 대 개조가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는 김시장의 업무 추진력 그리고 박대통령의 김시장에 대한 높은 신망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그 무엇보다도 서울에 입성하기 전 4년 동

안 몸소 체득한 김현옥 시장의 부산 도시계획 경험이 핵심 역할을 하였

다55).

부산은 6·25 한국전쟁이후 1951년과 1955년 사이에 상당수의 피난민

들의 유입으로 1955년에는 인구 100만이 넘어섰다. 또한 1962년에 시작

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서울 뿐 만 아니라 부산의 도시화와 산업

화를 가속시켜 부산으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 그 이듬해인

1963년에는 부산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의 인구는 136만명을 넘어서

54) “박대통령 긴급관계회의 소집. 영남지방을 순시중인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계획관계관회의를 4

일 하오 3시 부산시청에서 긴급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전례용 건설부장관과 윤치영 서울시장을 

비롯한 건설관계실무자들을 급거 부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3일 하오 부산시

의 도시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이같이 갑작스런 지시를 했다. 건설장관, 서울시장, 건

설부기획국장, 경남북 및 충남지사와 각도건설국장, 대구, 대전, 광주시장, 주택공사총재 등이 

참석할 이날회의에서 박대통령은 도시건설사업을 전국적으로 착수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

다.” 경향신문(1966.03.04), “전국적으로 도시건설 착수.”

55) “사실 김사장의 <열정>행정은 부산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판잣집을 정리하고 항만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해내면서 그는 이미「불도저시장」,「이동시장」등의 별명을 얻은 터였

다.” 월간중앙(1994.12), “인물탐구 68세의 거울 앞에 선 김현옥씨”,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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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기간 동안 연평균 7-9%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다 <그림 77>.

이와 같은 높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부산의 도시공간은 김현옥 부산시장

임기전인 1961년 6월에 해방이후 첫 번째 도시계획 확장이 이루어졌을

뿐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56). 그 결과 부산은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공간의 포화 그리고 도시환경의 저하와 같은 심각한 도

시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시장에 오른 김현옥

56) 제 1차 부산 도시계획 구역 확장. 1961년 6월 24일 부산도시계획구역 확장을 내무부장관 고

시로 결정.

   1937년 3월 23일 고시된 84.15km2에서 28.1km2을 추가하여 부산시 행정구역은 총 

112.24km2로 확정. 8·15해방과 6·25동란 등 급격한 사회적 혼란에다 귀환동포와 월남피난민

의 도시 집중으로 상시 인구는 포화의 극에 달하고 잉여인구에 의한 인접지역의 슬럼화현상이 

현저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구역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임. 목표연도 1965년의 계

획인구를 40만명으로 추정하였으나 1955년에 이미 100만인을 상회하는 상태임. 부산직할시

(1971),「도시계획백서」, p.60. 

<그림 77> 서울과 부산의 인구변화(1951년-1971년).

자료: 부산직할시(1992), 도시계획백서, p.8-10,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_서울의 인구.

홈페이지 https://data.si.re.kr/node/55588 자료를 본인이 도식화 함.(검색일: 2021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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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4년간의 부산시장 임기동

안 부산 도시공간을 대 개편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연결되

는 부산시 도시계획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1962년 부산시장에 취임한 김현옥은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재

개발 사업지구인 부두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해당지역의 철거

민들을 이주하기 위해 7.26km2에 해당하는 면적을 새로 조성하여 부산의

행정구역을 확장한다. 시장 취임 이듬해인 1963년 1월 1일자로 부산은

부산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수출중심도시로의 개발, 부산 도심의 터널 그

리고 고가도로의 시설들이 조성되어 204.75km2의 면적이 새롭게 기존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다 <그림 78>57). 특히 부산직할시로의 승격을 계기

<그림 78> 김현옥 부산시장 임기기간동안 확장된 부산시 행정구역. 4년

간의 임기 동안 1963년 2회에 걸쳐 총 248.01km2의 행정구역 면적이 확

장되었다. 이는 2021년 현재 부산광역시 총 행정구역면적(995.68km2)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자료: 부산시(1971), 도시계획백서, p.60-65 자료를 본인이 도식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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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김현옥 시장은 부산의 도시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데 부산의

지형조건상 대상도시(帶狀都市)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을 환상도시(環狀都

市)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대량의 터널 및 고가도로 건설이 중심이 되

어 부산 각 지역의 접근성이 극대화 되었고 향후 주변 지역으로의 도시

의 확장성이 원활해 졌다(부산시, 1971:65; 이성호, 2000:58). 오늘날 부산

광역시는 김현옥 시장의 부산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김시장 임기이후 총

20회의 확장 및 조정을 거쳐 995.68km2의 행정구역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김현옥 시장이 부산에서 실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재개

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험난한 부산 도심 지형 속에서 완공

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강한 신뢰감을 주었

고, 김현옥 시장이 1966년 서울시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서울 도시공간을

대 개조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부산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불도저식 행정가의 면모를 보인 김현옥

시장은 이러한 강한 인상과는 상반되는 또 다른 이면을 가진 인물이었

다. 매우 감성적인 취향을 가졌던 김현옥 시장은 가을날 시청 앞에 쌓여

있는 낙엽을 그대로 두기를 원했다고 한다. 독서와 음악에 조예가 깊어

서 1962년 부산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58)했고, 서

울시장 임기동안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종범,

1994:83).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경우 1962년 4월 초, 32년 만에 부산

을 방문한 안익태와 당시 민간단체 부산교향악단의 대표인 오태균이 김

현옥 부산시장을 만나서 창설되었다. 또한 김현옥 시장은 오태균의 건의

57) 부두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피난민들이 형성했던 약 30만평에 이르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사

이의 판자촌을 철거하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동래동과 연산동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충무시 하나를 옮기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또한 군시절의 수송업무에서 쌓은 경험

을 바탕으로 부산-동래-해운대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으며, 지저분하고 좁았던 

부산항만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김 시장이 취임하던 당시 4억원에 불

과하던 예산을 49억원으로 늘게 했다. 이러한 김 시장의 업적은 박 대통령의 인정을 받게 되

었으며, 박 대통령이 “모든 지방행정은 부산을 본받으라.”고 각 지방장관에게 직접 지사할 정

도로 신임을 받게 되었다. 이종범(1994),「전환시대의 행정가 한국형 지도자론」경기: 나남출

판, p.66.

58) 부산일보(1963.10.17), “드디어 햇빛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는 20일에 정식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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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들여 새로운 악기도 대량으로 구입해주는 등의 상당한 지원을 하

였다(류혜윤, 1997:61). 이와 같은 김현옥 시장의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은 그의 12대 부산시장 공식 임기 시작인 1962년 4월 21일 하루 전에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김현옥 시장의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도 알 수 있으

나, 김 시장이 그의 임기동안 완공했던 중요 사업의 개막식을 특정 기념

일에 맞추려 했던 그의 성향이 첫 번째로 적용된 사례라 하겠다59).

또한 서울시장 임기초반 그의 모든 역량을 서울 대개조 사업에 집중

하고 있었을 당시인 1967년 5월에는 자신의 수필집 「푸른유산」을 출간

하였다60). 이러한 김시장의 상반되고 다각적인 면모는 그의 이름인 ‘현옥

(玄玉)’ 즉, ‘검고 혹은 오묘한 옥’으로 잘 함축되어 있다61).

59) 김현옥 시장이 추진한 중요사업의 개통식은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맞추어졌고 박대통령 내외

가 행사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는 1966년 9월 30일 세종로지하도 개통식, 

1967년 9월 30일 파고다공원 중수 사업 개막식 계획, 1968년 9월 28일 북악스카이웨이 개통

식, 1968년 9월 30일 여의도 한강개발공사 기념 박대통령 휘호석 제막식, 196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건군 20주년 기념 여의도 광장 개막식이 있다.

60) “사색과 철학이 결여된 인생이 아니기를 나는 지금껏 애써왔다. 지금까지 내가 지녀온 자세 

그것도 시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후부터의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무딘 붓끝으로 모아 본 것이 

이 한 권이다. 부산,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5년을 넘기는 동안 <나만의 나>를 찾아볼 수 있

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쩌다가 내가 붓을 들고 이렇게 낙서를 하는 동안뿐이었다. 우리

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숱한 유산을 지녔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는 당장에라도 팽개쳐 버려

야만 후련할 것 같은 독소의 부분도 많다. 이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는 우리의 후예들에

게는 자랑스런 것만을 남겨주어야 할 영광된 의무를 지녔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물려받았

던 때묻고 찌든 것이 아니고, 발랄한 생명력과 푸르게 발돋음질할 향일성인 것이다. 썩은 연륜

을 단죄하여 그 위에 오롯한 푸른 잎을 길러 그것을 그대로 물려 주고 싶은 의욕에서「푸른유

산」이라 題했다. 김현옥(1967),「푸른유산」서울: 평화출판사, p.214-215. 

61) 김현옥 시장은 구호, 표어를 통해 자신의 업무추진의지를 표하였다. 김사장의 독특한 면모와 

관련하여 그가 직접 작성한 1970년 2월의 표어로「왜에서 어떻게로 의욕數로 해결하자」는 

구호가 나온 것도 그의 복합적 스타일의 소신이었다. 그는 왜라고 의문을 달지 말고 의욕적으

로 실천방법을 찾자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월간중앙(1994.12), “인물탐구, 68세의 

거울 앞에 선 김현옥씨”, p.133.

   「시장만 아는 시민의 표어, “의욕수”」서울시가 시청정문위와 삼일고가도로 입구 등에 써붙인 

“왜에서 어떻게로 의욕수를 해결하자”는 2월의 표어는 도대체 무슨소리냐는 시민들의 물음에 

시청직원들도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의욕수란 단어에 집중되는 궁금증을 김시장에

게 물어보니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굳건한 정신적인 자세의 수치를 

뜻한다”고 풀이. 결국 이 단어는 김시장이 창간(?)한 김시장 만이 아는 단어가 한문으로 개발

된 “의욕수”이고 표어의 뜻을 좋게 새기면 “과거의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선진국을 따라잡

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가다듬자”는 것이 되겠지만 한글전용의 70년대에 좀 쉬운 말

로는 표어를 쓸 수 없을까?. 경향신문(1970.02.07),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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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압축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수단의 도시건설 추진

서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국토의 공간계획은 경제발전의 압축성장

과 같은 방식인 압축적 대 공간개조가 이루어졌다. 국토 공간 대상의 압

축근대화는 절대 권위의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공간에 구현하는 것은 김현옥 시장의 역할이었다. 결국 대한민국 국토

근대화의 성공은 박정희 대통령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건설인 이미지로

무장된 ‘불도저시장’이라 불린 책임경영의 능력을 가진 김현옥의 장점이

결합된 결과이다 <그림 79>.

<그림 79> 한손에는 파리시 예산금고 열쇠를 쥐고 다른 한손에는 건설용구를

쥐고 있는 센 지사 오스망을 표현(좌), 헬멧을 쓰고 현장지시를 내리는 서울

시장 김현옥(우).

도시공간의 근대화에 있어서 계획주체의 ‘건설인’ 이미지는 중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료: La Tremblais(1870), Haussmann, Musée Carnavalet, Histoire de Paris(좌), 김현옥(1969),

「우리의 노력은 무한한 가능을 낳는다. -김시장의 시정신념-」, 서울특별시공보실, p.48.(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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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서 김현옥은 그가 염원하는 대한민국 압축

근대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최적이 인물이었다.

김현옥은 부산시장 재직 당시 항만정비와 함께 실업자를 구제했던 경영

마인드를 시정에 도입했고 미국에서 수학한 전문 도시행정가인 차일석의

도움으로 도시행정을 습득했다. 또한 수송 장교였던 그의 군인경력은 그

가 ‘도시는 선이다’라는 구호를 시정 전면에 내세울 만큼 국토공간의 근

대화의 핵심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서울역

사박물관, 2016:23). 이러한 김현옥의 도시계획에 관한 실무경험은 박정

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국토의 근대화를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김현옥의

최대 강점이었으며, 또한 김현옥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대에 부흥하여 대

한민국 국토 근대화의 선봉자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철저한 테크노크라

트로서 김현옥의 능력은 그의 뛰어난 업무 추진력으로 발현되었으나 서

울시장으로서 서울만의 도시계획을 정립하는데 에는 실패했다. 같은 유

능한 테크노크라트로서 제 2제정기 당시 파리의 대개조 사업을 책임진

오스망의 경우 파리 대개조 사업을 ‘도시미화사업’이라 명명하여 파리만

의 도시문화를 창출한 반면에 김현옥에게 도시공간 계획은 최대한의 경

제생산을 위한 제반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머물렀다. 이러한 김현옥의 도

시공간에 대한 관점은 그가 표현한 ‘새 서울 건설’, ‘돌격건설’, ‘대건설의

계속’62)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현옥에게 도시계획은 ‘건설’로 대표되는 물

리적인 공간구축 그리고 구축된 도시공간은 최대한의 경제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 이었다 <그림 80>. 그 결과 물리적인 도시공간 구축이상의

서울만의 도시문화 창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물론 김현옥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장으로서 도시공간 개조를 물리적인 공간개편 이상의 고차원으로

발현하고자 했던 의지도 분명히 있었다63). 다만 1960년대 극빈했던 대한

62) “수도 서울특별시의 건설과 발전이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번영에 직결되게 한다.” 1966년 4

월 4일 김현옥 서울특별시장 취임사 중. 김현옥(1969),「우리의 노력은 무한한 가능을 낳는다, 

-김시장의 시정신념-」서울특별시공보실, p.197.

63) “서울시장 시절이었던 67년 유럽에 갔다가 세느강을 보곤 강과 다리를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

다. 그들은 한강보다도 훨씬 보잘것없는 세느강을 댐시설로 컨트롤해 물을 항상 풍요롭게 만들

어 놓았더군요. 또 강에 모두 36개의 다리를 세워 사람과 차량의 교통을 원활히 유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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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시대 상황 속에서 김현옥 시장이 국토개발 그 이상의 것을 실현하

기에는 불가능했음은 충분히 인지되는 바이다.

반면에 김현옥은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의 중요한 업적을 남겼

다. 당시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현실에서 오늘날 우

리나라가 선진국의 위상에 오르는데 중요한 경제기반이 된 수도 서울의

기본 공간구조 구축계획이 김현옥에 의해 처음 체계화 되었다. 1966년 4

있더라구요. 그런데 더 감명 깊었던 것은 그 다리하나하나가 바로 건설했던 그 시대의  최고 

미술품으로 손꼽히고 있었던 점입니다. 가령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들은 수중교각을 세워놓고

는 1년을 기다리고 그 위상판 프레임을 짜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1등제품은 모두 다리로 몰리는 거지요. 철판, 시멘트, 조각품 할 것 없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리는 설계자, 건축가, 예술가의 합작품인 거지요. 그러니 그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명을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당시는 절대 

빈곤과 싸우던 때였습니다. 시절이 그래서 다리를 걸작품으로 놓는다는 건 엄두도 못 냈지요. 

대신 한강을 지배하기 위해선 많은 다리를 가져야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월간중앙

(1994.12), “인물탐구, 68세의 거울 앞에 선 김현옥씨”, p.134.

<그림 80> 1968년 5월 31일.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해 공고된 강변 2로 택지분

양 예정비용 안내도.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도시공간은 경제생산을 위한 수단이었다.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서울의 도시공간구조는 직선화, 명료화되었다.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13),「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1968-1970」,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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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김현옥 시장은 자신의 취임과 동시에 국가주의 기반의 계몽운동을

함의한 지극히 이상적인 신 행정수도 계획인 새 서울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 수도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시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계

획사적 의의를 지닌다64).

1966년 4월 4일 서울시장에 취임한 김현옥은 5월에 서울도시계획 기

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81>. 8월 15일 광복절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

에서 <서울도시계획전>을 개최하여 미래 서울도시계획을 대국민 상대로

홍보하고 12월 31일 대한국토계획학회를 통해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출간

64)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20일 총독부 제령 제 18

호에 의해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이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983호로 도시계획법

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제도가 나타났다. 서울의 실질적인 도시기

본계획, 즉 마스터플랜은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되었다. 서울특별시(2017), 

「서울 도시계획 연혁 제1권」, p.101, 191.

<그림 81> 1966년 5월 수립된 서울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좌). 1966년 12월

사단법인 대한국토계획학회에서 출간한 서울도시기본계획(우).

자료: 서울특별시(1966), 서울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과(1966), 서

울도시기본계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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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966년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85년을 목표연도로 서울인구

500만 명을 수용할 현대도시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본

계획은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서울 도시공간구조가 계획되

었다. 당시 서울의 도심인 종로일대와 부도심인 은평, 영등포(사법부), 용

산(정부), 강남(입법부), 천호 그리고 창동으로 구성되어 도심을 중심으

로 부도심들이 방사형태의 집중형 가로망 패턴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82>. 둘째,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 서울시 총 면적 713.24km2의

64%에 해당하는 451.21km2를 주거가능지역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262.03km2을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다. 주거가능면적(451.21km2)에서 공

업(69.15km2) 및 상업지역(17.33km2)을 제외한 순수 주거지역(364.73km2)

의 30%에 해당하는 109.42km2 면적에 고밀도주거를 계획하고 서울시 예

상 인구의 43.8%에 해당하는 약 2백 2십만명을 계획하였다. 이는 미래

서울을 고밀도 주거로 계획하고자 함이며 본 계획은 서울의 대단위 아파

트 건설로 구체화 된다 <그림 83>. 셋째, 서울시 교통체계가 수립되었

다. 강북의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것을 교통체계의 핵심으로 하여

순환선, 방사선, 시내 및 외곽고속도로, 강변도로 그리고 지하철이 계획

되었다. 넷째, 도시시설이 계획되었다. 구체적인 도시시설은 공원 및 녹

지계획, 상수도 공급 그리고 주택공급이 계획되었다. 본 서울도시기본계

획은 오늘날 서울시 도시공간구조가 구축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서 서울

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통 그리고 주거공간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현옥 시장 취임과 함께 계획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미래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김현옥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서울도시공간을 개편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구획정

리사업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돈암, 영등포 그리고 대현지구 개발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총 10개의 지구에서 시행되었다. 해방 이후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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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1966년 서울 공간계획. 서울 도시공간구조계획은 도심인 종로일대와

부도심인 은평, 영등포(사법부), 용산(정부), 강남(입법부), 천호 그리고 창동으로

구성되어 도심을 중심으로 부도심들이 방사형태의 집중형 가로망 패턴으로 계획

되었다.(좌), 고층형 주거계획을 추진한 서울의 주거지역계획 구상도(우).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과(1966), 서울도시기본계획, p. 59.(좌), p.188.(우).

<그림 83>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서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지역

그리고 인구분포 계획. 서울시 전체 50%이상을 주거지역으로 구상하고 주거지

역에서 30%이상을 고밀도 주거계획 그리고 고밀도 주거지역에 서울시 예상인구

의 43.8%를 배치하고자 하였다. 본 계획은 향후 서울에 들어설 대단위 아파트

건설의 이행을 의미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과(1966), 서울도시기본계획, p.68 자료를 본인이 시각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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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9개 지구를 대상으로 전재 복구 사업이 주종을 이루다가 1962년

1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토공간을 개발하

고 활용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서울특별

시, 2017:41). 특히 1960년 초기에 시행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국토공간

이 경제생산을 위한 제반조건이었기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수도

인 서울의 토지구획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 결과 1960

년대 시행된 토지구획정비사업 규모는 서울의 총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연면적 58,550,905m2이며, 이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수행한 토지구획정

비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본 토지구획정비사업 규모의 86%에

해당하는 11개 구역의 50,629,545m2 면적이 김현옥 시장의 4년 임기기간

내에서도 불과 2년(1966년 4월-1968년 1월)만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오

늘날 서울의 도시공간이 구축되는데 김현옥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림 84, 85>.

초 단기간에 서울 도시공간을 혁명적으로 개편한 김현옥 시장은 당

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임기 중반부

터 불도저행정 그리고 전시행정을 추구한다는 소수의 비판 여론도 존재

하였다65).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보다는 서울 대건설의 철저한 사명감을

지녔던 김현옥 시장은 그의 임기 중반까지 진행된 건설사업과 병행할 시

민복지시설의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그는 ‘시민정신의 건설’을 위해 시민

의 대학을 개설하고 시민정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신축하

였다(김현옥, 1969:202). 대표적인 공공시설로서 공원의 경우 1968년 파

65) “종래의 김시정은 솔직히 말해서 건설의 장은 있었지만 시민생활을 도외시한 듯한 단이 따랐

다. 새해 시정방향에서 우리가 차분함을 느끼는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부문에 주력했

다는 의도가 많이 드러나 있다.” 한국일보(1968.10.25), “살기 좋은 대서울, -김현옥시정의 69

년 기본방향과 그 비전.”

    “오늘의 세계에서의 문제는 도시집중화나 도시인구증가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도시를 얼마만큼 

좋은 계획을 세워 건설하며 현대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

에 곁들여서 도시미화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계로 통하는 대도

시 건설의 관건이라 하겠다. 녹지대건설은 물론이고 아직도 뒷거리가 포장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으며 공원이나 아동유원지등 넘어야할 고개가 겹겹이 쌓였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면서도 

조만간에 곧 될수 있다는 믿음직한 기대를 거는 즐거움도 잃지 않고 있다.” 대한일보

(1968.11.26), “세계로 통하는 대도시의 건설-국제적 면모 갖추려는 서울시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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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광복이전부터 1980년대까지의 토지구획정리. 8.15 광복이전에 10

개 지구, 1950년대 9개 지구, 1960년대 17개 지구, 1970년 11개 지구 그리고

1980년대 4개 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되었다. 김현옥 서울시장 임

기기간 4년 중에서도 2년 동안(1966년 4월-1968년 1월) 수행된 총 11개 지구,

50.63km2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2017),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 上, p.3.

<그림 85> 연도별 서울시 토지구획정리규모(좌), 1960년대 서울시 토지구획

정리규모(우).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2017),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 下, 자료를 본인이 시각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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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리볼리 거리와 파고다공원 공사 모습. 1854년경 파리도심의 리볼리

거리와 팔레 주위 거리가 철거공사를 통해 공공공간이 확장되는 모습(좌).

1967년경 파고다공원을 둘러싸는 아케이드 건설로 인해 공공공간이 축소되는

모습(우).

1848년 2월혁명 당시 파리 시민들의 봉기가 제 2제정기 탄생에 큰 역할을 하

였지만, 제 2제정기에 들어서면서 오스망 지사는 시민들이 봉기수단으로 활용

한 바리케이트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파리 도심의 파괴를 통해 공공공

간을 확장하였다. 반면에 김현옥 서울시장은 아케이드 건설구조물로 공공공간

을 봉쇄함으로서 시민들의 집회를 차단하였다.

자료: Marville, C.(1854), Chantier de démolition place du Palais Royal, 1er arrondissement,

Paris, Musée Carnavalet, Histoire de Paris.(좌), 국민일보(2020.10.07). 영욕의 탑골공원 118년

사.(우).

고다공원 현대화 사업과 남산식물원이 개관되었고 어린이 시설로는 1968

년 사직공원과 1969년 장충공원에 수영장이 들어섰다. 또한 1968년 8월

6일 서울시청에 시민홀을 개관하여 서울시정에 대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 하였다66). 하지만 이러한 김현옥 시장이 추진한 서울시의 공공성 구

66) “시민홀이란 이름의 창구가 6일자로 서울시청 안에 설치되었다. 각종민원 사무를 간소화 하고 

문서가 창구에서 접수되는 즉시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중처리 하기 위해 은행창구식 홀 

제고를 신설하였다고 시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1968.08.06), “시민홀 운영의 성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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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이면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낙후된 공간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

공간을 개조함으로서 시민들의 집회, 시위와 같은 단체행동을 통제하려

는 의도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김현옥 시장은 1968년 파

고다공원 중수(重修) 사업의 미명하에 파고다공원을 2층 규모의 아케이

드 상업 건물로 공원을 둘러쌓고 입장료 10원을 지불해야 입장할 수 있

는 유료공원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86>. 또한 우리나라 중요 사적인 사

직공원에는 25m×50m 규격의 사직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개장되었다. 이

처럼 김현옥 시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 구축과 빠른 국토 근대

화를 위해서는 서울 도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던 문화재 훼손은 과감하게

수용하였다67). 이는 전무했던 서울의 물리적인 도시공간 구축과 동시에

공간개조를 통해 서울시민을 통제하려는 김현옥 시장의 건설적 의지와

그의 가시적인 전시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많은 사

업을 짧은 서울시장임기내에 수행한 김현옥 시장은 자신의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할 사업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당시 대국민 대

상으로의 유일하고 효과가 좋은 홍보수단인 일간지(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87>.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과 관선시장인 김현옥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국

가의 권위에 의한 도시 공간 계획은 국가 부흥이라는 하나의 신념을 목

표의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의 전형(스콧, 2010:145), 도시의

근대성 측면에서 모더니티(modernity)가 이전 사회 질서와의 급격한 단

절이라 할 때(하비, 1994:29), 전쟁의 폐허 상태 이후로 물리적인 도시공

간은 과거와 단절할 조건조차 없었으나, 그 폐허의 상실에서 희망을 위

한 근대 도시 공간으로의 이행 그리고 당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35년

간의 일제 식민지 잔재와의 단절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이론 측면에서

    “서울시의 시민홀 설치운영은 행정사무의 획기적 개선으로서 전국적인 보급에 손색이 없는 장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아일보(1968.08.08), “좋은 것은 배우자.”

67) “널찍널찍하게 툭트인 대로를 닦기 위해서는 유적이나 명소쯤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새로운 

도시 구획정리와 각종건설사업을 위하여, 어지간한 공원이나 명소같은 곳도 밀어붙이기 일쑤였

다. 파괴없는 건설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전통적인 유산의 손실이나 시민의 희생도 감

수할 도리밖에 없다.” 한국일보(1967.08.02), “시민의 참여있는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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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Weber)가 주창한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구성원들의 합리

적 의지기반의 조직 즉, 관료제의 필요성(손더스, 1998:37)에 관한 사회

이론은 박정희와 김현옥 두 인물 중심으로 하부 조직체계까지 연결되는

군인 출신의 테크노크라트 관료제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상의 계

획 이론을 넘어서서 서울의 근대 도시계획에서만 발견되는 중요한 요소

가 있다. 21세기 현재까지도 한반도를 지배하는 남북 간의 냉전체계 상

황이라는 특수성이 근대 서울 도시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

서울 도시계획에 있어서 남북 간의 냉전체제는 이데올로기 이상으로 서

울의 물리적인 도시 공간 개편에도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서울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근대 도시계획은

다양한 서구 중심의 도시계획이론과 관통하는 공통점들이 있다. 또한 냉

<그림 87> 윤치영, 김현옥, 양택식 서울시장 임기기간 동안 4대 주요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에 노출된 서울시장 관련 내용.

자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키워드검색. (검색일: 202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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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제에 의한 도시계획이라는 근대 서울 도시계획의 특수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이론의 고찰 및 모더니즘 근대 도시계획의 원형인

파리 도시계획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시 경관계획 관점(planning)68)과

건축계획 관점(architecture)으로 1960년 이후 서울 근대 도시계획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김현옥 관선시장의

1970년 퇴각 때까지 진행된 서울의 주요 도시계획들이며 첫째, 1966년

새 서울 계획 그리고 대량의 아파트 건설 둘째, 1966년 세운상가, 1967년

파고다공원 중수사업 마지막으로 1967년 여의도 건설 계획이다. 본 연구

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파리의 근대도시계획과 비교하여 국가로 대표되는

68) 본 논문의 p.50에서 명시했듯, 파리의 경우 도시경관 계획을 의미하기 위해 불어 

‘aménagement(어메나쥐멍)’을 사용하여 기존의 도시 역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즉, 파리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도시의 포괄적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서울의 경

우 ‘planning’을 도시경관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여 기존의 장소를 파괴하거나 혹은 

새로운 장소에 공간을 구축하는 ‘파괴적 창조’를 의미하고자 한다.

<그림 88> 1969년 김현옥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사업목표.

자료: 김현옥(1969),「우리의 노력은 무한한 가능을 낳는다. -김시장의 시정신념-」,

서울특별시공보실,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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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주체의 역할, 도시계획이 공공공간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김현옥

시장이 구축한 서울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성 분석 그리고 냉전시대 기반

의 서울 근대 도시계획의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이는 근대 도시

계획에 있어서 강력한 모더니즘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서울시장의 4년 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에 서울을 대 개

조한 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냉전체제가 도시계획에 영향을 주었다는

특수성 기반의 한국형 모더니즘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도시

문화를 구축하는 어반 모더니즘 속성상 ‘건축’이 아닌 ‘건설’에만 집중하

여 한국형 도시문화가 창출되지 못한 김현옥의 서울 모더니즘을 규명하

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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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가개입주의 공간생산

<그림 89> 1966년 새 서울 계획 마스터플랜.

자료: 공간(1966.10), 서울 도시 기본계획-서울 도시계획 전시회, p.8.

1966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한 김현옥은 부임하고 채 50여

일이 지난 1966년 5월에 신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한다. 이는 새

서울 계획 또는 새 서울 백지계획이라 명명되었고 김현옥이 부임하자마

자 발표되었다 <그림 89>. 새 서울 계획은 20년 후인 1980년대의 서울

인구 500만명을 예상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공간, 1966:8). 특히 새 서울 도시

계획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청 앞 광장에서 전시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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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를 계획의 대상으로 여겼던 김현옥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

하고 도시공간의 개조는 대 시민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

두 한 것 이었다69). 그러나 새 서울 계획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은 아니

었다. 김현옥 시장이 현직에 있었을 때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계획보다는 행동이 먼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가 바로 새 서울 계획

이다.

새 서울 계획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목표로 대지면적 3-4천만 평의

넓이에 100만 내지 15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

다(손정목, 2003:209). 1966년 당시 서울시 총 인구가 380만명인 점을 고

려하면 서울시 인구 약 3분의 1정도를 신 행정수도로 분산하고자 하였

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부임했던 1966년의 서울은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

었고 강북 도심이 가진 근대 이전의 도시공간으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

능 하다고 김현옥은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새 서울 계획에 관해서 김현옥 시장의 입장은 매우 즉흥적인 정치적

인 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65년 후반 당시 서울의 인구수는 347만

명에 1인당 소득수준은 105달러였으며 도시계획의 경험은 겨우 40만 평

정도의 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해 본 것이 전부였다(손정목, 2003:210). 이

러한 조건하에서 기존에 수행했었던 도시계획 크기의 100배 이상인 4천

만 평 크기의 새 서울 계획은 경제적, 기술적인 면을 포함하여 모든 면

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었다. 또한 1966년 5월 서울시장으로 부

임한지 5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아 새 행정 수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및

새 수도가 담당할 3-4천만 평의 크기에 100만 내지 150만 정도의 인구

수도 어떤 경위로 도출되었는지 설명도 없는 김현옥 자신조차 구체적인

계획의 실행방안은 전무한 상태였다70). 이러한 현실 불가능한 계획을 발

69) 전시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966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 32일간 시청 앞 광장 도시

계획전시장에서 개최되었고 총 관람인원 수는 79만 6,998명에 이렀다. 이는 시내 전 가구수를 

64만 9천 가구로 잡을 때 한 가구당 1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경기: 한울, p.237.

70) 서울 대상의 법에 의한 최초 도시계획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일본이 30년 이후인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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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면서 김현옥 시장은 이미 자신이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

상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계획에 대한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계획안

을 발표한 이유는 김현옥 자신이 서울시장으로서 향후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철저하게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널리 알림에 있어서

새 서울 계획이 적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임 서울시장으로서 과거

의 낡은 서울이 아닌 새로운 지역의 백지상태에서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

자는 목표는 현실적 상황을 염두 한 것이 아닌 미래의 서울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이었다. 특히 김현옥 시장은

새 서울 계획이 통계 및 기술혁신에 따른 종합적 결과물이라 하였다71).

이러한 이성과 과학기반의 도시공간 계획이 모더니즘의 전형이라 할 때

김현옥 시장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에 있어서 최초 모더니즘 계획가의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김현옥 시장이 신행정 수도 건설계획을 새 서울 백지(白紙)계획이라

명명하며 8·15 광복절에 계획안을 발표한 일련의 과정을 주목해야만 한

다. 새로운 장소의 백지상태에서 시작함으로서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 8·15 광복절 행사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김현옥

서울을 예상한 계획이다. 당시 일본은 1965년 서울의 계획인구를 110만명으로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면적을 4천만평으로 제안하였다. 공간(1966. 10), “서울 도시 기본계획-서울 도시계획 

전시회”, p.8. 

   김현옥 시장이 제시한 새 서울 계획의 규모에 대한 사료는 없으나 1966년 9월 창간된 「공

간」건축잡지에 실린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1936년 일제에 의해 제시된 미래 서울 도

시계획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김현옥은 당시 서울인구의 3분의 1을 신 행정수도로 

수용한다는 가정 하에 일제가 제시한 공간규모인 4천만평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1966년 5월 27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새 서

울 백지계획을 8·15까지 완성해서 발표하겠다. 새 서울 후보지와 계획의 단행은 박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니 나로서는 아직 아무런 복안도 없다.” 손정목(2003),「서울도시계획이야기 1」

경기: 한울, p.209.

71) “새 서울의 도시가 본 계획인 <마스터 플랜>은 전국 각지역의 모든 중심지로서의 서울과 서

울을 중심으로 한 직경 80킬로내의 중점 지역 그리고 모든 자원인 산업계획 및 사회적 시설의 

종합 유지와 일체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통계 및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성을 종합 하였습니다. 

요즈음 일부 신문에는 무계획하고 주먹구구식인 도시계획이라고 비난합니다마는 건설하고 일

하는 자에게 주위에서 시비와 비판은 응당 따르기 마련이며 조그마한 나무람도 없다면 그만큼 

비약이 없다는 것은 토론의 광장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대한일

보(1966.08.20). “나의 소신에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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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미래 도시사상을 접하게 하려는 것은 일종의 계몽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당시에는 김현옥 서울시장의 실현불가능한 일종의 구호

와 같았던 신 행정수도 계획은 이후 약 40년이 지나서 2004년에 세종시

로 구현된 도시분권화 문제를 예측한 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주도의

수도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 공간 개편을 통한 사회 개

혁을 시도하려는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의 전형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

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도시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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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 계획 : 새 서울 계획

1966년 8월 당시 20년 후 1980년대의 서울인구 500만명을 예상하여

현재 서울 이외의 신 행정수도를 계획한 새 서울 계획은 3-4천만 평의

넓이에 100만 내지 15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90>. 본 계획은 김현옥 시장의 즉흥적인 발표로 시작되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성옥이 대한주택공사 단지연구실장 이었

던 박병주에 의뢰하여 완성되었다72). 이성옥이 박병주에게 새 서울 계획

<그림 90> 1922년 11월 르 코르뷔지에가 파리에서 발표한 300만 거주자들을

위한 현대도시 계획(좌)과 1966년 8월 김현옥 서울시장의 의뢰로 박병주에 의

해 발표된 새 서울 계획(우)의 배치도.

도시계획 대지의 크기는 300만 거주자들을 위한 현대도시 계획이 28,000,000m2,

새 서울 계획은 132,000,000m2로 서울의 계획범위가 약 4.7배 크다.

자료: Le Corbusier.(1994), Urbanisme, Paris: Flammarion, p.148.(좌), 공간(1966.10), 서울 도시

기본계획-서울 도시계획 전시회, p.8.(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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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뢰하면서 단지 도시 외곽을 무궁화형으로 해 달라는 부탁만 하고

모든 계획은 박병주에게 일임했다는 점에서 새 서울 계획은 당시 도시계

획에 대한 내용보다는 무궁화 형상을 통해 대 시민의 기억에 각인될 국

72) 이성옥이 박병주에게 새 서울 계획 작업을 의뢰할 때 제시한 조건은 “4천만 평 정도의 넓이

와 상주인구 100만 내지 150만 명의 규모 그리고 도시의 외곽을 무궁화형으로 해달라”는 것 

뿐 이었고 그 밖의 일체는 박선생에게 일임하였다. 손정목(2003),「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경

기: 한울, p.213.

<그림 91> 1956년 도시계획이 시작된 브라질의 새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

마스터플랜. 1937년 교육보건부 건물 설계 자문을 위해 르 코르뷔지에가 브라질

에 초청되어 모더니즘 토양이 남미 브라질에 마련되었다(이해성, 1998:501). 신

도시를 위한 도시의 모습은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국가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 비행하는 새의 형상을 차용하였다. 이는 브라질 국가가 가진 과

거 포르투갈에 의한 식민지 역사를 지우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도시계획의 상징성, 국가조직 중심의 강력한 도시 축, 짧은 공사기간의 모더니

즘 도시계획은 국가주의를 표방한 제 3세계의 신도시에 적용되었다.

자료: 베이콘, 에드먼드(1992),「도시디자인+도시언어」,조대성·조용준 역, 서울: 정우문화사,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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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사 홍보적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옥의 의뢰대로 박병주

가 제안한 새 서울 계획은 도시 외곽 도로를 무궁화 꽃잎으로 형상화 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계획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발표된

4천 만평이라는 거대한 새 서울 계획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 없을

수 있다. 다만 새 서울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으로서 당시 도

시를 계획대상으로 보았다는 사실과 도시 개발을 거대한 스케일에서 접

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장림종･박진희, 2009:60). 새 서울 계획은

결코 실현 가능성이 아닌 서울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계획되었으며 이는 새 서울 계획을 직접 수행한 박병

주가 “새 서울 계획시안은 현대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공간, 1966:15).”라고 언급한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

다.

1966년 6월 하순부터 8월 15일의 짧은 기간을 통해 탄생한 새 서울

계획은 이전까지 대규모의 도시계획 경험이 전무 했던 사실을 제외하더

라도 시간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었기에 심도 있는 계획안이 아닌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직접 새 서울 도시계

획을 수행한 박병주의 1966년 11월 공간 건축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추

할 수 있으며 박병주는 신흥국가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신도시를 만든

사례로 1800년 경 미국의 수도 워싱톤 D.C, 1911년 호주의 수도 캔버라,

1947년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그리고 1951년 인도의 수도 샨디가르

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91>. 본 도시계획은 인구 100만명을 수

용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계획 작품들로서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들

이며 작품의 내용 이상으로 도시계획의 의도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언급

하고 있다(공간, 1966:15). 박병주가 언급한 4개 도시들은 모두 기존 도

시가 아닌 신도시라는 공통점과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근대도

시계획으로 탄생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박병주의 새 서울 계획은 실

제 존재하는 도시 사례를 참조했다기 보다는 1922년 발표된 르 코르뷔지

에의 도시계획 사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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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의 새 서울 계획은 한 면이 500m인 정사각형 형태의 구역을

도시계획 기본 모듈로 하고 있다. 500m를 도시계획의 기본 모듈로 적용

한 이유에 관해 박병주의 설명이 있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알 수 없

으나 본 모듈은 1922년 르 코르뷔지에가 발표한 300만 거주자들을 위한

현대도시의 400m 모듈과 유사하다 <그림 92>. 당시 르 코르뷔지에가

400m를 도시 기본 모듈로 정한 이유는 파리 지하철의 평균 구간 길이인

400m에 기반 한 것으로써 향후 새로운 지하철이 생기면 각 구획의 중심

지에 지하철역을 설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도시의 모습은

400m 간격으로 폭 50m의 대로로 구성되는 바둑판 무늬형태의 도시가

계획되었다(르 코르뷔지에, 2003:178). 이와 유사하게 새 서울 계획도 바

둑판 무늬형태의 공간 계획이 제시 되었다. 다만 신 행정수도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남북방향으로 대통령 관저와 입법부 그리고 동서방향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새 서울 계획의 신 도시 중심부

에 배치된 고층형태의 업무 및 상업지역의 배치 그리고 외곽부분으로 전

개되는 저층형태의 건물군의 구성은 르 코르뷔지에의 300만 거주자들을

위한 도시계획의 도시경관과 일치한다.

<그림 92> 르 코르뷔지에가 발표한 300만 거주자들을 위한 현대도시의 업무

및 상업지역 구역(좌)과 박병주의 새 서울 계획의 업무 및 상업지역 배치도

(우).

르 코르뷔지에는 한 면이 400m인 정방형의 구역을 도시 공간 구획의 기본 모

듈로 제시한 반면에 박병주는 500m를 기본 모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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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계획 : 아파트 건설과 서울의 양적 성장

신 주거문화의 탄생. 아파트

‘아파트’라는 용어와 주거형식이 처음 소개된 시기는 정확하진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용어가 문헌을 통해 나타난 시기를 보면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25년 건축잡지「朝鮮と建築」에서 ‘아파트먼트’라

는 제목이 처음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 잡지「삼천리. 1931」에

서 단층 양식의 여성 합숙소를 ‘아파-트’로 소개하고 있다(심우갑,

2002:159-160). 당시 아파트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

거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보다는

여관과 하숙 같이 일시적 숙박을 해결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아파트라는 유형은 본격적으로 우리나

라의 보편적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하게 된다(장림종·박진희, 2009:30-31).

1962년부터 시작된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지방에서 서울

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엄청난 수의 이촌인구를 수용할 주택문제는

더 이상 주거를 단순히 건축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의 복지

문제였다. 당시 국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목표

로 하였기에 더 늘어날 서울 인구 수요를 담당할 주거 공간 건설에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대응하도록 하여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

족하게 된다73). 대한주택공사의 설립은 주거정책을 시민들의 복지차원에

서 해결하기 위한 의도 뿐 만 아니라 당시 국가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둔

국가가 직접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을 의미한다(전상인, 2009:38).

1960년대 경제발전을 최우선시 한 국가에 의해 정부의 가용자원은

공업개발에 집중하고 소비 부문인 주택시장은 점차 민간이 담당하게 되

었다. 그 결과 주택건설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몰리게 되고 정부투자기관

73)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이 해방 후 대한주택영단을 거쳐 ‘대한주택공사법’제정에 

따라 1962년 7월 대한주택공사로 되었다. 박철수(2017),「거주 박물지」서울: 도서출판 집,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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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개발이익을 위해 물량확대에만 치중하여 공공주택 역시 시장주택이

된 폐단이 발생하였다(박철수, 2013:26). 이와 같은 1960년대 구축된 대

한민국의 주거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민간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해 도시공간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대량의 아파트

건설 즉, ‘아파트 공화국’74)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국가주도로 계획된 아파트는 서울인구 수요를 감당

하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과거와의 단절도 의미한다. 이

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1966년 새 서울 계획의 의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기존 서울은 새 서울로 대체되어야 할 대상이며, 과거의

낡은 주거건축물도 ‘아파트’라는 신 주거형태로 대체되어야 했다.

1966년 4월에 취임한 김현옥 시장에게 아파트건설은 신 주거문화 건

설의 고차원적인 도시문화 구축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당시

서울에 2백만명 이상의 피난민 그리고 많은 수의 극빈층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 불법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극빈한 서

울의 거주환경은 수돗물과 전기공급과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이 전무하

고 화재위험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도시문제의 근원지였

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현옥 시장은 서울의 총 36개 구

역의 판자촌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년간 2천동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시

민들에게 공급한다. 시민들을 위한 아파트이기에 ‘시민아파트’로 명명하

고 김현옥 시장 임기 3년 동안 1, 2차 년도에 각각 8백동 그리고 마지막

3차 년도에 4백동을 건설하여 판자촌에서 기거했던 시민들에게 공급하였

다. 아파트에 수용하지 못한 나머지 약 3만명은 서울시가 성남시를 조성

하여 이주시켰다75).

74) 줄레조, 발레리(2008),「아파트공화국」길혜연 역, 서울: 후마니타스.

75) 1968년 4월 김현옥 서울시장 취임당시 강북 금호지구에 7만채의 판자집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 판자집에 약 35만명이 기거하고 있었다. 35만명은 당시 전주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인구

수였다. 김현옥 시장은 이러한 판자집을 철거하고 자신임기 3년간 2천동의 서민아파트를 건설

하여 30만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3-5만명은 성남시를 조성하여 이주시켰다. 이러한 아파트 건

설을 위한 재원은 여의도와 한강주변 건설을 통해 얻어지는 신규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경영’, 

‘경영행정’을 통해 마련하였다. 현장인터뷰 이사람 40회(1992.08.27), “전 서울시장 김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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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건축물의 등장

이상으로 주거문화의 변화도 요구되었다. 우리나라 음식의 근간인 장문

화를 상징하는 장독대가 아파트라는 근대문물의 발코니에 노출되지 못하

도록 1969년 서울특별시에서 홍보영화를 배포한 것은 아파트 외관에 관

한 지나친 도시미화 추구 그리고 서구종속적인 가로 풍경을 추구했다라

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76). 다만 아파트 그리고 장독대 없애기로

대표되는 당시 철저하고 일관된 새로운 주거문화 구축을 위한 김현옥 서

울시장의 강력한 모더니즘 계획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림 93>. 이와

같이 김현옥 시장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건축물 건설 그리고 아파트

MBC.

76) 1968년 김현옥 서울시장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데 장독대가 도시미화에 어긋

난 일이라 생각해서 ‘장독대 없애기’를 주제로 총 11편의 계몽영화를 만들었다. 주영하(2014),

「서울의 근현대 음식」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p.203-204.

<그림 93> 김현옥 서울시장의 장독대 없애기 3개년 계획발표.

자료: 동아일보(196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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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기위해서 새로운 주거양식까지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는 김현옥 시

장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의한 ‘근대적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근대적 국민 만들기 계몽운동은 1970년에 들어서면서 새

마을운동으로 구체화되어 ‘정신적 근대화’를 위한 대 시민운동으로 확장

되었다(공제욱, 2008:37).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58년 성북구 종암동에 세워진 「종암아

파트」이다. 종암아파트는 당시 주택건물로서는 고층인 5층 그리고 단지

개념의 3개동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집합주거였다. 한국전쟁이후 국가기

반산업이 전무했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서 근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거형태의 종암아파트는 당시 한국전쟁이후 국가 부흥이라는 목표를 위

<그림 94> 마포아파트 배치도. 대지 안쪽에 1962년에 Y자형 6개 주거동이

그리고 1964년에 단지 외곽에 I자형 4개의 주거동이 배치되었다.

자료: 대한주택공사(1979), 한국주택의 어제와 오늘, p.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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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주도로 추진된 최초의 아파트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77). 종

암아파트 이후 1962년 완공된 마포아파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 개념

의 대단위 아파트로서 1961년 공공 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첫 번째

로 완공된 고층형 아파트이다(장림종·박진희, 2009:206) <그림 94>. 마포

아파트의 건설은 196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상징물로

서 주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경제적 차원으로 인식된 첫 번째 결과물

이었다. 마포아파트를 기점으로 주거의 산업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극빈

77) 종암아파트를 건설한 업체인 ‘중앙산업주식회사’는 1946년 창설되었는데 한국전쟁이후 황폐

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목재대신 콘크리트 건설재료 생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

을 받았다. 종암아파트가 근대화의 상징으로서 국가의 많은 관심을 받았음은 당시 이승만 대통

령이 준공식에 참여했다는 것이 증명한다. 장림종･박진희(2009),「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경

기: 효형출판, p.96-99.

<그림 95> 마포아파트 I자형 아파트의 계획당시 투시도. 투시도에는 10층으

로 표현되었으나 실제로는 6층으로 완공되었다. 강조되고 과장되게 표현된

아파트 외관의 수직과 수평성은 국가의 강한 근대화 의지를 상징한다.

자료: 대한주택공사(1961), 주택. 제7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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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파트로 인식

되었다는 점에서 마포아파트 건설은 우리나라 주거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78).

마포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건설방법에 의한 진보된 기술력의 적용

그리고 과거 전통 주거문화와 단절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안하는 한

국형 모더니즘의 전형이다. 특히 마포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국

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미래 마포아파트가 입주자들의 낙원 그리고 ‘혁명

한국의 한 상징’(대한주택공사, 1979:238)이라 언급한 사실이 이를 대변

한다.

건물의 외관은 수직성과 수평성이 강조된 전형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이다 <그림 95>.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시공간은 마포아파트 대지

일대의 과거 흔적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는 모더니즘

계획에 부합한다. 마포아파트에 적용된 수직과 수평성은 아파트라는 새

로운 주거형태를 탄생시킨 일종의 규범이자 대한민국 근대 주거문화로

개발된 아파트를 향후 중요 국가정책으로 강조하려는 심미적인 디자인

요소에도 부합하였다79).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건설된 마포아파트는 1962년에 Y자형 6개 주

거동이 그리고 1964년에 단지 외곽을 경계짓는 모습의 I자형 4개의 주거

동이 준공되었다(박철수, 2017:129) <그림 96>. Y자형 아파트는 서로 다

78) 1962년 12월 1일 마포아파트 준공식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

이 축하하였다. 오늘 이처럼 웅장하고 모든 최신 시설을 갖춘 마포아파트의 준공식에 임하여 

본인은 수도 서울의 발전과 이 나라 건설업계의 전도를 충심으로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

나라 의식주생활은 너무나도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았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

다. 여기에 생활혁명이 절실히 요청되는 소이가 있으며 현대식 시설을 완전히 갖춘 마포아파트

의 준공은 이러한 생활혁명을 가져오는 데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경의라고 생

각되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1979),「한국주택의 어제와 오늘」, p.237-238. 

79) 마포아파트 계획당시 엄덕문 대한주택공사 건축부장은 1959년 <housing lecture>에서 건축

물의 선에는 성격과 미감이 있다고 하였다. 직선은 견고하고 강하고 정직하고 단순하며 곡선은 

여성적이며 낭만적이다. 직선은 종선과 횡선으로 구분되며 종선은 숭고, 엄격하여 종교건물이

나 군주주의 시대의 건물에 적용되었고 횡선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한다. 고층건물의 종선과 벽

면과 창문에 의해 표현되는 횡선으로 강조된 외관을 구성한 것이 근대 건축이다. 대한주택공사

(1959),「주택 2호」,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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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2가지 타입으로 총 6개동이며 I자형 아파트는 동일한 건물로 총 4개

로 아파트 전체는 10개동이며 내부 총 세대수는 642세대이다. 초기기획

안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건물 높이가 10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최

종 완공된 건물은 모두 6층으로 구성되었다. 아파트 세대 크기는 A-G타

입의 서로 다른 총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타입은 9평, B타

입은 10평, C, D, E타입은 12평, F타입은 15평 그리고 G타입은 16평이다

<표 6>. 마포아파트는 ‘혁명한국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철저히 과거와는

다른 한국형 모더니즘 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첫째, 마포형무소의

농장으로 사용된 대지를 완전히 용도 변경하여 마포아파트를 건설한 것

은 과거의 어두운 흔적을 철저하게 지운 백지상태에서 새로움을 창출하

는 모더니즘 계획의 전형이다. 둘째,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개념이 도입되

어 물리적인 단위 공간 내에서 고밀도의 수직도시 계획 그 결과 낮은 건

<그림 96> 마포아파트 전경. 대지 안쪽에 1962년에 Y자형 6개 주거동이 그

리고 1964년에 단지 외곽에 I자형 4개의 주거동이 준공되었다.

자료: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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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율로 생성되는 풍부한 외부 녹지공간이 조성되었다. 빛, 신선한 공기

그리고 녹지는 과거의 비위생적인 공간을 척결하기 위한 서구 모더니즘

계획가들이 가장 추구했던 요소로서 대한민국 서울의 마포아파트에도 적

용되었다. 셋째,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집합주거 공간을 통해 유토피아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각 아파트 층 마다 다른 크기의 주거공간을

배치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이 공존하도록 유도하였고, 비록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초기 안에 제시된 엘리베이터와 중앙 설비시스템은 당시 전기

시설과 유류부족의 현실 속에서도 이상적인 주거공간을 제안했다는 의의

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포아파트는 주거공간에 공중위생과 보건의 위생

학이 적용된 근대 주거문화를 제안하였다. 과거 주거의 불결과 악취로

대표되는 비위생과 전근대는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었고, 한국 최초의 주

거혁명인 마포아파트에는 당연히 근대주거문화가 적용되어야만 했다(박

철수, 2017:132).

마포아파트에 적용된 위생학 측면의 근대주거문화는 ‘더스트 슈트

(dust chute)’라고 명명된 각 주거세대에 배치된 쓰레기 투입구로 구현되

었다 <그림 97. 우측 이미지>. 마포아파트 주거민들은 더러운 쓰레기를

복도와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자신들의 세대에 배치된 더

스트 슈트를 통해 오물을 처리하면 된다. 더스트 슈트는 새롭게 개발된

주거동 준공
년도

층
수 종류

크기타입(평)_

세대수
건 물 당
세대수

건
물
수

총

세대수

Y자형 1962 6층
타입a A1(9)

_7
C(12)
_1

D(12)
_1

E(12)
_2 66 3 198

타입b A2(9)
_8

B(10)
_4

F(15)
_2 - 84 3 252

I자형 1964 6층 타입c G(16)
_8 48 4 192

<표 6> 마포아파트 세대 구성.

자료: 김성수(1991), 마포아파트 내부변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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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인프라로서 오염을 통제하고 주거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안된

발명품이었다. 마포 아파트에서 제안된 위생 통제수단인 더스트 슈트는

1971년 공영주택건설기준령 제 7조에 의해 의무기준으로 강제되었다가

1992년 12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 폐지되었다.

아파트 주거문화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획일화,

아파트 단지의 거대화 그리고 도시 문화적 관점에서 공간 분리에 의한

사회계층의 단절화 그리고 주거공간의 낙인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박

철수, 2013:28). 이러한 비판은 특히 20세기 중반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전후복구상황에서 대규모로 건설된 집합주거의 도시문제로부터 비롯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파트 문화는 서구사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현재 대한민국 소득 상위 가구의 70%이상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 전체가구수의 43%

에 해당하는 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그림 97> 다양한 평수의 구성으로 조합된 마포아파트 Y자형 기준층 평면(좌),

각 세대에서 바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개발된 더스트 슈트(dust chute)(우).

자료: 대한주택공사(1992), 대한주택공사 30년사, p.251(좌), 대한주택공사(1979), 한국주택의 어제와

오늘, p.60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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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선호도를 지니는 주거형태임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80). 이와

같은 독특한 한국의 아파트 주거문화는 1960년대 중반 구축된 서울 어반

모더니즘의 전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울의 근대화와 함께 시작된 아파트 주거문화는 현재까지 많은 발

전과정을 거치며 진화해왔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의 전형으로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속성을 가질 것은 자명하

다.

80) 대한민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총 5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소득 상위 가

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7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2021.05),「2020년도 주

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p.60.

    2020년 서울특별시 총 가구수 3,982,290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가구수는 1,712,861로서 서울

시 전체 가구 대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43%에 해당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 세대구

성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검색일: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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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경제·산업 “기능” 패러다임

<그림 98> 서울시 인구변화.

자료: 서울정책아카이브 홈페이지, 인구성장 1915-2010 자료를 도식화 함.

https://seoulsolution.kr/ko/seoul-map(검색일: 2020년 6월 20일)

1960년 이후에 서울의 인구는 급증한다 <그림 98>. 당시 서울과 지

방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전 지역이 전쟁이후 극빈한 생활환경이었지만,

1962년부터 국가 주도의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어감에 따라 지방

보다는 수도 서울의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이촌인구 때문이었다. 서울

통계연보 자료 1965-66년 이촌민의 87.9%가 다른 대도시가 아닌 서울로

직행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81). 서울의 인구급증에 따라 1963년에

는 서울 행정구역이 한강 이남으로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 세계 근대 도시사에 있어서 인구증가가 도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듯 1960년대 서울도 인구급증 현상에 대한 도시계획이 가

81) 역사문제연구소(1998),「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경기: 역사비평사,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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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급했다. 1966년 2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동아일보》에 연재된

이호철의 소설《서울은 만원이다》는 당시 서울의 ‘초만원’ 상황을 잘 표

현할 뿐 만 아니라 그 상황에 공감한 시민들로 인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송은영, 2018:30). 이러한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963년 한강 이남

까지 확장된 서울의 행정구역은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이었다. 다만 기존

에 남아있는 열악한 도시구조는 위생 및 도시경관의 문제 이상의 증가하

는 인구를 수용하기는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서울의 현실 속에서 1966

년 4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김현옥은 당시 서울을 ‘이끼 낀 수도’라 표현

<그림 99> 소개공지(疏開空地)에 대한 1953년 종로일대의 도로계획.

1966년 4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김현옥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 건축물과

성매매 집결지였던 충무로의 대한극장에서 종묘구간 그리고 낙원동과 파고

다공원 일대의 ‘종삼(鍾三)’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에 착수한다.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06), 서울지도,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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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흔히들 말하는「서울은 만원」이라고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서울 도심 내 기성시가지의 재개발과 미개발지의 개발을 통

해 서울의 음지를 양지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공간, 1967:28)82). 이와

같은 김현옥 서울시장의 첫 도시 계획 의도에 따라 서울 현 도심의 음지

로 표현되는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진행된다. 그의 첫 사업은 단순

히 재개발 사업 이상으로 김현옥 시장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만 했다.

서울의 중심인 강북에서도 조선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있는 종묘 그러

나 그 무엇보다도 사창가들의 음지를 철퇴한다는 계몽주의적 명분이 있

는 종묘 앞 종로일대가 사업의 최적지였다. 그 무엇보다도 종로일대는

일제강점기기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소개공지(疏開空地)의 빈 공간으

로 인해 건설이 용이하였다 <그림 99>.

김현옥 시장은 그의 취임과 동시에 당시 강북의 중심인 종로를 그의

첫 시장 사업으로 선택함으로써 수도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

작을 선포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현옥 시장의 서울 도시공간 근대화는

물리적인 도시공간의 개조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의 목

적도 있었다. 이는 모더니즘 계획가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리 대개조

사업을 요약했던 ‘시민들을 위한 반면에 시민들이 국가에 잘 복종하도록

하게 위한 도시개조(Cars, 2008:204)’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의도로 김

현옥 시장은 임기시작과 동시에 1966년 1km 길이의 메가스트럭처 복합

상업 건축물인 세운상가 그리고 1967년 종로의 중요한 유적지인 파고다

공원 중수(重修) 사업과 사직공원미화 계획을 발표한다. 이러한 사업들

은 도시공간을 경제생산수단으로 인식한 김현옥 시장에 의해 대기업의

자본을 통해 사업진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도시공간이 사유화 되는 문

제가 야기되었다. 세운상가는 부유한 특권계층의 공간을 위해 탄생되었

고 문화재 훼손의 파괴를 통해 근대화된 유적지는 유료화 공간으로 전환

되어 대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상실되었다. 특히 공공공간의 사유화와

82) 공간(1967.09), “김현옥 기고, 새로운 도시경관의 재생을 위하여”,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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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화는 시민들의 의견 개진할 기회를 제한하고 도심 내 스펙터클 행위

를 통한 시민통제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공간

은 그 안에서 구경거리와 폭력을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 매

우 권위적이고 난폭한 공간 실천을 낳는다. 오늘날 파리를 만든 도시계

획가 오스망식 공간 실천이 대표적이다(르페브르, 2011:445).

1) 경관 계획 : 상업적 공원 개념

건설화된 자연의 모더니즘. 파고다공원 중수(重修)사업

1966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한 김현옥 시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간 건설에 주력한다. 구체적인 건물형태는 오늘날 주상복

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상가아파트’의 형태로 김현옥 시장의 취임해인

1966부터 상가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1967년에 절정에 이른다83).

김현옥 시장은 이러한 상가아파트 건설이 서울의 근대화를 가시화 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 여겼다. 상가아파트 건설은 민간자본이 바로 투입되

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근대적 서울 경관이 창출되어 김현옥 시장의 전시

행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러한 상가건물은 기존의 낙후된 공간을 일소하

고 새롭게 조성된 그 대지에 건설됨으로서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

도 가질 수 있었다.

1960년대 대한극장에서 종묘구간 그리고 낙원동과 파고다(탑골)공원

일대는 무허가 불량건물들과 성매매 장소들의 집합소였다 <그림 100>.

이 일대는 이른바 ‘종삼(鍾三)’이란 이름으로 불린 성매매지대였는데 김

현옥 시장은 이 구역을 도시재개발사업이라 하여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

83) “1967년 올 서울시 도시계획을 상가아파트란 한마디로 상징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67.12.22), “김현옥 서울시장과 상가아파트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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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민간자본으로 상가아파트 형태의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한정

훈, 2003:51). 김현옥 시장이 추진한 상가아파트 형태의 건축물은 1966년

<그림 100> 1967년 4월 4일 파고다공원 중수기공식에 소개된 파고다공원 예

상이미지(좌). 1967년 8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승인한 탑골(파고다)공

원중수계획(우).

1967년 4월에 소개된 파고다공원 중수사업의 이미지에서 중수(重修)가 의미하

는 공원의 보수보다는 공원을 둘러싼 담장형태의 상업시설(아케이드)이 들어

선 것이 특징이다. 196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본 사업을 승인한 근거

로 첫째, 건축법 제 8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관할시장인 김

현옥 시장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둘째, 건축법 제45조 제 2항의 「시장은 시가

지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 정리가 필요하다 인정될 때 건축

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서울시는 기존 파고다공원 내에 존재

하지 않았던 건축선을 새로 만들어 신축건물인 아케이드가 건설되는 것을 허

가하였다.

자료: 조선일보(1967.04.05), 파고다공원 중수기공.(좌), 서울특별시(1967), 탑골공원중수관계철

(Ⅰ), p.4.(우).



- 180 -

<그림 101> 낙원시장헐고 가정시장. 파고다공원엔 아케이드건설.

낙원시장 현대화 사업이 주제목으로 파고다공원 현대화 사업은 소제목으로 소

개된 것으로 보아, 당시 김현옥 시장은 낙원시장 사업의 부속사업으로서 파고

다공원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67년 7월 8일 파고다공원 내 상

업공간이 불허하다는 건설부의 사업중지 명령에 의해 그 이후부터는 ‘아케이드’

용어를 민족문화시설을 의미하는 ‘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감행하

였다.

자료: 조선일보(1967.02.01).

9월에 건설되기 시작한 종로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그 다음해인 1967년 2

월 1일 낙원시장과 파고다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이어진다. 이로서 불법

건축물과 성매매장소였던 ‘종삼(鍾三)’은 완전히 일소되고 새로운 근대문

물의 건축물에 의한 새로운 도시공간이 창출되는 것이었다.

파고다공원 현대화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문화유적지 겸 공원인 공

공시설로서 세운상가와 낙원시장의 민간 건설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김현옥 시장이 추진한 파고다 공원 현대화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

은 본 사업이 단독사업이 아닌 세운상가의 후속으로 진행된 낙원시장

사업의 부속사업이라는 점에 있다. 김현옥 시장은 1967년 2월 1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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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에 본 사업을 발표하는데 신문제목인 <낙원시장 헐고 가정시장, 파

고다공원엔 아케이드 건설>에서 낙원시장 현대화가 주 제목인 강조체로

그리고 파고다공원 건설사업은 소제목으로 소개되었다 <그림 101>84).

이는 당시 김현옥 시장의 역점 현대화 사업인 세운상가와 근접해 있는

낙후된 낙원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파고다공원 현대화보다 우선 시 되었

음을 의미한다. 파고다공원 현대화 사업은 초기에 공식사업명칭도 존재

하지 않다가 1967년 4월 4일 김현옥 시장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

정 5년 계획을 통해 <파고다공원중수(重修)계획>으로 공식 발표된다.

파고다공원의 명칭은 정확한 사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 기원이 불명

확하다. 다만 1964년에 발행된 <서울특별시사>에 따르면 고종시대 광무

원년(1897년)에 영국인 총세무사(總稅務士) 브라운(Brown)의 제안을 기

원으로 하고 있다. 영미권에서 ‘파고다 (Pagoda)’가 의미하는 것이 ‘극동

의 신성한 탑 또는 사리의 탑’이라는 점에서 공원안의 가장 중요한 문화

재인 원각사지 10층석탑 (국보 제2호)이 있는 공원을 의미하고자 브라운

은「Pagoda가 있는 Park」이라 제안했다 추정된다. 또한 파고다의 음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흰색인 ‘백탑’과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고유명사화

되었고 한편으로는 ‘파고다’라는 양식발음에 저항을 느낀 일부 인사들은

탑공원 또는 탑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결국 파고다공원의 명칭이

고착화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1364-1367). 파고다공원 명칭은 1991년 10월 「탑골공원」으로,

2011년 7월에 「서울 탑골공원」으로 공식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다.

파고다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공원으로서 우리나라 조경사 및

84) “김현옥 서울시장은 31일 종로 낙원시장을 헐고 현대식 4층 가정시장으로 건설하고 파고다공

원주위에는 U자형 아케이드를 만들어 이 지역을 고급상가지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낙원시장

은 연건평 5천4백평에 1층은 도로, 2층과 3층은 시장, 4층은 휴게실로 할 계획이며 민간자본

을 유치하여 오는 3월에 착공 연내에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파고다공원 안에는 33인의 동

상을 세우고 야외휴게실을 만들어 입장료 1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1967.02.01), 

“낙원시장헐고 가정시장. 파고다공원엔 아케이드건설. 金서울市長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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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2>.

또한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이 시작된 독립운동의 기원지로서 단순한 물

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나라 시민정신의 성지로 인식되는 곳이다. 이러한

중요 유적지에 김현옥 시장은 아케이드(매점) 형태의 상업건물을 건설한

다. 이는 민간자본을 통해 도시공간을 개조하는 김현옥 시장의 서울 근

대화 방법이며 유서 깊은 도시공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1967년 7

월 종로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탑골공원 중수계획안의 사업 예산에서

건물(매점) 건립비용(73,854,100원)이 전체 예산(102,754,100원)의 54.5%에

해당했고, 공사를 진행한 중앙제일상사가 1968년 2월 공사이후 서울시에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에서 건물 건설비용(147,709,630원)이 최초 예상비

용의 2배로 증액된 점 그리고 총 공사비(171,884,110원)의 86%가 건물

(매점) 건설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점 건립이 본 사업의 주목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85).

85) 근대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 공공시설의 관료화 및 사유화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서울

의 경우 파고다공원 중수사업 공사비의 86%가 아케이드 건설에 사용된 사실로 보아 공원을 

<그림 102> 1914년 경성부명세신지도에서 파고다공원 일대(좌). 1915년 경성

부에서 제작한 파고다공원 배치도(우).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06), 서울지도, p.109.(좌), 경성부(1940), 사직단공원장충단공원및파고다

공원내에있어서공원시설계획에관한건(도면첨부), p.131.(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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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하려는 것이 주요 사업 목적이었다면, 파리의 경우 1861년 완공된 몽소공원의 전체 공

사비 50%가 울타리 및 장식에 사용된 사실은 부르주아 계층을 위한 공원의 사유화 현상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본 논문의 p.99 참조. 

공원면적 총면적 3,413평

1.건물 (아케이드 매점)

길이 240m

건물높이 7.2m

총면적 360평

1967.7월
계획당시

1968.2월
공사이후

2.시설개수단장비

정문 및 담장 5,000,000원 1,348,000원

팔각정 후문담장 1,000,000원 715,400원

저수지 500,000원 2,338,560원

벤치 500,000원 99,200원

수목, 녹지대 개수 8,500,000원 5,803,320원

부대공사(하수, 전기) 3,500,000원 3,870,000원

선열동상비 9,900,000원 9,900,000원

국기계양대 100,000원

시설개수단장비 총 예산 28,900,000원 24,174,480원

3.건물(매점)건립비 56,100,000원

146,143,230원

4.설계비 3,048,100원

5.보상비 14,706,000원

6.시립종로도서관 건물보상비 1,596,000원

7.도시계획선 저촉 사유지보상 13,110,000원

8.공사잡비 1,566,400원

건물(매점) 총 예산 73,854,100원 147,709,630원

총 예산 102,754,100원 171,88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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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4월 4일 서울시장에 취임한 김현옥 시장은 자신의 취임 1주

년인 1967년 4월 4일 기념행사를 통해 파고다공원 개발계획86)을 공표하

면서 세운상가가 과거와 철저히 단절된 새로운 근대 문물이라면 파고다

공원은 과거의 역사와 이어짐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된 공공공간

의 모델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지인 파고다 공원을 현대화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징성 있는 임무로서 당시 자신의 상사였던 박정

희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파고다공원 중수 사업

의 준공예정일이 1967년 9월 30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10월 1일인

국군의 날 행사에 파고다공원의 개장을 맞춘 김현옥 시장의 박정희 대통

령에 대한 철저한 테크노크라트적 면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준공

86) 역사적인 유서 깊은 파고다공원을 청초히 단장하고 주변을 재개발 근대화 한다.「파고다공원 

개발 사업 기공 보고. 파고다공원 개발계획」1967년 4월 4일 종로구청. 수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1967),「탑골공원중수관계철(Ⅰ)」, p.161.

9. 시공방법

1) 민간업자 자본을 유치한다.

2) 민족문화시설 건립희망자로 하여금 공원내 시설
개수 및 확장비, 보수비를 부담하게 한다.

3) 기공예정일 1967. 4. 4

준공예정일 1967. 9. 30

<표 7> 1967년 7월 19일 종로구에서 작성한 탑골공원중수계획안과

1968년 2월 1일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중앙제일상사가 서울시에 제출

한 공사비 사용내역.

1967년 7월 공사이전에 책정한 총 예산의 54.5%를 건물(매점)건립비로

책정한 점 그리고 1968년 2월 준공이후 건물(매점)건설비용이 최초 예

상비용의 2배로 증액되어 총 예산의 86%가 건물(매점)건설비용으로 사

용된 사실은 파고다공원 중수계획의 주요 목적이 공원의 상업화(건물,

아케이드 건설)임을 알 수 있다.

자료: 서울특별시(1967), 탑골공원중수관계철(Ⅰ), p.15-17, 29-30. 자료를 본인이 정리함.



- 185 -

식은 1967년 12월 12일에 거행되었다.

파고다공원 중수사업은 김현옥 시장의 경제주의적 관점의 도시공간

개편으로 진행된 사업의 일환이나 같은 시기에 진행된 세운상가 건설과

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 이유는 세운상가의 경우 전무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근대문물을 창조한다는 개념이라면 파고다 공원의 경우

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공간 대상의 모더니즘이 과거와는 현저히 다

른 현상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그 내면에는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는 미래

에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파고다 공원의 현대화 과정에는

파고다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하는 중요한 명제가 존재하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현옥 시장의 파고다 공원 중수사업은 공원의

역사성이 경제개발논리에 의해 배제된 기형적 모더니즘으로 구현되었고

그 결과 미래에도 지속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1983년 파고다공원은

아케이드 철거를 중심으로 다시 재개편 되게 된다.

1966년 4월 4일에 파고다공원 중수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1년 이후

인 1967년 9월 30일을 준공예정일로 계획한 급박한 공사일정에 의해 사

업은 빠르게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위법성이 대두되었

고 그 대상은 김현옥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아케이드(매점) 건물

이었다.

1967년 7월 8일 건설부는 서울특별시장 수신 공문(건특시

444.1-10567)으로 <공원 경역 내에서의 건축공사 중지지시>를 발송한다.

공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파고다 공원 경역 내에 아케

이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바, 2. 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4

조의 2의 규정87)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므로 본 건축공사를 즉시 중지하

87) 제114조의2 (공원경역내의 건축물)  법 제32조제7항에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第5號를 除外한다)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동·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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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속 철거할 것을 지시하니 차지를 양지하기 바람(서울특별시,

1967:125). 서울시는 본 건설부의 공문에 대한 회신을 1967년 7월 13일에

건설부로 송부한다. 서울시의 입장은 파고다 공원의 아케이드가 건설부

에서 지적한 공원 내에 설치가능한 건물의 성격인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공사를 감행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가 공사를 감

행하려는 이유는 파고다공원이 당시 범죄의 온상이라는 점 그러나 그 무

엇보다도 파고다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공원법 시행령 제1조 9호에 따라

아케이드가 민족문화시설임을 강조하였다. 공원법 시행령 제1조는 ‘공원

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원구역 내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도시공원에 있어서는 도시계

획법 및 건축법에 규정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9호

는 공원 내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박물관ㆍ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

물전시시설ㆍ야외극장 및 민족문화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아케이드의 외부 벽면에 전시장(서예, 서화, 고공품, 공예품, 나전칠기)및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부각상을 설치하여 아케이드가 상업건물이 아

닌 민족문화시설로 정의하며 건설부의 건설중지명령을 무력화 하는데 주

력하였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건물의 설치 및 관리가 공원법에 적용

받음을 강조하며 그 무엇보다도 본 사업이 지방 자치단체의장(서울특별

시장)에게 위임된 사업임을 강조함으로서 건설부의 의견을 각하한다. 공

사 전·후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예산의 변화가 없는 항목이 부각동상제작

사업비(9,900,000원)라는 점에서 아케이드를 민족문화시설로 인식시키려

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림 103, 104>.

이처럼 김현옥 시장이 파고다공원에 아케이드를 건설하는데 공원법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시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

   5.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것

   6. 도서관·박물관·과학관·미술관

   국가법령정보센터 (1965.4.20. 시행)「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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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1968년 탑골공원 이미지. 1968년 4월 11일 서울시 녹지과에서 작

성한 ‘탑골공원중수공사 준공보고 및 기부, 사용허가등의 신청’에 첨부된 공원

외부에서 바라 본 아케이드(좌)와 공원 내부에서 바라본 아케이드 외관(우).

서울시는 파고다공원 내부방향으로 아케이드 외벽에 총 10점의 선열동상비 부

조를 설치함으로서 본 건물이 상업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시설이라 용

도를 지정하였다. 그 결과 아케이드가 건축법상 공원에 들어설 수 없는 상업

건축물이었지만 건설이 강행되었다.

자료: 서울특별시(1968), 탑골공원중수관계철(Ⅱ), p.71, 52.

<그림 104> 1968년 탑골공원 이미지. 1968년 4월 11일 서울시 녹지과에서 작

성한 ‘탑골공원중수공사 준공보고 및 기부, 사용허가등의 신청’에 첨부된 공원

조감도(좌)와 공원 외부에서 바라본 아케이드 외관(우).

서울시에서 파고다 공원의 아케이드 전경을 설명하면서 사진 상단에 <전시장

전경>과 <전시장전면>으로 표기하였다. 불법건축물인 아케이드를 민족문화시

설이라 하여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자료: 서울특별시(1968), 탑골공원중수관계철(Ⅱ),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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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하였다. 파고다 중수사업 기공식이 거행되기 바로 한 달 전인

1967년 3월 3일 제정된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

률이라는 점에서 조경사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

설로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공원의 확보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의 설

치 및 관리는 공원법으로 분리된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상당부분

의 「공원법」 조문·조항은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차용된

것으로 이 법은 도시공원을 선도하기 보다는 기존 법률의 틀과 원리에

도시공원을 구속시켰다(오창송, 2018:2).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파고다공

원의 사례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도시공원이 잠식되는

데 공원법이 악용되었고 이미 공원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 실효성을 우려

하는 의견도 대두되었다88). 공원법은 1967년 3월부터 시행되어 유지되다

가 1980년 1월 폐지가 되고 1980년 6월에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법규인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파고다공원 현대화 사업이 공원의

근대화 과정의 역사를 간과했던 점에서 국가행정절차의 문제를 가진다

한다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공공성 관점에서 김현옥 시

장은 공공공간을 사유화 그리고 개조된 공용공간을 통해 시민사회를 통

제하려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의 문제를 가진다. 이는 하이 모더니즘

계획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파고다공원 중수사업을 통해 유료화된 공원은 시민들의 공공성을 상

실하게 된다. 공사이전의 경우 파고다공원은 다양한 시민행사와 집회가

개최되었으나 공사이후인 1968년부터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표 8>. 파고다공원 중수사업이후의 파고다공원은 3·1절과 8·15행

사와 같은 상징적인 국가행사의 경우에만 시민들에게 개방되거나 입장료

를 지불할 수 있는 특권층만 접근가능한 절대적 관료주의 공간으로 전이

되었다 <그림 105>.

88) “지금 국회에서는 건설부가 제출한 공원법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 법안도 흔히 그

렇듯이 이것이 통과되기까지에는 한 가지 장애물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고민이 있다고 한

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되는 이 법이 자연을 도리어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동아일보(1966.12.05),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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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일 일간지명 내용

1960 10.23 조선일보 날마다 휴일, 파고다공원 민의의 광장

10.09 동아일보 파고다 공원서 부정축재자 성토

1961 05.20 동아일보 파고다 공원, 무주택자의 안식처로

10.23 조선일보 파고다 공원 구석에서 칠석 노름 한창

1962 10.26 조선일보 파고다 공원 내 팔각정에서 건대생들 데모 좌절

11.30 동아일보 영국의 하이드파크판 파고다 공원

12.14 경향신문 파고다 공원에서 3.1독립선언 기념비 건립시공식 개최

1963 09.06 조선일보 파고다 공원 폭력재등장

11.20 경향신문 파고다 공원앞 부전선거규탄성토대회

1964 03.26 동아일보 파고다 공원에서 정치인들 데모

06.04 조선일보 파고다 공원에서 묵념이후 학생들 데모

1965 02.18 조선일보 파고다 공원에서 성토대회

04.11 조선일보 파고다 공원에서 서울법대생 데모

1966 03.10 조선일보 파고다 공원이 뒷골목 같아서야

07.02 경향신문 파고다 공원 주변에 깡패

1967 03.02 조선일보 파고다공원서 합동추념식

08.24 조선일보 전시효과만 노린 각종공사

09.12 동아일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녹지와 고적. 불도저의 발상

09.27 경향신문 차일석 부시장 건설통해 문화재를 더 개방

1968 03.01 경향신문 파고다공원을 깨끗이, 노인선언서 낭독

03.01 동아일보 3.1절 기념 사흘간 파고다공원 무료개방

04.06 조선일보 파고다공원 노인들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08.14 경향신문 파고다공원 무료개방

1969 01.05 매일경제 파고다 아케이드. 서비스 개선 어디까지 왔나

03.11 동아일보 고층건물과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3.1운동의 진원지 파고다공원

07.05 매일경제 파고다공원 유료화이후 남산 어린이놀이터는 노인에 의해 점거

11.08 동아일보 파고다공원 노래잔치. 어린이와 어머니 노래자랑

<표 8> 1960-1969 일간지에 소개된 파고다 공원 사용 현황.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파고다공원 중수 사업(기공식 1967년 4월 4일.

완공식 1967년 12월 12일) 이전에 시민들의 집회용도 그리고 소규모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졌던 파고다 공원. 파고다공원 중수 사업이후인

1968년부터 파고다공원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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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1967년 12월 파고다공원 중수사업 완료당시 이미지.

김현옥 시장의 중점 사업인 낙원슈퍼마케트 상가아파트 건설와 연계된 U자형

아케이드 건설이 파고다공원 중수사업의 핵심이었다. 아케이드와 담으로 둘러

싸인 파고다공원은 공공시설이었던 공원이 관료주의 공간으로 전이되었다.

자료 : 서울특별시(1967), 탑골공원중수관계철(Ⅰ), p.199.

1967년 8월 종로구에서 제작한 탑골공원중수계획도면을 본인이 시각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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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계획 :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등장

메가스트럭처 복합 경제건물 건설. 세운상가

<그림 106> 1967년 서울 간선도로망도. 강북이 서울의 중심임을 표현

함. 당시 윤정섭 도시계획위원 작성.

자료 : 공간(1967.09), p.41.

1966년 4월에 김현옥 서울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향후 진행될 그의

서울 대건설 사업을 상징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당시 서울

의 중심인 강북에 위치한 종로의 종묘 앞부터 필동 일대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본 대상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전쟁에 대비한 소개도로(疏開道

路)로 조성되었다가 광복이후 1952년부터는 서울시가 소유한 도시계획가

로의 용도로 비어있는 공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림 106, 107>. 폭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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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km의 도시계획가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판잣집은 도시

정화의 목적으로 철거의 명분을 갖고 철거 이후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

는 계획가로의 대지위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상징성도 부각하기에

최적이었다. 도시계획의 내부를 구성할 건축물들은 기존의 평면적인 도

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수직적인 형태로 계획되어야 했으며 특히 재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더욱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백 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의 1/3의 대지로서 3배로 고층화함으로서 건물의 효능

가치는 동일시하되 2/3의 공간은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여 입체적인 개발

을 추진하였다(공간, 1967:29).

이상의 세운상가 계획내용을 1967년 9월 월간 잡지《공간》에 기고

한 김현옥 서울시장은 1966년부터 진행된 1년간의 도시 공간 변화를 함

<그림 107> 1966년 종묘앞 소개도로(疏開道路). 서울특별시가도지번입.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06), 서울지도,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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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1968년 8월 11일 「주간한국」에 실린 세운상가 광고.

“이것이 백화점의 백화점! 여기가 최고번영의 상가다. 동양제일의 완벽한 현대

시설+교통조건+상류주택+주차장=삼원데파트·맨션”

자료: 강홍구 외(2015),「아키토피아의 실험」, 서울: 마티, p.100.

축함과 동시에 그의 퇴각 이후 1972년까지 진행된 길이 1km의 대형 건

물 군 사업인 세운상가89)를 건설하였다.

세운상가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메가스트럭처 인공도시로서

한국형 모더니즘의 전형이다. 실제로 구현된 서울 도시공간 모더니즘의

모델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는 세운상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

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건축사적 가치와 당시 우리나라 자체 건설기술

89) 1966년 9월 8일 세운상가 사업의 첫 기초공사를 시작하며 성대한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당시 

김현옥 시장이 흰 종이에 붓으로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는 의미로 ‘세운상가’라는 휘

호를 썼다. 손정목(2003),「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경기: 한울,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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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 발전시대 특히, 철근콘크리트 건축재료의 현대적인 기술력이 집

약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건축공학적 특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Rowe·Fu·Song, 2021:148) <그림 108>.

세운상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조성된 것은 계획주

체인 김현옥 시장의 의도라기보다는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따른

것이다. 1966년 당시 대한민국 1인당 GNP가 114달러, 서울시 1년 예산

이 135억 이었는데 세운상가의 공사비가 서울시 예산의 1/3인 44억 이상

이었다(이세영, 2016:91).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김현옥이 세운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체를 위한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유치의 대규모 사업이었기

에 수익을 추정할 수 없어서 사업 초기에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기업이

없었다. 김현옥은 당시 서울시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현대건설

과 대림산업을 세운상가 사업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기 시

작하자 상황이 바뀌어 세운상가의 이권을 예측한 다수의 기업들이 세운

상가 사업권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결국 현대, 대림, 삼풍, 풍전, 신성, 진

양의 6개 기업과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의 단체인 아세아상가번영회 및 청

계상가(주)가 포함되며, 총 8개의 사업체가 세운상가 사업권을 얻게 되었

다(손정목, 2003:273). 결국 최초의 주상복합 메가스트럭처 세운상가는

도시공간을 자본생산수단의 목적으로 인식한 김현옥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려는 거대기업의 목적이 일치한 결과이다.

세운상가는 완공된 이후 1970년대까지 최고의 주상복합도시로서 매

우 성공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강남 개발에

의해 세운상가 주거민들의 강남으로의 이동, 용산전자상가가 생기면서

세운상가의 핵심 상업인 전자상권의 유출 그리고 대기업 직영의 대형 백

화점이 등장하면서 세운상가의 상권은 몰락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단순히 세운상가가 1960년대의 강력한 국가권력과 거대자

본에 의해 태동한 현재까지 서울 도시 중심에 상흔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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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 잔재라는 관점을 지양하려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주상

복합의 메가스트럭처 도시계획이라는 높은 도시·건축학적 위상을 전제로

초기에 계획된 세운상가 계획이 자본논리에 의해 변용된 과정에 주목하

고자 한다. 국가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운상가의 용적률을

주변보다 5배 높게 책정한 사실90)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

한 계획 주체가 초기에 구축한 세운상가의 모더니즘을 지키지 못하고 변

용한 점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또한 도시계획의 기저에

공공성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가에 의해 탄생한 세운상가 복합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분석도 본 연구의 주요 관점대상이다.

국가와 민간자본에 의한 세운상가 계획은 본 연구가 3장에서 진행한

제 2제정기 파리 도시계획 뿐 만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의 근대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도시계획을 도시문화로 승화하려는 계획주체의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의 결과로 구축된 도시 모더니즘의 존재 여부가 도시문화

의 선진도시를 구별할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운상가는

초기에 구상한 야심찬 한국형 모더니즘 계획이 그 형상 자체에서 발산하

는 메가 수익성을 위한 계획, 공공성이 배제되고 국가권력을 홍보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자본의 극대화를 위한 무분별한 계획변경에 의해 완전

히 변용되었다. 중앙집중식 집약적 공간 조직은 오로지 이익을 극대화함

을 목적으로 정치권력과 물질생산을 위해 봉사하도록 진행된 결과이다

(르페브르, 2011:34). 결국 세운상가는 최초의 대한민국 도시 모더니즘

규범을 구축하지 못한 모습으로서 여전히 서울 근대화의 아픈 상흔으로

서울 중심에 남아있다.

세운상가 건설이전인 1960년 서울인구는 200만명을 넘었고 1963년에

500만명 수용을 위해 서울 행정구역은 강남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1966년 서울의 중심은 강북이었고 강북 한 중심에 들어설 세운상가는 서

90) 세운상사 부근의 평균 용적률이 120% 정도이나 세운상가의 총 용적률은 300%로 하고, 도로 

부분을 제외한 순 용적률은 500%로 한다. 윤승중(1994), “세운상가 아파트 이야기”,「대한건

축학회」,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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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중심성을 극대화 하는 사업이었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세계의 기운

이 이곳에 모이라’라는 의미로 ‘세운’을 명명한 것도 세운상가의 중심성

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세운상가는 1966년 6월 20일 김현옥 서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설 보고를 하고 한 달 뒤인 7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91) 부사장인 건

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진행하였다. 1965년 5월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는 국영기업체로서 세운상가의 대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

고 건축가 김수근이 책임을 맡았다. 세운상가 사업의 범위는 너비 50m

그리고 길이 1km로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09>.

세운상가 사업을 설계한 김수근은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에서

건축유학을 하였다. 예술분야에 높은 관심과 재능이 있었던 그는 동경

예대에 입학하였고, 당시 동경 예대는 일본 건축교육 제도에 있어서 일

반 대학과는 달리 프랑스의 에꼴 데 보자르를 모델로 만들어졌기에 기술

보다는 예술지향적이고 아뜰리에식 교육학제를 실시한 특징이 있다. 동

경 예대를 졸업한 이후 김수근은 동경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당시

전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일본 건축가 ‘겐조 단게(丹下健三.

1913-2005)’의 동경대 연구실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실패하여 같은 대학

의 다른 연구소에서 학업을 진행한다. 비록 겐조 단게의 직접적인 건축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김수근의 건축사상은 겐조 단게에게 가장 큰 영향

을 받는다.

김수근이 유학할 당시의 일본 건축계는 전쟁 이후 일본건축에 대한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서구사회 모더니즘의 유입 속에서 일본

건축의 전통논쟁이 일어난다. 만일 폐쇄된 전통개념의 건물을 설계할 경

우 전쟁 이전의 국가주의 건축을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91)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이름의 건설기술 종합용역업체가 설립된 것은 1965년 5월 25일 

이었고 다음달 6월 3일에 한국전력, 대한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상공부 산하 9개 업체가  

1억 4,500만 원을 이 업체에 투자키로 의결함으로써 정식으로 국영기업체의 하나가 되었다. 

손정목(2003),「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경기: 한울,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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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구건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겐조 단게는 서양의 모더니즘 건축이 지향하는 바가 이미 일본 전통건축

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일본건축과 서양의 모더니즘

건축을 나누어서 생각할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였다. 겐조 단게의 향후

과제는 현재의 모더니즘을 뛰어넘는 새로운 건축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

는 지역성을 탈피한 사고의 보편화를 천명한 것이었다(정인하, 1996:34).

이러한 겐조 단게가 구축한 일본 건축의 국제적 위상은 20세기 초 서양

국가의 일본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젊은 일본건축가들의 활발한 국제

<그림 109> 1968년 6월 13일 작성된 종로일대 도로계획 개념도. 서울시청과 숭

례문의 도로 도시축과 평행하게 배치된 세운상가.

근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핵심주제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공간계획이 서울

근대화에도 적용되었으며 세운상가는 입체고가도로와 연결되는 거대한 인프라

스트럭처의 한 부분으로 계획되었다.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13),「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1968-1970」, p.15.



- 198 -

교류에 의한 결과이다. 젊은 시절 겐조 단게는 르 코르뷔지에의 수련생

이었던 ‘코니오 마에카와(前川國男)’의 사무실에서 경험을 쌓았고, 1951년

에는 1928년 르 코르뷔지에에 의해 창설된 ‘근대건축 국제연맹,

CIAM(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의 초청을 받아 히

로시마 도심계획안을 발표하며 국제적 건축가의 위상에 오른다(이해성,

1998:533).

건축가 겐조 단게가 추구했던 전쟁 이후의 새로운 건축흐름 그러나

그 전제에는 일본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더 나아가 일본 전통을 서구 근

<그림 110> 위니떼다비따시옹과 세운상가 길이 비교. 유람선을 은유한 위니떼

다비따시옹과 그러한 위니떼다비따시옹을 은유한 세운상가.

자료: Le Corbusier.(1995), Le Corbusier, OEUVRE COMPLETE, Vol 4, Seoul: MGH Books,

p.190.(상), 손정목(2003),「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경기: 한울, p.270-271.(하).

<그림 111> 준공직후 위니떼다비따시옹(1952년 10월)과 삼풍빌딩(1969년 11월).

자료: Le Corbusier.(1995), Le Corbusier, OEUVRE COMPLETE, Vol 5, Seoul: MGH Books,

p.196.(좌),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1969.11.08.), 불량지구 개량사업 일부 준공검사원, p.3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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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축 흐름과 대등하게 하려했던 점은 당시 대한민국 광복이후의 새로

운 도시 및 건축을 추구했던 김수근에게 절대적인 것이었다. 결국 김수

근은 그의 첫 공식 건축물 설계인 1959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를 통해 그의 작품이 겐조 단게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있음을 보였고 그

설계안은 1등에 당선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수근

은 일본 유학시절동안 개인적인 학문적 관심 뿐 만 아니라 겐조 단게를

통해 르 코르뷔지에의 모더니즘 도시 및 건축설계의 큰 영향을 받은 상

태에서 마침내 1966년 김현옥 서울시장의 전권을 받아 세운상가라는 대

형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1952년 프랑스 마르세이유 도시에 ‘위니떼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 공공 집합주거 건물이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에 의해 완공

된다.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사상을 따르던 겐조 단게는 1951년 위니떼다

비따시옹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이처럼 감동적인 현대건축물을 보지 못

했다”라 표현할 만큼 위니떼다비따시옹 집합주거 건물을 극찬한다(정인

하, 1996:45). 자연스럽게 겐조 단게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있었던 김수

근은 겐조 단게를 통해 르 코르뷔지에가 완공한 위니떼다비따시옹 집합

주거 건물을 서울에 실현시키고자 하였고, 그 결과 세운상가의 집합주거

건물군이 탄생하게 되었다.

1952년 완공된 위니떼다비따시옹 건물의 길이는 165m인 반면에 세

운상가는 총 길이 1km에 이른다 <그림 110>.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

닌 폭 50m, 길이 1km 대지 안에 메가스트럭처 형태가 들어서는 한국형

모더니즘 도시 계획의 전형이자 향후 전개될 서울 모더니즘 계획의 방향

을 보여준다. 세운상가는 기존 도시의 음지를 일소에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한다는 계몽주의적 사상 그리고 철저히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움을 창출하는 모더니즘 계획을 충실히 따른다. 이를 도시공간

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건축의 근대화 상징인 철근콘크리트 재료

의 규격화된 건물이 동원 된다 <그림 111>. 서울 한 중심부에 동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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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간선도로들을 가로지르며 남북방향 1km 길이의 마치 여러 척의

배들과 같은 콘크리트 건물들로 구성된 세운상가의 전경은 기존의 낮은

<그림 112> 1968년 완공된 총 길이 1km의 세운상가군.

자료: 양윤재 외(2012),「한국도시설계사 1960년대-2010년」, 서울: 보성각, p.50.

<그림 113> 1925년 파리 도심 도시계획안 브와쟁 계획(Plan Voisin) 배치도와

모형.

자료: Le Corbusier.(1994), Urbanisme, Paris, Flammarion, p.274.(좌), Tzonis, A.(2001), Le

Corbusier, Paris: Hazan, p.8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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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을 압도하여 한국형 모더니즘 계획을 경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12>. 이와 같은 세운상가군의 도시계획은 1925년 르 코르뷔지에

가 제안한 파리 도심계획인 ‘브와쟁 계획(Plan Voisin)’의 재현이었다

<그림 113>. 파리 도심계획은 도시의 영원한 중심지를 되찾는 것이다.

이 계획은 파리 도심내의 가장 불결하고 갑갑한 거리를 대상지로 한다.

광대한 간선도로를 갖는 바둑판 격자형 대지위에 고층 건축물을 세우는

즉, 수직도시를 창조한다(Le Corbusier, 1994:266). 르 코르뷔지에의 파리

도심계획은 마천루 형태의 수직도시 계획으로 기존 도시의 연속성에 위

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오스망이 계획한 창조적 파

괴를 통한 어반 모더니즘 도시 계획을 20세기 르 코르뷔지에가 정확히

따르고 있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위해 발전된 모더니즘 계획을 제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세운상가를 구성하는 건축계획의 핵심은 ‘Urban District’라 명명된

인프라스트럭처 형태의 건축물이다. Urban District는 기존의 도심부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역할과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로 표현

된다. Urban District 건축개념은 1930년 르 코르뷔지에가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와 알제리 네무르(Nemours) 도시 계획을 통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 면 아래와 위에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제시되는 ‘고가교 도시’ 계획이다 <그림 114>.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

의 필로티 공간은 상점과 가계의 상업시설이 배치되고 그 상단으로는 교

통과 보행자 통로 그리고 수도와 철도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지나간

다. 주거민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상부의 약 5m 높이 간격의 인공대지, 총

18 블록의 공간에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맞도록 2층 유니트를 점유한다.

개인이 전용할 수 있는 공공적 그리고 다원적인 시설의 공급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무정부주의적 건축 아방가르드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한 건

축계획 방법이다(프램튼, 2017:340).

1953년부터 르 코르뷔지에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적 이상도시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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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시작되어 1956년 제 10회 ‘근대건축 국제연맹, CIAM(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에서는 젊은 건축가들 주축으로 제

10회를 의미하는 ‘Ⅹ’자를 떠서 ‘Team Ⅹ’의 그룹이 창설되었다. 이들은

기계적 개념이 만들어낸 질서를 신봉하던 구세대에 반항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태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의 개괄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와는 결별하고 건축가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에 책임을 질 건축

적 질서를 창조할 때라 주장하였다(이해성, 1998:353). 이러한 인간 개개

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Team Ⅹ의 건축계획 주장은 주거계획을 통해 제

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 건축가 ‘스미스슨 부부(Alison & Peter

Smithson)’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그림 115>. 이 부부 건축가는 고층

건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물이 6층을 넘어가면 지면과의 모든 접촉을

상실함을 간파하고 고층 주거건물 사이마다 공중 데크를 설치하여 ‘공중

가로(Street in the air)’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중가로를 통해 고층 주

거민들은 서로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뿐 만 아니라 고층건물이 가진 지상

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Team Ⅹ의 공중가로

개념은 메가스트럭처적 건축접근을 정당화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프

<그림 114> 르 코르뷔지에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위한 고가교 도시계획

안(좌) 그리고 알제리 네므르(Nemours) 도시계획안(우).

자료: 프램튼, 케네스(2017),「현대 건축:비판적 역사」, 송미숙 역, 서울: 마티,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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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스미스슨 부부의 베를린 하우프트슈타트 계획(1958). 그물망식 고

가 보행로가 각 구역을 연결(좌) 그리고 각 고가 보행로는 에스컬레이터로 연

결(우).

자료: 프램튼, 케네스(2017),「현대 건축:비판적 역사」, 송미숙 역, 서울: 마티, p.530.

<그림 116> 대 도시를 연결하는 Urban District 개념의 복합 건축계획.

당시 윤정섭 도시계획위원 작성.

자료: 공간(1967.0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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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주거부분을 비교하기 위해 위니떼다비따시옹(23주거타입 총 337세

대)(좌)과 세운상가 건물군 중에서 진양상가(6주거타입 총 295세대)(우)의 단면

도를 본인이 도식화 함.

단면도는 완성된 물체를 주관적 선택에 의해 자르는 행위로서 수직 적층의 도

시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의미로 ‘도시단면(urban section)’이라 정의하기도

한다(강난형, 2011:6).

램튼, 2017:527).

세운상가 계획에 참여한 윤정섭 도시계획위원의 세운상가 개념도

<그림 116>를 보면 도시를 연결하는 복합 건축물 형태의 메가스트럭처

와 교통과 보행통로를 담당하는 Double Deck가 Urban District의 핵심

이다. 이는 Team Ⅹ이 주장한 공중가로를 통해 메가스트럭처 건축물들

이 연결되는 고층형 고밀도 건축계획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현대상가 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1981년 풍전호텔이 준공되

며 최종 공사가 완료된 세운상가는 1952년 완공된 위니떼다비따시옹과

1956년 Team Ⅹ의 국제적 건축양식을 답습한 결과이다 <그림 117>. 세

운상가의 완공 이후에 여러 비판이 제기 되었으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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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세운상가를 분석해 본다면 단순히 세운상가의 문제

점이 당시 유행했던 서양 건축양식의 무비판적인 수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초기의 구상안과 실제 완공된 건물과의 큰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

다.

우선 지상에서 6.1m 높이인 3층 레벨의 공중가로가 원래 계획에서

변경되었다 <그림 118>. 공중가로는 Team Ⅹ의 가장 핵심 개념으로 고

층·고밀화 건축물 계획의 당위성과 도시 구성원들의 다양성 그리고 유대

감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1km 길이의 세운상가 건물군들은

당초 공중가로에 의해 모두 연결될 계획이었으나 공사 이후에는 마른내

길에서 공중가로가 분절되었다. 또한 공중가로의 성격이 보행전용 쇼핑

몰이라는 세운상가의 핵심 원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초기 공중가로에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인공도로 포장, 조경 등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

나 경제성 논리에 밀려 이러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상에 위치한 상점공간의 층고가 높아지면서 초기에 계획

한 공중가로는 1m 이상 높아진 기존의 6.1m에서 7.2m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건물 2개층 높이의 높게 위치한 콘크리트 바닥을 보행자들이 굳이

걸을 이유가 없었고 사람들이 없으니 공중가로 위치에 매력적인 상점도

들어설 수가 없었다(윤승중, 1994:16).

둘째, 5층 레벨의 하부에 계획되었던 설비공간(pipe duck)이 폐기되

었다 <그림 119>. 설비공간은 주거공간을 위한 각종 설비시설의 매립과

주민들의 인공대지 조성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특히 인공대지개념은

위니떼다비따시옹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인공대지 내에 주거민들을 위한

공용 및 상업시설이 배치될 계획되었다. 그러나 4층에 들어설 상가공간

의 층고 확장을 위해 설비공간은 폐기되었다.

셋째, 건축물의 중요 설계 개념도 변경되었다 <그림 120>. 초기 계

획안에는 건물 중앙에 중정을 배치하여 건물 내부로 채광과 환기를 유도

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세운상가의 육중한 건물 이미지를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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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세운상가 초기안(좌)과 최종완공(대림상가)(우) 이후 비교.

설계 초기에 계획된 지상으로부터 6.1m 떨어진 공중가로에 대한 투자가 이루

어지지 않아 공중가로가 활성화 되지 않고 그 결과 슬럼화 되었다. 완공된 공

중가로는 계획당시 6.1m보다 1.1m높은 7.2m 위치에 설치되었다. 지상 1, 2층

상가의 층고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과(1966.10.10), 상가아파트 건립계획 자료송부(좌), 건설교통부

(1975.01.01), 대림상가아파트준공도면(세운상나동방2공구).(우) 자료를 본인이 도식화 함.

<그림 119> 세운상가 초기안(좌)과 최종완공(대림상가)(우) 이후 비교.

초기계획안에는 5층 레벨 하부에 설비시설(pipe duck)이 제시되었으나, 공사

가 진행되면서 4층의 상가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설비시설 공간이 제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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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세운상가 초기안(좌)과 최종완공(대림상가)(우) 이후 비교.

초기계획안에는 채광과 환기를 위해 건물 중앙에 아트리움이 존재했으며, 세

운상가 상부 주거공간은 건물의 위압감을 경감하기 위해 점점 볼륨이 후퇴되

도록 계획되었으나, 최종 완공된 모습은 최대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트리움 제거 및 건물 상층부 발코니 너비가 길어져서 전체적인 건물외형이

다소 경직된 형태가 되었다.

<그림 121> 세운상가 초기안(좌)과 최종완공(대림상가)(우) 이후 비교.

초기계획안에는 1층에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Y’자 모양의 13.2m 간

격의 장스팬 구조가 계획되었으나, 공사단계에서 6.6m 간격의 일반 구조로

변경되었다. 원활한 자동차 흐름 추구 및 건축구조미를 통한 수준 높은 건

물입면디자인 계획이 공사비용 절감과 시공의 편의성의 논리에 의해 폐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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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1966년 10월 4일 서울시 주택과에서 기안한 공문서.

“※ 실무수준(實務水尊)에서 비협조적 언동(非協調的 言動) 있으면 음중문책할

것임.” “① 중구(中區), 종로 외 구청장 책임(責任)으로 실(實)시하고 설계(設計)

와 지원(支援)을 포함한 본청으로서 뒷받침을 절대적(絶對的)으로 차질없이 실

(實)시할 것”

“4. 세부 설계는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건축비의 절감에 유의하고

현실에 영합되도록 할 것이며 건물의 층수는 형편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고

저 합니다. 끝.”

1966년 세운상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구청장 및 공무원

들에게 절대적인 건설명령을 지시하고 세운상가 공사과정에서 초기의 계획안이

상황에 따라 변용이 가능함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과(1966.10.10), 상가아파트 건립계획 자료송부.

고자 건물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볼륨이 후퇴되도록 계획되었으나 최종적

으로는 건물 상층부 주거부분 발코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발코

니 너비가 늘어난 결과 결국, 다소 경직된 건물의 외형으로 완공되었다.

또한 지상부의 주차장 공간은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건축물

의 입면 디자인을 위해 장스팬의 ‘Y’자 모양의 구조가 계획되었으나 공

사비용 절감과 시공의 편의성에 의해 결국 평범한 기둥구조가 적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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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21>. 이와 같은 초기에 계획된 세운상가의 설계가 공사과정

에서 변용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감행과 공사 감독에 대

한 방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구청장 및 공무

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절대적인 공사지시를 내렸

고 공사이전에 이미 건축비 절감, 공사과정에 있어서 돌발 상황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것이며 심지어 건물 층수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림 122>.

이처럼 서울시가 공사주체로서의 관리 감독에 대한 방임 그리고 8개

의 민간기업이 시공주체로서 그들의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세운상가는 초기 계획과 전혀 다르게 완공되었다. 우리나라의 아파

트 외관이 흔히 성냥갑 모양이라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외관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최대한의 용적률 확보가 곧 기업의 이윤으로 직결되기 때문

이다. 최초의 세운상가가 제시한 한국형 모더니즘 도시문화 즉, 푸르른

녹지와 다양한 어메니티가 존재하는 공중가로의 제안, 다소 용적률은 감

소되더라도 다양한 볼륨을 가진 건축물과 건물 중앙에 비워진 아트리움

공간을 통해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쾌적한 건축공간, 건축연구비용을 들

여 기존의 육중한 건축구조 대신에 디자인이 가미된 건축구조디자인 제

안 그리고 세운상가 지상층은 자동차가 원활히 움직이게 하여 미래의 자

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계획은 최대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도시공간을 구

축하려는 기업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운

상가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이윤목적만을 추구했다는 사실보다는 당시 기

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방조 그리고 김현옥 시장의 전시행정을 위

해 단시일 내에 거대사업을 추진했던 점이 세운상가가 한국형 어반 모더

니즘을 구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철저한 자본주의로 무장한 대기업의 논리에 대항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운상가가 1km 길이의 단일 사업으로서 전 세계에도 유

래가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경관 및 건축사업의 원형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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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변용된 세운상가 계획은 단순히 세운상가 사업의

문제를 떠나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과오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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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계획 프로세스의 비일관성 :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는 1945년 광복을 전후로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여의

도는 김포공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비행장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무엇보

다도 홍수 시에는 대부분 섬이 침수되었다. 김현옥 시장의 취임직후 여

의도를 비롯한 한강주변일대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한강의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한강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

다도 김현옥 시장이 한강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 계기는 ‘도시는 선

이다’라는 서울 공간계획에 대한 그의 구호가 함의하듯 도시의 선인 도

로가 큰 역할을 하였다.

김현옥 시장 재임기간동안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강주변의 강변도로 건설은 서울의 교통 뿐 아니라 한강변 주민들의 삶

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최초의 강변도로는 1967년 9월에 완공된 강변

1로이며 제1한강교에서 여의도까지의 3.7km 구간이다. 이어서 강변2로가

1968년 개통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량진역 뒤에 약 2만 2천평의 택지

와 영등포 일대에 새로 대지가 조성되어 택지로 분양되었다(서울역사박

물관, 2016:127). 무형형태의 강변 주변 공간이 강변도로에 의해 유형의

<그림 123> 여의도 개발계획 단면도.

자료: 공간(19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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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곧 투자가 가능한 공간의 탄생을 의미하

며 도시공간을 생산수단의 목적으로 여긴 김현옥 시장이 가장 추구하는

바였다 <그림 124>.

1967년 강변1로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제방도로 사이에 매립성토를

통한 새로운 택지가 조성되는 것에 착안하여 김현옥은 1967년 9월 여의

도 개발 중심의 한강개발계획 3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작업에 착수하였다92) <그림 125>. 1967년 9월 23일 동아일보 사설을 통

해서 김현옥은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의 목적을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92) 서울시는 1967년 9월 23일 개통을 본 <강변1로>의 완공을 계기로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으나 단 시일 내에 이만한 도로를 만들어 내는데 자신을 얻

은 서울시가 발표한 것이 한강연안 80km와 여의도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이다. 동아일보

(1967.09.23), “한강개발 3개년계획”

<그림 124> 여의도개발 구상을 가능하게 한 1960년대 후반 강변도로의 건설

과 그에 따른 새로운 택지조성(좌), 1968년 여의도 윤중제 공사완료 이후의

여의도 모습(우).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16),「도시는 선이다. 불도저시장 김현옥」, p.69(좌).

월간조선 뉴스룸. 2019.9.22.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print.asp?Idx=338&Newsnumb=20140922(우).(검색일:

2020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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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수의 완벽 추구 둘째, 미래 교통흐름의 완

화 셋째, 강변도시건설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 한강주변에 제방을

축조하고 고속강변도로를 건설하며 연안 및 여의도에 고층 도시가 계획

되었다(김현옥, 1969:332). 특히 김현옥에게 한강개발은 한강에 버려진

대지였던 여의도를 개발 가능한 택지로 전환케 하는 수단이었다. 새로운

<그림 125> 한강개발사업소 도표. 한강과 여의도를 서울의 중심지 생활권으

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13),「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1968-1970」, p.112.(상), 서울역

사박물관(2016),「도시는 선이다. 불도저시장 김현옥」, p.13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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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은 당시 건설 사업에 집중되어 부족했던 상하수도 개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서울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최적이었다.

김현옥이 추진한 구체적인 여의도 개발중심의 한강개발계획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여의도에 제방을 쌓아서 가능한 한 많은 택지를 조성한

다. 둘째, 여의도와 마포·영등포를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한다. 셋째, 한강

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제방도로를 연차적으로 축조함으로써 한강홍수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한다(손정

목, 2003:20). 우선 첫 번째 한강 개발 계획인 여의도에 제방을 쌓는 윤

중제(輪中堤) 공사는 1967년 12월 27일에 시작되어 1968년 5월 31일에

완료되었다. 윤중제의 높이는 현재 지반이자 본류의 강바닥으로부터

15.5m, 폭은 20m 그리고 여의도를 둘러싸는 총길이 7.6km의 제방으로

건설되어 총 87만 평의 대지가 만들어졌다. <그림 123>의 여의도 개발

계획 단면도에서 볼 수 있듯 여의도 윤중제는 매립성토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인공대지 즉 여의도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한강의 본

류와 파천의 유량을 분석하여 최고수위(High Water Level) 14m에 대비

한 15.5m로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김현옥 시장이 추진한 여의도 공간의

명확성, 가독성 추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공간계획은 국가를 통해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진보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처방

(prescription)’을 도시공간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하이 모더니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93) <그림 126, 127>. 특히 여의도의 탄생은 기술·경제적

제반여건이 전무했던 당시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매우 단기간에 공간혁명

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형 모더니즘의 가치와 실제 공간으로 구현

93) 하이 모더니즘은 선형적 진보의 지속,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의 발전, 생산의 확대, 사회 

질서의 합리적 설계, 인간의 요구에 대한 만족의 증가 그리고 자연 법칙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대한 통제의 증대, 하이 모더니즘은 따라서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

에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진보의 혜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비전이다. 하이 모더니즘 국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처방

(prescription)'을 갖고 시작했으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강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스콧, 제임

스(2010),「국가처럼 보기」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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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1939년(좌)과 1989년(우) 여의도의 모습. 공간의 명확성, 가독성

이 높아지는 모더니즘 도시공간 계획의 전형적인 공간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김석철(2003),「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 서울: 생각의나무, p.34.

<그림 127> 1970년대부터 여의도와 한강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한강주

변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단지(좌). 1924년 모더니즘 건축가 Ludwig

Hilberseimer의 마천루 도시계획안(우).

비판받는 한강주변의 경직된 도시경관은 20세기 초 하이 모더니즘 계획가들

이 제안한 과장된 근대도시공간의 재현이다.

자료: 줄레조, 발레리(2008),「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역, 서울: 후마니타스, p.41.(좌), 이해성

(1998),「근대 건축의 흐름」, 서울: 세진사, p.99.(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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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강 개발이전에 시민들이 한강에서 유영하는

모습. 여의도 윤중제를 비롯한 한강 경계로 강변도로들이 생기면서 서울시민

들의 한강 접근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13),「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1968-1970」, p.54.

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의도 중심의 한강개발

은 1960-70년대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가져온 당시 미래 대한민국의

높아질 국가위상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중요한 사업이다.

다만 여의도 계획을 시작으로 한강개발이 택지개발의 목표라는 경제생산

을 위한 제반시설로 조성된 결과 대규모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경직된 한

강주변의 경관이 조성된 점 그리고 한강주변을 둘러싼 도로들에 의해 시

민들이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어렵게 된 점들은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림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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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 계획 : 안보논리의 개입

1968년 6월 1일 여의도 윤중제 준공식이 거행되기 5개월 이전인 1

월에 이미 김현옥 시장은 여의도 개발계획에 착수하고 건축가 김수근에

게 도시계획을 의뢰한다. 1966년 세운상가 설계를 시작으로 김현옥 시장

의 신임을 받은 당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 건축가 김수근이 여

의도 계획을 진행하였다94) <그림 129>. 김수근은 1965년부터 1968년 3

94) 한국종합개발공사 (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oration, KECC)는 1965년 5월 설

립되어 상공부 산하 9개 업체가 투자하여 만들어진 국영기업체의 조직이었다. 건축가 김수근은 

김종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1966년부터 1969년 까지 한국종합개발공사에 재직하면

서 중요한 국가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기본계획, 남대문시장 도

시계획, 포항제철 입지선정, 세운상가 계획,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본관 설계 그리고 여의도 종합

개발계획이 있다. 정인하(1996),「김수근 건축론」서울: 미건사, p.124.

<그림 129> 1968년 최초 계획당시 여의도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공간(1968.0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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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부사장 그리고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의 도시 및 건축설계의 실권자 역할을

하였다. 김수근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소속이전에는 일종의 건축 설계

사무소인 김수근건축사업소를 운영했는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

에 취임하면서 그의 설계사무소는 흡수 통합되었다. 이후 김수근건축사

업소 자리는 ‘공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1966년부터「공간」잡지

를 발간하였다(손정목, 2003:40). 「공간」잡지는 건축을 주제로 하는 종

합 예술지를 표방하였는데, 당시 전 세계의 건축주류를 소개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단순히 잡지 이상의 학술저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

요한 사료이다. 특히 여의도 종합개발과 관련해서는 1960년대 서울의 도

시 및 건축계획 및 설계에 실권자였던 건축가 김수근을 대변하는 월간지

로서 당시 여의도 설계의도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여의도 개발은 총 3번에 걸쳐 계획되었다. 1, 2차 여의도 계획은 김

수근에 의해 1968년과 1968년 계획안이 수정되어 1969년에 발표되었고,

오늘날 여의도 계획의 근간이 된 마지막 3차 계획안은 1971년 김수근이

아닌 박병주에 의해 계획되었다(최림, 2017:25).

최초의 여의도 계발계획은 1968년 7월「공간」지에 소개되었다. 우

선 여의도 개발 방향을 정하는 도시의 축은 한강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

울의 북동측과 남서쪽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축과 이와는 반대되는 북

서측과 남동측을 연결하는 도시축이 제시되었다. 북서쪽의 마포와 남서

측의 영등포를 연결하는 다리(당시 서울대교. 현재 마포대교. 1968년 2월

착공하여 1970년 5월 준공)가 여의도 섬 중심의 지하 도로와 만나 섬을

관통하고, 이 도로축과 반대되는 축으로 북쪽엔 국회의사당 부지 그리고

남쪽에는 서울시청 부지가 배치되었다. 여의도 섬 중심인 국회의사당 부

지와 서울시청 부지 사이에는 소규모로 분리된 민간용지들이 제시되어

여의도 개발을 위해서 업무 및 상업의 민간기업(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0>. 현



- 219 -

재 여의도 계획과 비교하여 최초 계획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초 계획

안에는 외국공관공지가 존재하였고 민속광장공원이 북쪽에 치우쳐서 배

치된 점이다. 이와 같이 서술한 1차 여의도 계획안을 요약해 본다면, 여

의도를 관통하는 2개의 축은 한강으로 분리된 서울 도시를 여의도를 매

개로 연결시키며 입법, 행정, 외교, 중심업무지구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을 상징하는 광장이 계획된 복합 인공도시로 정의된다. 이러한 복합 인

공도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도로 인프라 계획이 중요하

다. 초기 여의도 계획안의 인프라 계획은 주요 간선도로망이 제시되어

도로망에 의해 필지가 소규모로 나뉘어 졌고, 이는 미국 뉴욕의 맨하튼

의 격자도시와 유사하다95) <그림 131>. 여의도 계획은 한국의 맨하튼을

95) 김현옥 서울 시장 임기시절 부시장이었던 차일석은 뉴욕대학교 도시행정을 전공하여 김현옥 

<그림 130> 뉴욕의 맨하튼을 모델로 계획한 1차 여의도 계획. 여의도 중심

에 업무 및 상업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도시 활동이 고도

로 집적된 도시계획을 추구하여 도시공간구조가 경제생산의 수단의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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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도시구조가 경제생산의 한 수단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정인하, 1996:131). 실체가 불분명했던 여의도 공간을 소규

모의 작은 블록도시로 명확하게 함으로서 도시 안에 상주할 주거민들의

삶을 우선하는 것 보다는 민간투자자들의 자본에 의해 도시를 개발하고

상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지극히 경제적 관점의 도시계획이 여의도

개발계획의 근간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의 도시계획이 더 발전되어

1969년 2차 여의도 개발계획이 발표된다. 2차 계획안은 1차 계획안을 바

탕으로 하여 격자형 도로망 기반의 공간의 단순화 그리고 명확성을 추구

하였다. 그 결과 여의도 내부 공간은 상업, 주거 그리고 특별지역의 3가

지 용도로 구분되었다.

1971년에 발표된 세 번째 여의도 개발 계획은 이전의 계획안과 많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첫째, 여의도 중심에 5·16 광장96)이 들어섰고

시장의 서울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여의도 초기 계획에 대한 그의 의견에 의하면 모래

땅 위에 조성된 여의도, 그 도시 계획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었다. 시원스럽게 조성된 길, 널찍

널찍한 공간, 초록의 녹지대와 고층건물들이 앙상블을 이루는 ‘서울의 맨하튼’을 계획하였다. 

차일석(2005),「영원한 꿈 서울을 위한 증언」서울: 동서문화사, p.127.

<그림 131> 1811년 격자구획으로 구분된 뉴욕의 맨하튼. 맨하튼의 도시공간

구조의 명확성은 도시공간의 거래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제생산의 수단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자료: Koolhaas, R.(1978), New York délie, Marseille: Parenthèses, 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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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둘째, 섬 중심의 업무상업 지구에 주거용지가 들어오게 되

어 기존의 명확한 용도구분에 의한 공간계획이 아닌 여러 용도가 섞인

공간계획이 제시되었다. 1, 2차 여의도 개발계획의 근간인 간선도로들에

의한 원활한 교통 흐름은 3차 여의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인 여의도를

양분하는 대규모 광장에 의해 차단되었다. 3차 여의도 계획은 새롭게 등

장한 광장의 존재보다도 여의도를 경제생산의 수단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여 섬 중심의 코어 역할을 하는 업무상업지구의 존재가 도시계획

의 핵심이었으나 광장의 존재로 인해 업무상업지구가 파괴되었다. 그 결

과 3차 여의도 계획안은 1, 2차 여의도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안이 되

었다 <그림 133>.

기존의 여의도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한 여의도 광장 계획은 1968년

96) 김현옥 시장이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이후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양택

식 서울시장이 여의도 계획 공사를 진행하였다. 1970년 10월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여의

도 광장에 전쟁 시 비행장을 염두 해 둔 대 광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려 길이 1,350m, 넓이

가 280-315m2, 12만평의 여의도 광장이 조성되었다. 손정목(2003),「서울도시계획이야기 2」 

경기: 한울, p.67.

<그림 132>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지시로 계획된 여의

도 광장. 1968년 계획안은 폭 250m, 길이 1.4km(좌), 1969년 계획안은 폭 250m,

길이 900m로 광장의 길이가 조정되었다(우).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16),「도시는 선이다. 불도저시장 김현옥 1966-1970」, 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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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결과이다. 광장의 공

식적인 용도는 매년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비행장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1970년 서울

시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붉은 색으로 여의도 광장을 위한 구획선

을 그린 도면이 전달되었다(손정목, 2003:67). 이는 마치 1세기 전에 파

리 대개조 사업을 위해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망 지사에게 자신이 중요하

게 생각한 대로들을 직접 그린 파리 도면을 전달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서울과 파리는 동서양의 강력한 모더니즘 주체에 의해 도시계획이 진행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형 모더니즘에는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냉전시대의 상황이 도시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림 133> 3년에 걸친 여의도 개발계획. 1968년과 1969년 계획안은 김수근에

의해 계획되어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는 소규모 필지들과 중심업무 및 상업지

구 계획이 핵심이다. 반면에 1971년 박병주에 의한 3차 계획안은 여의도 중심

에 길이 1,400m 그리고 폭 250m의 5·16광장이 들어선 가장 큰 변화가 있고 동

서방향의 대규모 광장으로 인해 남북방향의 교통흐름이 단절된 점 그리고 여의

도 중심의 업무 및 상업지구가 주거공간과 혼재되어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가

중심이 되는 1, 2차 여의도 계획안과는 전혀 다르게 변용되었다.

자료: 공간(1968.07), p.23, 공간(1969.04), p.35, 동아일보(197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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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계획 : 자본논리의 득세

도시의 건축화, 건축의 도시화97)

1968년과 1969년에 발표된 1, 2차 여의도 개발계획은 같은 기간 세

운상가를 계획한 김수근에 의해 진행되었다. 여의도 건축계획의 핵심은

97) 김수근이 한국종합개발공사의 사장일 당시 한국종합개발공사 산하의 도시계획부와 건축부의 

비중이 컸고 1968, 1969년에 걸친 여의도 종합개발계획은 도시계획부와 건축부 소속인 건축

가 김석철이 진행하였다. 김석철에 따르면 여의도의 세부 계획은 사람의 동선과 자동차의 흐름

이 이중구조로 분리되면서도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김석철(2003),「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서울: 생각의나무, p.37.

<그림 134> 영국의 도시계획가 부케넌(Coline Buchanan)의 저서 「Traffic in

Towns(1963)」에 삽입된 이미지. 당시 도시계획의 주류였던 자동차를 위한 도

시계획에 의해 지상 공간은 자동차들이 점유하고 반면에 보행자들은 공중가로

를 활용하게 된다. 부케넌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수직적으로 분리 및 적층화

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삽화의 이미지는 매우 활기차게 보이는 듯하다... 불편한 진실은 자동차들로

인해 미래 새로운 도시의 모습이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다.”(Buchanan,

1963:335)

자료: Headicar, P.(2015), Traffic and Towns:The next 50 years, London: Independent Transport

Commission,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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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에 적용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교통과 보행통로를 담당하는

Double Deck 개념이 건축계획에 적용된 점이다 <그림 134>. 여의도 계

획의 근간이 되는 격자형 형태의 간선도로망이 입체적으로 공중가도의

보행자 동선과 연결되는 건축계획이 제시되어 도시의 건축화, 건축의 도

시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Double Deck 개념은 <그림 135>의

서울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여의도 개발계획을 위한 초기 다이어그램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135> 1968년 여의도 개발계획을 위한 다이어그램. 여의도가 서울의 중

심인 강북, 신도시인 강남, 인천 그리고 춘천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의 위상을

보여준다. 중앙집중형 코어 도시가 아닌 다핵화 도시를 지향하고 이러한 다핵

화 도시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의해 연결되는 선형도시의 모습을 갖는다. 이러

한 다핵도시들이 선형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세운상가 계획에 적용된 Urban

District의 확장형이다.

자료: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1969),「여의도 및 한강연안개발계획」,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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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를 통해서 이미 Double Deck 개념을 건축 계획에 적용한

김수근은 더 적극적으로 여의도 건축계획에 적용한다. 여의도는 서울 중

심에 위치한 도심 코어가 아닌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매개의 도시로서

미국의 맨하튼과 같은 터미널형 도심이 아니고 교통흐름이 관통하는 스

테이션형 도심으로 계획되어야만 했다(김석철, 2003:35). 이러한 이유로

지상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했기에 지상

으로부터 7m 위에는 공중가도를 제시하여 보행자들은 지상이 아닌 공중

으로 이동하고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도로는 여의도를 진입하기 시작

해서는 지하로 계획하여 여의도내 동서방향의 자동차 흐름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136>. 미래는 자동차의 시대 그리고 미래 초고

층 건물들을 연결하는 공중가로의 개념은 1950년대 중·후반 모더니즘 계

<그림 136>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선형도시를 위한 Double Deck 개념의 여

의도계획. 좌측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지상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실선)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7m 위에는 공중가도의 보행자 전용도로

(점선)가 배치되었다. 우측의 여의도 건축계획의 모형에서 잘 나타나듯이 공중

가로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각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입체적인 도시공

간을 연출한다.

자료: 공간(1968.07), p.24.(좌), 공간(1969.04), p.29.(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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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가들의 대표적인 주장이었다 <그림 137>. 그 중에서도 프랑스 르 코

르뷔지에는 1925년 파리 도심을 완전히 부수고 높이 200미터의 18개 마

<그림 137>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다. 자동차는 일하기 위한 수단이다.

(L’auto n’est pas un luxe, c’est un instrument de travail.)”

“미국의 경우, 농업과 관련해서 4,500,000대, 운수업과 관련해서는 1,600,000대,

상업과 관련해서는 900,000대, 의사는 150,000대, 택시 110,000대, 버스 90,000대

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Le Corbusier, 1994:128)

근대 모더니즘 도시계획가들에게 자동차는 도시공간 근대화에 있어서 신념의

대상이었다.

자료: Le Corbusier.(1994), Urbanisme, Paris: Flammarion,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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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루를 계획한 ‘브와쟁 계획(Plan Voisin)’을 발표하는데, 자동차가 미래

도시의 중심이라 예측한 르 코르뷔지에에게 자동차와 비행기 제조회사인

브와쟁(Voisin)이 후원한 결과이다98).

일본의 겐조 단게는 1961년 도쿄 도시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물류와

정보의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기반의 ‘도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림 138. 우측 이미지>. 특히 겐조 단게에게 있어서 건축

98) 르 코르뷔지에의 브와쟁 계획(Plan Voisin)은 비행기와 자동차 제조 회사인 브와쟁의 후원을 

받아 1925년에 계획되었고 그 이전인 1922년에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시트로엥(Citroën)의 

후원을 받아 시트로엥 전시관(la maison Citroën)을 계획하였다. Tzonis, A.(2001), Le 
Corbusier, Poétique, Machines et Symboles, Paris: HAZAN, p.79.

<그림 138> 1922년 르 코르뷔지에가 발표한 <3백만명을 위한 도시계획>. 도

시를 관통하는 지상층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그 위에 보행자 공간이 제시되어

보차분리가 명확하고 교통의 흐름을 중시하였다(좌). 1961년 겐조 단게가 발표

한 <도쿄계획>에서 제시된 입체적인 사이클 교통시스템. 도로망은 속도의 위

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리된 세 단계의 루프가 반복되며 구성되는데, 가장 위

가 자동차의 고속통행, 그 아래는 저속통행 그리고 가장 아래는 주차나 보행자

를 위한 도로이다(우)(조현정, 2021:89).

자료: Le Corbusier.(1994), Urbanisme, Paris: Flammarion, p.178.(좌), 조현정(2021),「전후일본건

축」, 서울: 마티, p.87.(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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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시계획은 전후 복구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수단이었고 그의

건축 관련 전문지식의 활용과 활발한 국외활동은 일본 경제성장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조현정, 2021:89). 이러한 모더니즘 계획가의 대표적

인물인 르 코르뷔지에와 겐조 단게의 건축사상은 한국전쟁이후의 폐허였

던 우리나라의 현실과 경제발전이 최우선시 되었던 상황 속에서 건축으

로 도시를 재건해야만 했고 계몽의식을 발현하고자 했던 김수근에게 절

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김수근에게 인공섬 여의도는 외국에서

유입된 모더니즘 계획을 구현할 최적의 대상이었고 1,2차에 걸쳐 야심찬

여의도 계획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종 3차 여의도 계획안에서는 김수

근의 여의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모더니즘은 모두 백지화가 되었다.

김수근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김현옥 시장의 실각의 이유도 있지만, 그들

보다도 더 강력한 한국형 모더니즘의 도시 공간 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에 의해 김수근의 여의도 계획은 모두 변경되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도시 및 건축분야의 스타였던 김수근은 자신의 전문분

야에 대한 서구사회와의 학문적 교류 그리고 새로운 건축적 시도를 여의

<그림 139> 196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건군 20주년 기념식이 거행된 여의도

광장. 냉전시대의 안보상황이 여의도 공간계획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13),「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Ⅱ:1968-1970」,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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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대상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중요한 사항을 간

과하였다. 김수근이 간과한 것은 프랑스와 일본으로 유입된 선진국대상

의 모더니즘을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변용이 필요했었

다는 사실이다. 여의도는 단순히 버려진 무용의 공간이 아닌 비행장으로

그리고 한국공군의 발생지라는 태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성

과 당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주변 아시아 국

가의 공산화 현상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여의도 중심에 5·16 광장

이라는 명목 하에 비행장을 구축하게 한 것이다 <그림 139>. 여의도에

들어선 대 광장 그리고 제3한강교 건설에 따른 강남개발 등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급박한 안보의지에 의해 구축된 공간 계획이며, 이는 우리나

라의 근대 도시계획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 무엇보다도 이

러한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 공간혁명이 실현화 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외 시대상황을 간파한 절대적 모더니즘 운동의 주체가 있었기 때문

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근대 도시공간의 유산이었던 많은 고가

도로들이 철거되었다. 이는 만일 김수근이 제안한 여의도의 고가보행로

가 실현되었다면 오늘날 그 위상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반면교사이다.

김수근의 여의도 계획이 실제 여의도 계획을 김수근 팀에서 수행한 건축

가 김석철이 지향했던 사람들에게 도시란 생각보다는 살기 좋은 곳일 수

있다(김석철, 2003:45)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결과물인지, 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고 열정적인 계획가들의 지극히 엘리트주의적이고

이상적인 유토피아 계획은 아니었는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

종의 한국형 모더니즘 주체에 의해 조성된 여의도 광장이 오늘날 여의도

가 그나마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아니게 된 점 그리고 도시경관을 저해

하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생활에 부적합한 콘크리트 지상도로가 여의도

중심에 조성되지 않게 된 긍정적인 부분도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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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파리대개조사업과서울대건설사업요약·비교

제 1절. 파리 대개조 사업과 서울 대건설 사업 요약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의 1세기 차이로 파리와 서울은 강력한

계획주체에 의해 도시 근대화의 업적을 이룬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도

시 근대화의 공통 과정을 통해 각 도시들만의 어반 모더니즘이 구축되었

다. 어반 모더니즘이라 함은 강력한 도시규범에 따른 도시공간의 대 변

화와 그 결과 탄생한 도시문화로 정의된다. 파리는 19세기 중반 나폴레

옹 3세와 오스망 센 지사로 대표되는 국가에 의해 근대 도시공간이 구축

되었다. 당시 계획주체인 국가에게 있어서 도시계획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개편 이상의 도시미화에 도달하기 위한 고도의 도시예술운동으로 인

식되었다. 이러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도시미화의 대의에 도달하기 위

해 진행된 고차원적인 도시운동은 파리 도시공간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

편하였다. 그 결과 인체아날로지 관점의 도시공간이 계획되어 혈관 역할

을 하는 체계적인 도로망의 구축, 이러한 도로망과 연결되는 도시의 문

화요소들 그리고 새롭게 구축된 도시공간이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갖기

위해 엄격한 도시 및 건축법규의 도시규범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파

리 도시 근대화 과정은 도시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

출하는 강력한 도시운동으로 승화되었다. 그 결과 파리는 초기 도시 근

대화의 목적인 도시미화의 대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

다도 파리 근대화는 도시계획을 도시미화운동으로 승화한 것 이상의 도

시 공간 개편을 통해 대 시민 계몽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파리 중심에 위치한 시테 섬 계

획이다. 시테 섬은 지정학적 그리고 건축문화재가 다수 존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강력한 어반 모더니즘에 의해 공공성이 강화된 대표사례이

다. 그 결과 시테 섬은 오늘날 도시문화 선진국인 파리를 상징하는 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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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으로 재현된 대표적인 도시공간이다.

서울은 1966년부터 1970년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현옥 서울시장

에 의해 도시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근대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

획의 목적이 어반 모더니즘의 중요한 속성인 도시문화가 배재된 경제생

산을 위한 제반시설 건설에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경제

도시로 계획된 세운상가는 초기 계획이 철저한 자본논리에 의해 변형된

사례로서 대규모 콘크리트 건설사업에 머문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문화인 대규모 아파트도 도시공간을 최대한의 경제수단의

관점에서 개발한 결과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근대화 초기에 정립된 경제

관점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대한민국 주거문화에까지 이어져서

아파트가 주거공간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아파트가 지니는 한국형 어반 모더니

즘은 오늘날 서울이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할 역할을 한 측면이 있

고, 어반 모더니즘이 가지는 도시운동의 속상 상 우리나라 미래 주거문

화를 선도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향후

발전된 주거문화로 승화시킬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도시 계획이 공공공간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도심 내 공공시설은 계

획의 중요한 대상이다. 서울 근대화 과정의 대상이었던 파고다공원 중수

사업의 경우 파고다공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공원이자 3·1운동 근원

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대화 과정의

부차적인 대상으로 인식, 공원이 가진 역사성에 대한 경시 그리고 공원

의 현대화를 통한 시민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같은 도시 공간의 공공성

그리고 역사성이 지켜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서울의

어반 모더니즘이 구축되지 못한 것은 자본논리에 의한 도시공간개편 그

리고 계획주체의 계획 관리에 관한 방임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당시 급

박했던 남북한 냉전 시대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도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그 결과 국가주의 그리고 안보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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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반영되어 계획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무궁화 형상의 새 서울 계

획의 탄생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고 국가안보를 홍보해야 했던 공간의 필

요성에 의해 야심찬 미래 도시로 계획되었던 여의도 계획은 변용되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서울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변

용의 어반 모더니즘이자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의 전형이 탄생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 2절. 파리 대개조 사업과 서울 대건설 사업 비교

본 연구는 파리와 서울 두 도시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어반 모더니

즘 개념을 도출하였다. 어반 모더니즘의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각 도시

들 간의 어반 모더니즘을 고찰해 본다면 첫째, 계획 리더십 관점에서 두

도시 모두 강력한 계획주체에 의해 도시 근대화가 진행된 공통점이 있

다. 파리의 경우 권위적인 제국시대였고 서울은 절대권력의 국가시대였

다. 특히 황제와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관선시장인 오스망(임기

1853-1870)과 김현옥(임기 1966-1970) 시장에 의해 각 도시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파리의 경우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발현과 그 이후에 생

시몽주의로 이어지는 1세기 이상 지속된 어반 모더니즘 사상이 오스망

지사에 의해 파리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면 서울의 경우 전

후복구 상황에서 생존이 최 우선시되어 어반 모더니즘에 대한 깊은 사고

가 부재된 상태에서 도시공간 개조가 이루어졌다. 다만 김현옥 시장의

독특한 계획주체에 의해 그의 임기 4년이라는 초 단기간에 도시 근대화

가 이룩된 사실은 서울 어반 모더니즘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계획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파리의 경우 도심 내 대로 및 간선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 같고 녹지공간은 허파에 비유한 생리학적 도시공

간 구축과 엄격한 도시 및 건축법규가 제정되어 결국, 미학도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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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계몽 차원의 도시공간 개편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서울은 국가개입

주의 공간생간이 이루어졌다. 무궁화 형상의 신행정수도 계획은 국가가

직접 도시공간 개편을 통해 사회개혁을 추진하겠음을 공표한 것이었다.

또한 국가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국가가 기업적 방식으로 주거사

업에 직접 참여하여 주거정책이 사회복지개념보다 건설산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국가개입에 의한 공간생산의 사례이다. 그 결과 급속한 경제발

전은 아파트 건설산업의 확장과 연결되어 도시 공간의 물리적 측면으로

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그리고 도시 문화적 측면에서는 아파트 주거문화

라는 새로운 공간생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개발주의 관점에서 시

작된 국가개입주의 공간생산은 아파트 주거문화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어반 모더니즘을 탄생시켰다.

셋째, 계획 패러다임 관점에서 파리는 기술미학적 형태를 강조한 도

시공간을 추구하였다. 도시미화라는 강력한 도시근대화의 목적에 맞게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 그리고 공원들은 철저하게 미학적 형태로

계획되었다. 특히 미학적 형태를 위해서 도시공간에 건축적 계몽주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이 적용되었다. 반면에 서울은 경제주의적

기능 패러다임 관점에서 도시공간이 개편되었다.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공원과 건축물들은 최대한의 경제생산을 위한 제반조건으로 계획되었다.

그 결과 도시공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공성 훼손의 문제 그리고 도

시공간이 자본논리에 지배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계획 프로세스 관점에서 파리는 초기에 계획된 도시근대

화의 목표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파리 센 강의 중심에 위치한 시테

(Cité)섬은 파리 어반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인공적으로 구축된 도시공간

이다. 시테 섬은 도시계획의 목적이 과거 문화와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도시공간 구축과 그 중심에는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 계획된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변용된 공간계획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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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의도이다. 여의도는 초기에 서울의 맨하튼을 표방한 미래지향적인

복합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공간이었던 여의도는 공간을

새롭게 인공적으로 구축하여 최대한의 공간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야심찬 미래 도시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국가 안보논리로 등

장한 대규모 광장으로 인해 초기화 되었고 계획이 없는 도시공간 개편이

진행되어 결국 최대한의 이윤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민간용지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계획 프로세스의 돌발성은

서울만의 어반 모더니즘이 구축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냉전시대 상황

이 도시공간 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점은 우리나라 어반 모더니

즘만의 중요한 원형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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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도시계획은 도시 안에 상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계획(public planning)’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

다. 도시사에 있어서 공간계획의 시작이 19세기 근대도시를 원형으로 할

때, 1960년대부터 특히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탈 근대적 계획이

론의 학문경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근대 계획이론인 모더니즘

에 대한 주요 비판은 계획의 주체 즉, 국가 그리고 소수의 계획가들에

의한 상향식 계획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모더니즘을 비판하

는 계획이론의 모순점에 주목하였다. 계획이론이 근대 도시 계획의 근원

지인 서구 사회가 주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 3세계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계획 주체와 관련하여 계획 주체의 존

재를 부정하는 문제가 있다. 계획 주체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이견은 있

지만 도시계획이 ‘공공계획’을 다룬다는 점에서 계획 주체의 존재는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공공계획을 수행한다는 점

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계획 주체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측면 그리고 여

전히 계획 주체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계획주체의 주도로 진행된

도시계획의 근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과

계획주체의 역할에 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그 동

안 진행된 계획이론이 정량적 또는 지리, 사회학적 학문분야의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연구의 한계와 물리적인 도시공간이 계획이론의 배경과 같은

부차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온 사실을 지양하고 오히려 물리적인 도시공간

을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물리적인 도시공간을 분석함으로

서 도시 계획의 근원을 도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도시계획 대상의 계획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리적인 도시공간 분석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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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이 계획주체에 의한 도시공간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계획

이론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근대 도시를 태동하게 한 모더니즘 도시계획

을 계획의 근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연구 대

상은 1853년부터 1870년 기간의 나폴레옹 3세(Napoléon Ⅲ, 재위

1852-1870)와 오스망 센 지사(Georges-Eugène Haussmann, Préfet de

la Seine, 임기 1853-1870)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파리 도시계획이다.

19세기의 파리 도시계획은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도시사적

가치 뿐 만 아니라 계획의 속성상 공공계획을 다룬다는 점에서 계획의

주체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19세기 파리 근대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일종의 도시규범

인 모더니즘은 오늘날 어바니즘으로 계승되고 있다. 어바니즘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공간 계획을 넘어 공간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총체적 문

화와 예술의 경지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어바니즘을 통해 파

리는 타 도시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도시문화를 갖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이성과 과학기반의 도시규범인 ‘모더니즘’에

의해 파리만의 도시성을 탄생 하게한 도시문화 그리고 도시를 예술의 차

원으로 승화하는 의미의 ‘어바니즘’이 함의된 개념으로 ‘어반 모더니즘

(urban modernism)’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19세기 중반 오스망 주도의 파리 도시계획을 어반 모더니즘

의 원형으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서울시장(재임기간 1966-1970) 재임 기간의 서울 도시계획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해당기간은 근대도시로서의 서울이 태동된 중요

한 기간일 뿐 만 아니라 강력한 국가에 의해 서울 도시공간의 혁명을 가

져온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인 파리와 서울의 근대도시계획은 동양과 서양의

중요 도시 근대화의 시작이라는 점,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에 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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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근대도시계획을 거쳐 과거와는 혁명적으로 다른

도시공간을 창출한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1세기 차이로 서양과 동양에

서 각각 진행된 근대도시계획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두 도시의

근대화과정에서 발생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계획이론을 정립하

기 위해서 본 논문은 이론 해석적(interpretive) 분석법과 비교

(comparative) 역사적 분석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석적 분석법

은 도시현상의 ‘어반 모더니즘(urban modernism)’ 개념을 주제로 파리와

서울의 근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본 개념이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각각 다른 도시화 과정이 진행된 점을 고찰하였다. 비교 역사적 분석법

은 파리와 서울의 도시근대화 과정의 중요한 역사적 유형을 비교 연구하

여 근대화 전후과정의 인과론적 구성을 구축하게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파리와 서울의 연구대상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틀은 경관 계획 그리고 건축 계획으로 구분되었다. 도시계획이 ‘공간의

생산’을 위함이라는 관점에서 도시 내 경관과 건축계획의 물리적인 ‘공간

재현’을 통해 구현되는 도시문화의 ‘재현 공간’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경관계획과 건축계획의 분석틀은 본 논문이 매크로 관점과 마이크로 관

점의 물리적인 도시 및 건축공간을 분석하여 계획이론을 정립하도록 함

과 동시에 본 논문의 독창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두 분석틀을 통해 어반 모더니즘으로 구현된 프랑스 도시문화의 중

요성 그리고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움을 추구하되 그 내면 속 기저에

는 과거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의 엄격성을 함의한 파리

어반 모더니즘의 원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파리

어반 모더니즘 기저에는 도시공간 개편을 통한 대 시민 계몽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의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 기반의 도시미

화를 추구하는 파리 어반 모더니즘은 도시운동으로서 현재까지 파리 도

시공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반 모더니즘은 1966년부터 1970년의 박정희 대통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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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김현옥 서울시장 재임기간의 서울 공간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당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 상태였던 서울은 박정희로 대표되

는 강력한 국가에 의해 국가 부흥을 목표로 가난과의 전쟁을 통해 새로

운 도시재건을 위한 ‘파괴적 창조’의 국토 근대화가 강력히 추진되었다.

가난을 파괴하고 최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압축성장이 국가의 최

대 목표였고 공간 혁명으로 상징되는 서울의 도시계획은 압축 성장을 위

한 수단이었다. 국가가 최우선시 했던 압축 성장 그리고 이를 실현할 서

울 도시공간 개편은 민간자본에 의해 구현되었다. 그 결과 서울 도시공

간은 관료화 그리고 사유화되어 도시 공공성 저하, 국가에 의한 공공시

설 통제 그리고 민간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민간에 의한 도시공간이 개편되는 과정에

서 도시가 가진 과거 역사가 국가주도로 훼손되었다는 점은 고찰되어야

한다. 어반 모더니즘의 중요한 속성이 역사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새로움

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서울의 근대 도시계획은 어반 모더니즘의 중

요한 명제가 배재되었다는 점에서 큰 과오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최대한의 자본생산을 위한 제반조건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된

점 그리고 도시 공간의 역사성과 공공성 훼손의 문제점 이외에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이 구축되지 못한 요인으로서 당시 급박했던 남북한의 냉

전 시대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들 수 있다. 국가주의 그리고

안보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도시공간에 반영되어 국가를 상징하는 무

궁화 형상의 새 서울 계획의 탄생 그리고 국가 안보논리가 여의도 계획

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은 계획 주체의 관점에

서 짧은 기간의 성과주의를 추구한 테크노크라트들의 입장 그리고 엘리

트 계획가들에 의한 무비판적인 서구 계획의 수용태도로 인하여 자신만

의 어반 모더니즘 원형을 구축할 수 없었다.

결국 19세기 중반, 파리의 대개조 사업은 당시 강력한 어반 모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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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의해 계획의 원형이 구축되어 오늘날 까지도 파리 도시계획의 근간

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미래 파리 도시계획에도 적용되어 파리 어반 모

더니즘이라는 도시문화의 정체성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다. 반면에 우

리나라는 1960년대 강력한 어반 모더니즘 시대상황 속에서 ‘건축’이 아닌

‘건설’로 대표되는 도시 공간계획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인해 서울 근대

도시의 도시문화 즉, 서울 어반 모더니즘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다만 한

국전쟁이후의 전후복구 상황, 남북한 냉전시대속의 국가안보 추구 그리

고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한 노력 등의 당시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한 시대

상황이 존재했었고 이러한 시대 상황들이 서울의 근대도시계획에 근간을

차지하는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의 중요한 요소라 정의하고자 한다. 그

결과 소개도로(疏開道路)를 활용한 길이 1km의 매우 실험적인 메가스트

럭처 복합 경제 도시계획인 세운상가의 완공, 호국을 홍보하기 위한 수

단으로 계획된 무궁화 모습의 신 수도건설 계획 그리고 전쟁유사시 비행

장으로 사용하고 무력을 전시할 목적으로 대형 광장이 조성된 여의도 계

획이 태동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 도시 공간 혁

명이 김현옥 시장의 임기로 대표되는 불과 4년 만에 이루어진 사실도 한

국형 어반 모더니즘의 전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도시 공간 내에서 공공계획의 시작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가들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파리와 서울의 근대도시계획을 연구하

였다. 근대 도시계획의 역사가 시작된 19세기 중반 파리 어반 모더니즘

의 원형과 비교해볼 때, 1960년대 중반 서울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한 서

울의 어반 모더니즘은 원형인 파리의 어반 모더니즘을 함의함과 동시에

당시 대한민국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접목된 변용의 어반 모더니즘이자

한국형 어반 모더니즘의 전형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자생의 계획이론

연구를 수행한 점, 파리와 서울 각각의 연구대상에 대한 물리적인 도시

공간과 구체적인 건축물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독창성을 확보한 점 그

리고 서로 다른 도시의 어반 모더니즘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규명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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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도시계획은 공공계획을 수반한다는 관점

에서 계획의 주체는 존재해야할 뿐 만 아니라 그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1960년대 국가안보 기반의 어반 모더니즘이

태동하게 한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은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

후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을 위해 국가안보, 남북의 통일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기술적용의 다각적인 고찰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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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urban modernism

-Comparison of the large rebuilding project in Paris and

the large construction project in Seoul

CHOI, Hoso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civilization began in cities, where

humans settled. Even in this twenty-first century, most people live in

cities, and the survival of future humans will also be directly related

to cities.

Given the importance of cities coexisting with human destiny,

related research is being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modern cities following industrializ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marked the beginning of serious research

on cit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Urban study,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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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ed to as urban theory or urban history, does not recognize the

urban space as a mere stage or background but as a subject that

creates historical actions or structures. This present urban study

analyzed the urban space from a sociological point of view, focusing

on the class conflict between urban classes, the influence of

capitalism, and the consideration of urban culture based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contrast, the planning theory of urban

objects can be said to be an empirical urban study on the physical

planning of the urban space.

Planning theory began with the birth of a modern city, where a

physical revolution occurred in an urban space along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Western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In

the present twenty-first century, the digital technology and cultural

revolution known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ffecting

society as a whole, and advanced digital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urban spaces as well. However, the beneficiar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human beings, and since the urban space in

which human beings reside is a real space, not a virtual one, a

physical urban space plan is essential. In addition, urban space

planning includ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paces of social

members; thus, physical space planning is always carried out on the

premise of the implications for the members. In this respect, the

planning theory on urban spatial planning is an important empirical

urban research field for present and future urban spatial plann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the “state,” which is the

subject of planning, with the aim to conduct empirical urban research

on planning theory, focusing on “public planning” that affect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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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society residing in the city. It was through the modern

state that serious public planning took place in human history, and

the modern state at that time carried out a spatial revolution in a

completely different manner from the past. The new urban space

plan,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has emerged

as a strong state-led urban norm (modernism), and urban culture

(urbanism). In this way,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as a

public plan, regardless of the era, the role of the planning entity, that

is, the state,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defined this urban

modernization process as “urban modernism.” The study examined the

origins of the “urban modernism” plan, which implies state-led urban

planning and the resulting urban culture. The study subjects were the

urban planning of Paris in the nineteenth century during the Second

Empire in France and the urban planning of Seoul in the 1960s,

which was built with a time difference of exactly one century from

the Paris urban planning of the Second Empire. This study examined

the urban modernism of Seoul, the representative capital of Asia,

which has undergone a later modernization process, using the urban

planning of Paris during the second imperial era, when the modern

city was born, as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urban modernism. The

analysis of urban modernism in the two cities showed that Paris has

achieved an urban revolution over a long period of more than 20

years through the state, a strong planning entity, and it has

continued to this day as a strong urban culture movement. Seoul, on

the other hand, derived a special Korean urban modernism concept

applied to Seoul’s urban space planning, as the state, a strong

planner, pursued the purpose of urban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production, not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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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urban modernism that

created the modern urban space by targeting the physical urban

space buil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Paris and Seoul as the

core object of research, which is an original part of this study in the

field of planning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Korean planning theory in the field of planning theory,

which is considered exclusively Wester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the urban

planning theory of Korea’s own birth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and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the planning entity and the direction

of the plan can be provided for future urban planning in Korea.

keywords : Planning theory, Modern urban planning, Urban

modernism, Large rebuilding project in Paris

(1853-1870), Large construction project in Seoul

(1966-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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