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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지고 온 산천을 활보하며 유통하던 농경시대나, 달구지 수레로 물건을 나르던 시절엔
도로망도, 도시 공간계획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 속, 급격한 경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한 우리의 도시 문제는 이미 범람한 강물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인구
폭발과 더불어 급증한 자동차로 뒤엉킨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에 직면했다. 그 당시 ‘도시는
선이다’라는 인상 깊은 문구를 본 적이 있다. 대도시 도로 소통의 핵심을 짚은 명쾌한 표현
이었다.

도시가 번잡하고 자동차가 도로 위에 가득하더라도, 도로 차선을 존중하고 그 연속성에 순
응하며 주행한다면, 최소한의 질서 있는 교통체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차선 존중의
1차원적 도로 운용 윤리를 누군가가 제시했었다면, 나는 ‘도시는 면이다’라는 기치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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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연속성을 조성하는 활력적 입체 도시공간을 제시해 본다.

우리는 흔히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낭만적인 프랑스 파리, 그리고 역동적인 미국 뉴욕의 맨
해튼을 멋진 도시로 생각한다. 이 도시들은 외관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지역을 문화
적으로도 대변한다. 또한 르네상스나 아르데코의 시대 그리고 세계금융의 중심이라는 표
현에서 보듯이, 도시는 그 시대성을 대표한다. 어떻게 이곳들은 수려한 도시로 세계인의 사
랑을 받게 됐을까?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도시 전역에 걸쳐 인간 중심의 가로가 활성화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코 건물의 장식적 모습이나 현란한 상가 간판에 있지 않다. 도시의 풍요와 역동성은 무엇
보다 가로를 형성하는 건축물의 연속적 입면으로 조성되는 도심 공간 속에서 발생한다. 샹
젤리제 거리나 브로드웨이 같은 장소에서 쉽게 체험하지만, 본질은 형태적 화려함보다 가
로변 건축물의 연속된 입면으로 뚜렷한 도심 공간이 형성될 때, 비로소 수려한 도시의 모습
이 갖춰진다.

건축물 자체가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외톨이처럼 주변과 조화되지 못하고 연속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단편적이다. 각자의 방식대로 개성만 드러내며 튀는 건물로 건설되는 개발일수
록 제대로 된 길 하나 찾을 수 없다. 드리워진 가로면 연속성의 유무에 따라 휑한 난개발이
될 수도, 시민의 삶을 담는 충만한 길과 광장이 되기도 한다. 삶의 현장을 관통하는 연속된
면은 역동적인 도심 공간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은 활기차게 살아가게 된다.

흔히 건축을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들 말한다. 그럼 도시 가로는 ‘시민의 생기를 담
는 광주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코로나의 그림자가 걷어지고, 연속된 가로면으로 이뤄
진 활기찬 도시에서 오늘 같은 날, 즐겁게 걷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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