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理想、의 空閒的 表象의 問題*

兪 炳 林**

옹시적무로 볼 때 理想鄭은 기본적으로 이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체계가 표현되고 있 

고 이를 現世的으로 實現하고자 하는 호間的 構圖가 동시에 제 안되고 있다. 이상향은 서쿠 

에 있어서는 현실세계와는 다른， 또다른 하나의 세계를 가정하고 이를 표상하기 위한 구체 

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구도 (scherna) 가 엽 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려나 동양에서의 표상의 

방식은 현셰걱 처방으로서 도식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다분히 관념적으로， 그리고 來

世에 대한 希멸의 설명 (narration) 으로 표시되어 왔다. 

이상향에 대해서 특히 이데아의 寶錢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 공간적인 表象의 운제를 검 

트하는 일은， 그러므로 서양의 사례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그 개녕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공간적 표상이라고 함은 이상향에 있어서 이상적 價f直體係가 달성되고 실현되 

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현실세계에 구도화 시 키 려 하는가를 보는 그러한 과정 

을 응미하는 것이 된다. 이상향은 성격상 장소나 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매우 自由로운 條件

(그림 1) Robert Owen에 의 한 이 상도시 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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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그 개념이 설정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장소나 공간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또다릎 사고체계가 개 업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원우로 볼 때 유로 

피아는 본시 그 당시의 시대상황， 특히 사회적， 경제적 나아가서 理念的 對應의 산물로서 

출발하였기 때운에 공간적 표상의 운제는 당초부터 이데 아의 현실화를 위한 副次的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의미를 음마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창 

출하려는 노력속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망청， 거기에는 언제나 이상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본원적인 意志가 숨어있고， 그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表現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 그러한 과정에서 창조적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질운을 던지며， 합당한 대탑을 

설정하면서 점차 擺念의 표상화 과정을 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 현실세계에 形體를 나타내게 되려면 통상 그 과정속에는 공간적 구도나 

도식적 사고를 통해서 환경과의 적응펀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그러한 도 

식을 原型 (prototype)으로 이해한다면i 이상향의 공간적 원형을 밝히는 것은 바로 그 이상 

향의 공간적 표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 원형은 성격상 매우 原初的이 

며， 圖式的엄과 아울러 매우 상징적이며 또한 매우 抽象的이다. 

空間의 表象化의 過程

ldeal-----.--- • Concept • Spatial Schema----• Realized W or1d 

t. .. … ..... …………’”……’“……….“……….“… .. ’ 

• 성 경 속의 예 루살렘 • 神i과4 지 옥 • 東西南j北t 퓨리 에 의 phalanst송re 

• 만다라 • 千年의 來世 • 바다의 성곽 • 오웬류의 이상도시 

• 무릉도원 • 소유와 공유 • 경계와 경근로 • 하워드의 전원도시 

• Utopia 공동생활과 통과의례 • 공공시설과 개인채산 • 쉐이커교도 이상촌 

• 콩동체의식 • 중심의 외곽 • 몰온교의 Zion City 

• 사회경제적 독렵성 • 반복가능성과 가감 • 꼬르뷰지에의 Ville Radieuse 

• 송레 리 의 Arcosanti 

이데아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한 추상적， 관념적인 대상이며， 이를 달성하커 위한 여러 

가저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한 개념은 신과 지옥이라던지， 공동생활의 실체와 의식， 그 

리고 共同生活方式의 공유개념， 개인소유와 공유의 방식에 대한 태도， 나아가서 문화로 보 

는 通過嚴禮의 독자적 개념에 이료기까지 실로 다양한 개념화가 전제되게 되어있다. 그러 

한 개념화는 현실세계로 表훌되기 위해서는 認知的， 공간적 구도 (perceptual， spatial schema) 

에 따라 공간과 장소에 표현되는 절 차를 밟는다. 이 공간적 구도가 환경 이 나， 생 활방식 , 

風土， 문화적 껴반에 따라 앞서의 개념이 分化(differentiation)되게되고 이것이 現實世界에 

서서히 새로운 모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상의 공간적 表象化의 과정이다. 

유로피아가 현실세계와는 다른， 또다른 세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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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텀己完結的이며， 아울러 현실세계와 구별되는， 따라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희미한， 머 

나먼 中立的 호間이 중간에 설청되곤 한다. 이 충렵성은 결코 장소나 공간의 특수성을 지 

청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세계에 표상화될 째 커뮤니티가 외부체계와 관계짓는 境界나 구 

역설정의 성격과 裝置의 상징적 의미로 판단되곤 한다. 르네상스시대의 유토피 아 思想에 

서 이러한 중렵성은 바다나 강으로 이해되었고 특히 모아의 유로피아에서는 그 속에 존재 

하는 섬이나 성곽속의 도시로 이해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통양화속에 나타나는 仙

景은 화폭속에 수많은 여백과 구름과 안개의 적절한 삼업으로써 “다른 世界”의 의미가 彈

調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트피 아의 공간적 원형은 주위의 경계성， 중렵성， 傳統的인 생활공간ξζ로서의 도시나 

커뮤니티에서의 中心과 外힘과의 관계， 이상적 共同生活의 約束(commitment)의 개념과 이 

를 공간적S로 표상하는 운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 한 개인의 自務를 

표현하고 意味있게 하는 개인적 공간단위， 자연에 대한 기본적 태도와 가치관의 표현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이 모두가 이상향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표면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면에 내재하기도 하연서 각기 다른 이상향의 형태를 表象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19세기말 Fourier의 유로피 아사상 以後의 서구의 유로펴 아에서는 이들의 공간적 실험과 시 

술 

bfuJ~c 

(그힘 2) T. More의 Utopia의 공간적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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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투렷한 목표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공간적인 구도와 배치는 유토피아의 성 

격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이른바 信{CP村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종교적 신녕에 의해 오 

여진 집단은 한 사람의 예언자나 선구자에 의해 신의 뜻이 해석 • 전달 계승되었기에， 그 옥 

표하는 바는 이상향의 구성원 개인의 종교적 순화에 있었다. 그러으로 개인에 대한 종교적 

인， 교조적인 규멍이 강한 의미를 가질 뿐， 울리적 환경에 대한 대응방식은 이차적인 관심 

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止f갑的 공동 이상촌 (secu lar utopian community) 은 공동체 

의식의 현세척 합의하에 존재함으로 해서， 생활의 기반에 대한 공동의 관심， 주변지역에 

대한 공동적 대처방식 (토지의 이용， 가옥과 공동시설의 축조 둥)에 우선적인 고리를 하 

였다. 동양적인 이상향은 어쩌연 현실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隱速과 速脫의 장소와 공간 

으로 생각되었기에 당초부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현세적 약속이나 규법의 이상적 표현 

과 표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 한 개인의 완전한 그야말로 이상적 도구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유토피아의 공간적 구도는 유토피아가 主地하게되는 장소선택의 운제， 住居生活을 위한 

건물의 축조방식과 이용프로그랩， 그리고 공동생활에서 이상을 표상하기 위한 호間樣式의 

문제로 귀착띈다. 이상향이 현실적으로 땅에 형태를 갖게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의 기본 

적인 요소가 장소나 위치의 특수성에 불구하고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 

고 反復的 활용이 가능한 “구도”를 뭇하여만 한다. 그러한 구도는 한개인이 “머무는” 칩의 

형태와 공동생활 시설간의 일상적 관계가 明示되어야 되고 물리적 연결방식이 그 이상향의 

본래의 성격과 B 的에 부함되어야 한다. 외부세계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 

한 울타리와 경계 그리고 接近方式이 또한 내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제는 곧 공간의 계 

(그힘 3) 共同村의 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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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설계에 직접 관련되기에 환경설계가가 유로피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앞서 t!!:m的 이상촌-공동체의 기본이념은 협동조합의 성격과 비슷한， 공동생산에 기초를 한 

산업 및 기업공동촌-은 종교적 이상촌과는 달리 환경에 대한 일차적인 고려가 중시되었다 

고 하였거니와， 바로 그러한 고려는 환경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는 의마로 생각되었다. 

이상적인 콩뮤니티를 현세적 理想村이라 말한다연， 이상촌에서의 공간적 구도는 그들이 현 

실화하려고 했던 선정된 환경의 相異함에 관계없이 구도의 구성요소는 가시적으로 상징성 

이 부여되연서 구체화되어야만 했다. 그러 한 구도에서 가장 의미있게 생각된 것은 中心性

의 문제이다. 이상향에서는 共同生活이 그 기본적인 전제 였음으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 

“千年의 黃金時代n의 到來를 기 대 하든지 , 아니 연 지 도자의 據言과 엄 격 한 “命令”에 따르던 

지 해서 공동체의 共有되는 공간과 장소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 야 했다. 현세적 이상도시 

에서의 중심 시설과 공간은 서구적 유로피 아에서는 여 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어 퓨리에의 구상에서는 광장의 형태로， 혹은 요웬의 공동촌에서는 중심건울로서， 

19세기말 미국 이상주의 공동촌이었던 셰이커 敎圖에서는 교회건울로서 그것이 可視化되고 

있었다. 유토피아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있는， 또다른 하나의 세계인 이상 꺼 기 

(그림 4) 美 이 리노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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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oo 신앙촌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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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auvoo의 환경조건과 건성상황도 

에도 공간과 징소에 中心性과 外椰의 물리적 구분이 엽연 히 設定되고 있음은 참으로 흥미 

로운 것이며， 바로 이 점에서 유토피아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간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 

음올 알게한다. 

근대까지의 유로피아가 다분히 사변적이고 관녕척이연서 또한 하나의 主張 (manifesto) 으 

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연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개되었던 미국의 이상주의자 

들이 건설하고 시도했던 이상촌 (Utopiao Commuoity) 은 그것이 현실에 명示되 었고 뚜렷한 

현세적 이상이 明示되었다는 점에 환경설계의 측연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현세적 이상 

촌은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유로피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경제적 

獨효性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그 이론적 전제였으나， 미국의 초기 이상촌은 이 

정에서는 구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있었다는 관찰은 공간연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홉 

다. 환경설계 가는 이상향을 성렵시키기 위해 공간적 구도흘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환경장치속에 인간이 설계가의 의도대로 삶이라고 하는 연극이 演出되기롤 바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속에 이 의도가 성공된 예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 

다. 그러한 이상향은 자체적으로 소멸되었던가， 아니연 다른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서서히 

변질되고 變形되어， 본래의 성격과 형태가 와해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올 우리는 “실 

패”라고 단정짓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실패의 원인과 과정에 더욱 더 관심을 쏟게 된다. 

하나의 생활 단위와 공간조칙이 생존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나릉대로， 노동력의 분담，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의 분화， 지속적인 자체자본의 형성으로 外部世界와의 울질 • 경제적 

경쟁력과 대응력이 구비될 때 비로소 社會的.~濟的 독립성 이 보장되고， 따라서 내부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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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로서의 공간조직 (spatial organization) 이 獨立性과 意味를 갖게 된다고 한다. 

다시맏하연 ， 유로피아의 실현은 사회적 • 경제적 재구성이 성공되고 난 후여야 환경의 재 

조직 (en vironmental reorganization) 이 성 링 된 다는 것 이 다. 그러 한 순서 에 반대 되 는 역 순서 

의 과청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급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그러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세계에서 그러한 역순서의 예 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은 하 

나의 아이러 니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러한 시도냐 생각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社會的

기능과 意養 때운에 결코 우시될 수는 없는 것이 다. 마치 유로피아의 存tE意義가 그것의 

성공 실패여부의 판별에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사회는 과거의 역사로 볼 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그곳에 사는 사람의 공동 

적인 合意와 약속에 의해 삶의 공간과 장소가 형성된 例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향은 실체 

가 없는 개녕만으로 존재했고， 설령 현실화가 되었다 해 도， 그것은 한 개인의 덤己世界 구 

축이었을 뿐， 共同이라는 의미에서의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상화의 과정에서 올 때 이상은 풍부했으나 그것의 개념화에 있어 서 구체성이 결여된 

채 ， 꿇1효당E民의 풍수도참설과 같은 공간적 구도가 끈끈히 개제되고 있었고， 현실화핀 이 상 

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특정 종교집단의 신앙촌이라든가 隱進과 密敎的 성 

격을 띄 는 피난처로서의 은둔지， 아니연 새로이 착수한다는 뜻이연， 모두 어느갱도 이상을 

염 두에 두고 그래서 일열 이상향의 추구라고 하는 자기현시적 신도시의 출현 등에서 고작 

우리의 이상향의 殘影올 볼 수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연， 작금의 농촌 새 

마올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토피아적 발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연이 다소 있 

다고도 할 수 있다. 진정 그것이 이 상향으로의 노정을 택하고 또 의도했다고 한다연， 위에 

(그림 6) 美 Hancock, Church Family Utopi an Comanunity,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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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몇 가지의 前提條件이 당연히 만족되어 야 했었다. 마을단위에서의 사회적 • 경제적 자 

렵과 자족성이 확보되어야 했고， 마을 공동체로서의 생활방식과 공동소유의 개녕이， 여타의 

마을과는 달리 독자성을 갖고 공간적인 구도로서 반복될 수 있는 增補性이 표현되고 실행 

되어 야 했다. 그런 연후에 환경에 대한 재조직과 재구성의 과정이 뒤따라야 했던 것이다. 

이 모두가 순서와 절차， 과갱과 결과가 不充分했기에 당초부터 이상향과는 거리가 먼 몇몇 

환경개혁 사고의 흔적만이 공간에 남아있는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상향은 

社會~훌의 意‘志라는 거울에 비치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것은 自由로운 짧想과 사회적 분위 

기 속에서만 더욱 더 또렷이 나타나는 그 社會의 실상과 허상이기도 하다. 우리에 있어서 

주민에 의한， 소수집단의 자치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합의가 가능해지고， 그것에 따 

라서 공간적 질서와 조직화가 가능한 시기와 장소가 있게 된다연 ， 그때에는 분영코 관념속 

에 머물러 있는 識者들의 유회적 思考가 아닌， 현세적 처방으로서 실체화의 가능성 이 보이 

는 현실세계의 대안으로서 확연히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상향의 건설이 사회운동으로서 의미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위해서 본 몇 가지의 전제조 

건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점이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됨 것이다. 이상향은 미래에 대한 현재 

의 생각이고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라 할 수 있다. 

(그 림 7) David A. Moore, “ Vision of the New 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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