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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ocial interac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Ground Zero’, rebuilding of World
Trade Center site in New York. By tracing the progress of the major selected foci, the actors including human and non-human
elements were structurally clarified with network diagrams based on Actor-Network Theory. Social interaction was found
generally on the relationships not only among the human actors like ordering organizations, architects, pressure group, and the
public but also among non-human actors like political position, economic situation, public opinion, right boundaries for the
development, etc. By considering whole production progress not as negotiation between humans but as social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non-human elements, relationship which had not been found beforehand could be rediscovered.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actors as active elements which can be changable leads participants of the project to the new point of view
which can change the background and condition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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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대상
일반적으로 건축물 생산과정의 사회적 관계란 건축주
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 등 계약주체 간의 상호작용으
로 이해되기 쉽다.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거나 공공건축물
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압력단체나 여론
을 형성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을 사회적 관계의 범주
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주체들 간의 관계 바깥에서도 발
생한다. 경기 침체로 임차자를 구하지 못하여 현금 흐름
이 묶임으로써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하고, 테러에 대한
안전의 우려로 설계가 변경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 프로젝트의 배경이나 외부 변수로 치부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 사건이나 공적 합의와 같은 요소들을
건축물 생산과정의 사회적 관계 안에 포함시켜 생각해보
면 어떻게 될까? 계약 주체나 이해단체는 사건이나 공적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가, 아니면 영향을 주고받
* 한경대학교 외래강사, 공학박사
본 논문 중 사례분석에 해당하는 2장과 3장은 참고문헌 1번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과 4장은
학위논문에서 서술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으면서 상황들을 변경해 나가기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시각으로 건축물의 생산과정을 바라보는 것은 기
존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져다주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들을 바탕으로 뉴욕 맨하탄의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 사업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사람과
사건들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생산과정을 이끌어
나갔는지 분석함으로써,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단지 계약
주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와 복잡한 생산 조건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복합적 양태를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그라운드제로 사업은 2001년
의 9/11테러 직후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특히 2,700여명이 사망한 장소라는 점에서 전체 사업은
부지의 소유 권리를 떠나 강한 공적(公的) 성격을 띠게
1) 부지 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부지를 지칭할 때는 'WTC site' 혹은
'Ground Zero'로 불리며, 개별 공종으로 분할되어 진행되고 있
다. 부지에 있는 네 동의 고층빌딩은 WTC(World Trade
Center)로 불리고 나머지 건물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을 지칭할 때 ‘그
라운드제로(Ground Zero)’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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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연구는 200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
년에 이르는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초기의 광범
위한 여론수렴과정부터 발주처의 복잡한 권리 관계, 테러
와 연관된 보안 문제 등을 차례로 다루어 봄으로써, 세계
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사업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2. 선행 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건축이나 도시를 ‘공간적 생산품(spatial
product)’이라고 보는 시각과 같은 맥락 선상에 있다. 크
리스 올즈(Kris Olds)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주목
하면서 글로벌한 요소와 지역적 요소가 대규모 프로젝트
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프로젝트의 추이를
결정짓는지 분석한다.2) 도널드 맥닐(Donald McNeill)은
건축을 만드는 경제, 지리, 문화, 정치적인 맥락을 분석함
으로써 건축이 자율적(autonomous)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heterogenous)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결
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분석함에 있어서 특출한 디자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바
스크 정부의 상황, 구겐하임 재단의 전략, 교통수단의 변
화 등의 맥락 분석을 통해 현상을 바라본다.3)
공간적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인물과 조건들
을 다룸에 있어서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의 관점을 취한다. 브루노 라투르
(Bruno Latour)나 존 로(John Law)와 같은 대표적 학자
들은 다수의 저술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우리가 몸담
고 있는 세계가 이분법적 대립 항이 아닌 그물과 같은
관계망 속에 있는 복합적 행위자(actor)에 의해 ‘상호 구
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4) ANT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한
가지는, 사건을 구성하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기술, 제도
와 같은 비(非)-인간 요소들 또한 ‘행위자’의 범주 안에
대등하게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본 연구 역시 그라운드제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이해관
계자들의 합의형성과 갈등해결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9/11테러라는 사건이 만들어낸 사회적 파장과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대등하게 다루며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다. 이에 따라 16에이커(64,750㎡) 면적의 부지 전체에 대
한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본래 전체 부지와 건물은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 :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이하 항
만청)의 소유였으나, 부동산개발회사인 실버스타인 자산
(Silverstein Properties, 이하 실버스타인)이 9/11테러 6주
전인 2001년 7월 WTC건물의 업무시설에 대한 99년간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월 1천만 달러의 임대료를 항만청에
납부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는데, 계약에 따르면 WTC건
물이 파괴될 경우 그는 업무공간에 대한 재건 의무와 권
리를 지니고 있었다.5)
한편 항만청은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공동으로 속한 기
관이었기 때문에, 정작 부지가 속한 뉴욕시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의무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을 감안하여
항만청에서 강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던 뉴욕주지사 파타
키(Pataki)와 뉴욕시장은 2001년 11월에 남부맨하탄개발
공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LMDC)를 설립했다.6) LMDC는 WTC 부지의 재건축에
대한 운영 및 마스터플랜을 지켜나가는 역할, 그리고 추
모공원(9/11 Memorial)과 방문자센터 및 공연장의 건립을
맡고 있었다. 또한 그 성립 배경에 대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의무도 안고 있
었다.7) 항만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던 초기 이후에
LMDC는 연방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공공자금 운용권을
바탕으로 항만청 및 뉴욕주지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
게 된다.

2. 사업의 개요
2.1. 관련 주체 및 주요 건물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테러로 인해 110층 높이의 세
계무역센터(WTC)건물 2동과 주변 건물이 무너져 내렸

위의 그림은 세 주체간의 주요한 관계를 도식으로 나
타낸 것이다.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항만청과 실버스타
인 간의 권리분쟁은 그라운드제로의 진행에 막대한 영향

2) Kris Olds, Globalization and urban change : capital,
culture, and Pacific Rim mega-projects,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8 참고
3) Donald McNeill, The Global Architect : Firms, fame and
urban form, New York & London : Routledge, 2009
4)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고. Bruno
Latour 외,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
이언스』, 홍성욱 엮음, 서울 : 이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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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주처 역할을 맡은 주체들의 권력구도와 여론의 영향 경로

5)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건물 재건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
반면, 99년이라는 장기 임대의 경우 소유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
받는 것이었다. Mary L. Clark, "A Fresh Start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5 May 2004 :27
6) Edward Wyatt, "A NATION CHALLENGED:
REBUILDING; Committee Leader Says Victims' Memorial
Will Be Main Priority," New York Times, 30 Nov. 2001 :8
7) Maarten A. Hajer, "Rebuilding Ground Zero. The Politics of
Performance," Planning Theory & Practice, 6(4) (2005) :
445-464, p.p.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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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쳤으며, LMDC 역시 추모공원과 뮤지엄을 맡은 주
체이자 뉴욕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격으로서 두 주체와
협상을 계속해 나갔다.
세 주체가 담당한 부지 내 시설들은 아래 그림과 같다.
총 6동의 고층빌딩, 추모공원과 지하뮤지엄 및 방문자센
터, 공연장, 교통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다. 항만청은
1WTC와 교통환승센터 및 부지 전체의 기반시설을 담당
하고 있으며, 실버스타인은 2WTC, 3WTC, 4WTC의 건
설을 맡고 있다. 7WTC는 실버스타인이 독자적으로 건설
하였으며 2006년에 문을 열었다. LMDC는 추모공원, 지
하뮤지엄, 방문자센터, 공연장 등 주로 일반 시민들이 이
용하는 시설을 맡고 있다.8)
실버스타인

7
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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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C

WTC

LMDC

실버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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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뮤지엄+방문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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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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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4년 개발 완료 후의 주요 건물 (담당 발주처별 다른
색상으로 표시)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2011.09.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도이치뱅크

2.2. 생산과정의 추이
2001년부터의 전개 양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론이 공개적으로 수렴되고 공모전이 열리는 등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된 2004년 초 까지를 사업의 전반
부로 본다면, 발주처 간의 권리 협상이 지연되고 설계안
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져서 사업
의 일부분이 수정되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
를 사업의 후반부로 볼 수 있다.
2001년 말 경에 재건 사업이 결정된 후 항만청과 실버
스타인 및 LMDC는 전체 사업에 대한 윤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시민 및 전문가 단체들도 결성되어 재
건사업에 대한 계획안과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그라운드제로 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9) 그러던 가운데, 항만청과
LMDC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마스터플랜을 공개
8) 물론 이렇게 발주처별로 담당하는 건물이 정해진 것은 2010
년 3월 이후다. 초기의 관계 및 전개 양상은 3장에서 자세히 언
급하기로 한다.
9) 뉴욕도심재건시민연합(The 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 뉴욕뉴비젼(New York New Visions),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 등이 결성되어 성명서를 내고
워크샵을 개최하여 공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Susan Rosegrant, "Listening to the City : Rebuilding at New
York's World Trade Center Site,"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Case Program, 2003, p.5 참고

하였다(2002.07.16).
며칠 후 열린 ‘리스닝투더시티’라는 이름의 대규모 공청
회에서 공개된 마스터플랜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재건사
업에 대한 방향성들이 수렴된 후, 항만청은 계획안을 백
지로 되돌리고 지명초청경기를 공모하였다. 공개 설명회
를 거쳐 진행된 마스터플랜 공모에서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의 안이 선정되었으며(2002.12), 이후 진행된
추모공원 국제공모전에서 마이클 아라드의 안이 당선되
었다.(2004.01) 한편, 오피스 부분에 대한 독자적 권리를
가진 실버스타인은 1WTC와 7WTC의 설계를 진행시키
고 있었는데, 항만청은 그로 하여금 당선 안인 리베스킨
트의 마스터플랜에 협력하도록 조율하였다.(2003.12)
주요한 방향들이 결정되었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려면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했다. 항
만청으로부터 99년간 오피스 부분을 임대한 실버스타인
은 건물 재건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건물이 무너져도 계
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버스타인은 건물의 재건을 서두
르게 되었고 되도록 많은 오피스 공간을 지어 재임대하
기를 원했다. 이것은 주변과의 조화로운 재건을 추구했던
항만청과 및 LMDC의 이해관계와 충돌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진행도 점차 더디게 되었다.10) 그러나, 항만청 입장
에서는 재건사업 전체 예산 금액인 235억 달러 중 최대
70억달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실버스타인과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11)12)13) 그들 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인하여 사업자금과 보험금에 관련된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등 프로젝트는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다.
또한 1WTC의 디자인이 테러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
점이 제기되어 디자인이 전면 수정되기도 했다.(2005.06)
부지의 정리작업이 끝나고 2006년 3월이 되어서야 추모
공원과 1WTC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임차자를 구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동의 고층빌딩은 건설
의 시기를 늦추도록 결정되었다.(2010.03) 이후 테러 10주
기인 2011년 9월이 되어서야 추모공원이 개관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언급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 주요한 사
건들을 다루면서,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구성요소들의 구
체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0) 2002년 당시의 분석에 따르면 다운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이
15% 이상이었기 때문에, 뉴욕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피스를 더
짓는 것보다는 주거와 호텔을 지어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주변
오피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려는 입장이었다.
11) Charles V. Bagli, "Downtown's Rebirth, 10 Years and $24
Billion Later," New York Times, 11 Sept. 2011 :4
12) 실버스타인의 보험에 의하면 WTC에 사고 발생시 최대 35
억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실버스타인은, 9/11 사건
당시 2대의 비행기가 시간간격을 두고 각각의 건물에 충돌하였
으므로 2건의 사고로 계산하여 70억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결국 일부 승소하여 45.5억달러를 받게 되었다.
13) Charles V. Bagli, "VISIONS OF GROUND ZERO: NEWS
ANALYSIS; Commercial Space Mix Could Affect Revenues
And Race for Governor," New York Times, 17 Jul.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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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3.1. 여론과 마스터플랜
재건 사업의 초기에 크게 주목해 볼 부분은 항만청과
LMDC에서 준비한 사업의 큰 그림이 5,000명이 모인 공
청회의 힘에 의해 철회된 후 국제현상설계를 개최하게
된 사건이다.
재건사업이 결정 된 후 2002년 1월부터 건축가들이 자
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안에 대한 전시회를 진행하거나 여
러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여론
이 조성되어 갔다. 그러던 중 재건 사업을 현실화 시켜
나가는 첫 걸음으로서, 2002년 7월 16일에 그라운드제로
부지에 대한 6개의 마스터플랜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14)
그러나 공개된 안은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언론
의 혹평이 이어졌다.15) 실제로 각각의 안은 100만㎡의 오
피스, 5만5천㎡의 소매시설, 800실 규모의 호텔을 필요로
했으며, 동시에 기존 쌍둥이빌딩 부지를 추모공원을 위한
빈 땅으로 남겼기 때문에 디자인의 자유도가 매우 제한
적이었다.
며칠 후 5,000여명의 대규모 공청회인 ‘리스닝투더시티
(Listening to the City)’가 열렸다. 이것은 같은 해 4월부
터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뉴욕도심재건시민연합에서
주도하고 LMDC와 항만청에서 후원한 공식 행사였다. 총
6시간동안 열린 이 행사에서, 테러 이후의 사회적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6개 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형
편없거나 별로’라는 생각을 일치시켰다.16) 동시에 ‘제대로
된 추모공원’과 24시간 열려있는 커뮤니티 공간, 뮤지엄,
기존 건물만큼 높은 WTC의 건설, 국제현상설계 등, 재건
계획의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을 제시하였다.17)
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가 법적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뉴욕시와 관련이 깊었던 LMDC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사회적 분위기 또한 보다 공개
적인 과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받아
들여 사업을 진행하던 관료들은 결국 기존 마스터플랜을
백지로 되돌린 후 국제현상설계경기를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공표했다. 이 과정은 항만청이 아닌,
LMDC가 진행하기로 했다.18)
14) 이것은 발주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각각 진행한 것으로서,
항만청이 바이어블라인더벨(Beyer Blinder Belle, 이하 BBB)에게
의뢰한 2개 안, LMDC가 페터슨/리텐베르그(Peterson Littenberg
Architects)에게 의뢰한 2개 안, 그리고 실버스타인이 SOM에 의
뢰한 1개 안, 브룩필드자산(Brookfield Properties)이 쿠퍼로버트
슨(Cooper Robertson & Partners)에게 의뢰한 1개안으로 이루어
졌다.
15) Charles V. Bagli, "6 Plans for Ground Zero Share Striking
Similarities," New York Times, 11 Jul. 2002 :1
16) Edward Wyatt, "A Forum on Rebuilding Lower
Manhattan," New York Times, 20 Jul. 2002 :4
17) "VISIONS OF GROUND ZERO: VOICES; Proposals for
Downtown Draw Array of Opinions," New York Times, 21
Jul. 2002 :30
86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었던 초기의 6개 계획안
이 강한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된 국제현
상설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담론수렴장치가 기획되었다.
우선,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일곱 팀이 9월에
선정되었으며, 그들의 디자인은 12월 18일, 그라운드제로
부지 근처에 있는 월드파이낸셜센터(World Financial
Center)의 1층 로비 윈터가든(Winter Garden)에서 공개
되었다. 건축가들은 3시간 동안 청중 앞에 직접 나서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 행사는 지역방송인 NY1 TV에서
생중계되었다. 계획안은 6주 동안 윈터가든에서 전시되었
다. 첫 3주 동안 7만명이 계획안을 관람했고, 4,000개의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고 갔다. 같은 기간 동안 LMDC 웹
사이트는 6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2,400명이 의견을
남기고 갔다.19)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리베스킨트, 리텐베르그의 안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건물을 높게 올리는 것’, ‘지하로
파고 들어간 추모공원의 형태’,
‘넓은 공공공원’의 세 가지 요소
가 중요하다고 피드백되었다.
LMDC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
하여 리베스킨트와 건축가연합
인 THINK를 최종 후보로 선정
하였다.20) 두 팀은 건물, 교통환
승센터, 추모공원에 대한 디자인 그림 3. 리베스킨트의 마스
을 보완하여 다시 평가를 받았 터플랜 당선안 (출처 :
으며, 최종적으로 리베스킨트의 Architectural Record 2003.01)
안이 마스터플랜으로 결정되었다.(2003. 02.27.)21) 새롭게
결정된 마스터플랜은 여론을 호의적으로 변화시켰으므로
사업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3.2. 발주처 주체들의 개발 권한과 건물 디자인
마스터플랜이 결정된 후 추모공원 역시 국제현상공모
의 절차를 통해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의 안이 선
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워크샵을 통해 여론
이 광범위하게 수렴되기도 했다.
이렇게 주요한 부분의 디자인이 공적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되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추모공원
의 경우 LMDC의 권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추진에 별다
른 문제가 없었지만 마스터플랜의 경우 실버스타인이라
는 개인의 권한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당선
18) Edward Wyatt, "Further Designs Are Sought In
Rebuilding of Downtown," New York Times, 15 Aug. 2002 :1
19) Edward Wyatt, "In Public Input, a Hint Of Rebuilding
Fatigue," New York Times, 15 Jan. 2003 :4
20) Edward Wyatt, "Two Finalists Are Selected For the Void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5 Feb. 2003 :1
21) Edward Wyatt, "REBUILDING AT GROUND ZERO:
OVERVIEW; PRACTICAL ISSUES FOR GROUND ZERO,"
New York Times, 28 Feb.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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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로의 실현은 많은 난항에 부딪쳤다.
항만청과 실버스타인의 대립은 사업의 초기부터 시작
되었다. 실버스타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6개의 마스
터플랜이 대중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국제현상설계를
거쳐 리베스킨트와 THINK의 두 개 안으로 좁혀질 때 즈
음에도 그는 자신이 지명한 건축회사인 SOM과 당선자가
동시에 작업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22) 리베
스킨트의 마스터플랜이 당선된 후에도 실버스타인은
1WTC의 디자인은 SOM이 책임을 맡아 이끌어가도록 하
였고, 그 과정에서 리베스킨트는 부지 내의 모든 개발프
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그는 계약
후 5∼6개월동안 마스터 디자인 아키텍트(master design
architect)의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상업공간을 위한 디
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게 되었지만, 결국 여론이 반영된
당선안의 독특한 물리적 형상은 사업이 진행되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져갔다.23)

2002년 12월
리베스킨트 안

2003년 8월
SOM 안

2003년 12월
SOM 안

2005년 6월
보안문제 지적 후
최종안

그림 4. 1WTC 디자인 변화 (출처 : Imagining Ground Zero )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던 리베스킨트의 1WTC 안
은 비대칭적 형상에 분절된 매스로 이루어져 있었다.(그
림 4의 맨 좌측) 그런데 동시에 실버스타인은 SOM에게
의뢰하여 독자적인 안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2,000피트의
높이에 상부에 개방된 구조를 지닌 건물은 위쪽으로 갈
수록 좁아지는 형상이었다(왼쪽에서 두 번째). 대중의 합
의가 바탕이 된 것은 리베스킨트의 안이었으나 오피스
개발의 권한을 지닌 실버스타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이 조율된 세 번째 안은 SOM의 디자인에
가까웠다. 건물 전체의 높이는 리베스킨트의 안처럼 미국
의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1,776피트로 조정되고 상부의
첨탑이 생겼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기본적인 형상과
상부의 개방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24) 그러나 최종
안은 테러 위협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적된 후 총체적으
로 변화되었다.
결국 디자인이 변경된 것은 당선안이 지니고 있었던
22) Edward Wyatt, "Trade Center Leaseholder Says Officials
Are Ignoring His Right to Rebuild as He Wants," New York
Times, 1 Feb. 2003 :3
23) Edward Wyatt, "Libeskind to Oversee Most of Trade
Center Development," New York Times, 21 Mar. 2003 :3
24) David W. Dunlap, "Plans Reveal World's Tallest Tower,
But Only 70 Stories Will Be Inhabited," New York Times, 10
Dec. 2003 :1

자체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1WTC의 형상은 발주처간의 파워게임, 즉 디자인의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은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리베스킨
트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3.3. 안전에 대한 위협과 1WTC의 디자인
이전 절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16에이커의 부지에서
가장 대표적 건물인 1WTC의 최종 디자인에 가장 큰 영
향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1WTC의 최종 디자인이 확정되어 가던 무렵인 2005년
5월에 테러 위협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가 지적되었다. 뉴욕 경찰청은, 미국 국방부와 연방기관
의 보안 규정에 따라 건물
은 부지 서측의 도로로부터
약 30m 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일종의 안
전 이격거리로서, 도로에서
차량이 폭발물을 터뜨려 공
격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
이었다.25) 물론 항만청과
LMDC도 보안 전문가를 고
용하여 계획안을 만들었던
것이었지만, 경찰청이 때 늦
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문제를 지적한 시
기가 너무 늦다는 논쟁이
오고갔지만, 결국 보안 규정
은 지켜져야만 하는 요소였
다.
두 달 후에 SOM이 디자
인한 새로운 안이 공개되었
으며 1년 뒤에 수정된
1WTC의 상세한 설계가 공
개되었다. 건물을 도로로부
터 약 20m 이격시키는 대신
60m 높이의 고밀도 콘크리
트 벽으로 기단부를 강화했
으며 외장에는 자동차 앞 그림 5. 2003.12월(좌측 입면도,
유리와 같은 종류의 라미네 상부 평면도)과 2005.06월(우측
이트 유리를 사용하여 콘크 입면도, 하부 평면도)의 1WTC
리트가 주는 외관의 무거운 디자인 비교 (출처 : 뉴욕타임즈)
느낌을 상쇄시키면서 폭발 시에도 파편으로 부서져 깨지
지 않도록 했다. 개방된 상부 구조체 안의 풍력발전도 없
어지고, 비틀린 건물의 형태는 대칭적 형태로 바뀌었다.
출입구도 보다 여러 방향에 두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26)
물론 디자인 변경을 강제한 것은 뉴욕경찰청이라는 ‘기
25) Patrick D. Healy, "SECURITY ISSUES FORCE A
REVIEW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1 May
2005 :1
26) David W. Dunlap, "Redesign Puts Freedom Tower on a
Fortified Base," New York Times, 30 Jun.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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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관’이었지만 이는 테러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회적으로 공
유된 분위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대지와 접한 기단 부
분의 폐쇄적 디자인은 순수한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받아
들여지기 힘든 것이었지만 테러로 인해 기존 건물이 무
너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3.4. 정치경제적 조건과 오피스 개발 일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전체 부지에는 북서측의 1WTC
를 포함하여 총 4동의 오피스가 재건되기로 예정되어 있
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프로젝트 중 오피스 면적이 차
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번 절에서는 오피스 면적에 대한
발주처 간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2,3,4
WTC의 개발 일정이 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항만청과 LMDC는 처음부터 오피스 면적을 줄이려고
했다. 우선 블룸버그는 뉴욕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과정에
서 그라운드제로에 대한 뉴욕시의 입지 강화를 약속했다.
주거, 호텔, 상점등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여 그라운드제
로의 개발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오피스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실버스타인을 사업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27) 이에 따라 블룸버그는
LMDC를 통해 실버스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직접적
로비를 통해 항만청과 실버스타인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
을 맡기도 했다.
한편, 정작 오피스 면적을 유지하려고 했던 실버스타인
은 임차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의 대형 오피스
개발사업의 경우, 건물의 계획 단계에서 주요한 입주자들
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었다. 자금 운용이 수월
해지고, 주요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설계도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5년 당시 이듬해인 2006
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7WTC도 입주자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테러가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
하여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기 때문
이었다. 게다가 로어맨하탄 주변 오피스의 공실률이 14%
에 달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차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는 분석도 제시되었다.28) 2008년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상
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문제들로 계획안의 확정이 지연되자, 뉴욕주지
사 파타키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2005년 3월 경 실버
스타인에게 16억7천만달러에 달하는 자유채권(Liberty
bond)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2008년의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2006년에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파타키로서는 임기
안의 실적으로서 WTC를 착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
기 때문이었다.29)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에는
8억달러의 경제적 원조를 해 주려고 했다.
시민단체는 계속되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반대했다. 공
27) David W. Dunlap, "Mayor Calls for Mixed Uses In
Ground Zero Development," New York Times, 25 Oct. 2005 :5
28) Charles V. Bagli, "5 Weeks Left For Decisions On
Rebuilding," New York Times, 6 Feb. 2006 :1
29) Charles V. Bagli, "Pataki Offers Liberty Bonds To Keep
Tower on Schedule," New York Times, 15 Dec.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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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금은 교통환승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지출되어야
하며 민간개발의 위험부담은 민간이 지니고 나가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다.3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오
랜 기간의 협상을 통하여 2006년 4월에 1차 합의가 성사
된 후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합의는 2010년 3월에
이르러 끝나게 되었다. 항만청은 네 동의 오피스에 대한
공사비와 운영을 실버스타인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지에서 가장 상징적인 1WTC를 자신의 권
한 하에 두도록 했다. 동시에 경제적 실익을 원했던 실버
스타인은 교통환승센터와 가까운 2,3,4 WTC를 담당했다.
또한 항만청은 임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4WTC의
임차자가 되어주기로 했으며 4WTC 건설에 10억달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3WTC에 대해서는 실버스타인이 3억
달러의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3만7천㎡의 면적에 대한 임
차자를 구할 경우 6억달러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북동
측에 위치한 2WTC는 결국 개발이 연기되었다.31)
살펴본 바와 같이 1,2,3,4WTC 네 동의 디자인과 개발
일정은 복잡한 생산의 조건 하에서 결정되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이윤 추구, 테러로 인한 임차자 확보의 어려
움, 의사결정권자의 정치적 입지, 보험금과 계약관계 속
에서의 자금 운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의 상호작
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4. 사회적 상호작용의 구조
4.1. 확장된 관계망 : 비-인간을 포함하는 ‘행위자’의 관점
이번 장에서는 3장의 각 절에서 다룬 내용을 사회적
관계망 속의 ‘행위자(actor)’로 간주하여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 혹은 단체와 같은 협상주
체 외에도 계약관계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비(非)-인간
요소 역시 행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사업 진행의 초기에 여론이 마스터플랜을 변화시킨 과
정을 참여 주체간의 상호작용으로 본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해 볼 수 있다.
배경
테러로 인한
장소성의
재고

주체

주체

배경

시민

항만청
실버스타인
LMDC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건

그림 6. 마스터플랜 결정에 관련된 주체간의 상호작용

그런데 이러한 도식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다
소 무리가 있다. 시민들이 공청회에서 의견을 표출하기는
했지만, 이익단체를 결성하여 발주처 주체들과 조직적으
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
면, 발주처 주체들이 시민의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의식
하여 마스터플랜을 바꾼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위자

행위자

조건

입장

30) Charles V. Bagli, "Groups Seek to Stop Public Financing
of New Towers at Ground Zero," New York Times, 20 May
행위자 사이의
2009 :24
상호작용
31) Charles V. Bagli, "Tentative Deal Is Reached
For 2 Trade
Center Towers," New York Times, 26 Mar. 20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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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조건

배경

주체

주체

배경

테러로 인한
장소성의
재고

시민

항만청
실버스타인
LMDC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건축물 생산 과정
주체

그렇다면 여론이나 마스터플랜과 같은 요소들 모두 인
간 주체와 대등한 행위자로 상정하여 도식을 재구성 해
볼 수 있다. 그림 7의 좌측을 보면, 발주처 그룹에서 만
든 마스터플랜을 공개하자 여론은 발주처 그룹에게 부정
적 반응을 보낸다. 이에 따라 발주처 그룹은 마스터플랜
을 변경하고(그림 7 우측) 다시 공개된 마스터플랜에 대
하여 여론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테러

테러

건물 붕괴

것은 두 행위자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라운드제로 사업의 전개에서 주요한 문제들을 발생
시켰던 원인 중 하나는 발주처 간의 개발권한이 불분명
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된 디자인의 문제로는,
LMDC와 항만청이 오피스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리베스킨트의 디자인은 극히 일부분의 요
소만 남고 대부분의 디자인은 실버스타인이 별도로 고용
한 SOM의 계획안대로 진행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배경

테러로 인한
장소성의
재고

행위자

시민

여론

마스터
플랜

시민

LMDC

여론

공개

테러

마스터
플랜

새로운
장소성
‘성역’

안전에 대한
우려

주체

주체

배경

시민

항만청
실버스타인
LMDC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건

B

A

테러

주체

개발방향의
변화를 원하는
여론

행위자

건물 붕괴

한편, 초기에 여론과 마스터플랜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과 발주처 그룹이 ‘테러로 인한 건물 붕
괴’라는 행위자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그림 7 좌측
의 A와 B)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강한 상징적 형태와 추모의 감정을 불러내
는 공간을 원했으나, 발주처 그룹에서는 로어맨하탄의 분
위기를 재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과 신속한 재
건을 앞세웠던 것이다. 또한 여론이 돌아선 것은 그림 6
의 관계처럼 ‘테러로 인한 건물 붕괴’에 대한 인식이 변했
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된 프로세스와 계획안에 대해 반
응한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 요소를 대등한 행위자로 바
라보는 위의 관점은 이러한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4.2. 사회적 상호작용의 재발견
비-인간 요소들을 행위자로 상정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면밀한 상황인식과 사려 깊은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상황을 인간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다면 마스터플랜 결정과 발주처의 개발권한은 아
래의 그림처럼 동시에 존재할지라도 상호 연관된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다. 개발 권한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원 안
에서 해결해야하는 발주처 사이의 문제이고 마스터플랜
결정에 대한 부분은 그 외적인 차원으로 인지되기 쉽다.
임대 수요
감소

행위자

행위자

변화된

변화된

건물 붕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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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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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스터플랜 변경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좌 : 변경 전 , 우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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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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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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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주체

그림 9. 개발권한 행위자와 여론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런데 이는 생산과정의 후반부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
변경
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재되었던 문제였다. 여론은 강제성
이 여론
없었기 때문에 발주처간의 개발권한을
침범할 수 없
여론
었고 따라서공개여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도
볼공개수 있는 리
베스킨트의 계획안도 법적 권한을 지니지 못했다. 만약
초기부터 여론과 개발권한이라는 요소를 생산과정의 중
요한 행위자로 인지하여 상호 관계에 대해 면밀히 대응
하였더라면(그림 9) 대중의 합의에 바탕을 둔 마스터플랜
에서 보다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항만청
실버스타인
LMDC

시민

항만청
실버스타인
LMDC

마스터
플랜

변화된

변화된

마스터
플랜

테러
새로운
장소성
‘성역’

건물 붕괴
사망

임대 수요
감소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림 10. ‘테러’사건이 양산해 낸 행위자들

한편, 동일한 관점에서 볼 때 9/11테러라는 사건 역시
위의 그림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행위자들을
만들어냈다. 그 중 하나로서 같은 장소에 다시 테러가 일
어날 수행위자
있다는사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1WTC의 디자인
변경에 결정적인
상호작용 역할을 했다. 물론 디자인 변경을 요청
한 것은 경찰청이라는 주체였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
던 까닭은 보안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
이다. 안전에 대하여 ‘합의된’ 우려를 독립적 행위자로 인
정하였더라면, 디자인이 후반부에 변경되면서 소모되었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임대수요 역시 감소했는데,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항만
청과 실버스타인의 협상에서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을
3.4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 때, ‘임대 수요 감소’ 라는
것을 주어진 배경조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동적 행위자로 파악하는 것
은 상황 대처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협상과는 별도로 ‘임대 수요 감소’라는 행위자를 변
화시키는 정책, 즉 로어맨하탄의 임대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켰더라면, 실버스타인에게 무리

행위자

행위자

조건

입장

입장

조건

배경

주체

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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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개발권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건

실버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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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그림 8. 마스터플랜 결정과 발주처의 개발권한에 관련된 주체간의 관계

그런데 이 때, 모든 행위자들을 대등한 사회적 요소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자들도 서로 상호작용을 일
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권한과 여론
을 각각의 대등한 행위자로 설정하고 주요 부분을 도식
화 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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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키는 상황을 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3.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관계망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건축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주체간의 갈등 및 합의구조로 파악한다면 왼쪽에
있는 ‘주체간의 합의 모델’과 같은 관계망의 구조로 그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배경이나 조건을 대변
할 주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파
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협상을 주도하는 인간주체
이외의 요소들은 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기 쉽다.
행위자

배경

주체

인간
주체

권한
관계

행위자
합의
조건

조건

행위자
인간
주체

주체 간의 합의 모델

행위자

사건
행위자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모델

그림 11. 두 가지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 비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라운드제로 사례를 통해 분석
하고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 및 비-인간 요소를
모두 포함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모델’을 제안한다. 이
러한 관점은 인간 주체와 비-인간 요소들을 서로 상호작
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적 요소로 파악하여 ‘주체간의
합의 모델’로 설명하기 복잡한 현상을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잠재적 문제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므
로, 복잡한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실용적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뉴욕의 그라운드제로 사례를 통해
건축물의 생산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및 단체들의 협업
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요소인 생산의
조건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행위자간 상호
작용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10여 년간 발생한 사건들 중 주요한
주제들을 뽑아내고 각각 관련된 주체와 상황적 조건들을
재구성하여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건의 추
이가 진행되었는지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사례분
석을 ANT의 관점에서 일반화 하면서 최종적으로 비-인
간 요소를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사회관계
망의 상호작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10년에 걸친 그라운드제로의 생산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적 합의, 발주처간의 권한관계, 테러로부터의 안전, 주
요 인물의 정치적 입지, 경기 침체와 임대시장의 상황 등
이 마스터플랜에서부터 각 건물의 구체적 디자인 그리고
개발일정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정 주체들이 각각의 상
황과 조건을 대변하여 협상 테이블에 나섰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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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상황을 구성하면서 주체들의 결정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모델로
써 바라본다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상호작용
을 재발견하면서 사업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행위자를 동적 요소로 파악하는 관점은 주체
들이 역으로 배경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로 유도해 줄 것이다.
오늘날의 건축물은 점점 복합적인 조건과 다양한 주체
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디자인의 관점에서만 접근한
다면 그것은 곧 건축이라는 영역의 입지를 좁히는 길이
다. 그러므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의 상호작용으로 생산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
진다. 여러 가지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제안한 모델을 검
증하고 이론의 일반화를 가다듬는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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