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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김수근의 도시건축에 나타난 인공대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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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Kim Swoo Geun's concept of the artificial land illustrated in his article 'Urban

Image of the Future' (1962) and to consider how the concept was applied to the proposals of his two urban architecture projects

in late 1960s - Sewoonsangga (1966~67) and Yeouido Master Plan (1969). His article shows that the causes of his adoption of

the artificial land were related to 'segregating a pedestrian road from a motor way', 'increasing a building floor area along with

securing a large green space', 'giving dwelling units flexible sizes', and 'longing for futurism', but of course the artificial land

idea was applied to the two projects in varying degrees. Nevertheless, 'segregating a pedestrian road from a motor way' was

the most clear factor of the artificial land in the two projects, and 'longing for futurism' was a fundamental inspiration for both

of them. Also, because the size of the projects was enlarged from one building to an urban plan, if comparing the two, this

paper argues that Yeouido Master Plan came to closer to Kim Swoo Geun's 'Urban Image of the Future' than Sewoonsangga.

Even though Kim's acceptance of the artificial land concept could be criticized for its limitation in execution, especially owing to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it can be considered significant enough to weigh up both Kim's and Korean architecture's

developmental phases within the world architectural geography and to expose the deep strata of Korean moder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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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표

인공대지(人工垈地)는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고 인위적

구조물을 쌓아올려 새로운 지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건

축의 근본과 직결된다. 이것은 테크놀로지의 적극적 수용

을 하나의 축으로 했던 20세기 근대건축, 그중 대규모 도

시건축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요소로 빈번히 도입됐다. 이

와 같은 인공대지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사에서

도 여러 관점에서 언급됐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김중업

은 1969년의 「건축의 미래상」이라는 글에서 인공대지

가 “21세기의 새로운 건축을 여는 작업”에 필요한 사안임

을 강조한 바 있다.1) 이러한 아이디어를 일찌감치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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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도 BK21 Plus 고려대학교 ‘지속가능한 커뮤

니티를 위한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인물로 김수근(1931~86)을 들 수 있다. 그는 1962년 1월

『한국일보』에 출판한 「미래의 도시상」이라는 기고문

을 통해 미래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공

대지를 제시한다. 이 글은 몇몇 연구자들이 김수근의 도

시건축 프로젝트를 논하며 인용한 바 있지만 그다지 진

지하게 고찰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수근이 「미

래의 도시상」을 통해 서양 모더니즘 건축의 아이디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했음과 이후의 작품들에 이러한 아

이디어의 적용이 시도됐음을 본다면, 이 글은 좀 더 면밀

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공대지와 관련해 논할 수 있는 김수근의 실제 프로

젝트로는 그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시절 진행했던 여

러 작업 가운데 세운상가계획(1966~67) 및 여의도 계획안

(1968/1969)이 가장 두드러진다.2)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1) 그는 특히 영국 아키그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인공대지와

플러그인 주택의 관계에 관심을 보였다. 김중업, 「건축의 미래

상」, 과학과 기술, vol.2, no.4, p.p.23-24, 1969.

2) 그밖에 낙원상가(1967~69), 청계고가도로(1967~69), 남대문시

장 계획안(1969) 등도 거론될 수 있으나 본고의 관점에서는 주

제의 집중도가 다소 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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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최초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희석되거나 사라졌지만,

이들은 김수근의 개념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충돌하

며, 변이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두 프로젝트

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 것이

사실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대지라는 ‘단일한’ 프

레임으로 각각을 고찰한 문헌은 거의 부재할 뿐만 아니

라, 둘을 함께 두고 견준 연구는 희소해 보인다. 선행연

구 가운데는 정인하의 『김수근 건축론』(1996b)이 두 사

례 각각에 대해, 인공대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폭

넓고 유효하게 분석하고 있지만,4) 둘 사이의 직접적인 비

교 및 보다 다양한 해석의 확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은 김수근의 인공대지

발언(1962)에 대한 탐구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 발언과 연계

한 세운상가 및 여의도계획 각각에 관한 연구의 부재를 의

미한다. 게다가 인공대지의 적용이 전자에서 후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찰 역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김수근의 인공대

지 개념을 통해 세운상가 및 여의도 계획안을 분석하고, 그

아이디어가 1960년대 그의 도시건축 및 국내외 건축 흐름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우선 이 연구는 전술했던 김수근의 「미래의 도시상」

(1962)을 그의 미래도시 및 인공대지 개념을 고찰하기 위

한 일차적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는 그 글에서 파

악한 건축가 자신의 관점을 실제의 세운상가 및 여의도

계획안과 연관시킬 것이다. 「미래의 도시상」에 나타난

주요 아이디어가 1970년대 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는 사실로부터,5) 이 글의 생각을 1960년대 말의 두 프로

3) 그러나 두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문헌을 비교한다면 세운상가

에 관한 연구가 여의도계획에 관한 연구보다 양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세운상가가 처음 계획안과 여러 면에

서 달라지긴 했으나 실현된(그래서 서울의 현대사를 반영했고

현재 보존과 철거의 논란을 동반한) 반면, 여의도는 김수근의 계

획안이 사실상 폐기되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개발됐기 때문이

다. 이들에 관한 연구문헌의 예로는 다음을 보시오. 정인하, 「여

의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김수근의 1969년 계획안을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p.p.123-133, 1996a;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미건사, 1996b; 안창모, 「서울의 도시화 과

정에서 여의도의 소외와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권 5호,

p.p.53-68, 2010; 이두호, 안창모, 「세운상가에 대한 도시·건축적

재해석」,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1,

p.p.355-366, 2011; 강난형, 송인호, 「서울 메가스트럭처, 세운상

가의 도시단면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 정인하는 여기서 각각의 인공대지를 인공데크 자체의 건축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로체계를 포함한 서울시 전반의 도시

계획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5장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 편을 보시오.

5) 김수근이 1970년대 초에 발표한 여러 글(「나에게 서울시 교

통문제를 맡긴다면」, 1970.9; 「도시의 길」, 1972.4; 「도시디자

인 환상곡」, 1972.4)을 보면 이상적 사고는 다소 약화됐을지 모

르나 여전히 보차분리와 미래도시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하지

젝트 계획안과 연결시킬 근거를 얻는다. 더불어 그의 글

은 당대 세계건축의 흐름과 한국건축의 상황을 비교케

하는 인자로도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고문이 세운상가나 여의도계획을 직접 지

시하는 언설이 아니기에 그 모든 생각이 두 사례에 그대

로 적용될 수 없음도 본고는 인지한다. 따라서 각각의 프

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개요 역시 살피도록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승중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글과 보고서

가 담는 인공대지 개념이 고찰의 대상이다. 세운상가에

대해서는 윤승중, 유걸, 김석철의 「서울시불량지구재개

발의 일례: 종묘-남산·3가-4가지구」(1967) 및 윤승중의

「세운상가 아파트 이야기」(1994)가 가장 직접적인 문헌

이며,6) 여의도계획에 대해서는 「여의도개발 마스터플랜

을 위한 전제와 가설」(1969)과 『여의도 및 한강연안개

발계획』(1969)을 주요한 참조 문헌으로 삼는다.7) 하지만

글을 통한 진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면과 모형인 까

닭에 도면과 모형이 노출한 인공대지 아이디어를 김수근

및 실무자들의 개념(글)과 견줘서도 분석토록 할 것이다.

앞서 이미 명확히 했듯 이 연구는 두 프로젝트의 계획

안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범위는 이들의 계획안

이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단

점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김수근(과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의 실무자들)이 당초에 품었던 아이디어 자체를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중시하는 본고의 입장을 대변한다. 또한

인공대지에 관한 글과 적용안이 아직은 젊은 30대 건축

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한계일 수 있음도 감안하지

만, 오히려 그 이상적 열망이 척박했던 한국 건축계에 참

신한 발상으로 뜻 깊은 발자국을 남겼음에 의미를 둔다.

2. 김수근의 미래도시 아이디어와 인공대지

2.1 근대건축과 인공대지

역사 속에서 인공대지의 사례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

지만(특히 서론 초두에 진술했듯 이것이 건축의 근본과

직결된다면 더욱 그러한데), 이 연구에서는 인공대지를

20세기 근대건축의 흐름이 제시한 개념에 더 깊이 관련

하는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우선 신기술·신재료 및 새

로운 사회적 이념에 기댄 모더니스트들의 유토피아적 도

시·건축 계획안에 인공대지가 빈번히 도입됐기 때문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김수근이 참조했던 인공대지 개념이 대

체로 20세기 전반 및 중반의 것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대건축운동 가운데 인공대지 개념이 두드러

진 예를 들자면, 이태리의 미래파 건축가인 안토니오 산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1989)에 수록됐다.

6) 윤승중, 유걸, 김석철, 「서울시 불량지구 재개발의 일례: 종

묘-남산·3가-4가지구」, 空間, p.p.44-49, 1967.9; 윤승중, 「세운

상가 아파트 이야기」, 建築, p.p.14-16, 1994.7.

7) 윤승중 등, 「汝矣島開發 MASTER PLAN을 爲한 前提와 假

設」, 空間, 1969.4;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 『汝矣島 및 漢

江沿岸開發計劃』, 서울특별시,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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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토니오 산텔리아,

라 치타 누오바, 1914

그림 2. 르 코르뷔제, ‘현대도시’ 중심부의 인터체인지(좌) 및

브와장 계획(우), 1925

그림 3. 단게 겐조, 도쿄플랜, 1960

텔리아가 제안한 신도시

‘라 치타 누오바’(La Citta

Nuova, 1914)는 거대한 기

계와 같은 다층의 입체도

시 가운데 인공의 대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자코모

마테 트루코의 피아트 공

장(1916~23)에 설계된 옥상

의 자동차 트랙은 기성의

관념을 뒤집은 혁신적 제

스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아이디어를 집대

성해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으로 내놓은 이는 역시 르

코르뷔제다. 그가 1922년에 전시한 ‘현대도시(Ville

Contemporaine)’ 계획안은 여유 있는 녹지 위에 60층의

거대한 마천루가 줄지어 선 것이 특징인데, 도시 중심에

는 보행로와 분리된 자동차, 철도, 공항의 교통체계가 인

공대지에 기반해 여러 층으로 교차한다. 그리고 주거블록

의 각 유닛에는 공중정원이 계획됐고, 지붕에는 육상트랙

이 설치돼 자연을 극복한 새로운 지면의 가능성을 선보

였다.8) 이 같은 현대도시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예

가 파리의 구도심 재개발을 위해 제안한 브와장 계획

(Plan Voisin, 1925)이다. 이는 구도심의 완전한 철거에

근거한 실현될 수 없는 프로젝트였으나, 여기서 코르뷔제

는 동일한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여유 있는 녹지와

현대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9) 코르뷔제의 도시

계획 아이디어는 1930년대 알지에의 오뷔스 계획(Plan

Obus)이나 ‘빛나는 도시(Ville Radieuse)’로 이어지며 선

형도시 유형이 도입되는 등 몇몇 차이를 보이지만 인공

대지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개념이 1950년대의 위니테 다비타시옹으로

도 이어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더니즘이나 코르뷔제를 적극 수용했든 이에 반기를

들었든, 이후 세대 건축가들에게도 인공대지는 계속해서

발전시켜야할 테마였다.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10) 특

8) ‘현대도시’와 ‘브와장 계획’ 모두 1925년의 『Urbanisme』에

출판됐다. 영역본으로는 다음을 보시오. Le Corbusier, The City

of To-Morrow and Its Planning, Dover, 1987.

9) 앞의 책, p.p.278-281.

10) 레이너 배넘은 1960년대를 전후로 한 세계 건축계의 다양한

메가스트럭처를 종합한 바 있는데, 그가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

기할 만한 것을 거론

한다면, 스미슨 부부

의 베를린 계획(1957)

은 다층의 도시레벨

로써 보행로와 자동

차로를 분리한 것이

인상적이며, 요나 프

리드만의 ‘공간적 도

시(Ville Spatiale,

1958~62)’나 콘스탄트

의 ‘뉴 바빌론(New

Babylon, 1959~74)’ 프로젝트 등은 자연대지로부터 이격

된 메가스트럭처의 가변적 요소를 통해 현대도시의 유동

성을 반영한다. 한편, 김수근으로의 영향관계가 제기되는

일본의 메타볼리즘 그룹 역시 인공대지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특히 단게 겐조의 도쿄플랜(1960)은 주목할

만하다. 잘 알려졌듯 이 계획안은 이차대전 후 폐허가 된

도쿄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도쿄만 위 선형의

도시축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축을

따라 도시의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11)

이처럼 인공대지의 요소는 20세기의 주도적 건축가들

에게 유효한 도구가 됐고, 지금까지 약술한 대표적 사례

들은 1960년대 김수근의 인공대지 개념을 형성케 한 직

간접적인 역사적 배경이었다.

2.2 김수근의 인공대지 개념 도입 요인

김수근이 「미래의 도시상」을 출판한 1962년 1월은

박정희에 의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7)이

막 시작된 시점으로서, 군부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경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코자 한 열의가 나라 전

반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건축이 국가의 ‘재

건’에 유용한 도구라는 실질적 측면에 더해, 세계 건축계

의 흐름을 좇았던12) 건축가 김수근의 야심이 당시 ‘미래

의 도시’를 구상케 한 인자였을 것이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여기서 김수근은 미래도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미래의 도시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말로 글을 시

작하면서도, 현대의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 전통의 보수성

에 반한 변화의 필연성을 피력한다. 그리고는 글의 중심

단락에 무계획적인 서울(정확히는 ‘을지로’)의 문제를 해

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공대지는 메가스트럭처의 중요 요소

였다. Reyner Banham, Megastructure: urban futures of the

recent past, Thames and Hudson, 1976.

11) 단게 겐조의 도쿄플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丹下健三,

藤森照信, 『丹下健三』, 新建築社, 2002.

12) 김수근이 세계 건축계의 흐름을 인지하려던 열망이나 노력

에 비해 모든 흐름을 민감하게 읽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 그가 르 코르뷔제의 초기 아이디어에 근거를 둔 점은 시

기적으로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를 통

해서야 최신 테크놀로지의 국제적 경향을 체감한 점도 이런 추

측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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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대지’였다. 이

를 직접 옮겨보자.

“도시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건축물로 생각한다면 집안

에 자동차를 안 들이는 것처럼 일구역 안에 차량을 들

이지 않고 보도만을 깔아놓게 마련일 터인즉 여기에

당연히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

나로 인공대지가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약 20년

전에 르 코르뷔제(Le Corbusier)가 제안한 원리지만 최

근에 많이 응용됨을 볼 수 있다. 여러 층으로 겹쳐 쌓

아올린 ‘인공대지’ 위에 대량생산되는 건축자재로 각 거

주자의 조건에 따라 각종 ‘사이즈’의 주택을 세울 수 있

게 마련이다. 될 수 있는 데까지 지표를 아끼자는 것이

인공대지계획의 의도하는 바인데 거대한 인공대지의

덩어리를 만들어 이것들을 입체적인 교통로로 연결시

킨다면 서울의 소위 문화적이라고 일컫는 자하문 밖

일대의 볼품없이 들어찬 주택들을 철거해버리고 옛날

의 앵두밭, 능금밭 같은 자연의 풍치를 되찾게 할 수

있을 것이다.”13)

여기서 우리는 서울 도시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인공

대지에 관한 김수근의 생생한 생각을 볼 수 있다. 우선은

그가 인공대지 개념의 출발을 코르뷔제에게 찾은 점이

주목할 만하며,14) 그 개념이 “최근에 많이 응용”된다고

인식한 점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15) 그렇다면 김수근이

인공대지 개념을 도입하게 된 구체적 요인과 주요 특성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고는 이 글이 ‘보차분리’, ‘밀

도향상 및 녹지확보’, ‘개별 주거의 융통성’, ‘미래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는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한다고 분석한다.

(1) 보차분리: 인용문 첫 문장이 보여주듯 인공대지 도

입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보행자와 자동차의 혼잡을

분리하는 것이다. 보차분리 개념이 김수근의 1970년대 초

의 글에도 꾸준히 대두됨을 보면,16) 이는 그의 도시 및

건축 디자인의 핵심 아이디어였다고 하겠다. 인공대지를

통해 보행로와 차로를 다른 층에 배치함으로써 “입체적인

교통로”가 가능케 되는데, 김수근이 위 인용문에 이어 언

급한 “입체도시”와17) 직결된다.

(2) 밀도향상 및 녹지확보: 김수근은 “여러 층으로 겹

쳐 쌓아올린” 인공대지의 “의도하는 바”가 “지표를 아끼

자는 것”임을 명백히 서술한다. 이는 동일한 지표면 위에

서 공간활용의 밀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확보된 지표는 녹지로 전용할 수 있다. 후자의 의도는 저

밀도의 “볼품없이 들어찬 주택들을 철거”함으로써 “옛날

13) 김수근, 「미래의 도시상」, 한국일보, 1962.1.27.

14) 뒤따르는 문단에서 그는 코르뷔제의 “파리도심구개조안”을

언급하는데, 이는 1925년의 브와장 계획을 지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인공대지의 시작을 20년 전으로 규정한 바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모호하다.

15) 그가 염두에 둔 최근의 응용 사례는 여럿이 있겠으나 일차

적으로 단게의 도쿄플랜(1960)일 가능성이 크다.

16) 주 5를 보시오. 특히 그는 서울 사대문 안의 자동차를 자전

거나 저속 전차로 대체함으로써 “본연의 인간적인 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17) 주 21을 보시오.

의 앵두밭, 능금밭 같은 자연의 풍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에서 드러난다. 밀도향상 및 녹지확보의 아

이디어는 르 코르뷔제의 브와장 계획(김수근의 말을 빌리

면 “파리도심구개조안”)을 직접 연상시킨다.

(3) 개별 주거의 융통성: 보차분리나 밀도향상에 비하

면 다소 간접적으로 보이나, 김수근은 인공대지를 통해

개별 주거의 융통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

대지 위에서라면 지형의 조건에 따라 건축의 형태와 공

간이 제약을 받지만, 인공대지 위에서는 오직 “각 거주자

의 조건에 따라 각종 ‘사이즈’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18)

즉, 인공대지는 자연대지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다.

(4) 미래주의에 대한 열망: 앞선 세 가지의 인공대지

도입 요인의 기저에는 미래주의에 대한 김수근의 근본적

열망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아직은 하이테크

적 건축 표현이나 미래학에 대한 본격적 학습을 하기 이

전이며19) 여전히 낭만적 노스탤지어의 이미지에도 기대

고 있지만,20) “거대한 인공대지의 덩어리” 및 다층의 입

체도시와 입체교통로 등은 산텔리아나 코르뷔제 등 여러

근대주의자들이 꿈꿨던 새로운 도시상을 엿보이고 있다.

2.3 김수근의 인공대지가 내포한 결과적 이미지: 메가

스트럭처의 미래주의 입체도시

이처럼 김수근이 인공대지를 제기하게 된 요인이 네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면, 이러한 요인과 특성이 종합된

인공대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 이미지는 어떠할까?

앞 절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미래의 도시상」의 후반부

에서21) 김수근은 그러한 도시를 표상하는 두 가지 사례

를 제기한다. 하나는 르 코르뷔제의 “파리도심구개조안”

(브와장 계획)으로서 기존의 낙후된 도심을 여유 있는 녹

18) 이러한 서술은 1960년대 영국 아키그램의 캡슐 주거를 연상

시키는데, 여기서 거주자는 자기 조건에 맞는 사이즈의 주호를

선택할 수 있다.

19) 주 12에 언급했듯 그는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를 통해서

최신의 기술주의를 만나게 됐는데, 그 까닭에 1970년 오사카 엑

스포 한국관에서 하이테크적 표현을 시도할 수 있었다. 후자는

김수근이 인간환경계획연구소에서 개최한 미래학 세미나 시리즈

(1969~1970)의 영향을 반영한다. 정인하, p.p.109-111, 1996b.

20) 위 인용문 마지막의 “옛날의 앵두밭, 능금밭 같은 자연의 풍

치를 되찾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고려하시오.

21) “르 코르뷔제의 파리도심구개조안에 의한 고층빌딩과 아파

트군의 인구밀도나 대지를 자연에 돌려보냈다고 하는 입체도시

계획안의 그것도 약 600ha라고 하는데 뉴욕시의 횡적 교통량(지

하철이나 버스고속도로 등)이 일당 600만이지만 종적교통량(엘

리베이터에 의한 상·하 운반)이 1,500만이라는 점을 보아도 장래

도시상이 어떠한 것이겠는가를 추단(推斷)하기 어렵지 않을 것

이다. 횡에서 종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생활공간이 옮겨진다는 것

이 거의 숙명적인 미래상이라면, 용립(聳立)하는 인공대지군의

고층탑연쇄상형으로 도시의 체질은 변모할 것이 불가피할 것이

며 그 높이는 철근철골 콘크리트 혹은 미지 재료의 역학적 및

경제적 한계성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 평면적 확장은 인제

‘스톱’되어야 한다. 입체적인 상승을 꾀해야 할 시점에 이미 이르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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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준공 직후의 세운상가

지와 고층건물군으로 계획한 “입체도시계획안”이다. 다른

하나는 잘 알려진 “초고밀(hyper-density)”의22) 도시 뉴

욕인데, 김수근이 여기서 강조한 바는 엘리베이터에 의한

“종적교통량”이 지하철과 버스에 의한 “횡적교통량”을 훨

씬 상회한다는 사실이다(고층건물의 등장이 엘리베이터의

보급으로 가능했고, 뉴욕 맨해튼의 입체도시가 산텔리아

든 코르뷔제든 수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준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즉, 김수근에게 미래도시는 “평면적 확

장”이 아닌 “입체적 상승”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그는

이를 “용립(聳立)하는[우뚝 솟은] 인공대지군의 고층탑연

쇄상형” 도시라고 규정한다.

흥미롭게도 김수근은 여기서 ‘대지(垈地)’가 함의하는

수평성보다 그 대지가 적층돼 만들어낸 고층건물의 수직

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23) 그런 연유로 이 의미에는 그가

전제했던 보차분리의 개념이나 “입체적인 교통로”의 개념

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좀 더 넓

은 범위에서, 김수근의 인공대지가 제시하는 도시 이미지

를 ‘메가스트럭처의 미래주의 입체도시’로 재규정할 수 있

다고 본다. ‘메가스트럭처(megastructure)’는24) 앞 절에서

인용한 “거대한 인공대지의 덩어리”의 대응어로서 인공대

지의 수직성과 수평성 모두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세운상가 및 여의도계획에 나타난 인공대지

3.1 세운상가 계획안(1966~1967)과 인공대지

세운상가는 1966년 7월 서울시장 김현옥이 김수근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같은 해 9월 기공식을 가졌다. 그리고

1967년 10월 현대상가동부터 시작해 다음해 말까지 나머

지 상가아파트가, 그리고 1970년 4월 풍전호텔이 준공됐

다.25) 김수근건축사무소는 1966년 8월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에 흡수됐는데, 그 첫 번 프로젝트가 세운상가였다고

하겠다.26) 세운상가는 종로3가부터 퇴계로까지 이르는 길

이 1킬로미터, 폭 50미터의 대형 건물로서, 총 8개의 상

가동으로 구성됐다.27) 이와 같은 메가스트럭처로서의 세

22) 이 말은 렘 콜하스가 뉴욕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

던 것이다. 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Monacelli

Press, p.104, 1997.

23) 이 점은 김중업(1969)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중업,

앞의 글.

24) 세운상가의 건축적 특성은 빈번히 ‘메가스트럭처’라는 말로

표현돼왔다. 전술한 연구인 정인하(1996b)와 이두호, 안창모

(2011), 강난형, 송인호(2011) 등을 보시오. 그리고 메가스트럭처

의 정의 및 의미에 대해서는 배넘(1976)을 참조하시오.

25) 서울특별시 도심재정비1담당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 서울특별시, p.52, 2009.

26)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기록하는 공식 설계기간은 1966년

10월부터 1967년 6월까지지만, 그 전에 이미 설계가 시작됐던 것

으로 보인다. 김수근은 김종필과의 관계 덕으로 공사 창립

(1965.5) 전부터 영향력이 컸으며, 초대 부사장 및 2대 사장

(1968.4~1969.7)을 지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0년사』, 한

국종합기술개발공사, p.p.69-73, 682-685, 1993.

27) 건물 각 블록의 명칭은 북쪽에서부터 현대, 세운, 청계, 대

림, 삼풍, 풍전, 신성, 진양상가다.

운상가는 보행데크나 옥상정원 등의 개념을 담는 한국건

축의 초기 사례다.

1994년 윤승중의 「세운상가 아파트 이야기」에 출판

된 세운상가 계획안의 단면도는 몇 가지 중요한 인공대

지 개념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3

층의 보행데크와

5층의 주거동 공

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층에

보행자 전용공간

을 따라 상가(윤

승중에 따르면

“보행자 몰”)를

계획한 점은 1층

을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내어줌으

로써 가능했던 사안이다. 이는 건축물 자체를 자동차로부

터 분리하려는 시도이자 보행자 공간, 상가, 주거를 거대

한 인공대지 위에 구성하려는 시도였다. 2층과 4층은 접

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커피숍, 식당, 의원, 미장원 같

은 제2선 도시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됐다.

그림 5. 세운상가 계획안의 단면도 (윤승중, 1994)

그림 6. 세운상가 옥상의 학교 예정 부지(동아일보,

1967.8.2)와 일부 실현된 옥상 놀이터(경향신문, 1970.10.29)

5층의 경우는 4층까지를 기단부로 간주하고 그 위를

“인공대지화”하여 주거 및 업무기능과 옥상정원 등의 “열

린공간(open space)”을 자유롭게 배치했다. 이 인공대지

위의 집합주거는 주요 근린시설이 확보된28) 하나의 자족

적 도시와도 같다. 당시의 신문에서도 세운상가를 “마치

서울이란 바다에 뜬 상가아파트라는 배”라고 표현하고 있

는데,29) 이는 르 코르뷔제의 위니테 다비타시옹을 연상시

28) 윤승중, 1994.

29) 「서울 名物 商街아파트 年末까지 竣工」, 중앙일보,

19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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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특성이다. 한편, 세운상가는 도시의 입체화를 꾀하

며 총 용적률 300%와 (도로 부분을 제외한) 순 용적률

500%로 계획됐다. 주변의 평균 용적률이 12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밀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

다.30) 그러나 이 같은 밀도향상 가운데서도 거주환경을

고려해 건물 상부에 전술했던 옥상정원을 뒀고, 마스터플

랜에서 확인되듯 인접 대지에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그림 7. 세운상가 마스터플랜 개념도

이러한 세운상가의 인공대지 개념은 김수근이 비슷한

시기 설계했던 낙원상가(시공 1967~69)에도 일부 나타난

다.31) 이 건물은 지상의 도로(삼일로)를 코어를 제외하고

는 교통로로 남기고, 지하 1층과 필로티 위 2층부터 15층

까지를 상가와 아파트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세운상가와의 몇몇 유사점(2층에 이르는 외부계단, 4층과

5층의 외부공간 등)에도 불구하고, 낙원상가의 2층 (및

그 이상 층) 보행로가 세운상가의 보행데크처럼 외부화되

지 않고 내부에 갇혔다는 점은 인공대지 개념이 외적으

로 크게 천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상층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얽힌다는 보도는32) 보차분리 계

획의 불명료성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볼 때 1962년 김

수근의 글에 나타난 인공대지 개념과 관련해 낙원상가가

(기존의 도로 위로 인공대지를 조성한 것을 제외하면) 새

로이 제시할만한 내용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세운상가에 나타난 인공대지 개념을 2.2절에서 살펴본

김수근의 글과 비교해보자. 첫째, 3층의 보행데크를 통해

표현된 보차분리 개념은 그가 미래의 도시에 인공대지를

도입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김수근을 인공대지에 천착케 한 또 다른 개

30) 윤승중, 1994.

31) 세운상가에 비해 낙원상가에 관한 문헌은 상당히 빈약한데,

그나마 다음 연구가 이 건물의 건축적 상황과 관련 도면을 체계

적으로 보여준다. 오경철, 「도시의 거대구조물과 주변 조직 간

의 관계에 관한 연구: 낙원상가와 인접지역의 분석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한편, 인공대지와 관련해

서라면 낙원상가의 도로 위 ‘공중공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연구

된 바 있다. 최지흠, 「서울도심부 공중공간 활용 건축물의 진단

과 계획적 처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2) 「터널같은 콘크리트기둥숲길 樂園상가 어파트밑」, 경향신

문, 1969.7.2.

념인 밀도향상과 녹지확보도 세운상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전술했듯 건물 자체의 고밀화가 추구된 대신 옥상정

원이나 인근의 녹지공간이 계획됐다. 셋째, 김수근의 인

공대지 개념이 함의했던 개별 주거의 융통성 개념은 세

운상가의 핵심 주제가 아니기에 그다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시설을 위한 상층부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상부로 갈수록 후퇴된 주거유형은 단면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개별 주거는 이론상 (김수근의 말

을 따르면) “각 거주자의 조건에 따라 ‘각종 사이즈’”로

지을 수 있다. 넷째, 김수근이 「미래의 도시상」에서 인

공대지와 관련해 암시했던 미래주의에 대한 그의 열망은

세운상가 계획에서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세운상가

는 거대한 메가스트럭처로 새로운 도시축을 형성하는 가

운데 보차분리나 주상복합과 같은 개념을 담고 있다. 그

리고 여기 포함된 전자상가나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도시적 세련미를 갖춘 프로그램이었

다. 코르뷔제의 위니테에서 볼 수 있듯 블록 하나가 도시

처럼 자족적인 시스템을 가지며 근대주의 유토피아를 표

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세운상가 계획안은

김수근의 인공대지 개념이 내포한 결과적 이미지인 미래

주의적 메가스트럭처의 입체도시를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2 여의도 계획안(1969)과 인공대지

한강의 섬인 여의도는 1960년대 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선형 도심축의 형성, 한강 남북의 연

결, 국회와 시청 기능의 수용 및 택지개발 등을 목표로

개발이 준비됐다. 여의도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8년 1월 발족된 한강건설사업소가 홍수대비 및

한강연안 개발을 위해 윤중제 공사를 하면서부터였다.33)

그 뒤 여의도 개발계획은 김수근에 의한 1968년 및 1969

년 계획안, 박병주에 의한 1971년 계획안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됐는데,34) 이 연구는 1969년의 것을 고찰대상으

로 한다. 그 이유는 이때에 이르러 인공대지 개념이 보다

구체화됐기 때문이며, 1971년의 수정안에는 김수근의 주

요 아이디어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1969년의 여의도계획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여의도는

국회지구, 시청지구, 주거지구, 공관지구, 그리고 상업·업

무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여의도의 중심축은 북동에서 남

서를 지나는 관통고속도로다. 또한 북서쪽의 국회지구와

남동쪽의 시청지구를 잇는 거대한 보행로가 이 관통고속

도로(세로축)와 입체적으로 교차하면서 여의도의 가로축

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인공대지의 가로축은 세

개의 연속된 루프형 보행로를 꿰뚫고 지나간다. 이 루프

가 둘러싼 영역이 상업·업무지구이며, 그 북동으로는 주

거지구가, 남서로는 공관지구가 위치한다. 한편, 가로축과

세로축이 교차하는 영역에 시민광장이 배치됐고 상업·업

3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특별

시, 2001.

34) 1968년의 1차 계획안은 「汝矣島 綜合開發 計劃案」(空間,

196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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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여의도 계획안(1969) 모형

무지구의 바깥쪽으로는 간선도로가, 섬을 둘러싼 윤중제

를 따라서는 저속의 자동차도로가 계획됐다.

그림 8. 여의도 계획안(1969) 마스터플랜 (방위표 필자 삽입)

인공대지와 관련해 여의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은 자동차가 배제된 채 보행자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

는 보행자 공간이다. 전술했듯 국회와 시청을 연결하는

가로축과 루프형 인공대지가 보행로를 이루고, 세로축과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부분은 시민광장의 역할을 수행한

다. 여의도계획은 이를 “새로운 지면”이라는 용어로 표현

했다.35) 이 새로운 지면은 루프형 인공대지를 매개로 주

거지구나 공관지구 등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동선의 효율

화와 보차분리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에

자연의 대지로부터 분리된 인공의 터전을 제공해준다.36)

한편 이 초기안의 밀도계획 역시 인공대지 아이디어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업·업무지구에 군집된 고

층건물은 김수근이 언급했던 “용립(聳立)하는 인공대지군

의 고층탑연쇄상형”

을 연상시키는 가운

데 서로가 인공대지

로 연결돼있을 뿐만

아니라, 밀도향상을

통해 주변의 녹지확

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여의도의 세

로축을 자른 단면도

<그림 10>는 새로

운 지면을 비롯해

개별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브리지나

35) 『여의도 및 한강연안개발계획』(1969)에 따르면, “步行者專

用의 새로운 地面 (new land for pedestrian)”은 “駐車場 위 +7m

상에 상업지역 모두를 관통하는” 가운데, 가로축 양단과 중간에

마련된 대량교통의 터미널 3개소를 직접 이어준다(p.63).

36) “자동차는 필요할 때 보행자로부터 가장 손쉬운 장소에 있

어야 하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 두 가

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토지를 보행자

전용으로 자동차와 대중교통 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汝矣島

開發 MASTER PLAN을 爲한 前提와 假設」, p.17.

옥상공간의 인공대지를 보여주며, 건물 내외부의 녹지공

간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0. 여의도 계획안(1969) 세로축 단면

여의도계획에서의 이러한 인공대지 개념도 2.2절에서

분석한 김수근의 아이디어와 비교할 수 있다. 첫째, 그가

추구하던 자동차로부터 자유로운 보행자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지면’ 및 교통계획 개념으로 구체화된 보차분리에

서 명확히 나타난다. 둘째, 고층건물의 배치를 통한 밀도

향상 및 녹지확보의 특성 또한 이미 확인한 바다. 셋째,

개별주거의 융통성에 대한 적용은 그다지 자세히 드러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의

주거지구계획에서 ‘주거환경지구’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각 주호의 크기를 다양화한 점은37) 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라고 하겠다. 넷째, 김수근의 미래주의적 입장

은 여의도계획이 가지는 도시계획의 특성에서 감지할 수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확장을 위해 선형축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한 바는 전술했던 단게의 도

쿄플랜(1960)과 흡사하다. 단게가 여기서 선보인 “미래도

시가 가지는 속도와 기능에 따른 도로의 위계와 이를 도

시조직 내로 끌어들이는 개념”이38) 여의도계획에도 유사

하게 적용된 것이다. 또한 기능에 따른 여의도의 조닝은

코르뷔제의 ‘빛나는 도시’를 연상시키고, 고층건물과 결합

된 다층의 입체적 도시구조는 코르뷔제뿐만 아니라 산텔

리아의 미래주의 신도시와도 직접적으로 교감한다. 결국

이러한 여의도의 인공대지 개념과 그 속에 담긴 도시의

이미지는 김수근이 품었던 메가스트럭처의 미래주의 입

체도시를 엿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3 세운상가에서 여의도로 변화하는 인공대지

지금까지 고찰한 각각의 프로젝트를 비교해보면, 세운

상가에서 메가스트럭처의 보행데크로서, 혹은 주거영역을

위해 조성된 일종의 기단으로서 시작된 인공대지 개념이

여의도에서는 교통계획에 포함된 하나의 도시계획적 범

주로 크게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39) 이는 윤승중

(1994)이 세운상가에서 시작된 도시건축 개념이 발전해

여의도의 마스터플랜에 적용됐다고 진술한 바와 일치한

37) 앞의 글, p.20.

38) 정인하, 1996a.

39) 「汝矣島開發 MASTER PLAN을 爲한 前提와 假設」(1969)

은 여의도의 인공대지 개념이 세운상가계획과 남대문지구재개발

계획에서 먼저 제안된 것으로서 현대 도시에서 불가피한 요소라

고 피력한다. 당시의 남대문계획(1969)에 대해서는 『한국종합기

술개발공사 30년사』(p.p.501-511)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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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세운상가와 여의도 계획안은 상당 부분 동일

한 인공대지 개념에 근거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실현방식

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프로젝트를 2.2절에서 도출한 김

수근의 아이디어를 통해 비교해보자.

첫째, 두 사례 모두 규모는 다르지만, 일차적으로는 유

사한 목적을 위해 인공대지를 사용한다. 즉, 세운상가의

보행데크와 여의도계획의 새로운 지면 모두 보차분리 및

이와 연결된 공간 사이에서의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김수근이 인공대지를 도입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여의도계획의 인공대지는 보

행자 전용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 속에서 독해해야 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여의도 세로축인 관통고속도로는 (보행

로 상부를 통과하는 가운데) 여의도 내부의 도로체계와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한편, 한강 남북의 직접적인 연결을

핵심적 기능으로 삼고 있다. 이는 마스터플랜 상 서울의

구도심을 여의도 및 강남 “new city"를 거쳐 인천까지 연

결하려는 선형 도시계획의 일환이다.40) 이와 같은 포괄적

측면에서의 여의도 인공대지 계획은 김현옥 시장이 추진

하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지원했던 청계고가도로(삼

일고가도로; 1967-69)를 비롯한 서울시의 각종 도시고가

도로, 입체교차로, 육교 등의 도시 가로체계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41) 둘째, 두 프로젝트는 인공대지를 통해

밀도 높은 메가스트럭처를 계획한 점에서는 같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된 녹지의 성격은 다르다. 세운상가는 건축물

자체가 기존의 대지를 가득 채운 까닭에 녹지 공간을 인

공대지 위에 둬야 했던 반면(물론 인접 대지에 공원을 계

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의도계획에서는 건물 자

체에서 뿐만 아니라 고층건물과 인공대지 사이에 매우

여유 있는 자연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차

이는 두 프로젝트의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에 기인한다.

40)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확대일로”에 있는 서울의 “시공간구

조”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함이었는데, 교통계획은 그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의도 및 한강연안개발계획』, p.p.

9-10. 세운상가의 마스터플랜<그림 7> 역시 서울의 도로체계

속에서 읽을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점과

3층 보행데크 아래에 놓인 직선형 1층 자동차도로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보차분리 형식은 여의도 계획안의 대규모 복합적 도로체

계에 비할 바 아니다.

41) 손정목에 의하면 김현옥 시장(1966.3~1970.4)의 역점 사업은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난 완화에 있었는데, 청계고가

도로 뿐만 아니라 삼각지 입체도로와 144개의 보도육교도 그의

재임시절에 이룬 것이다. 그의 불도저식 행정은 자주 비판에 직

면했으며, 결국 그는 자신이 추진했던 와우 시민아파트의 붕괴사

고(1970.4.8)로 시장 직에서 물러난다. 손정목, 「청계천 복개공사

와 고가도로 건설」, 도시문제, 37권 409호, p.p.95-113, 2002. 한

편, 김현옥이 청계고가도로 등의 사업을 김수근에게 맡겼지만,

실시설계에 김수근의 의견(세운상가에서처럼 청계고가도로에 보

행데크를 두려했던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김종립

에 따르면 “김현옥은 김수근의 계획은 물론 서울시의 기존 도시

계획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김종립, 「청계고가도로 건설을

통해 본 1960년대 후반 서울의 도시개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셋째, 김수근의 인공대지 개념이 내포한 개별주거의 융통

성이라는 특징은 두 경우 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의 공간에, 즉 인공으

로 마련한 대지 위에 주거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세운상

가의 디자인이 여의도계획의 주거환경지구에서보다 김수

근 스스로의 언설에 그나마 더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넷

째로 김수근이 인공대지 아이디어를 통해 드러낸 미래주

의에 대한 열망은, 세운상가와 여의도계획 모두 근대주의

유토피아 프로젝트에 빈번히 등장하는 메가스트럭처의

입체도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하나의

건물에 국한된 세운상가보다 도시적 스케일의 여의도계

획이 규모 면에서 훨씬 두드러진다. 게다가 여의도계획은

디자인의 급진성에서 볼 때도 세운상가보다 한층 더 미

래주의적 이미지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운상가와 여의도계획 모두 인공대지를 적극

활용했지만, 여러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세운상가 계획안에서는

인공대지가 비교적 소규모의 보행데크나 상부의 주거를

위한 기단 및 옥상정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의도계획은

이러한 개념들이 거대한 규모로 확장돼 훨씬 더 복잡하

고 다변화된 ‘새로운 지면’의 보행데크 및 입체교통로를

포함한 도시공간 이용계획으로 발전한다. 결국 세운상가

에서의 김수근 인공대지 개념이 여의도계획에서 도시적

인 스케일로 변화되면서 그가 품었던 미래의 도시상을

한 단계 더 구체화 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4. 김수근의 인공대지 개념이 수반하는 비판적 논의

세운상가와 여의도계획에 도입된 인공대지의 개념이나

적용안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판적 논의를 수반할 수

있다. 이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 ‘세계적 흐름과의 관계’,

‘김수근 건축의 발전 과정’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자.

첫째, 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수근의 인공대지 개념과

그 적용은, 두 사례의 정도는 다르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건축가만의 유토피아적 프

로젝트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프로젝트 각각의 계획안

이 실현안으로 수정되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변화되거

나 백지화된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세운상가에서는 보

행데크가 적용됐지만 분할시공의 이유로 연속된 형태를

가지지 못해 보차분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다.

게다가 시공주체의 분산이 야기한 기업논리로 인해 보행

데크의 포장이나 조경에 대한 투자가 제한됨으로써 걷고

싶은 매력적인 가로가 연출되지 못했는데(윤승중, 1994),

공중보도를 통한 보차분리 자체가 타당치 않았다는 견해

도 있다.42) 또한 일부 신문 매체를 통해 보도된 옥상의

학교는 계획에 그쳤고, 그나마 조성된 옥상 놀이터 또한

기대와 달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43) 여의도계획의

42)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한울, p.282, 2003a.

43) 분양신청 광고 때는 빼놓지 않던 옥상 놀이터의 규모가 터

무니없이 작은데다가 시멘트 바닥이라 뛰어놀 수 없고, 흙냄새를

그리워해 화분을 애지중지 키운다는 기사에서 그러한 비판적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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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보다 근본적이다.

1970년부터 서울시 도시행정을 담당했던 손정목(2003)에

따르면 이는 국민소득 150달러 시대의 상황에서는 “이상

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오히려 환상적이라는 표현이 맞

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

서 여의도계획은 1970년 4월 김현옥 시장이 물러난 후,

매우 ‘현실적인’ 계획안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즉, 서

울시의 바닥난 재정을 충당할 시범아파트 개발의 장으로

탈바꿈하며 입체도시 아이디어가 폐기되는 한편, 여의도

세로축을 중심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은 “붉은 색연

필”의 선에 맞춰 (남북대치의 긴장 가운데 유사시를 대비

해 군용 비행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다목적의 거대한

5.16광장이 배치돼야 했다.44) 이러한 변화와 결과물이 보

여주는 이상적 건축과 한국적 상황 사이의 불일치는 건

축가가 정치가들의 정치·경제적인 도구로 이용됐다는 비

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역으로 건축가가 권력의 틈새

를 적극 활용한 셈이기도 하다.) 박정희와 김현옥의 불도

저식 개발 이데올로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건축가

의 청사진이 이를 구체화해줬던 것이다. 결국 세운상가와

여의도 프로젝트의 궤적은 김수근이 생각했던 (인공대지

를 포함한) 이상적인 도시건축 아이디어와 당대 한국의

현실적·정치적 상황이 교차하고 부딪치며 만들어낸 단순

치 않은 지층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하지만 당초의 계획안과 실현된 수정안, 즉 이상과 현

실사이의 괴리가 단지 김수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참조했던 코르뷔제나 단게도 마찬가지다.

브와장이나 도쿄플랜에서 보듯, 그들의 디자인도 세운상

가나 여의도계획처럼 경제적인 문제나 비현실성에 의해

계획안으로 머문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들과 마찬가지로 김수근의 경우도, 현실성 없는 계획에

대한 비판이 유효한 것만큼이나, 이상적 아이디어가 기존

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시하

는 창조적 긍정성 역시 유효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적 흐름과의 관계: 1960년대 초의 김수근이

1920~30년대 르 코르뷔제의 근대주의 이론을 고스란히

수용하며 인공대지의 미래도시를 찬양한 점은 그 시의성

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요한다. 기존의 도시조직을 말소

한 위에 진행하는 고층고밀의 도시개발을 반성하며 저층

고밀의 개발로 전환했던 1960년대 서양의 한 흐름을 생

각하면45) 김수근의 아이디어는 분명 한 세대 늦은 것임

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1960년대 서양

과 일본에 메가스트럭처가 유행하며 인공대지 개념이 빈

해를 읽을 수 있다. 「서울 새 風俗圖」, 경향신문, 1970.10.29.

44) 김수근의 계획안에 대한 비판 및 그것이 수정된 자세한 내

막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한울, p.p.59-82, 2003b.

45) 당시의 저층고밀의 집합주택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하시오. B. Haward et al (ed.) ‘Housing Primer’, Architectural

Design, vol. 37 (September 1967), p.p.395-433 & K. Frampton,

Another Chance for Housing: Low-Rise Alternativs, MOMA,

New York, 1973.

번히 적용됐음을 감안하면46) 그의 세운상가와 여의도 계

획안은 세계적 상황에 꼭 그리 뒤처진 것만은 아니었다

고 평가할 수도 있다. 정인하(1996a)도 언급하듯, 베를린,

필라델피아, 파리 라데팡스 등의 당시 도시계획 사례에는

인공대지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47) 다만, 김수근의 아이

디어가 앞의 2.1절에 언급했던 아방가르드들의 작품처럼

세계적 흐름의 선단에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크

다. 스미슨 부부의 아이디어는 상대적으로 도입이 용이할

지 모르지만, 프리드만의 ‘이동성(mobility)’이나48) 국제상

황주의자(Situationist International)의 ‘표류(dérive)’ 개념

과 연계되는 콘스탄트의 작업이 내포한 진보적 사회비판

은49) 동시대 한국의 건축가가 수용하기에는 (그 존재를

인지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너무 급진적이었을 것이다. 한

편, 여의도계획이 단게의 도쿄플랜의 내적 논리를 적용하

는 가운데 그 형태적 측면까지 대폭 모사한 점에 대해서

도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할 듯싶다.50)

셋째, 김수근 건축의 발전 과정: 김수근이 미래도시와

인공대지 개념을 표명하고 적용했던 1960년대는 그의 경

력 전체 가운데 가장 혈기왕성했던 이상주의자의 시기였

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현상설계 당선으로 1960년

일본에서 귀국한 29세의 청년 김수근은 군사정권과 연을

맺으며 워커힐 리조트(1961)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배경은 비판의 대상이지

만, 그런 배경 까닭에 그는 젊은 나이에 건축계의 실세가

돼 남들이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실현할 수도 있었다. 그중 핵심이 바로 한국종합기

술개발공사 초대 부사장과 2대 사장을 맡으며 입안했던

세운상가와 여의도계획이었다. 비록 현실과의 괴리로 인

해 인공대지 개념이 부분적으로만 실현되거나 완전히 폐

기됐지만, 이를 통해 김수근은 미래주의 건축경향의 일단

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1970년

대에 접어들며 오히려, 청년기적 이상주의에서 점차 벗어

나, 한국적인 공간에 대한 표출을 본격화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선보인다.51)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공간사옥

(1971/1977)이며, 건축개념 역시 미래주의적 구상으로부터

「궁극공간」(1971)이나 「건축의 네거티비즘」(1980)과

46) Banham, 1976. 주 10을 보시오.

47) 정인하(1996a)의 주 5와 29를 참조하시오.

48) 프리드만의 메가스트럭처, 공간적 도시, 이동성 건축

(L'architecture mobile)에 대해서는 『Pro Domo』(2006),

『Architecture with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Yona Friedman』(2011) 등을 보시오.

49) 콘스탄트의 뉴 바빌론의 당초 이름은 ‘Dériville’이었다(T.

Paquot, ‘Le jeu de cartes des situationnistes’, 2010). 그의 작업

이 내포한 비판성에 대해서는 『Architecture and Modernity』

(H. Heynen, 1999)를 보시오.

50) 정인하(1996b)와 손정목(2003a)의 서술이 노출한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하시오.

51) 김수근은 부여박물관 왜색시비 및 최순우와의 만남 등을 계

기로 1960년대 중반에 이미 한국성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시작

했고, 1967년 몬트리올 한국관의 조형에 전통양식을 차용하기도

했지만, 197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숙성된 결실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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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다 반성적 아이디어로의 전환을 보였다.52) 이와

같은 김수근 건축의 변화 과정은 서양건축에서 기능주의

에 경도됐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지역성을 추구하

게 된 변증법적 양상을 연상시키는 한편, 한국 현대건축

이 진화해온 한 단면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겠다.

5. 결 론

지금까지 살펴봤듯 20세기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의 메

가스트럭처 프로젝트에 자주 등장했던 인공대지 개념은

1960~70년대 한국의 건축가들에게도 적극 수용된 바 있

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근인데, 그는 「미래의 도시

상」(1962)이라는 글에서 당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공대지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말

실제의 도시건축 프로젝트인 세운상가 및 여의도계획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기회를 가졌다. 비록 최초의

많은 아이디어가 변이되거나 사라졌지만 두 프로젝트에

시도된 인공대지 개념은 한국 현대건축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과 의의 하

에 이 연구는 「미래의 도시상」에 나타난 김수근의 인

공대지 개념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된 특성들이 세운상

가 및 여의도계획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수근이 「미래의 도시상」에서 인공대지를 도

입하게 된 구체적인 요인과 특성은 ‘보차분리’, ‘밀도향상

및 녹지확보’, ‘개별 주거의 융통성’, 그리고 ‘미래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분석됐다. ‘보차분리’는 인공대지 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요인들의

기저에 암시된 것이 그의 ‘미래주의에 대한 열망’이라 하

겠는데, 여기서 그는 르 코르뷔제의 영향을 피력한다. 결

국 본고는 김수근의 인공대지가 내포한 결과적 이미지를

메가스트럭처의 미래주의 입체도시로 규정했다.

둘째, 세운상가 계획안(1966~67)의 인공대지는 3층의

보행데크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며, 일부만 실현됐으나

5층 이상의 주거공간과 옥상정원에서도 확인된다. 여의도

계획(1969)의 경우 자동차로와 분리된 거대한 보행로 및

시민광장에서 ‘새로운 지면’이라는 인공대지의 요소가 두

드러지며, 주변의 녹지와 어우러진 상업지구의 고층건물

들은 김수근이 서술한 “용립(聳立)하는 인공대지군의 고

층탑연쇄상형”에 잘 부합된다. 이렇게 볼 때, ‘보차분리’야

말로 두 프로젝트 모두에서 분명히 나타난 인공대지의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인공대지로 인한 ‘밀도향상 및

녹지확보’의 요소도 각각의 사례에 맞게 드러났는데, ‘개

별 주거의 융통성’ 측면은 두 경우 모두 뚜렷하지는 않으

나 가능성만큼은 시사됐다고 하겠다. 그리고 두 사례 모

두에 ‘미래주의에 대한 열망’이 내재했는데, 프로젝트 규

52) 두 글은 김수근(1989)에 포함됐다. 이들은 주 5의 글들과 모

순적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아이디어의 전환은 급작스럽기보다는

점진적이며,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의 혼재 속에 진행되는 것

같다.

모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도시계획으로 확장된 까닭에 여

의도계획의 경우가 김수근이 서술했던 ‘미래의 도시상’을

한 단계 더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60년대 김수근의 인공대지 개념과 적용안은 건

축가의 이상과 한국적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수반하는데, 이는 세계적 건축 흐름과 김수근 건

축의 관계나 건축가 자신의 발전 과정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결국 김수근이 제시한 이상적 도시프로젝트의

궤적은 한국 현대사의 복잡다단한 지층을 드러냄과 동시

에 한국의 현대건축을 세계적 지형도 속에 반추케 하는

인자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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