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토피아적 공공영역을 향하여 
- 우주에서 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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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less city] 임화선 supernam studio 2017 

 

“넥스토피아nextopia”란 어휘는 로맨틱한 힘이 있다. 유토피아u-topia가 현실에 없는 장소라는 슬픔이 숨어있다면, 넥스토피아는 

바로 모서리를 돌면 나타날 듯한 희망적인 의미가 있다. 즉, 넥스토피아는 닿을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만 있

다면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런 희망적인 바램은 넥스토피아 전시에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지역 단위까지 망라되어 

있다. 개인성의 완성을 통해 공공성의 전제를 제시하는 건축가 조병수, 주거 단위를 넘어선 소통을 실험하는 건축가 박창

현, 공공공간과 나눔sharing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건축가 조재원의 프로젝트, 지인 공동체를 통한 점유방식의 전환을 고민

하는 건축가 임태병, 단지에서 동네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건축가 김성우의 일원동에 대한 분석 및 계획 그리고 오포 

도서관을 통한 전국적 공동체 네트워크를 기대하는 건축가 이치훈의 작업까지 구축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전시의 연장선에서 건축가의 설계 전 전제되어야 할 공공영역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넥스토피

아적 대안을 자유롭게 제시해 보려고 한다. 

 

우주선 주상복합 Spaceship High-rise 

 

서울의 한 대형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지인은, 자신은 우주선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고 얘기한

다. 땅에 발을 내리지 않고도 쇼핑부터 카페, 식당을 다니며 건물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새 일

주일은 너끈히 땅에 ‘착륙’하지 않고 생활을 한다는 그의 거주환경이 일반적이지는 않을 듯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거리를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상복합 우주선에서 살고 있는 

지인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 거리가 삶의 활력과 우연한 만남chance encounter의 현장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또한 같은 살균된 우주선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지 않다. 

거리 및 외부 환경이 이동경로로서만 사용된다면, 마크 오제 Marc Auge가 본래 공항 같은 공간을 정

의하기 위해 명명한 비-장소non-place처럼, 역사적인 의미도 상징도 없는 이동과 통행을 위해서만 소

비되는 공간으로 축소되어 버린 것이며, 이런 공간에는 소위 공공의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의 공공공간은 오히려 공항 같은 준공유공간이 가지고 있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막과 



청결함만이 결여된 더 추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더 이상 도시의 산책자Flaneur로서 사

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공간을 산책하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하이퍼텍스트/링크(타래thread를 따라, 혹은 키워드를 따라 계속해 연달아 다른 내용을 살펴보는 것)

는 일상이 되어 뉴스에서부터 취미, 그리고 실제로 방문할 곳을 선정하는 것까지도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아니, 실제 장소를 앞에 두고도 핸드폰으로 더 명확한 정보를 구한다. 실제 장소는 바

로 사진으로 찍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 hyper-real 으로 네트워크 상

에 존재한다. 이제 인간의 거주장소는 비장소non-place를 넘어 온라인상의 우-플레이스u-place (유토피

아의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접두사 u를 적용하여)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요채 벤클러Yochai Benkler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해진 공간이 없는 공공영역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에드호크라시’adhocracy라 긍정적으로 칭하였지만, 초기의 희망적인 예상과는 달리 편향된 정보로 

인한 폐혜 또한 드러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유사독재pseoudo-dictatorship방식의 정

치가 출현하는 현실이 이런 현상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차원이 결여된 담론

과 상호작용은 현실과 결여된 경험이 된다. 현실에서 미국 L.A.의 오렌지카운티같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단지에서 사기범죄가 더 성행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면, 인공적이고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에 익숙한 우리는 인터넷 시대 전에 이미 가상적인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요새를 만들고 나면, 그 밖은 삶과 더 거리가 멀어진 야생의 지대wild nature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사람들간의 시각적 연결을 중요시 

여기는 얀 겔Jahn Gehl이나 길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는 제인 제이콥스의 이론처럼, 사람은 

서로의 관계/연결/시야 속에서 삶을 지탱한다. 급변하여 직접적인 접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직접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공 공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조성해야 할 지에 대해 건

축가는 고민하여야 한다. 니콜라스 페브스너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사회적, 혹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전에, 도시적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picture urban life이 먼저 선

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이 이슈를 건축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정 지

역에서의 삶을 상상하기 위해 시민은 큰 그림big picture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공공공간은 ‘경험의 공유’, 나아가 ’삶의 공유’의 기초

가 되며, 이는 ‘공간의 공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케네쓰 프램턴이 건축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한나 아렌트의 출현의 공간space of appearance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물론 아렌트

의 공공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만인이 보고 들을 수 있으

며 최대한으로 광범위한 공개성the publicity을 갖을 수 있는 매체 모두를 포함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

을 지칭한다. 하지만 개방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교류의 실현이 어려워지

고 있고, 사람들이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공적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상식과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림으로써 언제라도 다른 형태의 억압―연성 전체주의soft 

totalitarianism나 권위주의―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아렌트의 지적을 상기한다면, 물리적 공공공

간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근접성, 시각적 가시성을 통한 공공적 감각의 

함양은 인류 사회 형성의 원초적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근접성propinquity은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성격이나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모여 있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자 라탄Latane은 플로리다, 미국, 중국 상하이 

등 문화배경이 다른 다양한 장소에서의 실험을 통해 사회적인 영향은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

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는 비대면적인 기술의 발달(인터넷 및 통신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다. 이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 르윈 K가 명명했던 삶의 공간life space이 주관

적인 심리만큼이나 객관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영향을 받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런 이론적 예시 및 이상적 구축환경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둘러쌓은 공공공간

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계획은 필요하다.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현행제도 및 공간을 다루는 개념의 변화 없이 건축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기존 시스템은 융통성이 전무rigid하다. 건축적 접근 전 전제가 되는 조건들을 탐색할 수 밖에 없다.  

 

[공공공간 다이어그램] 이혜진+남수현, supernam studio 2018 

  



공공공간으로서의 길 Street as Public Space 

 

사람이 사는 장소는 문지방 양쪽 모두에 있다. 문지방은 정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회전축과 같다. 안쪽에는 가정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공용이 있는 것이다. 다수의 집안이 거주하는 공간이 공용이다. 집이 구성원에게 지낼 곳이 되어 

주듯 공용은 공동체에게 지낼 곳이 되어 준다. 똑같은 양식으로 정주하는 공동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용이 

있는 공동체도 있을 수 없다. 공용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관습이 정한다. 가족생활의 흐름과 범위에 따라 가정의 형태가 달라지듯 공용 또한 일반 주민이 남기는 흔적이다. 공용이 

없는 정주는 있을 수 없다. 고속도로는 거리도 길도 아니며 수송을 위해 예약된 자원임을 이주민이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나는 뉴욕에 새로 도착한 푸에르토리코인 중 인도는 광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몇 년이나 

걸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독일 관료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유럽 곳곳에서 사는 터키인은 의자를 거리로 가지고 나와 

잡담을 나누고, 내기를 하고, 거래를 하고, 커피를 대접받고 노점을 연다. 공용을 떠나 보내기까지는, 교통은 문간 밖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오늘날 소비자는 사적공간과 공적 

공간을 명확히 구별하는데 이는 문지방을 중심으로 집안과 공용으로 나뉘던 전통적 구별 방식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 –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이반 일리치가 지적하듯, 이제 우리는 길이 공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진입하였다. 예전에 사람들은 길에 평상을 내놓고 앉아 한담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길에서 

술래잡기와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에 속할 

것이다. 이면도로의 노란 차선은 얼핏 보행자를 위한 선 같지만 이는 사람을 내몰기 위한 선이다. 

어두운 밤 좁은 뒷길을 달리는 자동차가 길가의 담이나 전봇대 등을 피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려진 선이다. 더 이상 길은 머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통과를 위해 존재한다. 

뒷길에 그린 노란 선은 길이라는 공용 밖으로 사람을 쫓아내는 선명한 색깔의 담장이다. 그러나 

행정적 구분을 넘어 길에 대한 사고를 넓히기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속히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우선 주차방식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불법주차 현황만 바꿔도 길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오슬로의 도심 주차 금지제도나 우리나라 몇몇 도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구도심의 보행전용으로의 

전환으로도 길은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밀라노의 갤러리아나 일본 도심에 적용된 

상가 길의 지붕처럼 건축적 장치로도 길의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아마도 도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소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일 것이다. 자동차의 소유방식과 주차의 

개념이 바뀌어 더 이상 차를 소유하지 않고, 주거지/근무지 옆에 주차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도시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길의 구분을 간선, 지선이 

아니라 차량빈도 frequency 로 조정하는 단계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시간에 따른 유연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서울이 수십 개의 베니스 Venice 와 같은 보행지역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seamless city] 임화선 supernam studio 2017 

전통 마을 길의 사용방식을 조사, 길이 가진 공공 기능 분석을 하여 반영한 사적/공적 공간 연결 스터디 

 

 

  



공개공지 POPS 

 

공개공지는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공간으로 '민간에 의해', 

'민간자본'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공공공간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도심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갖는다. 사적소유 공공공간 Privately-Owned Public Space 이라고 통용되는 이 공간을 

미래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개발과 적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개선, 설치기준의 적절함, 보상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개념적인 변화와 운영적인 면에서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공개공지나 준공공공간으로 불려지는 상업적 공간에서 우리의 행동은 미세하게 제한된다. 마이클 

소킨이 비판하듯이 테마파크나 쇼핑몰 등의 ‘공공’공간에서 연설은 금지된다. 디즈니랜드에는 

시위가 없다. 통제되는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비교적 

POPS 가 잘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뉴욕 맨하튼이나, POPS 를 확장해 가고 있는 런던 등도 

실제 방문해 보면 사설경비업체들에 의해 상당한 위압감 속에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선 

이런 유형공간의 또 다른 이름인 유사-공공공간 Pseudo-public space 이란 어휘가 잘 어울린다. 

소유주체는 이런 공간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공공에 공지할 필요도 없다. 어떤 규칙에 의해 관리가 되는지, 또 이런 규칙을 어떻게 

도전 challenge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은 두렵기까지 하다. 19 세기에 런던 시내 중 일부가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 gated 

community 로 운영되었던 사실(이는 많은 노력으로 폐지되었다)이나 17, 18 세기에 영국의 농촌 

공유지에 울타리가 쳐져 사유화되던 상황이 연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공지는 이런 

논의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설치목적이 애매한 체로 그냥 ‘공지’로 비어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국적으로 6,000 개가 넘고 5 백만 m2 가 넘는 공개공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법개정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공개공지가 기능할 수 있는 사용권/운영권의 유연함의 확보와 공개공지의 

유형을 공공플라자, 아케이드, 관통보행로, 보도상 공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단순히 외부공간의 

면적 확보를 넘어 다양한 공공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새로운 

공개공지 계획 시 기존 유형을 넘어선 건축가의 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또한 요구된다. 

사유시설의 공개공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건립 시 공지설정 및 적극적인 프로그래밍 또한 

필요하다. 

  



 

 

 

 

 
[Orange is the New Green] Clare Lyster, CULAA 2014 

클레어 리스터 시카고 UIC 교수의 계획안. 시카고 도심에 공사 중 부도가 나 남겨진 대형 지하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그 상부를 

공공을 위한 강한 기능이 있는 야외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개의 디스크 중 작은 부분이 온수욕조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에는 안전한 비치, 겨울에는 아이스 링크로 이용된다. 

 

  



공공공간의 유연성 Flexile Public Space 

 

많은 이론가들이 얘기하듯이 공공공간이라는 정의 자체가 시민사회가 형성되던 시기와 지금 현대 

사회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공간을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던 시대를 떠올리며 로맨틱하게 

생각하며 작업하는 것은, 의미있지만 불행히도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공간에 대한 사고를 진행시켜야 한다. 분기와 

절기가 미세하게 나누어져 있고, 장날이라는 며칠 간격의 공공적 모임의 패턴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의 사회적 생활에 연속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공간의 특징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 시민의 특성상 비어있는 공공공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건축교육을 받은 우리는 이 상황이 상당히 아쉽고 낯설다. “왜 

그냥 비워두고 자유로운 상황이 일어나도록 놓아두지 않는가”가 우리의 생각이라면, 대부분의 

시민은 거꾸로 “왜 비워져 있나?”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듣도 보지도 못한 3 류 아이돌 그룹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공연을 하거나, 의미없는 이벤트로 채우는 것은 또 다른 공해일 뿐이다. 각 

공공공간에는 격에 맞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건강하고 시민적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이벤트를 촘촘히 배치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위로하고, 비상업적인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을 돌아가며 장날처럼 인터벌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받아 들여줄 수 있는 (크기나 형태가 유사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장치들이 그대로 쓰일 수 있는 유니트화된) 점조직적인 공공공간이 모든 도시 

곳곳에 있다면, 혹은 공공공간의 연례 이용시간을 각 학교에 부여한다면, 시민의 공공공간의 

참여도를 높이며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지와 이벤트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도시는 동시에 공터와 같이 정의되지 않은 공공 공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느 

샌가 데드스페이스 Deadspace 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 빈자리에 대한 여유가 없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허용과 여유가 없음을 뜻하는데, 90 년대의 맨하탄 타임스퀘어가 가졌던 다양한 

(포르노 극장까지도 수용하는) 프로그램과 이로 인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대자본의 유입으로 

디즈니화 Disneyfication 라 불리며 획일화되어 버린 지금의 모습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비확정적인 면모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안정성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영화 

서브마린(2010)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만남을 위해 모이는 숨은 공간처럼 서로의 눈을 피해 

만날 수 있는 여유공간 또한 필요하다. 이런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정제화되지 않은 ‘거친’ 공간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냥 

비어있는, 공식적인 어떤 활동도 허락하지 않는 목적 없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Urban Mound] 남수현, supernam studio 2016 

광장의 위요감을 부여하는 서울광장 계획안. 들려진 판 아래로 지하도 출구가 위치한다. 비운 광장을 어색해 하는 한국인을 고려해 각 

절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광장계획에서부터 요소 설치를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기억의 연결 Connecting Memories 

 

 
[Urban Point] 오가영, supernam studio 2017 

우리나라의 역사적 건축물이 낮음을 분석해 경복궁과 숭례문의 엇갈린 축이 만나는 서울시청광장의 끝을 지상에서 올리고 도로위로 

확장하여 두 축이 연결을 시각적으로 인지되도록 계획하고, 동시에 덕수궁 내부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계획한다. 이를 통해 경복궁에서 

숭례문 사이의 보행을 유도한다. 

 

렘 콜하스는 일반적 도시 generic city(1994)에서 예견하기를 미래의 도시는 그 어떤 역사도, 중심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공공의 삶은 없을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그 도시에서의 

공공의 삶이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일반적 generic’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정체성이 없는 단계이며, 균일성을 향한다고 얘기한다. 콜하스는 공공의 삶의 대부분은 

건물들이나 복합 건물 단지, 호텔 로비, 카지노, 영화상영관, 그리고 사방이 둘러싸인 형태의 

쇼핑몰이나 놀이 공원 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건물들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placeless’이다. 콜하스는 이를 통해 ‘중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도시를 꿈꾼다. 

필요하면 확장되고 낡으면 자폭 self-destruct 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도시의 상태, 언제나 흥미로우면서 

흥미롭지 않은 “피상적인” 할리우드 세트 같은 도시가 현대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예견은 맞고, 동시에 틀렸다. 도시의 변화에 대해 그가 예견한 것은 대부분 현실화되었지만, 

인간의 성향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도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 도시공간의 

의미와 정체성을 계속 이 특징 없는 일반적 도시에서 찾는 인간은 불쌍하다. 민속학적 접근으로 

이미 지나버리고 의미가 사라진 건축물에서 이런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숭고하지만 덧없다. 

대중은 온라인 상의 우-플레이스 u-place 와 여행을 결합하여 그 의미를 찾았다. 이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내 앞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고 멀지만 방문할 수 

있는,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리와 도시와 장소이다. 우리 마음 속의 물리적 장소의 상징은 여행지 

– 파리의 에펠탑이든, 로마의 스페인 광장이든, 교토의 골목이든 -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장소들을 

결합한 몽타쥬적인 가상 장소가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정체성에 필요한 공간적 상징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주거가 가지는 의미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유리된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타자 other 이다. 

 



동네미남도 헐리우드 영화배우와 비교되고 경쟁해야 되는 이 시대에서 방법은 하나다. 우리 

주변에 더 근사한 공간을 만들고, 우리 자신과 상관성 있는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스케일적으로나 (작거나 클 수 있다) 완결성 면으로나 적합하여야 한다. 대표공간은 세계 

건축도시공간과 비견할 수 있는 구축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동네공간은 다른 세계 유수의 

동네만큼 좋아야 한다. 또한 우리만의 의미가 충만한 네러티브가 있는 공간을 세워야 한다. 이런 

예로서 우리나라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공간은 지금은 사라진 여의도 광장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종사가 이착륙을 하고 일본-조선-만주를 있는 허브기지였으며, 광복 이후 최초의 공군 

비행단이 존재했던 역사적인 장소면서도 독재정권의 체제선전으로 쓰였던 장소, 또한 교황의 

미사 집전 장소이기도 하며, 평소에는 시민들이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던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공간이었던 여의도 광장은 조금만 가다듬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공공공간의 가능성이 있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경험한 그 광장의 광활함을 잊을 수 없지만, 지금 

‘여의도 공원’에서는 아무런 감흥도 없다. 

 

하지만 우리만의 네러티브는 반드시 예전 역사에 기댈 필요는 없다. 새로운 사건을 받아들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새롭게 만들어야 할 전통에는 '공공의 건축언어' 또한 포함된다. 한 

나라, 지역을 대표한다는 공감대 위에 형성된 공통적인 건축언어의 존재가 공공공간을 

강화시키며 이 부분이 건축가가 가장 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힘이 필요하며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스페이스 에티켓 Space Etiquette 

 

네덜란드 사회학자 안톤 자이데르펠 Anton C. Zijderveld 는 ‘도시성을 배제한 도시’라는 용어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얘기한다. 복지국가에서는 시민을 문화의 ‘참여자’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고객’ 또는 ‘소비자’로서 인지한다. 따라서 참여가 없어지고, 도시의 시민성은 사라지게 되어 

도시의 공공영역을 유지하던 집합적이고 규범적인 핵심 또한 같이 쇠퇴한다. 시민들은 이제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사람으로 변했으며, 이런 개념의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다. 

이전에 존재하던 암묵적인 지식의 공유체계 tacit knowledge 는 구시대의 유물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통제된다. 

 

리차드 세네트는 공공과 개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이 둘이 서로 뒤바뀌는 과정들이 공공영역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공영역의 쇠퇴가 개인화 individualization 를 향한 급격한 추세와 연관이 있음을 관찰했다. 소비문화 속에서 

개인은 점점 덜 ‘공인 public man’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상품으로 보게 된다. 공공영역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과 같이 변화되고 축소될 것이며, 이러한 쇼핑몰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개인을 세계를 객관적이고 이질적인 환경이 아닌 개인을 비추는 거울 내지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확장으로 간주하여 점점 더 자애적 narcissistic 으로 변해간다. … 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공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애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 공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공공공간만이 지니고 있던 

객관적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건축적 입자들> 

 



이런 상품화는 심리적 자립을 방해하고 인간을 신뢰하는 경험을 방해한다. 우리는 이미 사람보다 

컴퓨터와 기계를 더 믿는다. 사람이 배제된 컴퓨터를 통한 계좌이체가 사람을 통해 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출석도 기계가 해야 믿음이 가고 (교육부는 대학평가 시 

이런 시스템에 가점을 준다) 성적 역시 기준을 (기계적으로) 명확히 공시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한다. 불신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된다. 인공지능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계에게 맡겨버렸다. 

 

그러나 커뮤니티가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기본은 서로에 대한 신뢰이다. 신뢰는 존중에 

기반한다. 이반 일리치는 외국어를 배우는 태도를 논하며 그 나라의 문화, 문명에 대한 존중 없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한다. 공간에 대한 존중.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한번이라도 우리가 속한 공간에 대한 예절을 배운 적이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가장 근원적으로 그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며, 이 기저에는 근원적으로 타인의 

물리적 실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결국 그 실체가 속한 공간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신비롭기까지 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신비롭다고 느낄 정도로, 함께하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타인과 나, 그리고 우리의 공간을 존중하는 

‘공간사용법’에 대한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넥스토피아 상상도] 이혜진, supernam studio 2018 

 

담론의 공유 Contributing to Discourse 

 

넥스토피아 전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건축가들의 인터뷰 다큐멘터리였다. 

실제 전시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의지의 투사 projection 가 건축가들의 어휘와 표정에서 느껴졌다. 



그것이 아마도 궁극적으로 건축으로 나타나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들의 인터뷰에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담론이 형성되는 공공영역의 존재를 느꼈다면 너무 과장일까. 

 

넥스토피아의 담론들은 너무도 고귀 noble 하지만, 결국 이는 건축계 사이의 담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는 상위 1%에 속하지 

않지만, 공간에 대한 열망으로는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물들이 이 책의 

독자이다.) ‘우리’는 개선된 환경에 대한 꿈과 의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타국의 좋은 공공공간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결국 이슈는 이 0.1%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머지 99.9%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느냐에 있다. 어떻게 아이디어들을 공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넥스토피아를 실현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본문 중 초반 일부는 지금 저술중인 논문이 인용되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