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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4년 12월 23일, 3단계의 약 6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정부과천청사의 3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의 6배 

규모인 세종정부청사가 완공되었다. 36개 정부부처 및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 되어가고 청사가 들어선 중심행정

타운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이미 입주가 시작되

어 새로운 도시의 희망찬 완성이 목전에 있다. 계획이 진

행되면서 수도 이전 건설 계획의 핵심부분에서 여러 정

부청사 중의 하나로 그 위상이 전락하였지만, 세계에서 

신도시의 계획과 건설에서 손꼽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

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신 도시에 들어선 가장 큰 

정부청사건물이자 공공건물인 정부세종청사의 지금까지

를 돌아다보고 앞으로의 쓰임을 가늠해 보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

현재 이루어진 정부세종청사의 기본 개념과 틀은 2007년 

1월 발표된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MPPAT: Master 

Plan for Public Administration Town) 국제공모’ 당선작

에서 시작되었다. 환상형의 계획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

시(이하 행복1)) (MAC: Multiple Administrative City)의 6

개 중심 지역 중의 하나인 중심행정타운은 80여 만 평의 

크기로 지금의 행복도시 중앙공원인 장남평야와 금강이 

멀리 바라보이는 구릉지에 위치한다. 마스터플랜 국제현

상의 당선작(그림 1 참조)은 서울의 해안건축과 뉴욕의 

해안건축 현지법인인 H Architecture, P.C.2), 그리고 뉴

욕의 조경회사인 Balmori Associates, Inc.가 한 팀을 이

루어 제출한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였다. 

제목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단어는 각각 도시계획과 상

징성(Flat City), 행정타운 지역에서의 청사의 정의와 건

축개념(Link City), 그리고 조경계획과 지속가능성(Zero 

City)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안이었다.

참여정부 시작과 함께 발의된 수도이전에 대한 논란부터 

헌법소원과 관습헌법에 위배라는 판결, 신행정수도 특별조

치법 등, 정치적으로 지난했던 행복도시의 우여곡절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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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열림, 정부 세종 청사
Open to the Public, the New Government Complex in Sejong City 

1)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5년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계획된 환상형의 도

시로서 현재 세종시와 그 범위와 경계가 다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전백지

화 논란 후에 정리된 행복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하는 더 넓은 면적의 광역특별

자치시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행정수도가 될 뻔했던 행복도시는 이제 

세종시의 한 지역이다. 글에서는 행복도시와 세종시를 구분하여 썼다.

2) 현상안 제출 당시의 회사이름은 H Associates, Inc.였으나 이후 Professional 

Corp.로 업태를 변경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림 1. 중심행정타운의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안 

         ⓒ 해안건축, H Architecture, Balmori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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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청사의 계획과 건립도 여러 고비를 겪으며 뒤틀려왔

다. 현재 청사의 모습(사진 1 참조)은 국제 현상공모 당선안

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상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당선안이 제시하고 있는 청사개념의 핵심은 첫째로  ‘정

부청사가 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건물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왕조를 이겨내고 발전

해온 민주공화정이 주권을 국민에게 돌린 것처럼 민주공

화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청사도 지배의 위엄과 통

치의 권위를 벗어던진 국민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국제현상의 당선안이어서 조금 이상적인 면도 있

지만, 주민과 공무원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수 만평의 

옥상공원, 펜스 없이 대부분 필로티로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지상 그라운드 레벨,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청사의 부분을 마치 공원 위의 파빌리언

처럼 배치한 당선안 속의 청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청사가 하나의 공공인프라로서 중심행정타

운의 모든 기능(Use)과 흐름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의 주체’라는 것이다. 지금은 좁고, 길고 답

답한 긴 중복도로 변하였지만 당선안에서는 모든 청사동

은 밝고 넓은 반공공공간인 콘코스 몰(Concourse Mall)

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주동맥에 주위 여러 지역의 입체 

보행 가로가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중심행정타운 지역 전

체가 청사로 인해  하나로 엮어지는 새로운 공공건물의 

정의를 당선안은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참조).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지형과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

용하여 그 그린 바이오매스(Green/Bio Mass)를 옥상공원

에 까지 흐르듯이 연결한 환경 친화적이고, 컨택스트 친화

적인 계획’이라는 점이다. 또한 당선안은 쓰레기를 이용하

여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Bio-gas plant)와 

탄소가스(CO2)를 흡수하는 TiO2 투수성 포장블럭, 우수정

화용 식생수로(Bio-swale) 등 여러 시설과 장치를 이용하

여 도시의 폐기물의 풋프린트(Foot print)를 최대한 줄이려

한 본격적인 지속가능성 컨셉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청사와 중심행정타운의 모습은 이런 

현상안의 핵심 내용에서 멀리 비켜 나가있다. 먼저 기존

의 지형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3)라는 정책 아래 거

의 모두 평평하게 깎여 나갔고, 100년 홍수를 대비를 위

해 기존의 물길은 매우 넓어지고 단단한 하안을 가지도

록 정비되었다. 펜스로 빠짐없이 둘러쳐진 지상레벨에서 

공중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는 쓸모없게 되었고, 모든 시

민을 위한 옥상공원은 제한된 시간에 초소의 보안검색을 

통과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다. 청사와 더불어 개발되어 

옥상공원을 이루어야 하는 상업지역은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된 짙은 회색의 청사주차장이다.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 계획하고 국내외 최고 전

문가들이 모여 뽑은 청사의 마스터플랜은 어떤 이유로 

인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을까?

‘용’이 아니고 FLAT CITY다: 상징성

애초 신행정수도로서 계획되고 있었기에 중심행정타운

과 정부청사의 상징성은 중요한 사항이었다. 현재 정부

3) 중심행정타운에서는 현상안을 구체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당시 모든 도로의 

기울기를 4% 이하로 하라는 지침을 적용하였는데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

라의 지형특성상 토목 공사량의 증가를 포함한 다른 문제점을 도외시한 다소 

융통성이 부족한 지침이었다. 

사진 1. 중심행정타운과 정부세종청사의 최근 항공사진 ⓒ 해안건축

그림 2. 청사동들을 연결하는 콘코스 몰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보행 

         램프와 입체가로들 ⓒ 해안건축, H Architecture, Balmori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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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를 일컬을 때 관용구처럼 붙는 ‘용처럼’, ‘용을 

형상화한’, ‘용을 본 뜬’ 등의 표현은 현상당선안의 어디

에도 없다. 사업과 관련된 누군가가 확인 없이 어디서 들

은 표현이나 느낌을 말한 것이 검증 없이 기사화되었다

가 본의 아니게 기정사실로 굳어졌을 것이다. 

청사와 행정타운계획의 선형에서 ‘용’을 읽어내는 우리 의

식의 이면에는 평면적, 시각적으로만 마스터플랜을 해석

하는 단순하고 경박한 건축과 도시에 대한 사고를 넘은 

무엇가가 잠재한다. 서구 선진국들이 삼사백년에 걸쳐 이

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60여년 만에 이룩한 우리는 빨랐던 

만큼 불완전하기도 하다. 용이나 봉황으로 상징되는 왕조

시대의 진부한 상징을 숭배하는 정신적 미성숙이 대통령

들마저 동물에 빗대 풍자되는 주권재민의 시대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차와 발전정도가 다른 

여러 입장들의 혼재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적, 역사적 

판단, 미래의 방향 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선안에 제시된 청사와 행정중심타운의 상징성은 지역 

내 건축물들의 높이를 조정하여 일정한 데이텀(Datum)

을 이루는 평평한 하나의 거대한 옥상면4)의 강하고 전복

적인 조형 특징에서 비롯한다. 이 녹화된 옥상들의 집합

면(Iconic plane)은 행정타운전체를 통해 대략 25~30m의 

높이 차이 (가장 높은 서쪽의 8층에서 가장 낮은 동쪽의 2

층으로)와 1/50의 기울기를 가지며 장남평야 쪽으로 흐

른다. 당선팀은 이 아이코닉 플레인을 제5의 파사드(The 

fifth facade)5)라 이름 붙이고 조경녹화한 후 전체 시민들

에게 열린 공원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중심행정타운 예

정지 안에 있던 여러 구릉과 언덕의 높이를 이용하여 자

연스럽게 청사의 옥상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정지의 원지형과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제안을 하였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떠있는 이 평

평한 녹색의 면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의 아이콘이

며, 또 살아 변화하는 파사드로서 4계절 아름다운 모습을 

주변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청사는 평평한 집합적 어반 매스(Urban mass)의 일

부로서 대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릉이나 물길처럼 구

불구불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지 용을 형상화 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매체들에서도 가끔씩 회자되던 내용이긴 하지만, 

2013년 7월 25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는 다음과 같은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떴다. ‘정총리, 세종청사 멋만 실컷

부려 잘못됐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세종청사에 대해 말

한 것이 발췌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건물은 미와 실용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용을 형상화

했다는데, (세종청사는)하늘에서 봐야 용이지 땅에서 보

면 아무것도 아니다...청사가 실용성이 없어 끝에서 끝까

지 가려면 몇 십분 걸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멋만 

실컷 부렸지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어 기사에는 ‘용모양의 길쭉한 건물들이 다 지어질 경

우 길이가 3.5km에 달해 성인이 한 시간을 걸어야 끝에

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 ‘아파트가 근처에 있어 총

리실이 3층에 있는데 저격될 수 있다’는 걱정, 공정위 관

계자의 ‘인근 20층 아파트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보면 

(보안)서류의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보일 판국‘이라는 등

의 관계자의 비판이 덧붙여져 있다. 또 다른 저명 건축, 

예술 전문저널의 특집에서는 물이 새니 시공부실이고, 

화장실의 개수가 적어 사용자가 불편하니 설계 부실6)이

라는 대목도 있다. 

규모와 동선의 길이: 실용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오역이고 진실의 호도이다. 

용이 미학과 상관이 없듯, 건물 길이와 실용성도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길어서 잘못됐다는 의견을 살펴보자. 정

부세종청사는 애초 14부 2처 2청을 포함한 49개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후 정권의 교체 

후 정부조직 개편과 이전기관의 종류가 달라져 현재는 

4) 당선안에서는 이 하나의 데이텀을 가지는 집합적인 옥상면을 아이코닉 플레

인이라 하여 보존된 지형의 지상면 그라운드 플레인(Ground plane)과 함께 

물리적, 개념적으로 도시를 조직하는 큰 2개의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5) 마스터플랜 당선팀은 약 4여 년 뒤에 다시모여 정부세종청사 2-2구역 턴키

현상에 참여하여 또 다시 당선이 되는데, 길찾기(Way finding)에 유용한 시스

템과 Integrated된 필로티의 저면을 제6의 파사드(The sixth facade)라 이름 

붙여 제안하기도 하였다.

6) 대부분의 경우에 컨셉, 설계의 잘못과 Leaking, 화장실 도기의 개수와는 아

무 관계가 없다. 물이 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시공의 하자일 뿐이고, 화장실 

개수가 적게 느껴지는 것은 초기 사용인원 예측과 현재 상황이 다르거나, 법

규에서 규정한 화장실 도기 개수의 규정이 이제 손질되어야 될 때가 됐음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이성적이다. 시공부실, 설계부실은 드러나

는 사소한 문제로 간단히 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인들과 그 발언을 실어 

나르는 저널들은 좀 더 신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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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정부기관을 위한 공간이며 그 크기는 18만평에 

달한다. 건물의 폭이 70~80m에 이르는 5개의 주동으로 

되어있는 정부 과천청사의 3배의 규모이다. 즉 정부과천

청사의 한 동만한 건물이 15개 서있는 것을 상상하면 된

다. 이 정도 크기의 청사 단지에서 한구석 건물의 끝 층

에서 가장 먼 건물의 구석까지 간다고 하면 당연히 시간

이 많이 걸린다. ‘용’처럼 길게 계획되어서 이동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원래 건물과 단지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동 시간은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큰 공항에서는 터미널들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이나 지하

철도 놓고, 무빙워크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당선안(그림 3 참조)은 이러한 큰 규모가 가져

오는 이런 해악을 완화하기 위해서 살짝 끊어진 원형의 

배치에 Government Express라 명명된 옥상공원 밑 주

차장 층을 연결하는 떠있는 청사전용의 자동차 직통도

로로 청사를 모두 연결하였다. 이 옥상 하부층 주차장

과 Government Express가 실현되었다면 세종청사 내의 

가장 멀리 위치한 부처 사이의 이동도 5분 이상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옥상 위 주차장과 

Government Express는 지금 길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

고 있는 그 정부의 요구로 설계 초기 단계에 없어졌다7).

길이가 3.5km라고 하더라도 원형으로 동선이 이어지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도 그 절반만 이동하면 된다. 그리

고 건물에서 나와 행정타운을 가로지른다면 대략 800m

만 걸으면 된다. 그래서 청사의 안쪽에는 걸을 수 있는 

녹지 공원과 보행전용로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800m 즉 하프 마일(half mile)은 걷기에 가장 알맞은 거

리이다. 점심식사 후 10~15분 정도의 쾌적한 산책 거리

다. 기존의 청사들과 달리 부처간 이동시 날씨와 무관하

게 다닐 수 있으며, 의자에만 앉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

는 공무원들에게 걷게 만드는 환경은 오히려 일반 고층 

오피스와 다른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다. 

 

귀찮거나 혹은 익숙치 않은: 보안성

21세기의 보안은 물리적에서 전자적으로 그 중심이 이동

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저격이 더 용이해 지거나 책상 위의 문서가 망원경으로 

더 잘 보이는 것은 아니다.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주변에도 아파트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더 잦고 쉬운 고

층 오피스건물들이 즐비하다. 최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인근의 KT본사의 옥상정원에서는 정부서울청사는 물론 

청와대까지도 막힘없이 잘 보이며 직선거리도 얼마 되

지 않는다. 911 테러 당시 미국의 펜타곤은 홀로 서 있다

가 납치된 비행기의 충돌 공격을 받았다. 오히려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하였다면 그런 방식의 공격은 용이하지 않았

을 것이다. 주변에 건물이 있고 없는 것은 작정한 테러의 

발생과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돈에 눈이 먼 현역장성

이 국가기밀을 팔고, 북한에서 미국 소니 본사의 서버를 

7) 옥상공원 밑의 주차장은 정부요청으로 지하화 되었는데, 그 이유는 소음과 

(폭탄이 설치된 자동차에 에 의한) 테러에 취약하다는 이유였다. 정부세종청

사 1-2단계 당선안 실현시 설계자였던 범건축팀은 지하주차장보다 옥상주차

장이 더 테러에 안전하다는 미국기관의 연구보고서까지 인용하며 정부를 설

득했지만 결국 계획안을 수정해야 했다.

그림 3. 당선안의 Government. Express route ⓒ 해안건축, H Architecture 그림 4. 마스터플랜에 제시되었던 옥상공원 하부층에 위치한 주차장과 

          Government Express, 2007 ⓒ H Architecture, (주)해안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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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할 수 있는 시대에, 누가 망원경으로 문서를 쳐다본

다는 것일까? 그 중요한 문서는 왜 하필 창가의 책상 위

에 놓여져 있어야 하고, 때마침 필요한 정보가 담긴 페이

지는 어떤 연유로 해서 펼쳐져 있다는 것일까? 시대착오

적이고 과민한 걱정이다. 아무튼 청사관리소는 청사들의 

창문에 보안필름을 붙이겠다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

원들은 맑은 하늘이나 푸른 공원을 어둡게 선팅된 창으

로 바라보게 될 모양이다.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개방되어가는 현대에 중세적 보

안의 개념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열린 정부

청사가 보안에 약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전신 스

캐너의 도입이 밀수를 줄였다는 보고도 없다. 적들은 언

제 어디서든, 내부든 외부든 상존한다. 열린 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어떤 공항이나 백화점, 

학교 등의 대중이용시설은 지금과 같이 오픈된 형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테러 때문이다. 그러나 꼭꼭 걸어 잠가서는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많고, 우리는 언제나 비교우위의 이익을 추

구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닫아 잠그는 것만이 답일 수는 없다. 

반대로 정말로 튼튼한 보안은 건전한 시민의 투철하고 성

숙한 시민정신에서 이룩된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정부청

사는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에게 좀 더 열려야 하고, 주변

과 연결되어서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 스킨십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계속해야 한다. 시민들이 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청사를 자신의 집 마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

떤 사소한 의혹의 행동도 미리 감지되고 신고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청사는 세계적으로 

좋은 선례를 증명하여 남길 기회를 스스로 없앤 셈이다.

시민을 바라보는 태도: 개방성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부세종청사와 중심행정타운

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에 내세울 만한 공공건축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성에 대한 재고가 꼭 필요하

다.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보안성에 분석과 검토

가 있었겠지만, 지상을 꼭꼭 걸어 잠근 펜스와 옥상공원

의 선택적, 부분적 개방은 혹시나 청사의 지근거리에서 

열릴 수도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의 성

가심과 기우를 보여준다. 물론 불법, 과격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잘 정비된 법의 집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청사를 짓기 위해 들어간 많은 세

금을 기꺼이 납부한 건전한 시민들이 누릴 기회의 원천

적 박탈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소통의 중요

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어지는 지금 정부는 시민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작가 폴 오스터

의 말처럼 소통은 캐치볼 같아서 공을 던지는 사람도 상

대방이 받기 좋도록 던져야 계속될 수 있다. 정부가 시민

의 다가옴을 마뜩찮아 한다는 사인을 내보내면 시민도 

좋은 공을 정부에 던져줄 리 없으므로 캐치볼은 결국 중

단되고, 둘 사이는 캐치볼 전보다 더 벌어진다.

다소 과도한 배리어프리의 조건들, 그로 인한 원지형의 

평탄화로 무리해 보이게 된 옥상공원으로의 접근, 전체

를 고려하지 않은 일부의견의 과도한 반영, 비일관된 청

사의 공모방식과 수많은 설계주체, 마스터플랜 정신의 

공유부족, 정권의 교체로 인한 행복도시를 바라보는 철

학과 태도의 변화, 그로 인한 사업비 축소,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인한 초기계획과의 부정합, 그리고 공무원의 

시민을 바라보는 인습적 태도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고 

쌓여 지금의 닫힌 청사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행정타운

과 청사는 앞으로 계속 합의하고 만들고 고쳐나가야 하

기에 아직도 진행형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위대한 시간을 위해

건축비평가 폴 골드버거는 그의 저서 ‘왜 건축은 중요한

가?’에서 건축행위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를 믿기 때문
사진 2. 청사와 행정타운 마스터플랜의 정신에 반하는 새로 설치된 펜스 

          ⓒ (주)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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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떤 것도 건축처럼 미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보

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잘 짓는 것은 우리

가 더 나은 미래를 믿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사건물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믿음

과 태도의 반영이다.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중세왕조도 

단색의 병영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유롭

고 민주화된 다양성의 광장사회8)이자 다채로운 창조사

회9)여야 한다. “사람이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들고 또 그 

공간들은 사람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명제

를 100% 신뢰하지 않더라도, 수렵이나, 천연 자원을 이

용한 1차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의 창조적인 재능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에는 서로 다른 여러 주체들이 자연스

레 만나고, 부딪히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

이 있다. 그리고 7년 전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그러한 공

간을 과감하게도 정부청사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졌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인간의 역사는 방향

성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전체에서 개인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획일에서 다양으로’가 그것이다. 아무리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해도 안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도약

을 이루어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을 바

꾸려 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는 앞으

로도 대한민국과 함께 계속 변화하여 갈 것이다. 현재 잠

시 뒤를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지만, 어느 정도 도약의 잠

재성을 이미 내재하고 서있기 때문에 너무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청사를 사용할 공무원들, 

방문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 위에 행정을 세워나갈 미래

의 정치권력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의 가장 위

대한 곳,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시간을 위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청사와 행정타운 마스터플랜의 

정수를 이해하고 찾으려 노력해 주시길 바라본다.

Abstract

The new government complex in Sejong has been completed 

on December 23rd, 2014 at PAT(Public Administration 

Town), the one of the six main districts in MAC (Multiple 

Administrative City). It is composed of 36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including prime minister’s office and 

tax tribunal. With wrapping up of reloc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he largest public building complex 

in one of the newest planned city of Korea is about to launch. 

It’s very meaningful for us to examine the process and 

development of the complex and to anticipate the futur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t this point.

Current concept and scheme of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is originated from the 1st prize entry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MPPAT: Master Plan for Public 

Administration Town’ in 2007. The title of winning scheme 

was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 Each word represents 

the symbolism of the town, the idea and philosophy of 

the new government building complex, and the concepts 

of sustainability, respectively. The progressive and 

unconventional selected scheme was received well by both 

government and the public at first, but the scheme has been 

revised and changed from its original intention during its 

realization.

Among the significant changes from the original master 

plan, we had better re-examine and clarify several issues; 

misinterpretation of symbolism, uncomfortableness of 

practical issues such as long circulation and security, and 

the attitude of openness toward the public to bring the new 

government complex to a next level. First, ‘dragon-like’, the 

popular expression by the journalism should be replaced by 

its original idea; ‘Flat City’, the word symbolizes the 21c non-

hierarchical citizen’s town. Second, we should understand the 

long circulation is unavoidable result of the gigantic building 

complexes. Third, the contemporary concept of ‘security’ must 

be weighed from physical protection to electronic. and the 

lastly, the complex will be working better with the government’

s open attitude to the public.

The fate of the new government complex in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of Korea is in our hands. As human 

history has been showing the clear orientation of development 

of civilization; from totalitarianism to individualism, from 

autocracy to democracy, and from uniformity to diversity, the 

future development of our government facilities should be with 

views from settlement to old proven things to the new changes 

to influence the people to reorganize their attitude towards our 

lives and civilization.

8) 행복도시와 청사이전계획을 시작한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 정치 역사 

저술가인 유시민은 그의 책 나의 한국현대사에서 병영사회에서 광장사회를 

이야기하며 다양성의 광장사회가 한국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한다.

9) 여기서 필자가 사용한 창조사회란 단어는 Richard Florida, Charles Landry, 

Masayuki Sasaki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썼다. 인간이 이제 자연이 아닌 

건조된 도시환경에서 의식주를 비롯한 존재와 생존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그 

건조환경 – 건축과 도시 –은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생존과 존재의 지속에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것을 만들거나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자원을 생산

해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필드여야 한다는 뜻으로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