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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학을 통해 본 서울 도시경관의 인식*
-‘소설가 구보’ 계열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김한배**·조윤승***

The Cognition of Seoul Urban Landscape from the View of Urban Literature
-focusing on the serial works of “Novelist Kubo”HanBai Kim**·Yunseung Jo***
요약 : 이 연구는 1930~2010년대에 출간된 ‘소설가 구보’ 계열의 소설을 대상으로 시대별 서울의 대표경관과 그에 대
한 작가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였다. 20세기 이후 서울 사람의 산책 대상으로 새로이 등장한 도시경관은 산책자 소설로
볼 때 이전 시대의 자연경관과 달리 미추의 차원을 넘어 역사와 정치의 애증을 포함하는 이중적·다중적 성격의 장소였
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이중도시적 성격은 박태원과 이상의 소설 속에서 공간적·시각적·심리적으로 표현되었다. 유곽과
백화점이 이들의 상반된 상징이었다. 근대전기 피난민·이방인 소설가 최인훈과 주인석의 작품에서 서울 도시경관은 다
양한 장소의 역사적·사회적 이중성이 비판적으로 표현되었다. 궁궐이 동물원으로 남고 형무소가 공원이 된 역설이 대표
적 이중성이었다. 근대 후기 류신의 소설 속 서울은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면서 도시의 중요
상징축의 외관과 용도를 다국적 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 외관은 유리와 철골의 신 아케이드이다. 그들이 지상,
지하, 천상에 스펙터클의 환등상을 펼쳐나가는 이면에 화려함 뒤 소외감은 시민사회의 각성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문학
속에서 발견되는 도시경관의 이중성은 이제까지의 통념상의 시각적 경관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상상력을 포함하는 또 다
른 자원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소설가 구보, 이중적 도시경관, 장소의 이중성, 환등상
ABSTRACT：This study aims at finding the transitional landscapes of Seoul and cognition of their
sociocultural meaning during the modernistic period from 1930s' to the present, through analyzing the
literatures called "Novelist Kubo" series of four novels. We found the authors generally expressed their
cognitions of Seoul and its representative places, as the dualism of 'attachment and drudgery', like Relph
had told before. This dualism of city and its places seemed to reflect their feeling of oppression by
Japanese colonialism, military totalitarianism and neo-liberalism respectively at each historical period of
modern Korea. 'Whorehouse' and 'department store' were the bipolar places symbolizing the dual city
at the Colonial era. 'Palace' and the 'prison' converted to public park are the places of dualism with
distorted meanings in the past modern period. At the present time, the soaring glass towers in the heart
of historical axis of Seoul, regardless of public or commercial use, seemed to represent the value of
neo-liberalism, and the spectacle of neo-Phantasmagoria.
KeyWords：Novelist Kubo, dualism of urban landscape, dualism of places, Phantasmag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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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었다. 한국의 문학평
론가들은 주로 2000년대 이후, 이들을 ‘구보계열
소설’들이라고 부르면서 비교 연구하기 시작하였
는다.(한형구, 2000; 유철상, 2012) 그 내용들이

1. 배경·목적

도시 내 장소의 순례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적용하는 방법을 혹자는 ‘문학지리학’이라 부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보행도시에 대한 새로운

르기도 하였다(송은영, 2018).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시도되고 있다. 보행도시에
는 먼저 산책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리적

본 연구에서는 이들 소설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측면이 요구될 것이나, 요즘에는 시민들에 의한 다

하여 기존의 문학연구자들의 연구업적의 토대 위

양한 장소성과 경관의 향유, 역사·문화 체험까지

에서,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경관연구자의 관

함께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물리적이고

점으로 시대별 도시소설의 산책자의 눈에 비친 서

공학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

울 경관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특성을 비교, 연

는 다각도의 성찰이 필요하다.

구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그간 주류적 경향이었던

역사적으로 보자면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자연

실증적, 실용적 도시경관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풍경’을 중심으로 유행되었던 산책은, 19세기 파리

서울의 장소들이 가지는 다중적인 역사적, 인문사

대개조 사업 이후 도시의 자본주의화와 함께 변화

회적 의미를 드러내어 이를 또 다른 경관적 자산으

해가던 ‘도시거리’를 산책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

로 제시하려 한다.

였다. 이를 계기로 보들레르, 제임스 조이스를 위
시한 도시문학의 유행에 이어, 「아케이드 프로젝

2. 연구범위·대상 텍스트

트」로 유명한 벤야민(Benjamin, W., 1892~1940)
의 자본주의 도시의 문예 비평이 시도되었다.1)
서울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20세기 초반, 특히

본 연구는 앞 절에서 소개된 '구보' 계열 소설들

1930년대 경성 시대부터 주로 모더니즘 계열의 문

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들

학가들에 의한 산책자 소설이 시작되면서, 그 초기

을 각각 「구보1」~「구보4」로 부르기로 한다. 연구

의 사례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주된 시대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부

(1934)이나 이상의 「날개」(1936) 등 도시문학작품

터 현대까지이다. 여기에 도입부의 보조적 연구자

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설가 구보씨의

료로서 조선말기(1784) 한양선비 유만주의 일기를

일일」 이후 동일한 ‘구보’를 포함하는 제목의 서울

「구보 1」과 비교한다. 또한 소설가 이상의 경성을

도시의 산책 소설이 약 30년씩의 간격을 두면서 3

배경으로 한 도시소설 「날개」(이상, 1936)를 대상

편이 단속적으로 출간되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

텍스트에 포함하여 박태원의 「구보 1」과 비교 고

하였다. 이들은 각각 서울의 근대 전후기와 21세

찰한다.

1) 벤야민의 대표저작인 「아케이드 프로젝트(파사주베르크, 1927~1940)」에서는 유럽의 근대 초기인 19세기 후반 파리의 자본주의 도시화
의 현란한 가시적 현상들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며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자본주의 도시의 원형을 탐구하는 관점은 탈근대
적인 현대 도시에서도 적응 가능할 만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참고: 발터벤야민 저, 조형준 옮김, 2008; 권영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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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별 제목에 나타나는 도시명은 조선조

장소들을 연구했던 사례는 지리학과 역사학 쪽에

의 ‘한양’, 일제강점기의 ‘경성’, 해방이후의 ‘서울’

서 소수 나타난다. 박태원의 「구보 1」을 산책자 문

등으로 달라지며, 특히 ‘서울’은 해방 이후 70여년

학으로 최초로 연구한 이는 최혜실(1988)이었다.

간의 급격한 사회적, 공간적 변화를 한 시기로 묶어

그는 공간적 측면에서 문학작품분석을 시도하였는

해석할 수 없어서 근대전기(2000년 이전)와 근대

데, 구보의 동선을 실제 약도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후기(2000년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하였다.

원점회귀 방식으로서 제한된 조선인 권역에 한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순

되어 있다는 것, 방법론적 기초는 ‘모데로노로지오

례했던 서울 도시공간의 시대별 범위를 대상으로

(考現學)’이고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의 영향을 받았

한다. 그러나 서울의 행정범위가 시대마다 확장되

다는 것 등을 밝혔다. 오길영(2013)은 박태원의

고 있고, 주 연구대상 장소는 소설 속 주인공 구보

「구보 1」과 이상의 「날개」를 조이스의 율리시즈의

가 순례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시대

식민도시 인식을 비교 연구하면서 박태원의 작품

별 구보 소설의 대상범위는 점차 넓어진다.

에서는 시대의식이 약하게 나타난 반면, 이상은 시
대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면에서 조이스와 의식

연구의 대상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은 총 6종의

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병철(2016)도

문학작품들이다.

이상과 박태원의 「구보 1」을 벤야민의 환등상의

「흠영, 한양선비의 한해살이 유만주의 한양」

관점에서 비교하였는데 양자가 자본주의 초기 도

(유만주, 1784) - 약칭 「흠영」

시 경성을 ‘매혹과 우울’의 이중성으로 보았고 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1934) - 약칭

중에 비중이 높은 우울은 식민지 근대도시에 동화

「구보 1」
「날개」 (이상, 1936)

되지 못하는 ‘비동일성(Non-Identity)’에 기인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최인훈, 1976) - 약칭

다고 주장하였다.
권은(2015)은 박태원과 최인훈의 구보를 비교

「구보 2」

하였다. 최인훈은 박태원이 사용한 의식의 흐름 기

「검은 상처의 블루스-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였고, 양자는 공히 경성과

(주인석, 1995) -약칭 「구보 3」

서울을 이중성의 도시로 보았다는 공통점과 함께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류신, 2013) - 약칭

박태원은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도시영역의

「구보 4」

공간적 이중성을, 최인훈은 야간통금의 시간적 이
중성을 표현했다는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한형구

3. 선행연구·이론적 고찰

(2000)와 유철상(2012)은 각각 박태원, 최인훈과
주인석의 구보소설을 계열 소설로 보고 비교 연구

1) 선행연구

하였는데, 전자는 주로 장소적 측면에서, 후자는

선행연구들은 크게 구보 계열 소설들을 대상으

주로 태도, 의식면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로 한 연구들과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을 인문사회

송은영(2018)은 구보 관련 연구주제와는 거리가

학적으로 연구한 관련문헌들을 포함한다.

있으나, 저자 스스로 밝힌 ‘문학지리학’의 방법으

구보계열 문학을 연구한 사례들은 절대다수가

로 방대한 문학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고도성장기

문학 쪽이고, 이들 문학에 나타났던 경성의 주요

인 1960~1970년대 서울의 성장의 사실들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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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실들과 함께 그 이면의 시민들의 인식을

의 하이데거류의 실존적 ‘장소’의 개념을 발전시

문제제기하였으나, 장소중심적이기보다는 사건중

켜, 20세기 모더니즘의 합리와 기능 위주의 ‘공간’

심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개념이 가지는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밖에 지리학자 전종한(2013)의 경성 본정통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그의 연구

지역에서 시대를 거쳐 오면서 누적된 장소의 ‘다중

에 특히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그동안

적 의미의 중첩’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우며, 역사

알고 있던 통념 속의 장소는 주로 인간적이고도 긍

학자 장규식(2004)의 경성-서울 시대 주요 장소들

정적인 기억들과 관련된 곳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

의 역사적 위치 확인과 관련 사건에 대한 연구 등

제로 장소의 성립근거인 ‘장소애’에는 인생의 과정

이 있다.

속에 겪게 되는 의외의 괴롭고 어두운 기억들 즉,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공

‘고역(drudgery)’의 경험과도 밀착되어 있다는 사

통되고도 가치있는 인식은 서울의 관련 문학과 사

실이다(Relph, 앞책:101~102). 이러한 사고는 ‘장

회과학 등을 통해서 서울의 기본 성격은 ‘이중도

소성’이 가지는 성격을 ‘애정과 고역’의 양극적인

시’라는 것이고, 그 이중성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

이중 성격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성

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격은 연구대상인 소설 속 도시경관의 인문사회적

이중성을 포함한 서울의 장소와 경관의 다양한 인

성격을 해석하는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식을 구보를 중심으로 한 도시소설 속에서 탐구하

로 생각된다.

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현상학을 기반으로

렐프는 장소성과 함께 그것과 반대 성격인 ‘장

한 장소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법 중의

소상실’을 연구의 또 한 주제로 전개하고 있다. 이

하나이다.

는 대체로 근대의 대기업과 관료적 가치에 기인한
비진정성을 근본 요인으로 한다고 하였다(앞책).

2) 이론적 고찰

최근에 인류학자 오제(Auge, 2013)는 이러한 장

이론적 고찰은 20세기 후반 지리학과 인류학을

소상실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자유주의와 디지털시

위시한 인문사회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장소와

대에 격변하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예측

장소성(Relph, 1976), 비장소성에 관한 연구(Auge,

하지 못했던 장소유형인 ‘비장소(Non Place)’의

2013)들과 함께, 전술한 벤야민(Benjamin, 1940)

개념을 정의하고, 그의 만연에 대응하는 인식변화

의 20세기 전반, 자본주의 도시경관의 본질적 구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비장소는 장

조에 대한 고찰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들을 토대로

소상실의 경우처럼 장소성이 없는 곳이 아니고 ‘전

연구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통적인 장소가 아닌 곳’을 뜻하는데 ‘역사성이나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공간과 환경을 바라 본 최

인간관계가 희박한 장소’로서 예를 들어 일시적인

초의 관점은 20세기 말경부터 등장한 ‘장소’의 개

공간과의 계약상태에서 이용하는 장소인 ‘공항’,

념이었다. 이를 실제의 환경과 경관의 문제에 적용

‘멀티플렉스 영화관’, ‘테마파크’ 등을 들고 있다.

시키고자 했던 작업개념이 현상학을 기반으로 한

이곳들은 계약 내지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이용이

‘장소성’ 또는 ‘장소 정체성’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가능하다. 이들은 그 사회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

알려져 있다. 이 장소에 관련된 이론은 지리학자

들에게는 앞서 장소상실을 넘어서는 ‘타자성’ 내지

렐프(Relph, 1976)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기존

‘소외감’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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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고전적 장소 개념의 안티테제 개념들은

결과로서 나타났던 초기 자본주의 도시, 19세기

철학자 푸코(Foucault, M., 1926~1984)가 앞서

파리의 현란한 광경들을 막스와 프로이트의 이론

설파한 모든 시대와 인간집단에 존재해 온 이질적

들을 바탕으로 재주조한 ‘환등상(Phantasmagoria)’

유토피아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1966,

개념3)과 특히 그 개념 속의 ‘매혹과 환멸’, ‘최면과

1984)’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렇

각성’의 이중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이

게 장소성은 한 장소 내부에서도 애정과 고역의 양

론은 초기 자본주의의 도시만이 아니라 시공을 뛰

면을 중첩되게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어넘어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나간 현대의 도시에

통념적 장소성과는 반대되는 비장소, 또는 이질적

서도 그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타당성을

장소인 헤테로토피아 등 다양한 양상으로 연구되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본 연구의

어 왔다.

텍스트 해석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기의 개념과 이론들이 장소들의 일반적 조건
과 유형을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있다면, 실제 자본

3) 연구의 기본틀

주의 도시 속에서 장소와 비장소의 본질과 한계,

이론적 고찰에 근거해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그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응방안을 위한 기초적 사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시대별 산책문학에 나타

유는 앞서 말한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나는 서울의 경관인지 특성을 시대별 구보 계열의

(1925~1940)」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야민은

소설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그를 분석하는

파리대개조2)의

양대 개념틀은 렐프의 장소성과 벤야민의 환등상

프랑스 제2제정기의 오스만에 의한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나폴레옹 3세 때인 19세기 후반~20세기초, 파리지사 바론 오스만(Haussmann, B.)에 의해서 이루어진 파리대개조사업, 그리고 그를
모형으로 한 여러 나라의 도시계획 사업 또는 재개발을 말한다. 이 사업은 중세의 불규칙한 도시 파리를 축과 랜드마크를 위주로 한 시
각적인 ‘바로크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3) 환등상(Phantasmagorie)은 18세기말 발명된 것으로, 영화가 탄생하기 이전에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각종 색깔의 빛을 스크린
에 투사해 보여주는 감각적 시각매체로 맑스가 그의 물신(物神)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한상원, 2016). 19세기 산업혁명
과 더불어 권력과 자본의 이중지배를 받는 대도시의 화려함(매혹, 꿈, 유혹)과 억압의 양면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각성과 혁명을 촉구하는
개념이다(권용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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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양·경성·서울의 산책과 경관인식

적 도시경관이다. 장소성을 구성하는 3대 인자인
물리적 가시성(physical appearance), 행위(activity),
의미(meaning)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책의 경
로와 방문 장소의 외관’, 그곳에서 ‘주인공 및 사람

1. 한양과 경성의 산책

들의 활동’, ‘방문 장소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을
추출해 볼 것이다. 그리고 렐프가 제시했던 장소애

1) 유만주의 「흠영」: 1784년 한양, ‘풍경 산책’

착의 이중성(애착과 고역)과 오제의 비장소성 또한

유만주의 「흠영(1784)」은 소설이 아닌 일기체

장소 인식의 해석에 적용하여 해석하려고 한다.

의 자전 다큐멘터리이나 일기도 일종의 문학으로

앞의 선행연구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들

간주될 수 있다. 최근 발간된 이 문헌은 「구보 1」

구보 계열 소설들의 공통된 특징은 서울이라는 도

보다 약 150년전 한 한량계급 유만주의 한양(서울)

시의 물리적, 사회적 이중구조와 작가가 도시에 대

살이인 총 12년간의 일기 중에서 18세기 후반인

해 가지는 이중적 인식이 겹쳐서 표현되고 있다.

1784년 1년간의 일기를 한글로 번역해 담고 있다.

이는 대체로 주인공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그 안에는 한양 성내와 인근 교외를 산책한 내용이

갖는 애정과 소외감의 이중적 감정(나병철은 ‘비동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의 작성시기인 조선조 정조

일성’이라고도 표현)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正祖)대의 역사로 보아 소위 자생적 근대화의 시

일찍이 벤야민은 초기 자본주의 도시 장소와 경

기로 도시상업이 발전하고 실학문화가 꽃피우던

관의 본질을 ‘판타스마고리아’라는 ‘환상과 현실’이

시기였다. 이때의 한양 도시생활은 약 150년의 시

관찰자에게 이중적으로 겹쳐져 인식되는 것으로

차는 있으나 본격 식민지 근대화가 시작된 경성 시

압축한 바 있다. 물론, 벤야민이 대상으로 한 19세

대의 도시문화와 비교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 파리와 20~21세기의 서울의 경관구조를 같은

18세기 후반 한양의 도시풍경은 급격하게 상업도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일 수도 있겠으나,

시로 변해 갔다. 이에 따라 부와 여가의 결합으로

벤야민 이론의 핵심인 자본주의 도시의 감각적, 상

발생한 행락문화는 한양사람들에게 일상화되었다

징적 구조는 신자유주의시대인 현재에도 동일한

(권말 해석-김하라, 2013).

환상과 유혹에 기반하고 있고 더욱 확대, 진화되고

유만주는 과거시험에 거듭 낙방을 한 소외된 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크게

식인으로서 당시 거주지인 남촌에 속했던 지금의

두 갈래의 이론체계를 결합한 관점으로 연구대상

명동(당시 明禮坊) 부근에 거주하였다. 일상적으로

작품별로 나타나는 도시 전체와 개별 장소들의 물

는 주로 남촌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일가 친척집들

리적, 사회적 이중성과 환등상적 이중성을 진단해

의 방문이 많았고, 정월의 설에는 세시풍속을 즐기

보기로 한다.

기 위해 남촌의 ‘수각교’와 중촌 시가의 ‘광통교’
부근까지 진출하여 친우들과 달밤과 음식을 즐기
는 등, 도시적 풍광을 산책하기도 한다. 때때로 도
성 내의 경승지들인 북촌의 ‘대은암’의 정원과 ‘혜
화문’ 부근 동촌의 ‘석양루’, 남촌의 ‘홍대용 옛집’
등 당시 유행하던 성시원림(城市園林)들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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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완상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조 문화 융성기인

본인은 스스로 이 작품을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시대배경과 연관되어 책과 그림을 감상(겸재, 신사

문예사조인 ‘모데로노로지오(考現學, 곤 와지로)’4)

임당 등)하고, 집을 사고 정원가꾸기를 하는 등 수

의 실험작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와 같

준 있는 문화활동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개성,

은 사실주의적 시각과 함께 본 소설 내에서도 논의

해주, 평양 등 지방의 경승이 수려한 도시들도 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임스조이스의 「율리시즈」의

문을 하며 한양과 경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우

영향이 두드러진다. 즉, ‘하루(일일)’ 동안의 도시

월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순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초현실주의
기법인 ‘의식의 흐름’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특히

특히, 봄 가을철 등 호시절에는 일행을 모아 도

그러하다.

성 근교로 본격적인 자연경승 탐방을 자주 하였는
데, 주로 도성 동북부의 혜화문을 지나 ‘정릉’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26)”는

‘봉국사’와 ‘신흥사’를 찾아다녔으며, ‘흥인문’을 지

말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와 당대의 모더니스트

나 ‘동지(東池)’를 거쳐 ‘안암동’의 ‘영도사’ 사찰에

의 산책이 전 시대의 자연경승을 즐기던 산책에서

도 방문한 바 있다.

도시의 산책으로 근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음을 밝

주목할 것은 이러한 행락 와중에서도 사회비판

히고 있다. 이 말에서처럼 소설에서 구보는 1930

적 의식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 북촌을 중심

년대 전반부의 어느 날 정오부터 새벽 2시까지 경

으로 한 부동산 투기성의 재리추구 행위를 비판하

성 중심부의 ‘백화점(화신상회-현 종로타워 자리)’

는가 하면, 과거시험 등 출세에 탐닉한 상류사회의

과 ‘끽다점(낙랑팔라, 제비)’, ‘경성역’과 ‘카페’를

풍조를 직접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차와 도보로 순례하면서 도시민의 생활을 관찰,

은 연이은 과거 실패와 부친을 포함한 가계의 사회

사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전체적으로 ‘의

경제적 부침에 따른 개인적 불만과 소외감에 연유

식의 흐름’이라는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사용하고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후기의 상업도시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경성의 도심은 명치정과 본정을 중심으로

화에 따른 경쟁사회로의 진입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일본인 위주의 공간과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한다.

조선인 중심의 거리로 나누어진 소위 ‘이중도시’였
는데, 그의 산책의 공간적 범위는 평자들의 지적과

2) 박태원의 「구보 1」: 1930년대 경성, ‘심리적

같이 주로 종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

이중도시’
박태원은 일제강점기 후반 모더니스트 그룹 구

본인 중심의 남촌과의 경계부인 ‘장곡천정(長谷川

인회(九人會)의 멤버였던 김기림, 이상과 절친한 친

町, 현 소공로)’에 위치했던 ‘낙랑팔라’와 조선인과

구 사이였다. 그는 「구보 1」을 통해 하루 동안 당

일본인이 공유하던 ‘경성역’까지를 진출의 범위로

대 경성의 곳곳을 누비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함

한정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의 한 소심한 작가의

으로써 본격적인 산책자 도시문학을 출발시켰다.

자의식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 동선을 통해

4) 고현학(modernologie)은 현대생활을 조직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현대의 풍속을 분석, 해설하는 학문이며, 일본의 관동대지진 이후 사람
들의 당면한 현재를 조사한 와세다대학 건축학과 교수 곤 와지로의 연구에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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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도시의 사회적 공간구조를 명확히 한 측면

시켰는데 그 중간에 당대에 공원화가 진행된 ‘덕수

도 있다.

궁’과 ‘경성부청’이 있었다. 구보는 소설 속에서 당

소설 속의 구보는 광교천변 ‘다옥정(茶屋町, 현

시 부청 앞 광장에서 공원화된 ‘덕수궁’을 건너보

다동)’의 자택에서 출발해 먼저 ‘화신상회’를 방문

며 그 빈약함에 비감을 느끼고 신설된 태평통의

하고, 전차를 타고 동대문을 거쳐 조선은행 앞(충

‘살풍경하고 또 어수선한’ 거리 경관에 마음이 어

무로)에 내려서 장곡천정(소공로)의 ‘낙랑팔라(끽다

두워진다. 어쨌든 박태원의 구보는 전 소설 속에서

점)’에 들렀다가, ‘태평통’을 거쳐 ‘경성역’에서 상

지속적으로 ‘무의식적인 동경의 추억’과 ‘의식적인

당시간 머물러 군중들을 관찰한다. 그 후 다시 낙

현재의 경성’을 대비시켜 인식함으로써 이중노출

랑팔라에 돌아가 친구(김기림)를 만나 문학토론(율

적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경과 경성은 전

리시즈 등)을 한 후, 종로의 ‘제비 다방’으로 간다.

술한 19세기에 파리의 도시 대개조를 단행했던 오

여기서 또 다른 친구(이상)을 만나 종로의 ‘대창옥’

스만식 도시계획에서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낙원정 카페’에서 이상과

주장(손정목, 1990)과 관련해서 이 두 도시의 관계

여급들과 함께 담소 후 귀가하는 순환동선을 보여

는 흥미를 끈다.

준다. 사실 소설 속에서 구보는 제임스 조이스의

특히, 그의 소설에서는 다양한 근대적 지식과

율리시즈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듯하나 실제 소설

사물, 장소가 소도구로 출현하지만 ‘자극-지각(연

의 전체 구도(원점회귀형 하루의 산책과 귀가)와

상)-반응’이라는 심리학적 도식을 소설 전개에 서

표현(의식의 흐름)에 있어 이 작품을 모형으로 의

구체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 ‘자극(시청각적)’

식한 것으로 보인다.

은 주로 군중과 교통수단(전차, 자전거), 근대식 건

그는 이상의 「날개」에 비해 소설 속에서 경성의

물 등으로, ‘연상’은 과거의 기억,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장소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당시에 보급

의학 관련 지식, ‘반응’은 ‘환멸과 자기연민’ 등으

된 신 교통기관인 ‘전차’를 이용하여 도심의 상당

로 나타난다(최혜실, 앞글). 그의 이러한 심리학적

부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속도’와 차창을 통해 펼

과정에 관련된 표현들은 사실 벤야민의 환등상적

쳐지는 ‘동적 파노라마’의 시각으로 근대적 도시경

경험(환상과 각성)과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식

관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산책의 거의 모든 시간

민지 지식인의 소외감과 도시공간의 이중성, ‘비동

을 통해 과거의 사건(주로 동경 유학시절 때의 연

일성(non identity)의 미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애)과 현재 시점을 병치시켜 서술하거나 시각, 청

수도 있다(나병철, 2016).

각적 자극과 그 반응으로서의 연상을 중첩시켜 초
현실주의적인 ‘의식의 흐름’을 영화의 몽타주 기법

3) 이상의 「날개」: 1930년대 경성, ‘수면과 각성’

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최혜실, 1988). 이들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문학의 상징적

당대로 보아 매우 과감한 시각적 표현이며 경관인

작가 이상(1910~1937)은 서거 1년전인 1936년에

식의 패턴으로도 볼 수 있다.

자전적 소설 「날개」를 발표했다. 이는 당시 작가가

당시 조선총독부(1926~1995)는 경복궁의 광화

태어나고 거주했던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도시 공

문과 전각들을 헌 자리에 신축되었으며 일제는 여

간 및 경관 자체가 소설의 내용 전개에서 중요한

기서 출발하여 황토현을 헐고 남산의 ‘조선신궁’과

역할을 한 도시소설로서, 박태원의 대표적 도시소

‘경성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각축(태평통)을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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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보다 2년 후였다. “매

파노라마적 시각체험과 옥상정원의 경험을 통한

춘부에 기생하는 작가의 자폐적 일상과 무기력을

‘관찰자’적 시선의 획득이다(장석주 앞책:166, 199

내용으로 하는 이 소설은 다섯 번 외출했다가 네

에서 재인용).”

번 귀가하는 ‘나’의 권태에 대한 얘기다(장석주,

이 소설의 점진적 구도는 이 곳에서 클라이막스

2011:178).” 이 소설은 바로 1년전 발표한 ‘오감

겸 결말을 맞는다. “(정원의)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도’라는 시와 더불어 의식과 무의식, 상징의 세계

있었다. ...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가 병치되면서 진행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의 아

... “이 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

방가르드(초현실주의) 소설이다.

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라는 소설의 유명한

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 그야말로

서두부가 끝나면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유

현란을 극한 정오다.” ... “나는 불현 듯이 겨드랑

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본문부가

이가 가렵다. ...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시작된다. 이 ‘33번지의 유곽’ 안에 아내(매춘부)와

날자. 한번 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나뉜 한쪽 방의 햇빛이 들지

(「날개」: 99-100) 이 마지막 문장은 오랜 시간 ‘강

않는 암실 같은 곳에서 사는 나는 아내에게 손님이

제 최면’에서 깨어나 스스로 찾아간 도시 중심의

오거나 무료할 때 경성의 거리에서 배회를 하다가

조망공간에서 느낀 ‘각성’의 외침이다. 이 소설 발

돌아온다.

표 후 이상은 실제로 새로운 문학세계를 찾아 도일
하였으며 그곳에서 1년 이내에 병사한다.

외출에서는 아내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거나
반납하고 그 대가로 동침을 하곤 한다. 외출이 거
듭되면서 ‘경성역 티룸’의 커피와 도시의 서정을

이 소설 전체의 구도와 시간적 진행, 공간적 장

즐기기도 하였으나 귀가 시 비를 맞아 감기가 걸린

소, 경관의 묘사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를 요

다. 아내가 준 감기약을 먹으면서 한 달에 가까운

약,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깜깜한 유곽의 방에 유

오랜 시간을 거의, 잠으로 보낸다. 사실, 이 약이

폐되어 살던 ‘나’는 아내에게 돈과 함께 강제로 약

감기약(아스피린)이 아닌 수면제(아달린)이었고 강

을 받아 먹고 오랜 시간 강제수면에 취해 살다가,

제 수면을 당했음을 깨달은 나는 ‘산(남산으로 추

절정부에 이르러 깨어나 미스코시 옥상정원에서

정)’에 올라 벤치에서 다량의 아달린을 먹고 자살

최후의 각성의 시간을 맞는다. 이것이 이 소설의

을 기도하였으나 가까스로 다음날 다시 깨어난다.

기본구조이며 양대 배경이 되는 ‘유곽’과 ‘백화점’,

귀가와 더불어 아내의 발악과 함께 강제로 쫓겨난

‘어둠과 정오의 현란’, ‘잠과 깨어남’의 극명한 대

나는 경성역을 거쳐 정오경에 ‘미쓰코시 백화점의

비가 중심이 되는 장소들로 이루어진 이중적, 상징

옥상’에 도달한다. “당시 미쓰코시 백화점의 옥상

적인 도시경관 구조와 심리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정원은 경성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

그중에서도 본문 초반부 유곽의 골방의 설명과 종

로 경성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연애명소였다. 평론

반부 백화점 옥상정원에서의 조감되는 경관과 이

가 고봉준은 이상의 문학에서 ‘백화점’은 세가지

미지는 극히 대조적인 것으로 식민지 근대 자본주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상품-물

의 도시의 구조적 이중성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신의 ‘판타스마고리아(환등상)’의 공간, 둘째, ‘옥상

수 있다.
사실, 이 소설에서의 유곽의 골방은 보통 사람

정원’으로 표상되는 기하학적 추상의 발견,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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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탈피하고 싶은 사회악과 결합된 고역의 장소

쟁 후의 남북 냉전기이자 군부정권 전기(前期)였던

이고, 백화점은 물신적 환영이 현란한 매혹적 장소

1960년대말~1970년대초의 3년여의 기간 중 15

로서 기피와 선망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장소이

번의 하루 일과에 해당하는 서울 산책을 총 15장

나, 렐프의 장소론에 의하면 전자와 같은 ‘질곡의

의 단편으로 구성한 옴니버스 장편소설이다. 이는

장소(place of drudgery)’도 후자와 같은 ‘환영

박태원의 「구보 1」의 기본구조를 원형으로 시대를

(place of phantasy)의 장소’도 장소애의 대상이

달리하여 확대한 형태이며, 소설의 기법 또한 「구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양자는 식민도시 경성이

보 1」에서와 같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의식

가지는 본질적 양면성을 분리해서 배치한 것이라

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방문 장소들을 중심으로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주인공의 당대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의식을 표현
하고 있다.

또한, 유곽 골방에서의 유폐와 백화점 옥상에서
의 조망은 경관학자 애플턴의 ‘조망과 은신 이론

소설 속 변두리 하숙집에서 출발하는 방문장소

(Prospect and Refuge theory)’의 대비성을 연

들은 도심 인근의 ‘대학(한양대, 동국대로 추정)’과

상시킨다(Appleton, 1975).5) 이상의 「날개」에 나

‘도심지(청진동 인근)’의 잡지사 및 신문사, 출판

오는 양대 배경 장소와 세부적 장면들은 이러한 은

사, 그리고 ‘광화문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 및

신-조망 이론의 조건과 매우 부합되는 대비적 알레

인접한 ‘예총회관(현재 대학로로 이전)’, 또는 도심

고리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다방 및 식사장소 인근의 ‘역사적 골목길’ 등 작가

마지막으로, 소설 「날개」에 등장하는 이러한 극

의 생업관련 장소들이 대부분이다. 간헐적으로 ‘창

단적 이중성, 대비성은 벤야민의 중심 개념인 ‘환

경궁의 동물원과 유원지(현재 서울대공원으로 이

등상과 그 이중구조로서의 최면과 각성’을 놀라우

전)’, ‘경복궁’과 그 안에 있었던 ‘현대미술관(현재

리만치 명확하게 재현하고 있다. 사실 벤야민과 이

여러 곳으로 이전)’과 ‘인사동 화랑’의 전시회 관람

상은 그들이 느꼈던 자본주의 도시의 사회문화적

과 ‘영화관’ 관람, 기타 ‘청계천 상가’에 있는 고향

본질에 있어서 놀랍게도 상호 부합된다. 이런 면에

친구의 업소, 친분 있는 ‘등심사(안산 소재로 추

서 벤야민 사상의 보편성은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정)’ 사찰 스님 방문과 담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있다.

소설은 전반적으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종로구
와 중구 중심 원도심 시가지의 일상적 순례와 대
화, 사색의 기록이다. 피난민 특유의 실향의식, 작
가의 심미안을 통한 도시경관 비평, 원도심 시가지

2. 전기근대도시 서울의 산책

와 골목(수송국교, 조계사, 인사동, 관훈동)에 대한
1) 최인훈의 「구보 2」: 1970년대 서울, ‘이방인 도시’

애착, 국내외 정치사회의 쟁점 특히 외세, 냉전과

최인훈의 구보는 고향인 북한 원산에서 피난한

해빙에 대한 논의 등이 이 작가의 관심 주제이다.

월남민 30대 소설가이다. 그의 「구보 2」는 한국전

즉, 본 소설은 박태원 구보의 오마쥬적 소설이기는

5) 이 이론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의 생태적 적응은 경관선택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자기를 공격할 위험이 있는 외부의 관찰자로부터는 안
보이면서(은신), 자기는 외부를 폭넓게 관찰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조망)의 양극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두가지 조건
의 장소가 동시에, 또는 근거리에 갖추어진 경관을 본능적으로 아름답게 인식하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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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해방후 서울 도시사회에 대한 비평적 성격을

방문한다. 이에는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고 보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의

인다. 첫째는 왕실의 거처인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

소설들에 비해 내용이 방대하므로 다음과 같은 압

든 일제의 만행을 해방 이후 20년 너머 그대로 방

축된 중심주제들을 중심으로 그에 따르는 소설 속

치하고 있는 당시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는

의 장소와 경관관련 인식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남북분단으로
서울에 붙들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피

- 고향의 회상: 첫째 날에 구보는 ‘충무로’ 한

난민 처지를 동병상련하는 심정, 세 째는 우리 안

다방의 계단에서 건너다보이는 ‘화교 소학교’ 운동

의 맹수들을 보면서 포획되어 죽어간 안중근, 전봉

장의 느릅나무를 보고 고향 학교의 기시감을 느낀

준 등 역사적 인물들을 연상하는 초현실주의적 몽

다. 그리고 피난온 이방인의 익명성과 단절감을 자

타주라고 본다. 열두째 날에도 작가는 이곳을 재방

각하고 그를 극복하는 연대의 필요성을 느낀다.

문하여 동물들의 관상과 유형화된 인간군을 비교

- 도시의 시간성: ‘덕수궁 뒷담길’에서 석조전

하면서 환상과 현실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시도하

을 바라보며 과거를 추억한다. “이렇게 한 도시는

고 있다. 종합적으로 창경원은 일제 강점으로 인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고 기억의 눈길에

‘유폐’와 ‘치욕’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얽혀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그의 소설에는 덕수궁

‘정치적 모순’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외에도 ‘경복궁’, ‘창경궁(당시 창경원)’ 등의 고궁

있다.

들이 여러번 나오는데 그가 역사의식이 남달라 애

- 세속과 종교의 대비: 셋째 날에 찾아간 등심

착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소설 속에서

사(위치 미상, 남산으로 추정)에서의 법신 스님과

그 장소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어둡

의 대담과 산사(山寺)로부터 서울 시가지로의 조망

고 무력한 대한제국과 일제 초기의 과거를 연상시

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세속

키는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경원의 동물들에

도시와 종교적 세계, 낮은 시정(市井)과 높은 산사

대한 의인적 비유는 역사와 현실사회에 대한 알레

의 시점의 대비를 통해 그의 현실세계에 대한 피로

고리적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감과 그에 대비되는 궁극적 이상향 내지 구경(究
竟)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가 좋아하는 길과 장소들은 이들보다는
오히려 자생적 역사가 느껴지는 서울의 뒷길이나

- 식민적 문화에 대한 반성: 소설 속에서 이 도

수송국교(현 종로구청), 조계사, 인사동 근처의 골

시가 마치 식민지나 ‘조계(租界)’와 같다는 생각은

목길들, 그가 살았던 한옥 주택가(보문동 하숙집으

여러 번 언급된다. 영화관람(솔져블루)과 영화관

로 추정)이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과거인 한국동란

입구에서 간판 밑 군중들을 보는 광경에서, 그리고

직후 ‘명동거리’의 폐허에서 실존주의적 거리를 느

시민회관의 인도마술사 공연 간판 주변에서도, 그

꼈고 그때가 더 건강하였다는 느낌을 표현하면서,

리고 그 거리의 여성들이 입은 유행 의상과 화장의

역사에 대한 의식 없이 소멸되고 재개발되는 시가

이국화에서 느끼는 가짜 박래품(舶來品) 같다는 인

지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실망감을 강하게 표

상, 당시 미국발 기사인 ‘서울의 홍콩화 구상’에 대

현하고 있다.

한 걱정 등이 해방 이후 주체만 바뀐 식민문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다.

- 동물원의 환상: 그는 소설 속에서 창경궁 동

- 정치적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정치환경에 대

물원을 둘째 날과 열두째 날에 걸쳐, 두 번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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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술은 전술한 바 창경원의 예와 같이 은유적,

‘고향’, ‘자연’, ‘예술’, ‘종교’로 압축된다(권말 해

상징적 수법으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으나, 그의 피

설-김우창). 이는 크게 보아 유럽 대도시들의 ‘환

난민으로서의 신분이 더해져 남들보다 더 민감하

등상(판타스마고리아)’을 능가하는 고도로 복잡한

게 분단의 중압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다. 독특

서울의 환등상에 대한 각성으로 볼 수 있으며 애정

한 것은 ‘공간적 단절과 유폐감(幽閉感)’만이 아니

과 질곡의 장소들 속에서 새로운 각성을 찾아 헤매

라 야간통행금지제도에 따르는 ‘시간적 단절감’에

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 도시경관에 대한 애증: 「구보 2」에서는 광화

2) 주인석의 「구보 3」: 1990년대 서울, ‘상처와

문의 거리, 그에 인접한 시민회관(현재 세종문화회

악몽’

관으로 증축)과 예총회관(현재 대학로로 이전)이

소설가 주인석 또한 실제의 서울의 근현대사의

동선에서 가장 빈도도 높고 경관에 대한 작가 특유

주요 장소들을 배경으로 하여 역사와 현재, 꿈과

의 인식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 시민회관은

현실 등의 이중적인 인식을 몽타주 형식으로 구성

당시 명칭과 용도가 서울의 도심에서 가장 공공성

하고 있다. 여기서 구보는 한국전쟁 월남민의 자식

이 높았던 공간이었고 그 인근의 예총회관은 그의

으로 기지촌 ‘파주’가 고향이고 서울에 전입해 불

직업상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던 곳인

광동에 살고 있다. 현대사의 혼란기였던 소위 80

까닭이다. 특히 예총회관은 그가 직접적으로 애정

년대에 대학을 다니다 학생운동으로 투옥된 전력

을 표현한 유일한 건물로 소설 속에서 그 건물의

을 갖고 있는 30대 전업 소설가이다. 어찌 보면 최

부조를 ‘걸작’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일인에

인훈 구보의 아들격인 세대이다. ‘분단으로 생겨난

의해 조각된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상은 그 작품성

도시’ 파주를 고향으로 출생하여 서울의 변두리 불

보다 이름과 입지의 불일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광동에 살고 있는 구보는 전쟁과 분단의 후유증,

하고 있다.

군부독재와 투옥의 직접경험, 페레스트로이카와

「구보 2」는 결국 ‘거리 산책’, ‘사람 산책’, ‘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소문과 현실 등 겹겹의 전환기

물 산책’, ‘역사 산책’, ‘예술 산책’, ‘정치사상 산

적 현상들을 겪으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책’ 등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장소들의 산책을 통

소설은 1991년 3월 말의 하루부터 1994년 12.12.

해 망명 지식인 최인훈의 시대적 사고를 전방위적

의 하루까지 약 3년의 기간 중, 총 다섯 번의 외출

으로 펼치고 있다. 그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일상적

을 각각의 단편소설로 쓰고 이를 이어놓은 옴니버

도시경관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반영에 대한 인식

스 장편소설로 고향과 서울 도심의 장소들을 배회

과, 역으로 도시경관을 통해 사회정치적 의미를 독

하며 그가 겪는 ‘의식(상처)’과 ‘무의식(악몽)’이 중

해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일

첩되는 몽타주의 이야기이다.

것이다. 이는 전대의 구보보다 한 차원 높은 성취

- 분단인식: 이 소설의 첫째 날은 자택인 불광

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창경원에서

동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파주’라는 구보의 고향

보이는 사실주의와 초현실주의의 결합과 전환은

을 방문하는 과거로의 여행으로 시작한다. 통일로

박태원의 구보보다 더욱 무르익은 사고였다고 보

의 대전차구조물 등 분단의 흔적들을 경유하여 도

인다.

달한 파주터미널, “미군이 흘려주는 빵부스러기로

저자가 탐색하려 한 상처의 궁극적인 치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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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던” 기지촌의 고향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문 형무소’이다. 이곳은 모두 외세와 식민지, 체제

싶은 장소였다. 그러나, 몇 십년 만에 귀향하여 산

와 억압에 관련된 지극히 정치적인 상징경관 장치

책하는 구보에게 “그곳의 다방, 상가, 동네, 들판,

들이다. 이 중에서도 독립문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논둑길들은 아름답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독립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암암리에 일본의 지

볼 때 ‘실존의 장소로서의 고향’은 구보에게도 ‘고

원과 방조가 있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에 의해

역(drudgery)의 장소’인 동시에 ‘애착(attachment)

건립된 것으로 일제 때는 주로 독립투사들에 대한

의 장소’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표

억압 공간이었으나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

현은 이후 전개될 구보가 자라난 서울에 대한 이후

서는 그 대상이 민주투사들로 바뀐 것은 우리가 알

의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확대 반영될 것이며 그에

고 있는 바이다. 즉, 독립문이나 서대문 형무소 등

앞선 암시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상징장소들은 보통 하나 이상 다중의 의미

- 이념 인식: 1990년대의 당대 이념 간의 상충

를 갖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주로 후자인 서대문

과 혼돈을 도시의 정치적 상징경관들에 투영하면

형무소 부지(현 서대문독립공원)를 핵심에 놓고

서 여러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사의 사잇길’이라고 하고 있다. 구보가 여기

학생운동과 현실세계, 외세와 독립, 페레스트로이

서 ‘사잇길’이라고 한 표현은 ‘역사와 이념의 혼돈’

카와 포스트모더니즘 등등, 이념간 간극과 혼돈에

을 의미하는 것 같다. 즉,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의

대한 항의성 질문들이다.

미규명과 문제해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

둘째 날, 소설의 제목은 ‘사잇길로 접어든 역사’

태에서 용도의 변경(감옥보다 공원으로)과 의미의

이다. 나는 마포의 동창회관에서 동창의 결혼식에

변경(민주보다 독립으로)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

들른다. 과거의 동지들의 변질에 실망하고, 근래에

그리고 이를 당대의 설익은 외래 이념(사회주의 종

본 러시아 학생의 인터뷰 보도를 회상하며 더욱 절

식과 신자유주의화)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면에서

망한다. 러시아 학생은 말했다. “소련은 1917년

도시의 역사적 장소들과 관련된 의미의 혼란을 우

10월 세계사의 사잇길로 접어들었노라고, 그리고

려하고 있다.

이제야 소련은 다시 세계사의 큰 길로 빠져나왔노

- 역사의 억압과 트라우마: 다섯째 날, 구보는

라고...” 이렇게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이렇게 포스

요즈음 몇 년간 소설을 쓰지 못하였다. 그날은 마

트모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와해되었다.

침 12.12 사건이 15년 되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구보는 미리 빠져나와 걸어서 독립문을 지나

날이었다. 구보는 소주 2병을 지참하고 그 사건의

‘서대문 형무소’에 이른다. 이곳은 구보가 80년대

현장 중의 하나인 ‘경복궁(12.12. 당시 수도경비사

학생운동 당시에 수감생활을 하였던 곳이다. “구보

령부 제30경비단 주둔지)’을 담 넘어 들어가서 경

씨는 그 사잇길로 접어들었다. ‘80년대의 사잇길’

회루 앞 벤치에서 대취하여 잠들었다. 구보는 꿈

로, 아니 서대문 형무소가 지어진 건 을사보호조약

속에서 지옥에으로 가서 12.12.의 주역들이 십왕

체결 직후이니 ‘한국 현대사의 사잇길’이라고 하는

으로 변하여 자기를 고문하는 꿈을 꾸었고, 꿈에서

편이 옳을 것이다. ... 이 폐허 위로는 공원이 조성

깨어나니 경회루 누각에서 그 주역들이 축하파티

될 것이라 한다. ... 아, 상처 위에 기념비가 세워지

를 열고 있었다. 다시 구보는 고문기술자에게 발각

다니, 상처가 낫지도 않았는데...(주인석: 87-88)”

되어 거듭된 고문을 받았다. ... 다음날 아침 그는

이 장에서의 제일 중요 장소는 ‘독립문’과 ‘서대

경회루 2층 마룻바닥에서 턱이 돌아가고 어깨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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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골된 채 경비원에게 발견되었다. “어디까지가 꿈

하나 도시환경에 대한 상념을 정리한 비평서에 가

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인지 아리송 하였다.” 그 뒤

깝다. 특이한 점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

로부터 구보는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어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발터 벤야민의 20

이 소설의 크라이막스이자 대단원인 5장은 이

세기초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시각을 ‘제4대 구

러한 꿈 속의 꿈, 현실과 꿈의 혼돈 속에 끝난다.

보’의 서울산책에 적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종교의 타락과 예술의 패배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

것이다. 즉, 이 책은 서울의 공간과 경관이 21세기

적 경관인 경복궁 경회루와 ‘왜곡된 현대사의 현

초에 전면적으로 민자화, 다국적 자본화에 잠식되

장’, ‘술과 잠과 꿈과 각성’, 등을 병치시키면서 전

어가는 현상을, 벤야민이 탐색한 자본주의 도시미

체 소설의 주제인 ‘고향은 상처의 뿌리이자 상처

학의 원형 프레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그 자체(권말 해설, 이광호)’임을 확인한다. 이 말

있다. 벤야민은 아케이드 건물6)을 초기 자본주의

자체가 곧 구원의 장소이자 상처의 장소인 고향의

도시의 맹아로 보고 그 외관의 화려한 가시성과 그

이중성, 그리고 조국과 서울 도시경관의 역사적 이

이면의 내용적 물신성(物神性)을 대비시키면서 이

중성을 함축한다. 여기서 고향과 도시의 장소들은

를 ‘환등상(판타스마고리아)의 이중구조’로 보고, 그

아름다우면서도 배반의 장소이고, 역사의 현장이

안에 ‘꿈과 각성’의 이중성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면서도 정치의 도구이고, 꿈과 현실의 양면을 함께

이 책은 서울의 각 단위지역을 장별 제목 속에

지니는 각성의 대상인 것이다. 그의 이 소설이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로, 렐프가 고향을 대표공간으로 하여 이론화한

데 그 내용이 방대하다. 1~3장은 일제강점기에 서

장소애의 이중성, ‘애정의 장소’임과 동시에 ‘고역

울의 원형인 강북의 서울 원도심에서 용산을 거쳐

의 장소’임을 첫장과 끝장에 배치하면서 역설적으

영등포까지 선형으로 성장해 온 축을, 영등포로부

로 표현하고 있다.

터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점이 전개되
고 있다. 이는 대체로 서울지하철 1호선의 노선과
같다. 반면, 4~7장은 홍대입구에서 시작하여 강남

3. 후기근대도시 서울의 산책

의 거점적 공간들을 순례하여 다시 영등포로 돌아
오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지하철 2

문학평론가 류신은 주인석과 동시대인으로

호선의 노선과 일치한다. 편의상 이러한 양대 구간

2013년에 자전적 소설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으로 순례구간을 구분하여, 주된 장소들 각각에 대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 책의 주인공 역시 ‘구보’

한 구보의 인식을 정리하고 해석할 것이다.

이고 류신은 그를 ‘제4세대 구보’라 칭하고 있다.
내용은 구보가 201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규

1) 류신의 「구보 4」: 2013년 서울, ‘역사도심의

모로 재개발된 서울의 강남북을 종횡하는 산책가

아케이드’

로서 표면적으로는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6) 아케이드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 도시의 여명기에 대표적 상가건축 모델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도시의 대표적 공공공간이었
던 길을, 특히 상가의 소가로 상부에 유리지붕을 씌워 내부화, 사유화, 상업공간화한 것으로 이후 도시 전체의 상업화를 이끈 물리적, 시
각적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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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의 리비도”의 모습으로 여의도 금융가를 대표

이 구간은 앞서 말한 지하철 1호선의 중심구간

하여 자본의 무한 욕망을 상징하고 있었다.

인 종로3가~영등포까지를 주 대상공간으로 하고
이에 가까운 광화문과 명동을 포함한다. 주인공 구

- 원도심의 십자형 아케이드 축: 구보는 강북의

보는 그의 집 영등포의 아파트를 출발하여 용산과

구도심을 십자가 형태로 교차하는 세운상가 축과

서울역, 광화문을 거쳐 종로3가의 세운상가와 명

청계천 축을 각각 “한국근대산업화의 욕망의 아케

동까지를 순례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드, 문명이 만든 인공자연의 아케이드”로서 도시

이해의 편의상 도시형성의 역사적 단계에 맞추어

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상가는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주변 도심을 거쳐

1970~80년대 서울에서 “주거, 쇼핑, 여가, 의료

영등포의 원점을 돌아오는 것으로 재정리하였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

이를 4개의 하부주제로 묶어서 21세기 구보의 경

하자면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곳”이었다. 도시

관인식을 고찰하려 한다.

를 남북으로 1km를 넘어 가로지르는 당시로는 국

- 역사·공공공간의 아케이드화: 구보는 ‘경복궁

제적 규모의 상가주택이었고 압축근대화의 상징물

근정전’,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서울역’, ‘국

이었다. 이후, 강남개발에 밀려 급속도로 낙후된

립박물관’ 등, 근세~현대까지의 역사적, 공공적 공

이 공룡 구조물은 서울 도심의 주된 활동흐름인 동

간들이 각각 본래의 용도와 의미보다는 “관광, 정

서방향을 단절하는 장애물로 인식되면서 재개발과

치, 역사의 상품화를 위한 아케이드”로 변질되고

도시재생의 시급한 대상이 되었다. 이에 비하면

있다고 하였다. 그 축 상에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청계천(복원)은 ‘도시 속 낭만주의’와 ‘문명 속 목

는 “철골과 유리로 조합된 아르누보의 섹시한 곡선

가주의’의 신화를 연출하는 서울에서 가장 긴 아케

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마치 옛 서울시청 건물을 집

이드”라고 하였다. 역사자원과 생태자원의 복원이

어삼킬 듯한 쓰나미 같다”고 묘사하였고, 서울역은

자 도심하천공원의 개발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표

“유리와 철의 우주정거장 같은 상업공간”으로 표현

방한 채 수많은 논란 속에 완성된 이 이색적 도시

하였다. 용산지역은 전반적으로 “외계 우주선”과

경관은 19세기 파리대개조에 비견되는 이명박 시

같은 형태의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지배하는 “권력

장의 ‘오스마니제이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 자본의 화친이 남긴 상품의 땅”으로 변해가고

두 개의 대형 도시구조물을 둘러싸는 주변부의 자

있다고 보았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것이기는 하

생적 시가지는 공교롭게도 압축근대화기 서울 도

지만 수도 서울에서 국가의 상징적 축(2008년 ‘국

시 경공업의 자생적 요람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

가상징거리’로 지정)의 역할을 하는 이 거리는 신

니는 사회적 기간자원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대 이후 그 막중한 장소적 상징성을 기업과

개발과 보존, 재생사업 사이의 갈등은 논란 속에

관광의 수익수단으로 내어주는 모습이 되고 말았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다. 더욱이 시청과 서울역(민자역사)은 일제 강점

- 명동·충무로의 신식민지: 일제 강점기의 지명

기 이래로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상징적 문화

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구(中區)는 자기가

공간이었는데 그 모습과 용도에 있어서 상업건물

서울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롯데’와 ‘신세계’,

의 이미지인 유리 건물의 모습으로 돌변하여 시민

그 주변의 명동은 호텔과 백화점, 금융 및 상가로

들에게 친숙함을 반감시키고 있다.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된 도심상업 타운으로 가장
비싼 지가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다국적 기

이어서 한강대교에서 바라다 보이는 63빌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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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류신의 「구보 4」: 2013년 서울, ‘신도심의

업인 롯데를 포함하는 양대 백화점은 이와 대비되

아케이드’

는 성역(聖域)인 명동성당 및 남산과 함께 일제강
점기 경성 신도심의 3핵을 계승하여 확장, 번창하

- 지하철 2호선의 기적: 지하철 2호선(내부순환

고 있다. “백화점은 이윤을 남기는데 산책을 이용

선, 외부순환선)은 내부지향적 황금고리이다. 2호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아

선은 강남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1호선에 이어서

케이드를 실내공간에 농축해서 수직으로 중첩한

조성된 것이지만, 강남의 주요 상업도심들은 물론

개념이다(임석재, 2008 재인용)”. 특히, 신세계백

강남북의 주요 대학들을 연결시키는 황금의 노선

화점의 옥상정원은 앞서 일제강점기 소설 「날개」

이다. 따라서 이 노선은 젊음과 당대 문화가 결합

에서 주인공의 최후의 산책에 이은 절규가 폭발하

되어 소비와 자본을 추동시키는 황금목걸이이며

던 당대 자본주의 도시의 정점 공간이었다. 이곳이

이들 독자적 콘텐츠 밖의 문화를 배제시키려는 내

진화한 “트리니티 가든(삼위일체 옥상정원)은 미국

부지향적 노선(inner circle)이다. “2호선의 순환

의 팝조각가 제프쿤스(Jeff Koons)의 「신성한 심

궤도는 서울의 ‘바깥’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완

장」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물

고해 보였다.” 지하철 2호선의 거점은 단연 젊은이

신과 상품과 욕망이라는 소비자본주의의 삼위일체’

들의 성역인 ‘홍대앞 거리’, 만남과 소비의 부도심

가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외국인 관광

‘강남역’과 ‘삼성역의 코엑스몰’, 그리고 탈일상의

객의 최고의 관광지이자 한국 최고의 패션 상업지

놀이나라 ‘롯데월드’이다.

구인 이곳은 맞은편 명동의 “헬스, 뷰티, 스타일”의

- 홍대 거리의 쇼윈도: 강북의 강남이라고도 불

시각적 삼위일체를 포함하여 다국적 물신을 종교

리는 홍대앞은 2호선의 핫플레이스이다. 홍익대

로 하는 신식민지로 자리매김했다. 소비와 자본의

인근 세 개의 대학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

성당이며 환등상의 신세계이다.

하철 3개 노선의 환승역이며 최근에는 ‘경의선 숲

- 타임스퀘어, 21세기형 아케이드: 영등포의 타

길공원’이 중첩되어 젊은이들은 물론, 일반 서울시

임스퀘어는 옛 경성방직에서 변신한 부도심의 새

민과 외국인들의 방문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로운 심볼이면서 백화점에서 진화한 신 버전의 거

여기는 원래 미대가 특성화된 홍익대의 대학촌으

대복합테마상가이다. 삶의 모든 욕구를 한 곳에서

로, 기존의 미술중심의 지역문화에 편승하여 인디

소화하는 종합유토피아이자 욕망의 블랙홀이다.

음악, 얼터너티브 문화의 산실로 명망을 떨치면서

이는 아케이드의 최종적 진화단계를 보여주고 있

서울의 대표명소로 성장한 지역이었다. 이후 가장

다. 구보가 보기에 타임스퀘어 또한 다른 도심상업

대규모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으로 현재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철과 유리의 환상적 조합이면

주객전도되어 완전한 상업적 유흥가로 변질된 곳

서, 마치 지네와 같이 현기증 나는 복잡한 미로로

이다.

길을 잃게 만든다”. 여기서 혼돈은 환영의 다른 이

“이곳은 신자유주의의 착실한 모범생 서울을 볼

름으로 군중으로 하여금 길을 잃고 헤매면서 물신

수 있는 곳, 상품물신이 내뿜는 현란한 환등상 속

의 미궁으로 빠져들게 한다. 「구보 1」의 최초 방문

에 개인의 불모화된 일상과 피폐한 내면을 보는 듯

지가 경성의 화신백화점이었듯이, 타임스퀘어는

하다. 지상은 물론 옥상에 설치된 광고탑은 새로운

「구보 4」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쇼윈도로 아이돌의 늘씬한 각선미를 전시한다.”
“신체는 더 이상 신의 작품도 조화로운 우주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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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판도 아니고 ...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쇼윈

자유주의 서울 제1의 상징일 것이며 최신형 아케

도에 진열되는 상품이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도래

이드 제국의 수도이다.

한 ‘몸’과 ‘비주얼’의 강력한 상업매체화는 이제 보

- 롯데월드, 3차원 메가스케일의 환등상: 롯데

편화되어 새로운 시대의 스펙터클로 젊음의 거리

월드가 자리 잡은 잠실의 중앙부는 지역 일대가 모

를 육박하고 있다.

두 강남개발 사업시 송파 샛강과 나루터 일부를 남

- 강남역-삼성역 신자유주의의 축: 강남역은 2

겨 놓고 매립하여 육지화 시킨 곳이다. 현재의 석

호선 노선의 테헤란로 방향 축과 한남대교에서 발

촌호수는 과거 송파나루와 송파시장이 있던 곳이

원한 강남개발의 제 1축 강남대로 축이 직교하는

다. 근처에는 ‘삼전도비’도 위치해서 병자호란의

지점으로 일대의 상업업무지는 강남의 전설적인

치욕을 연상시키는 등 역사성이 강한 지역이다. 그

중심핵이며 서울지하철 중 승객유동량 1, 2위를

중에서도 석촌호수변에 롯데백화점(현 롯데월드

다투는 곳이다. 금융가로서의 기존 명성에 삼성전자

강남점), 롯데호텔과 함께 자리잡은 ‘롯데월드’는

본사와 디지털 중심 벤처산업 중심지로서 젊은 지

신축 초고층의 ‘롯데월드타워’와 호수에 조성된 인

식인들의 거점이며 주야의 소비문화 또한 발달해

공섬인 ‘매직아일랜드’와 함께 삼위일체의 초대형

있다. “강남역의 지하철 캐노피는 아케이드의 변형

실내외 놀이동산을 형성하고 있다.

으로 지상보다 화려한 지하상가의 입구를 상징한

“롯데월드는 서울에서 가장 큰 유리 돔이다. ...

다”. 구보는 “유리가 소통과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키치의 아성이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세계를 연

건축재료로 사용되는지 회의적이었다. 오늘날 유

출하며... 모든 것이 모사품, 복제품, 유사품이고..

리는 외부와 내부를 모호하게 나누고 실내를 분할

이는 거대한 회전목마이다.” 롯데월드야말로 자본

하는 차단의 기제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의 환등상의 정점인 꿈의 세상, 테마파크이다.

구보는 유리 아케이드의 남발을 인식한다.

강 가운데 섬이었던 잠실도를 메꾸어 만든 인공육

강남역에서 세 정거장 더가면 나타나는 삼성역

지에, 강남 부동산 개발로 만들어진 신도시의 한

은 테헤란로의 연장에 위치한 신자유주의의 본격

가운데에, 땅의 역사와 과거의 치욕과 갑갑한 현실

왕국이다. 코엑스 건물은 초대형 복합상업업무 및

세계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장미빛 환상으로 탈출

컨벤션 건물로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줄을 선다.

증축 완성된 건물이다. 지하의 코엑스몰(현 스타필

근대후기, 강남에서 시작된 유리와 철의 상업건

드코엑스몰)은 서울 최초의 복합쇼핑몰로서 지상

물 양식들이 지하철 2호선 주변의 시가지는 물론,

의 전통적인 시장과 골목을 지화하한 모습의 ‘미로

지하철 1호선 주변의 시가지에 이르기까지 도시경

(迷路)’ 구조로 유명하며, 젊은이들이 데이트와 쇼

관의 주축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공공건물까지 침

핑을 한 곳에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명소이다.

식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 철도

“삼성역의 ‘삼성’이 신자유주의 제국을 수호하

역, 시청사 등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공

는 세 성채, 무역센터, 코엑스, 아셈타워를 가리키

공부문 전반의 민자화 내지 공공행정의 기업경영

는 것 같았다. ... 제국의 성벽은 투명한 유리조각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반영하면서 도시이미지의

이었다.” “종합무역센터는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이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근래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의 거점이다.” 코엑스 단지야

는 이러한 도시경관의 상업적 스펙터클 내지 아케

말로 지상과 지하, 공중을 종합적으로 지배하는 신

이드화는 공공과 민간자본 간의 전도된 관계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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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출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환등상적 경관구조로 확대
되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질주하는 전도시의 소위 아케이드

유만주의 일기를 포함하는 대상 텍스트들을 개

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건축디자인 관

괄해 볼 때, 봉건도시 시대에서는 지식인들의 산책

련 인식의 조사결과는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 최근

의 대상이 도시 내외의 자연경관으로 향하였다가,

의 한 언론매체에서 건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

자본주의를 겸한 근대화 이후에는 점차 도시 내의

사한 ‘최악의 현대건축 20’ 속에 1/4 정도가 앞서

장소들로 변화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구보 4」 에서 언급한 건물이나 장소들로서, 거의

히 구보계열 소설들 속의 장소들을 유형적으로 볼

모두가 유리와 철로 지어진 대형 건물들이라는 것

때, 해방 이전에는 식민지 근대화의 상징물인 ‘철

이다.7)

도역’과 ‘백화점’, ‘끽다점’ 등에 관심과 동선이 집

구보는 영등포의 집으로 돌아오며 벤야민 선생

중하였다면, 해방이후에는 상당수가 ‘고궁’과 ‘전통

에게 길고 긴 답사의 마지막 보고를 드린다. “철과

적 골목’ 등 역사적 장소와 ‘시민회관’, ‘공원’ 등

유리의 구조물인 아케이드는 백화점, 대형쇼핑몰,

공공공간들을 주요 방문 장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종합전시장, 지하상가, 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나타난다. 이는 작가의 역사의식이나 일상 활동 영

철캐노피 등으로 진화하면서 서울거리를 접수해

역에 연유된 바가 크지만, 근대 이후 정치사회적

나갔습니다”. 파리의 아케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건과 관련하여 장소의 변화하는 의미를 ‘비판적

더욱 깊고, 크고, 높게 확장되며 신자유주의 도시

으로’ 성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서울의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지하와 지상과

의 사례인 「구보 4」의 경우, 강남까지 영역을 확장

공중을 지배해가고 있다. 꿈은 깊고 각성은 멀다.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서 자주 접하고 있는 청년층의 유행의 장소 즉, 소
위 ‘핫플레이스(hot place)’들을 포함한 것이 두드
러진 특징이다.

Ⅲ. 종합·해석
<표 1>과 함께 텍스트별 등장장소들을 총괄해
서 볼 때, 도시영역을 구분하여 장소들의 등장빈도
‘종합’은 본론의 텍스트 분석에서 나타났던 서

를 보자면 ‘한양도성 내부’가 절대적이고, 그중에

울 장소들의 총괄적 등장빈도 등 양적 측면을 위주

서도 ‘북촌 지역’이 월등하며, 그다음으로 청계천

로 정리하고, ‘해석’에서는 작가들이 도시에서 느

이남의 ‘남촌 지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이에

끼는 장소와 경관인식 등 질적 측면을 정리한 다음

비해 ‘중촌’과 ‘동촌’은 미미하게 다루어졌다. ‘도

그 경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논의한다.

성 밖’은 ‘서울역’ 외에는 비중이 낮았다. 강남 지
역은 경제, 사회적 비중은 높으나, 역사문화성이

7) 동아일보 2013. 2. 5. 일자, ‘한국의 현대건축 Best & Worst 20’에서 Worst 1위는 ‘서울시 신청사’, 8위 ‘용산구청사’, 14위 ‘광화
문광장’, 17위 ‘국립중앙박물관’, 18위 ‘세운상가’로 5곳 모두 류신이 언급한 1호선 축선상의 건물들이다. 그가 아케이드형으로 언급한
유리와 철로 된 3개의 건물과 1개의 광장을 포함하는 Worst의 1/5(20개소 중 4개소)이다. Best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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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서 류신을 제외한 텍스트에서는 인식이 미미

이고 ‘헤테로토피아’8)로서의 장소이기는 하나 특

했다.

정 소설에서 인간 심층의 무의식적 원형을 표현하

도성 내부에서는 ‘종로’와 그 이상의 ‘북촌’이

고 있다. ‘도성 밖’으로는 ‘서울역’이 공공장소 측

등장빈도가 높았고, 특히 ‘궁궐’, ‘골목’ 등 역사성,

면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서대문형무소’가

공공성이 높은 장소와 근대를 대표하는 ‘백화점’

특정 소설에서 역사자원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

등 준공공적 장소로서의 복합적 의미가 표현되었

다. 강남의 대표장소는 대부분 ‘상업’, ‘업무’ 및

다. 특이하게 종로삼가(추정)의 ‘유곽’은 극히 사적

‘위락’과 관련된 시설들이고 소비거점이나 경제 기

<표 1> 대상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방문장소의 분포 및 빈도
방문장소
광화문, 북촌
주변

유만주, 1784
『흠영』

박태원, 1934
『구보 1』

대은암
(북촌)

(황토현)
대창옥, 낙원정
카페
동대문

종로 주변
청계천 주변
도
성
내
부

광통교

시청, 소공동
주변
명동 (자택)
명동, 남산 주변 수각교, 남산 홍대용
옛집

강북
지역

창경궁, 동촌
주변

이상, 1936
『날개』

종삼 유곽

최인훈, 1938
『구보 2』

주인석, 1995
『구보 3』

류신, 2013
『구보 4』

경복궁, 시민회관,
예종회관, 신문사

경복궁(경회루)
광화문서점

경복궁 (근정전)
광화문 광장

청진동, 인사동,
조계사, 영회관

조계사, 인사동,
파고다극장

세운상가(재생)

다옥정(자택)

청계천상가

청계천(복원)

장곡천정
(낙랑팔라)
덕수궁 (공원

덕수궁(석조전)
정동

서울시 신청사,
롯데호텔

충무로 화교학교
동국대, 명동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옥상정원)
명동성당

(조선은행 앞)

남산,
미쓰코시백화점
(옥상정원)

창경궁
(동물원, 유원지)
성북동 한식당

동촌, 석양루,
백동 (혜화동)

독립문,
독립공원 주변

서대문 형무소

서울역 주변
도
성
외
부

강남
지역

서울
외곽

경성역 (대합실)

경성역 (티룸)

서울역 민자역사

용산 주변

국립박물관

한강 주변

63빌딩, 한강공원

동측 외곽

혜화문,
정릉 봉국사, 신흥사

왕십리(한양대)
보문동 한옥촌

서측 외곽

도성근처 채붕
(청 사신맞이)

안산
(등심사)

불광동 (집)
시외버스터미널
마포

홍대입구

영등포역 주변

타임스퀘어

신사,강남역
주변

강남역,
가로수길

삼성역
주변

삼성역, 코엑스몰
종합무역센터

잠실역 주변

롯데월드
해주, 개성, 평양
(대동문, 대동강)

파주 (고향)

8) 푸코(1966, 1984)가 제안한 역전된 유토피아, 공식화되기는 어렵고 합리적 이성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그렇지만 이질적이면서도 실존적
인 장소. 묘지, 사창가, 휴양촌, 군부대 등의 ‘다른 장소’를 의미한다.
63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4호 2019. 12.

반시설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는 하나, 경관

순적 사회상을 고현학(考現學)적 관점에서 기술하

적, 역사문화적 의미는 낮아 텍스트에서의 문학적

였다.
같은 시기, 이상의 「날개」는 소설의 대표적 배

인식은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다.
참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행안내매체에 소

경으로 도심 속의 음습한 33번지 유곽 속의 거처

개되는 장소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전체의

와 근대화된 자본주의 도심을 대표하는 미스코시

도시관광명소 33곳 중에서 강남의 명소는 7곳(전

백화점의 양명한 옥상을 양극적으로 배치하며 소

체의 21%)으로 나타나, 역시 현저히 낮은 대중적 인

설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대비적 장소들은 식민지

식을 보여주고 있다(박수지·김한배, 2013:46). 대체로

근대 경성의 양극적 구조인 개인과 대중, 퇴폐와

강북은 공공성이 강한 ‘역사적 문화도시’, 강남은

유토피아, 밤과 낮, 최면과 각성 등을 상징하고 있

민간기업 위주의 ‘현대적 경제도시’로서의 이미지

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벤야민의 환등상적 이중성

가 굳어져 가고 있는 이유인 것 같다.

과 부합된다.
해방 이후, 근대전기 서울을 산책하는 최인훈의
「구보 3」과 주인석의 「구보 4」는 각각 1970년대

2. 해석

와 1990년대의 서울을 묘사한다. 이들은 한국전쟁
의 피난민 세대와 그 다음세대를 대표한다. 최인훈

먼저, 서울 산책자 문학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은 북한출신의 서울거주 피난민 소설가이다. 그의

도시경관의 인지와 표현의 특성을 재요약하고 그

이방인으로서의 소외의식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의미들을 해석해보기로 한다.

원도심의 경관들, 특히 광화문 거리와 고궁을 애증

봉건시대 후기 유만주의 「흠영」에서 나타나는

의 양면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특히 구 창경원 동

한양의 산책은 일상적으로는 주로 청계천의 광통

물원을 서두와 말미에 반복하여 방문하면서 우리

교 다리와 성내 마을 등 도시경관을 방문하고, 봄

나라의 근대사의 허구와 모순들을 상징적으로 표

철 등 산책여건이 좋은 계절에는 성밖의 계곡과 사

현하였다.

찰 등 자연경관을 탐방하였다. 특히, 자연경관의

주인석은 피난민 2세대로, 파주라는 분단의 부

아름다움의 묘사에 많은 비중을 두기는 하였으나,

산물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의 불광동에서 거주하

도시경관의 묘사에서는 북촌과 남촌의 경관적 차

면서 원도심을 불규칙적으로 방문한다. 그는 소위

이 속에 내재하는 투기적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사

80년대 학번으로 특히 정치와 사상이 격변하는 시

회적 의미를 부각하였다.

대를 겪으며 살아왔고, 그 현장으로서 서울의 역사

식민지 근대였던 1930년대 경성을 산책하는 두

적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그에 나타난 80~90년대

작품 중, 박태원의 「구보 1」은 경성을 식민자와 피

한국사와 세계사의 의미를 묻는다. 그에게 고향인

식민자들 간의 생활영역이 구분된 ‘심리적 이중도

파주와 현 거주지인 서울은 실존의 장소인 동시에

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의 낮과 밤을 새

상처의 장소이다. 특히, 그가 방문한 서대문 형무

로운 교통수단인 전차와 도보로 순환탐방을 하면

소는 그가 직접 겪은 상처의 장소인데 이제 상처가

서 특히 전차의 속도가 반영된 동적인 경관변화를

채 아물지도 않은 채로 공원화되고 있었고, 경복궁

몽타주기법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근대적 공공거

의 아름다운 정원은 그의 현장노숙의 꿈속에서 군

점이자 대표경관인 경성역에서 관찰한 다양한 모

사반란의 지옥도로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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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평론가 류신은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나아가, 연구 대상 텍스트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에서 20세기가 지난 21세기초 2013년에 신자유주

서울의 주류가 아니라 국외자들이라는 것이다. 따

의시대 서울에서도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라서 이들이 언급하는 장소들도 장소 애착보다는

더욱 심화, 진화, 전면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역의 장소, 양가성의 장소이거나 비장소가 많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강남북의 ‘핫플레이스’들

가장 최근이라 할 류신의 구보는 특히, 유리와 철

을 순회한다. 흥미있는 것은 이들 장소들 대부분이

의 거대 상업구조물이나 공공시설에서 강한 소외

강남개발 후 조성된 도시순환철도 지하철 2호선의

감을 느낀다. 벤야민이 말했듯이 “도시는 본질적으

경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류신이 특히 주목한 것

로 소외자들의 장소”인 것이다(<표 2> 참조).

은 이들 서울의 신명소들을 점유하는 건물들이 공
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유리와 철의 구조물들이며,

1) 도시와 장소의 이중성

공공건물의 경우, 서울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거점

먼저, 식민지 원주민인 「구보 1」의 행동반경에

철도역들이 그렇듯이 민자유치를 통해 복합상가화

나타나는 경성의 거시적 이중구조화 현상이다. 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용도는 점차 공과 사의 구

한, 이 도시와 스스로를 동화되지 못하는 비동일성

분이 없어지면서 외관은 점차 거대화, 유리와 철의

(non-identity, 나병철, 2016)의 의식은 「날개」에

아케이드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 더욱 극단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극단적 무

전반적으로 볼 때, 근대이후 수도 서울의 경관

력감과 피해망상 등은 식민지 근대도시민의 소외

은, 장소학자 렐프와 문화비평가 벤야민이 밝힌 바

감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심리

와 같이, 아름다움과 병존하는 역사적, 개인적 상

적이고 미시적인 이중도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처와 최면의 장소로 변화해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보 계열 소설들의 중요 장소들은 대부분 이러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즉, 이러한 양면성의 이해

한 이중적 의미의 역설적, 모순적 장소들이다. 또

가 서울과 한국의 자본주의 도시경관을 이해하는

는 대표적인 두가지의 장소가 짝을 이루면서 대비

데 빼놓을 수 없는 선이해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표 2> 대상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장소의 이중성과 환등상 현상
분석개념

조선조후기
유만주,1784

일제강점기
박태원, 1934

근대전기

이상 ,1936

최인훈, 1938

주인석, 1995

근대후기
류신, 2013

장소의 이중성
- 강북, 강남의 이
- 식민적 이중도
- 도시경관의 다원
(Relph)
원화와 역전
- 북촌과 남촌의
시성
- 유곽의 골방과
적 양극성
- 고향의 환멸과
·
- 2호선 내외의 이
이원성
- 경관지각의 의식
백화점 옥상
- 야간통금의 이중
애정
비장소성
중성
- 성안과 성밖의
과 무의식
- 밤의 유곽과 정오
도시성
- 감옥과 공원
(Auge)
- 공공건물의 민자
이원성
- 낮의 경성과 밤
의 도심
- 고궁의 영광과 - 고궁과 악몽
·
화, 민영화, 혼
의 경성
비애
헤테로토피아
성화
(Foucault)
환등상적
도시경관의
이중성
(Benjamin)

- 역사축의 상업화
- 전차안에서 보이 - 강제수면과 현실
- 유리건축(아케
- 창경원의 동물원,
- 기념비(공원)의
는 시가지의 파
각성
이드)의 화려와
유원지
- 북촌의 화려함과
허구성
노라마
- 백화점 옥상의
허구
- 도심지의 유행
투기풍조
- 꿈과 현실의 혼돈
- 경성역 내부의
파노라마와 자아
- 거대 테마파크의
의상과 극장간판
군중들
각성
환등상
65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4호 2019. 12.

적, 양극적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박태원의 ‘경

순회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도시 경성의 핵

성역’이 한 장소에서 양극적 경험(군중과 고독, 부

심부인 미쓰코시 백화점의 옥상정원에서의 파노라

와 가난, 건강과 질병 등)을 야기하는 전자의 예라

믹한 조망과 함께 각성의 절정에 이른다. 20세기

면, 이상의 ‘유곽 골방’과 ‘백화점 옥상정원’은 양

전반의 경성에서는 물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극의 짝으로서 후자의 예이다. 최인훈의 ‘광화문

초의 서울에서까지도 이중도시성은 물론, 이러한

거리’와 ‘창경원’이 각각 전자의 예라면, 서울의

환등상적 추세가 더욱 확장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시정(市井)과 고향’, ‘시정과 산사(山寺)’의 관계는

단일인격체나 장소가 갖는 이러한 이중성은 비

후자의 예이다. 주인석의 ‘감옥과 공원’, ‘궁궐 정

일관성, 기만성 등 우리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원과 반역, 고문’은 각 장소 내에 모순성과 대립성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실상 이러

그리고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혼돈적 이중성과 역

한 양극성은 수많은 매력적인 예술과 장소에 내재

설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이 갖는 이중성

되어 있으며 신비감(mystery)과 흥미를 유발시키

은 이미 렐프가 제시했던바, ‘장소의 애착’과 ‘고역

는 역할을 한다. 일찍이 건축가 벤츄리(Ventury,

의 장소(place of drudgery)’가 공존하는 장소의

R. 1972)가 모더니즘 미학의 과도한 합리주의적

숙명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원성을 비판하며 그에 대한 대안적 미학으로 제
시한 것이 ‘복잡성과 모순성(complexity and

2) 스펙터클과 환등상의 경관

contradiction)’9)이었고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

앞서의 사례들이 주로 정치사회적 의미의 이중

고 있는 이중성, 양극성의 모순과도 통하는 개념이

성이라면 또 다른 이중성은 근대 도시와 함께 출발

다. 즉, 벤츄리가 제시한 복합적인 미학의 기준은

한 자본주의의 이중성의 외적인 표출 현상이 있다.

모더니즘이 부정한 여러 역사적 시대에서 공통적

벤야민은 이를 일찍이 ‘환등상(phantasmagoria)’

으로 인정되었던 보편적인 미학이었다는 것이다.

적 현상이라고 했고 그 대표적 경관 매체가 ‘아케

이러한 다중적 성격의 장소와 경관은 단순히 표피

이드’라고 했다. 후자의 예들은 서울에서는 식민지

적으로 명료하고 아름다운 경관보다는 사람들에게

근대화 이후 스펙터클 경관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통념을 깨는 흥미와 각성을 제공하고, 지역의 표면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 등장한 새로운 21세기 아케

적 지식 속에 숨겨져 있던 이면의 다양한 역사적

이드형 서울 명소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찾아볼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교훈적 가치를 가지고

수 있다.

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도시재생에서도 기존의 경

이러한 스펙터클을 벤야민은 ‘환등상(판타스마

제 위주의 논리와 함께, 지역성의 기간자원으로서

고리아)’이라고 하여 표면과 이면의 상반된 이중성

이러한 장소의 다중적인 사회인문적 가치들을 콘

(매혹과 최면)을 지적하였다. 당시의 소설 「날개」

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에서도 반영되어 주인공은 이런 시각적 거점들을

9)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츄리는 모더니즘 건축·도시의 과도한 합리주의와 형태적, 의미적 단순성에 반기를 들고 그를 돌파할 수 있는 논
리를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1966)」이라는 책을 통해 제시했다. 주된 내용은 형태의 ‘단순성 대신에 복잡성’, 의미의 ‘명료성 대신에
풍부성’, ‘양자택일적 태도 대신에 양자포섭적 태도’ 등을 주장했다.
66

도시문학을 통해 본 서울도시경관의 인식

Ⅳ. 결론

에 화려함 뒤의 소외감은 시민사회의 각성을 유발
하고 있다.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포괄하여 이들 도시문

본 연구는 서울의 장소와 경관이 가지는 인문사

학 속에서 발견되는 도시경관의 이중성은 이제까

회적 가치를 찾아보는 한 방법으로 도시산책자 문

지의 통념상의 시각적 경관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학의 한 계보였던 ‘구보 계열 소설’들에 나타난 작

상상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자원적 가치라고 볼 수

가들의 장소와 경관인식을 살펴보았다.

있다. 우리 시민사회와 행정 관리주체들이 이러한

본 연구는 문학가들의 눈을 통해 서울의 각 시

도시 및 장소기반문학들을 존중, 장려하고 그들에

대를 증언하는 대표적 장소들을 추려낼 수 있었고,

나타나는 다면적인 장소와 경관의 의미를 공공적

그들 장소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을 정리할 수 있었

으로 수용하고 장소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 여기에 선행연구자들의 견해와 관련이론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역사도시의 서울의 장

근거로 한 해석을 통해 시대별 도시경관의 다양한

소적 매력과 함께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설에 나타

적 소통과 애정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서울의 시대별 대표장소들은 작가의 인식을
통해 이중적, 다중적 의미들을 중첩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20세기 이후 서울 사람들의 산책의 대상으로
새로이 등장한 도시경관은 전시대의 자연경관과
달리 미추의 차원을 넘어 역사와 정치의 애증을 포
함하는 이중적, 다중적 성격의 장소였다. 일제강점
기 경성의 이중도시적 성격은 박태원과 이상의 소
설 속에서 공간적, 시각적, 심리적으로 표현되었
다. 근대전기 피난민, 이방인 소설가 최인훈과 주
인석의 서울의 도시경관은 다양한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이중성이 비판적으로 표현되었다. 근대 후
기 류신의 소설 속에서 서울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가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해 가면서 도시의 중요
역사축과 개발축의 외관과 용도를 다국적의 체제
로 급격히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 외관은 유리와
철골의 신 아케이드이다. 형태는 기능보다 표현을
지향하고, 용도는 공공과 민간이 혼성화된 대형복
합시설들이다. 벤야민이 예언한 자본주의 도시의
핵심인 아케이드 건축은 모든 용도를 포괄하면서
점차 전 도시를 지배해가고 있다. 그들이 지상, 지
하, 천상에 스펙터클의 환등상을 펼쳐나가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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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이광호),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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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만주- 조선후기 한양 산책 방문 장소
출처: 김정호, 1864, 「수선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3> 박태원과 이상- 일제강점기 경성 산책의 방문 장소
출처: 백천행청, 1933, 「경성정밀지도」, 삼중출판사 경성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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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인훈, 주인석- 근대전기 서울 산책의 방문장소
바탕지도 출처: 네이버지도, 2019

<그림 5> 류신- 근대후기 서울 산책의 방문 장소
바탕지도 출처: 네이버지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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