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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심장’에서 ‘시민의 광장’으로: 

런던 트래펄가 광장

염 운 옥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트래펄가 광장의 역사를 ‘트래펄가=

권력과 제국의 상징 공간’과 ‘광장=아래로부터의 정치 공간’이라는 이중성을 중

심으로 분석했다. 런던 도심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트래펄가 광장은 1810년대 

존 내시의 런던 개조계획에서 유래한 광장으로 ‘아고라’와 ‘포룸’, ‘소통형 광장’

과 ‘과시형 광장’의 중간 형태이다. 채링크로스 왕실 마구간이 1840년대 광장공

간으로 조성되었고, 트래펄가 해전의 영웅 넬슨 기념비, 인도 식민지 건설에 기

여한 장군 네이피어와 헤이블록 동상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영제국의 상징이자 

영국 정체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광장은 차티즘과 노동운동, 반정

부 시위 같은 아래로부터의 정치의 공간이기도 했다. 광장에는 아래로부터의 정

치가 종종 출몰했다. 넬슨 기념비를 비롯해 제국의 상징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울린다는 역설이야말로 트래펄가 광장의 본질이다. 19세기 중

후반 트래펄가 광장은 1848년 차티스트들의 ‘트래펄가 혁명’과 1887년 경제 불

황에 시달리던 실업자들의 시위를 정부가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 ‘블러디 선데

이’의 무대가 되었다. 21세기 트래펄가 광장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보행자 편의성을 높인 시민의 공간으로 변신했다. 네 번째 좌대의 공공미술로 

전시된 아프리칸 디아스포라 미술가 잉카 쇼니바레의 작품 『병 속에 든 넬슨
의 배』는 과거 제국적 정체성과 현재 다문화사회 영국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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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펄가 광장은 오늘날에도 유동하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중이다. 

주제어: 트래펄가 광장, 제국, 허레이쇼 넬슨, 차티즘, 네 번째 좌대 

I. 유동하는 공간, 트래펄가 광장

런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트래펄가 광장(Trafalgar Square)은 영국을 대표하는 

경관이다. 런던광역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채링크로스(Charing Cross)에 

위치한 트래펄가 광장은 런던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하는 관광 명소

인 동시에 런더너의 일상이 영위되는 장소다. 크리스마스 축제, 새해맞이 카운

트다운 이벤트가 거행되는 곳도 트래펄가 광장이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규모는 

초라하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나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은 물론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보다도 작은 규모다.1) 인파로 가득 채운다면 

7만 명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불과하다.2) 결코 크지 않지만 트래펄가 광장은 

처음 생겨난 184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자 산 증인의 역할을 해왔다. 지워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처럼 과거의 자취와 흔적을, 영광과 상처를 안고 있는 

공간이 트래펄가 광장이다. 그래서 유명하다. 

광장은 유럽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와 고대 로마의 

포룸(forum), 중세의 마을 광장,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도시들의 기념비적 광장에서 

근대 국민국가 수도의 중심 광장에 이르기까지 유럽 어느 도시에나 크고 작은 광장이 

존재한다. 그리스의 ‘아고라’와 로마의 ‘포룸’은 광장의 상이한 두 기원이다. ‘아고라’

는 ‘만나다’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ageirein’에서 파생된 말이다. 반면, ‘포룸’은 남북

방향의 주종축도로 카르도(cardo)와 동서방향의 주횡축도로 데쿠마누스(decumanus)가 

만나는 교차점에 조성된 네모난 공간을 말한다(만쿠조 31, 39). ‘아고라’가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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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교역이 일어나는 공공장소로 주민 참여적 정치 공간이라면, ‘포룸’은 신전과 

공공시설물이 들어선 권력 과시의 정치 공간이다. 

‘소통형’ 광장공간인 ‘아고라’와 ‘과시형’ 광장공간인 ‘포룸’으로 나뉘는 광장의 기

원론과 유형학3)에 비춰보자면 트래펄가 광장은 ‘아고라’와 ‘포룸’, ‘소통형 광장’과 

‘과시형 광장’의 중간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14년 런던 개조계획에

서 유래한 트래펄가 광장은 1840년대 광장공간이 조성되고, 넬슨 기념비

(Nelson's Column, 1843), 찰스 네이피어(Charles Napier, 1856) 동상, 헨리 헤이블

록(Henry Havelock, 1861) 동상이 차례로 건립되면서 영제국의 상징이자 국가 정

체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광장은 차티즘과 노동운동, 반정

부 시위 같은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조

성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트래펄가 광장의 역사를 ‘트래펄가=권력과 제국의 

상징 공간’과 ‘광장=아래로부터의 정치 공간’이라는 이중성을 중심에 놓고 그려

볼 것이다. 

‘권력’과 ‘제국’의 정치는 조성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트래펄가 광장의 역

사를 관통하는 논리다. 트래펄가 광장은 내셔널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상징적 장소

이며 국가 정체성의 창조와 재창조 같은 담론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런 의

미에서 트래펄가 광장은 ‘권력풍경’(landscapes of power)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4) 광장 중앙의 넬슨 기념비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적 정체성은 오늘날

까지도 영국성(Britishness)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물론 오늘날 포스트식민사회 영국에서 영제국의 유산에 기반을 두는 국가 정체성

은 도전 받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백인 중심의 영국성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

다. 특히 런던 같은 대도시는 “한 도시 안에 세계가 응축된 곳”(Freedland 12단)

이다. 2005년 7월 7일 런던테러 희생자 52명의 국적과 민족이 매우 다양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메트로폴리스 런던의 초다양성(super-diversity)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Vertovec 1024-54). 트래펄가 광장에서 무슬림 라마단 축제, 힌두 축제, 중국 설날 

축제, 유대인 하누카 축제가 열린다거나(Sumartojo 2013a, 147), ‘네 번째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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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The Fourth Plinth)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아프리카계 미술가들의 작품을 적극

적으로 선정하는 정책 등은 변화하는 정체성의 표현이다. 유동하는 공간 트래펄

가 광장의 이런 변화상은 영국 사회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 공간’으로서 트래펄가 광장의 성격은 노동자계급 운동, 여성 

참정권운동, 반(反)인종주의 운동, 반(反)정부 민주화 운동 같은 다양한 저항이 표출되

는 장소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1840년대 차티즘 운동과 1880년대 사회주의 운동의 

대규모 집회로부터 에멀린 팽커스트(Emmeline Pankhurst)가 이끄는 전투적 여성

참정권 운동가 그룹 ‘서프레저트’(Suffragette)의 시위(1908), 남아공 샤프빌

(Sharpeville) 인종학살 항의 시위(1960), 대처 정부의 인두세 도입 반대 시위

(1990)에 이르기까지 트래펄가 광장은 다양한 저항의 무대였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는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만델라가 2013년 12월 5일 

사망하자 추모 집회가 열렸다. 2016년 6월 23일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가결되자 반대표를 던졌던 영국민들은 트래펄가 광장에 모여 투표 

무효와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렇듯 트래펄가 광장은 권력이 만든 제국의 공간인 동시에 국가권력과 인민의 대

결,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 맞서는 저항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광장에는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주기적으로 출몰한다. 넬슨 기념비, 네이피어 동상, 헤이블록 동상 같은 제국

의 상징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아래로부터 저항의 목소리가 울린다는 역설, 광장의 조

성 목적과 전유 사이의 이 같은 간극이야말로 트래펄가 광장의 본질이 아닐까? 

트래펄가 광장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영제국 수도 런던의 위상이 확립되는 과정

에 트래펄가 광장은 어떻게 관여했는가? 19세기 후반 아래로부터의 대중정치와 광장

은 어떻게 관련 맺는가? 21세기를 맞아 트래펄가 광장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

해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보행자 편의성을 높인 시민의 공간으로 변신을 도모

했다. 광장 재건축 설계를 담당한 영국의 유명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는 새 광장이 “모두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광장”(World Squares for All)을 



‘제국의 심장’에서 ‘시민의 광장’으로: 런던 트래펄가 광장  241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트래펄가 광장의 변모는 권력과 제국의 정치와 아래로부

터 정치가 맞부딪치는 광장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가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 생각해 

보려는 논점이다. 

2. 권력과 제국의 공간: 광장 조성과 넬슨 기념비

트래펄가 광장은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세인트마틴즈 교회(St. 

Martin's Church), 사우스아프리카 하우스(South Africa House), 캐나다 하우스

(Canada House)로 둘러싸인 사각형 공간으로 광장 남쪽에는 높다란 넬슨 기념비

가 서 있다. 넬슨 기념비 양 옆으로는 두 개의 연못과 분수대가 있고, 광장의 사

방 모서리에는 세 개의 동상이 서있다. 북동에는 조지 4세 기마상이, 남동에는 

헨리 헤이블록 장군 동상, 남서에는 찰스 네이피어 장군 동상이 놓여 있다. 오래 

비어있던 북서의 ‘네 번째 좌대’에는 2000년대부터 현대 공공미술 선정작이 전

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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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대의 트래펄가 광장) 

광장 터는 원래 왕실 마구간(Royal Mews)이 있던 곳으로 1840년대 광장이 되었다. 

광장이 있는 채링크로스 지역은 북으로는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으로, 남으로는 

화이트홀(Whitehall) 관청가를 거쳐 국회의사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예로부터 교통

의 요지였다. 채링크로스는 런던 북쪽에서 화이트홀과 세인트제임스파크(St. James 

Park)로 내려가는 관문으로 배를 타고 남쪽 템즈 강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화이트홀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귀족의 장례 행

렬, 승전한 군대, 왕권 노리는 비국교도 모두 채링크로스를 거쳐 갔다. 17세기 내전 시

기에는 국왕에 반기를 든 반역죄인들을 참수, 거형, 능지처참을 거행하는 처형장으로

서 군주권력의 과시장이기도 했다. 18세기 중엽부터 왕실 마구간으로 활용되었으나 

1812년 무렵에 이르면 목재 마구간 건물은 관리 부실로 노후해 임시 막사로 사용되고 

있었다(Mace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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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740년대의 왕실 마구간과 채링크로스)

왕실 마구간이 광장으로 개발된 계기는 건축가 존 내시(John Nash)가 추진한 런던 

개조계획이었다. 1820년 국왕 조지 4세는 웨스트엔드(Westend) 팰맬(Pall Mall) 동쪽

에서 세인트마틴(St. Martin)을 잇는 신설 도로를 건설하자는 존 내시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도심 개발의 주체는 왕실의 삼림담당관(Commissioner of Wood and Forests)

이었다. 웨스트엔드를 재정비하려는 왕권의 시도는 수도 런던에서 사회적 위계를 유

지하고 예절바르고 문명화된 사회성을 구현하려는 권력의 의도를 보여준다. 

내시의 계획은 런던 중심부 웨스트엔드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리젠트(Regent) 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조지 4세는 런던 전체를 개조하고 싶어 했으나 런던의 높은 지

가 덕분에 막대한 임대 수익을 누리던 토지 소유자들은 전면적인 개조에 저항했다. 지

주, 임대인, 임차인, 소상점주 등이 소유지와 소유물에 대한 저평가에 항의하면서 건

설비용은 예기치 않게 높아졌고 구매 가능한 사유지만 수용하다 보니 도시계획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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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 수용 대상이 된 런던 지주들은 사유재산의 공적 취

득에 분노를 표출했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싸웠다. 결국 런던 개조계획은 

생각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완성된 경관은 완만하게 구부러진 리젠트 가와 

주변 시가지였다(Flinn 365-73). 1850년대 파리가 나폴레옹 3세와 파리 지사 조르

주 외젠 오스망(Georges Eugène Haussmann) 남작에 의한 도심 대개조 계획 오스

망화를 통해 개선문에서 사방으로 뻗은 방사선형 대로를 갖추고 근대 도시로 

변모하는데 성공한 것에 비한다면 대조적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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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존 내시의 리젠트 가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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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의 런던 개조계획은 또한 사회적 목적에서 중요했다. 리젠트 가 개발 계획은 

대로를 신설함으로써 웨스트엔드 지역을 개발하는 동시에 북서 런던의 고급 주택지와 

동부 런던의 빈곤한 노동계급 거주지인 ‘혼잡한 소호’를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

었다(Porter 126-30). 귀족과 젠트리의 거리(서쪽)와 기계공과 노동자의 거리(동

쪽)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도로, 공원, 광장의 신설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업과 산업의 흐름을 차단하는 시도였다. 상품을 실

은 마차와 소, 말, 양 등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함으로써 노동계급의 거주지와 생

활터전인 시장이 파괴되었다. 그 결과 세인트제임스 마켓, 헤이 마켓, 레스터 스

퀘어 동쪽의 저렴한 식료품점과 잡화점은 대부분 쫓겨나고 부유층을 위한 고급 

상점으로 바뀌었다. 내시의 계획은 오늘날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유

사한 도심개발이었던 셈이다(Mace 33-34). 

계획 실행을 맡은 개발위원회는 팰맬에서 세인트마틴즈레인(St. Martin's Lane)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왕실 마구간 앞에 공터가 확보되었다. 이 

곳이 광장 터가 되었다. 개발위원회는 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로 가는 접

근성을 높이고 런던 중심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팰맬에서 멀

리 건너편에 있는 세인트마틴즈 교회의 포르티코(정문 장식)가 보이도록 너른 공간을 

비우는 것은 교통 흐름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을 추방하는 효과도 노

릴 수 있었다. 광장 조성을 위해 빈곤층 거주 지구인 세인트마틴즈 교회 부근에 널려

있던 불량주택들이 철거되자 빈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도 

중심부는 아름답게 정비될 수 있었다(Mace 36-39). 

내시의 도시 계획에 따라 리젠트파크(Regent Park)에서 리젠트 가로 이어지는 

끝자락에 생겨난 빈 공간은 처음에는 ‘채링크로스 사각형’(quadrangle Charing 

Cross)이라 불렸다. ‘채링크로스 사각형’은 어떻게 ‘트래펄가 스퀘어’가 되었을

까? 광장을 ‘트래펄가 해전’과 연결시킨 사람은 해군 건축가 조지 레드웰 테일

러(George Ledwell Taylor)로 알려져 있다. 원래 1830년 6월 즉위한 윌리엄 4세를 

기념해 ‘킹스 스퀘어’로 부르기로 했지만, 테일러는 허레이쇼 넬슨(Ho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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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son) 제독의 트래펄가 해전 승리를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트래펄가’를 제안

했고 국왕이 흔쾌히 승낙했다고 한다. 테일러는 해군 건축가이자 새로 조성된 

광장 동편에 주거용 건물을 지어 임대 사업을 하던 런던 거주 지주였다(Mace 

42-43). 

‘채링크로스 사각형’에서 ‘트래펄가 광장’이 되면서 넬슨 제독은 광장의 주인공으

로 부상한다. 특히 기념비 건립은 넬슨의 기억을 국가 정체성과 영제국 자부심의 중심

으로 세우는 행위였다. 넬슨 기념비는 원주, 동상, 부조, 사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5) 

화강암으로 만든 52미터 높이의 원주는 윌리엄 레일튼(William Railton), 원주 꼭대기

의 넬슨 동상은 에드먼드 호지스 베일리(Edmund Hodges Baily), 네 마리 사자상은 존 

그래엄 러프(John Graham Lough)의 작품이다. 기단부 철판부조에는 트래펄가 해전, 

나일강 해전, 덴마크·러시아·스페인 연합함대와의 전투장면이 새겨져 있다. 사자상은 

노획한 프랑스 대포를 녹여 만들었다.

역사상 많은 전쟁 영웅 가운데 넬슨을 ‘광장’에 불러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군주

가 아니라 해군과 시티 상인들의 영웅 넬슨이 광장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은 

19세기 영제국이 상업과 무역에 기반하고 있음을 웅변한다(Sumartojo 2009, 

410-28). 18세기말 영국은 ‘브리튼 국민’(British nation)을 주조하면서 국민적 일

체감과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해 가기 시작했다. ‘브리튼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는 영국은 가톨릭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라는 의식과 라이벌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은 ‘혁명 프랑스’에 

대항해 입헌군주국 영국의 헌정을 수호한다는 애국주의적 열정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Colley). 

나폴레옹 전쟁에서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은 넬슨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넬슨

은 동인도, 서인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영제국 전역을 누비며 족적을 남긴 실로 ‘제

국적’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 북극 탐험선에 승선했고 동인도에서 근무했으며 서인도 

니카라과에서 스페인군과 싸우기도 했다(MacKenzie 156). 그러나 넬슨에게 영광과 명

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그의 민낯은 명령불복종과 염문으로 얼룩져 있었다. 



248  영미연구 제39집

1798년 나폴레옹을 상대로 나일강 전투를 승리로 이끈 넬슨은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지중해 함대 유지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나폴리에 머물렀다. 나폴리에서 넬슨은 영

국 공사 윌리엄 해밀턴 경의 부인 엠마와 사랑에 빠졌고 딸 허레이샤를 낳았다

(램버트 227-33). 

하지만 이런 스캔들도 상승하는 넬슨의 인기를 막지 못했다. 넬슨이 더욱 유명해진 

계기는 1805년 트래펄가 해전 승리였다. 트래펄가 해전 승리로 영국은 프랑스와 대결

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제국 건설을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했지만 넬슨은 목숨

을 잃었다. 1806년 1월 9일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거행된 넬슨의 국장에는 왕세자와 

왕족, 귀족, 정치가들을 비롯해 3만 여명의 군중이 운집했다. 오후 2시경 시작된 장례

식은 6시가 다 되서야 끝났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이후 최고의 공식 의례에 압도

된 조문객들은 몇 시간이고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장례식에 든 비용만 약 1만 4천 파

운드에 달했다. 이제 넬슨은 세인트폴 대성당 지하 예배당에 묻혔고 숭배 대상

이자 일종의 부적 같은 국가의 수호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Jenks 423; 램버트 

492-93). 

넬슨 기념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트래펄가 해전 승리 직후부터 제기됐다. 넬

슨이 11월 5일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해가 영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념비 

건립 논의가 시작됐다. 나폴레옹 전쟁기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 기념비 건설의 필요

성이 부상하던 시기였다. 이미 1809년 아일랜드 더블린과 1813년 리버풀에 넬슨 기념

비가 세워지긴 했으나 국가 주도의 기념비는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넬슨 기념비 건

립은 1816년 하원에서 의결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여러 차례 연기돼 한참 후에야 실현

되었다. 넬슨기념비위원회(Nelson Memorial Committee)는 1838년 2월 첫 모임을 열

었다. 넬슨과 함께 전사한 비서 존 스콧(John Scott)의 아들 찰스 스콧(Charles 

Davison Scott)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18개 대은행가, 상인, 무역업자, 해군, 육

군에 기부를 요청하고 런던 트래펄가 광장을 국가적 기념의 장소로 삼기로 정했다. 

1840년 7월 넬슨기념비위원회는 레일턴(원주)과 베일리(넬슨상)에게 제작을 발주했고 

1843년 말 넬슨 기념비가 완성됐다(Mace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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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843년 11월 16일 건설 중인 넬슨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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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기념비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공모 당선작이긴 했지만 레일

턴의 원주 디자인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고대 로마의 포룸이나 파리 방돔 광장(Place 

Vendóme)의 원주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독창성이 없다는 비판, 코린트식 단일기둥

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트래펄가 광장의 설계자 찰스 배리(Charles Barry)는 지

나치게 높은 원주기둥은 내셔널 갤러리와 세인트마틴즈 교회로부터 시선을 빼앗으며 주

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레일턴의 디자인에 반대하기도 했다(Mace 87). 

한편 트래펄가 광장공간은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통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1838

년 넬슨 기념비위원회가 발족하고, 왕실 마구간을 허문 자리에 내셔널 갤러리가 옮겨

왔을 때만 해도 그 앞의 넓은 공터는 바람만 황량하게 부는 허허벌판, 도심 한가운데

의 을씨년스런 공동묘지 같다는 비난을 들었다. 사각형 공터를 광장으로 만드는 설계

를 맡은 배리의 설계 원안은 내셔널 갤러리가 있는 테라스에서부터 광장 아래로 대형 

계단식 연못을 조성하고 그 안에 두 개의 분수대를 세우는 것이었다. 배리는 광장이 

대중 집회 장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대형 연못과 분수로 집회군중의 대열을 분할하

고 대중의 힘을 분산·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런던의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작은 연못과 분수가 완성됐다(Mace 88). 

광장에 일찍이 조명이 도입됐다는 사실도 사회적 통제와 관련된다. 트래펄가 광장

은 1839년부터 가스등 조명을 시작한다. 런던 시내 공원이나 광장에는 문이나 울타리

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가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트래펄가 광장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노상강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몰려들지 모르

는 노숙자를 쫓아내기 위해 어둠을 밝히는 조명이 필요했다. 당시는 런던 시내에 가스

등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지만 화이트홀에서 트래펄가 광장에 이르는 가로

에는 우선적으로 가스등이 설치됐던 것이다(Mace 88-89). 

19세기 후반 파키스탄 신드 지역 정복에 활약한 네이피어 장군의 동상과 인도 항

쟁을 진압한 헤이블록 장군의 동상이 더해짐으로써 트래펄가 광장은 공식적인 식민지 

영토병합을 정당화하는 제국의 선전장으로 활용됐다. 트래펄가 광장이 해군과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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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들의 신성한 거처이자 영제국 영광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은 히틀러의 영국 

침공 전투 작전, 일명 ‘바다사자 작전’(Operation Sea Lion)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1940년 9월 히틀러는 브리튼 본토 상륙 작전에 넬슨 기념비를 베를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히틀러의 총애를 받던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

(Albert Speer)의 지휘 아래 영국 해군력의 세계 지배를 상징하는 넬슨 기념비를 

베를린으로 이전한다는 작전이었다. 만약 이 작전이 성공했다면 넬슨은 화이트

홀과 웨스트민스터를 굽어보는 대신 베를린 제국의회를 내려다보고 있었을는지

도 모른다(Longmate 243). 

19세기말 수도 런던에는 영제국의 지배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넘쳐났다. 화이트홀

의 식민성 건물 파사드에는 유니언잭 깃발 아래 다섯 대륙을 상징하는 조각들

이 장식되어 있었다. 템즈 강변 임뱅크먼트에는 일명 ‘클레오파트라의 바

늘’(Cleopatra’s Needle)이라 불리는 높이 20미터, 무게 180톤이 넘는 오벨리스크

가 서있었다. 오벨리스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카이로 부근 헬리오폴리스에

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져왔다. 런던으로 옮겨온 것은 1878년이다(Schneer 17; 김

경임 36). 이런 기념물들과 더불어 제국 수도에서 단연 돋보이는 상징은 트래펄

가 광장과 넬슨 기념비였다.

1930년대 출판된 한 여행안내서는 백인자치령에서 ‘귀향’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가

이드북에서 트래펄가 광장을 이렇게 묘사했다. “트래펄가 광장은 진정한 제국의 중심

이다. 역사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캐나다 하우스, 사우스아프리카 하우스가 

있어서 자치령과 식민지가 식민모국에서 진정한 고향을 이 곳에서 찾기 때문이

다”(Gilbert 279).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인 자치령으로 독립 후 영연방

의 중심이 된 국가다.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이 트래펄가 광장을 사

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광장이 19세기 영제국의 중심일 뿐만 아

니라 포스트제국 시대 영연방 체제에서도 변함없는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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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장의 정치: ‘트래펄가 혁명’과 ‘블러디 선데이’   

권력은 광장을 만들지만 동시에 비우려 한다. 광장을 만든 권력은 광장을 두려

워한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은 사회적 위계가 전복되고 다성적 목소리가 울리

는 카니발적 공간으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박승규 60-61). 역사상 광장이 

혁명의 무대가 되었던 고전적 사례로는 1789년 7월 파리 바스티유 광장과 1917

년 10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황제궁 앞 광장을 들 수 있다. 19세기 영국은 

어떠했을까? 트래펄가 광장은 1840년대와 1880년대 두 차례 중요한 정치적 사

건의 무대가 되었다. 1848년 ‘트래펄가 혁명’(Trafalgar Revolution)과 1887년 ‘블

러디 선데이’(Bloody Sunday)가 그것이다.  

빅토리아여왕의 치세가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다는 ‘신화’는 반쪽짜리 진실에 지나

지 않는다. 1851년 개최된 세계 최초의 런던박람회(the Great Exhibition)는 세계의 공

장이자 소비시장 영국의 위상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정부는 남성 노동자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차티즘(Chartism)의 봉기에 대

처하느라 골치를 앓았다. 런던박람회 개막식 행사에서 여왕은 하이드 파크를 빽빽하

게 메운 수많은 군중들이 질서정연하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Bennett 72). 

여왕의 이례적인 감동은 언제든 폭도로 변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공포감의 역설적 

표현이 아니었을까? 권력에 대해 소란스럽게 저항하는 기질은 수세기 동안 영국인이 

길러온 특성이었다. 일례로 1769년 영국을 방문한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은 1년간 체류하는 동안 선거 폭동, 구빈원 폭동, 광산 폭동, 직공 

폭동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폭동을 목격했다는 글을 남겼다(Hernon 1). 

휘그 정부가 넬슨 기념비 건립을 통해 나폴레옹 전쟁과 애국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했던 정치적 이유는 차티즘 운동에 대한 탄압과 관련이 있었다. 차티즘은 런던, 맨체

스터, 브래드포드, 웨일즈의 뉴포트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1838년부터 

1848년 사이에 그 세력이 절정에 달했다. 1847년 4월 10일, 차티스트들은 런던 케닝

턴 커먼(Kennington Common)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웨스트민스터 성당까지 



‘제국의 심장’에서 ‘시민의 광장’으로: 런던 트래펄가 광장  253

행진했다. 전국적으로 550만의 서명을 확보했던 이 3차 청원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중 운동으로서의 차티즘은 점차 쇠퇴해갔다. 그러나 차티즘이 소멸된 것은 결코 아

니었다. 

1848년 3월 6일 런던에서 다시 한 번 차티즘의 불길이 타올랐다. 경찰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티스트 군중들은 트래펄가 광장에 모였다. 오후 1시 광장에는 

약 1만 명의 군중이 모여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시위 지

도자는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누리던 신문 『레이놀즈 뉴스페이퍼』(Reynolds’s 

Newspaper)의 발행인 레이놀즈(G. W. M. Reynolds)였다. 약 2시간 동안의 평화 집회

가 끝날 무렵 경찰이 도발해왔다. 시위대는 아직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은 넬슨 기

념비 주변에서 투석전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돌이 바닥나자 기념비 건설 현장의 

목책을 부수고 건설업자의 창고에 방화를 하고 급진적 구호를 외쳤다(Mace 135-37; 

Haywood 23-59). 

(그림 5. 1848년 3월 6일 트래펄가 혁명)

런던에는 산업화 이전 시대 수공업 장인들의 급진주의와 도시폭도(urban mob) 현

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부자들의 부정축재에 대한 빈자들의 항의라는 요소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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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을 추동하는 힘이었다. 행상이나 청소부 같은 도시 하층민들은 1848년에 레

이놀즈의 트래펄가 광장 집회 때도 눈에 띠었던 집단이다. 이들은 ‘인민헌

장’(People's Charter) 6개 조항6)이 무언지도 잘 몰랐지만 차티스트를 자처했고, 

당국, 경찰, 치안판사를 증오하며 상하원 의원과 정치가들은 천적이라 여겼다

(Prothero 90). 

언론들은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을 연상시키는 트래펄가 광장 시위를 ‘트래펄

가 혁명’이라 부르며 영국에 공화주의가 상륙해 프랑스식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

른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문화와 무질서』(Culture and Anarchy)의 저자이며 보

수적 입장에서 교양을 옹호한 문예비평가로 유명한 매튜 아널드(Matthew 

Arnold)는 트래펄가 혁명을 지켜보았다. 아널드는 침묵하는 동조자로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 날의 시위 장면을 목격했다. 아널드는 경찰의 거친 태도 탓에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고 회고하고 있다(Goodway 111-12). 3월 6일부터 8일까지 

계속된 소요사태에서 체포자는 127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20세 이하의 젊

은이였다(Goodway 115). 

차티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면 토리와 휘그는 기꺼이 연합했다. 1840년대 정

치에서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의 위생개혁은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1848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제정으로 결실을 맺은 위생개혁은 병든 

‘사회적 몸’(social body)을 치유하기 위해 공장 작업장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초

점을 두었다. 광장이나 거리에서 밀실로,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광장과 거리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작업장과 가정으로 돌아

가라는 메시지다.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은 날뛰는 군중을 얌전하게 길들

이는 일과 동일했다. 정치적 불만의 표출 공간으로서 광장과 거리의 의미는 위

생개혁이 실현되고 차티즘이 쇠퇴함에 따라 약화되어 갔다. 파리에서 1850년대 

오스망화로 시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시가전이 불가능해지고 혁명의 열기

가 질식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Poovy 101-103). 차티즘의 경험은 국가가 피를 

흘리지 않고 거리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하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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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185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30여 년간 트래펄가 광

장에서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Sumartojo 2013, 200-202). 

남성 선거권은 1867년 도시 노동자에게, 1884년에는 농촌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되

었지만, 유권자 확대가 곧 민주주의의 확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증명되었

다. 후보자의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선거원의 수당, 의원 활동비도 부담해야 상황에서 

노동자 후보가 의회에 진출하기란 쉽지 않았다.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이 절

실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발달과 실질임금 상승, 생활 개선, 

교육 기회 확대에 힘입어 노동계급의 역량은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 1871년 결성된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는 제철공, 조선공, 가스노동자, 부두노동자 등 

각 부분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의회로 불리고 있었다(펠링 14-15).      

187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20년간은 산업투자에 따른 이윤 감소로 경제 불황기

였다. 불황기의 높은 실업률로 더욱 타격을 입은 계층은 비숙련·미숙련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었다. 1880년대 영국에서는 사회주의가 부활했고 사회민주연맹(Social Democratic 

Federation), 사회주의동맹(Socialist League),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 같은 사회

주의 단체들이 생겨났다. 사회주의자들은 실업자 시위를 조직해 나갔다. 1886년 2월 

8일, 헨리 메이어스 하인드먼(Henry Mayers Hyndman)이 주도하는 사회민주연맹은 

트래펄가 광장에서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작업장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했

다. 노동조합지도자 존 번즈(John Burns)와 챔피온(Champion)이 선동적 연설을 통해 

군중의 행동을 유도했다. 1886년 시위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중

이 혁명적 군중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했다(Mace 162-65).  

1887년 여름에도 불황은 계속됐고 실업에 처한 런던의 미숙련 임시 노동자들은 거

주지에서 쫓겨나 부랑자로 전락했다. 템즈 강변, 런던 브리지, 코번트 가든 등 런던 시

내 곳곳에 노숙하는 부랑자가 증가했다. 트래펄가 광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광장에 벤

치가 설치된 후에는 부랑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장소가 되었다. 코번트 가든에서 싸움

을 벌이다 체포되어 보우(Bow) 가 경찰법정에 선 18세 소녀는 “어디 사느냐, 어디서 

자느냐”는 질문에 “집이 없다, 트래펄가 광장에서 잔다”고 대답했다. 동트기 전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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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가 광장을 지나는 행인들은 노숙자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고, 자선단체는 식권과 숙

박권을 나눠줬다(Richter 134-35). 세인트마틴즈인더필드(St. Martin's-in-the-Fields) 교구

회는 수도사업위원회(Metropolitan Board of Works)와 런던 경찰청장 찰스 워렌

(Charles Warren)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랑자들이 트래펄가 광장에서 밤을 지내고 아

침이면 분수대의 물로 세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이들은 마치 해충이 들끓듯

이 광장을 더럽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Mace 171). 

이런 상황은 사회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에게 트래펄가 광장을 새로운 선동의 장으

로 인식케 했다. 1880년대 이후 사회주의 부활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광장은 계급 

대립의 현장으로서 부상한다. 1887년 10월부터 사회주의자들은 트래펄가 광장에서 실

업자 선동을 시작했다. 1887년 10월 14일, 약 2천명의 실업자 시위가 조직되었다. 검

은 깃발을 앞세우고 시청사까지 행진해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트

래펄가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집회의 연사로는 존 번즈,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조지 버나스 쇼(George Bernard Shaw), 애니 베잔트(Annie Besant), 『진
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의 저자 미국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러시

아의 무정부주의자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등이 참가했다. 트래펄가 

광장 인근 거주민들, 특히 보석상과 은행업자들은 교통 체증, 소음, 악취, 무질

서를 비난하며 대책을 호소했고 경찰청장 워렌은 1887년 10월 17일 공공질서와 

평화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트래펄가 광장에서 모든 집회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1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집회는 계속 됐다(Richter 

135-39). 

1887년은 빅토리아 여왕 즉위 50주년의 해였다. 6월 21일 주빌리(Jubilee) 행사는 

무사히 거행됐지만 불과 6개월 후인 11월 13일 일요일,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피비린

내가 났다.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광장 인근 행진을 금지하면서 또 다시 위기가 

도래했다. 시위는 사회민주연맹과 사회주의동맹이 조직했고 다른 급진주의 단체들도 

동조했다. 주최 측은 행진 참가자들에게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심지어 우산도 

소지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워렌 경찰청장은 5천여 명의 경찰관에게 일요일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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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했다. 2천명은 광장에 나머지는 광장 주변 진입로를 차단하도록 배치했다. 근위기

병과 근위보병도 동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적으로 광장에 모이는 것 까지 차단하

지는 못했다. 오후 늦게 광장에는 약 4~5천명이 집결했다. 모리스, 쇼, 베잔트 등 사회

주의 지도자들도 오후 4시경 광장에 집결해 “독재에 대한 항거는 신에 대한 의무”라

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의 강경한 진압으로 부상자는 2백여 명에 달했고, 부상자 가운

데 2명이 나중에 사망했다. 경찰관도 77명이 부상했다. 체포된 사람은 40여명에 

달했다(Richter 143-47). 

(그림 6. 1887년 11월 13일 블러디 선데이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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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요일인 11월 20일에는 일주일전 ‘블러디 선데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트래펄

가 광장에서 열렸다. 저지하는 경찰의 폭행으로 알프레드 린넬(Alfred Linnell)이라는 

젊은 노동자가 사망했다. 12월 18일 장례식날 린넬의 관 위에는 “트래펄가에서 살해

당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모리스는 린넬의 장례식에서 추도시를 낭독했고, 예술가 월

터 크레인(Walter Crane)이 디자인한 팸플릿이 린넬의 유족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 판매됐다(Mace 152). 

이렇듯 광장은 권력과 제국의 반대자들에게는 분노를 표출하는 장소였다. 모리스는 

‘블러디 선데이’를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했다. 모리스는 사회주의동맹의 기관지 

『코먼웰』(Commonweal)에 1890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재한 소설 『유토피아 
소식』(News from Nowhere)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 2150년 시점에서 1887

년 시위를 묘사했다. 미래세계 유토피아로 여행하게 된 주인공은 익숙한 장소 

트래펄가 광장에서 아픈 기억을 회상하고 그곳에서 만난 노인에게 그날의 시위 

진압에 대해 들려준다. 노인은 곤봉으로 때린 사람들이 아니라 곤봉으로 맞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는 말을 쉽게 믿지 못했다(모리스 83). 모리스는 소설의 이 

장면을 통해 비무장 대중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국가 권력을 

고발했다. 

1886년과 1887년 실업자 시위의 실패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혁명을 재고하게 만들

었다. 비무장 노동자들이 군인과 경찰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

께 사회주의 진영의 혁명전술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이후 광장의 외침과 대중적 열

기는 점차 의회정치로의 흡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두 차례 실업자시위의 실패로 노동

자 정당 형성의 필요는 더 절실해졌다. 1900년 키어 하디(Keir Hardie)의 독립노동당, 

페이비언협회, 사회민주연맹, 노동조합이 노동대표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정치의 틀을 깨는 제3의 정당 노동당 창당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광

장의 아래로부터의 정치는 점차 대의제라는 제도권 정치로 수렴되어 갔고 광장은 정치

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보다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주체들의 운동에 자리를 내주었다. 

생존권 때문에 국가권력에 순종할 수 없는 국민을 국가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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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태만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불황 때문에 실업

자가 된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9세기 후반 영국 정부는 

구조적 실업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의 저항을 경찰과 근위병을 동원해 진압

했다. 저항하는 시민을 주권적 주체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 대상으로 보는 행태는 오늘

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다. 1840년대 차티즘과 1880년대 실업자 봉기, 두 차

례 대중의 분출을 경험한 트래펄가 광장은 저항의 중심 무대였다. 

4. 현대의 트래펄가 광장

2000년대 트래펄가 광장은 런던 시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뉴 밀레니엄

을 맞아 역사적 유적과 기억을 보존한 위에서 ‘현대 도시’ 런던의 정체성을 어

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해 정부와 런던 시정부, 시민단체 간에 논의가 진전

되는 과정에서 트래펄가 광장은 중심적 대상이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트래펄

가 광장 재개발사업은 ‘제국의 수도’ 런던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

고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인간중심적 도시’(Humanistic City) 런던

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광장 재개발은 2003년 보행자 친화적 광장 재개발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결실을 맺

었다. 재개발로 ‘고립된 광장’이 시민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거듭났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자동차들 사이에 고립된 섬 같았던 광장의 폐쇄성이 극복됐고 접근성이 좋

아졌다. 광장 북쪽과 내셔널 갤러리가 계단과 콩코스(concourse, 중앙통로)로 연결됐

고, 장애자용 리프트, 공중 화장실, 노상 카페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광장과 내셔

널 갤러리 사이의 콩코스를 지나면 내셔널 갤러리의 지상층 입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공간의 확보로 도시 공공 공간으로써 트래펄가 광장의 기능은 회복

됐고 도시민의 일상 속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Foster+Partners). 1997년

에만 해도 트래펄가 광장 이용객 가운데 런더너는 10%에 불과했지만 2003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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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성된 후에는 관광객과 런더너의 이용비율이 엇비슷해졌다(Burdett). 기념행사나 

시위가 벌어질 때만 일시적으로 기능하던 광장이 시민의 일상에 녹아드는 공간이 된 

것이다.    

고풍스런 도시 런던을 현대 미술을 주도하는 젊은 도시로 쇄신하는 시도는 트래펄

가 광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네 번째 좌대’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1996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는 ‘네 번째 좌대 위원회’(Fourth Plinth Commission)를 구

성하고 현대미술 작품의 교환전시를 결정했다. 광장 북서의 ‘네 번째 좌대’는 원

래 윌리엄 4세의 기마상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비

어 있었다. ‘네 번째 좌대’ 공공미술은 기념비를 비정형적이며 임시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일종의 반(反)기념비이다. 당선작은 언제나 화제를 모았다. 2003년 당

선작은 마크 퀸(Marc Quinn)의 『임신한 앨리슨 래퍼』(Alison Lapper 8 Months 

Pregnant)였다. 팔 다리와 한 쪽 눈이 없는 장애인 여성 예술가 앨리슨의 조각을 

광장에 세우는 일은 장애인 소수자 문화에 시민들의 인식을 되묻는 계기를 제

공했다. 

‘네 번째 좌대’에 2010년 5월 24일부터 2년간 전시된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의 『병 속에 든 넬슨의 배』(Nelson's Ship in a Bottle)는 트래펄가 광

장의 역사성과 관련성이 높은 현대미술이다. 넬슨 제독의 기함(旗艦) 빅토리

(Victory)호를 30분의 1로 축소해 제작한 레플리카를 유리병 속에 집어넣은 작품

이다. 37개의 돛은 더치 왁스(Dutch wax)로 제작됐다. 쇼니바레는 나이지리아 출

신 이민 2세대 예술가로 더치 왁스 직물을 작품 소재로 폭넓게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화려한 색감과 문양의 더치 왁스는 아프리카에서 널리 활용되며 아프

리카적 전통을 상징하는 직물이다. 더치 왁스는 원래 아프리카산이 아니라 네덜

란드 무역상들이 식민지 인도네시아의 바틱(batik)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토착적 요소를 패턴화하고 상품화한 것이었다. 네덜란드 상인이 만

든 형형색색의 더치 왁스가 아프리카의 ‘전통’으로 ‘발명’되는 현상은 문화의 

‘혼종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쇼니바레는 거의 모든 작품에 더치 왁스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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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순수한 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식민지로부터 유래한 문화적 요소가 

본국(metropole)으로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치 왁스로 만들어진 

넬슨의 배는 현대 영국 다문화사회의 뿌리가 영제국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림 7. 잉카 쇼니바레, 『병 속에 든 넬슨의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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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넬슨과 트래펄가 해전에 대해 현대 영국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05년 

트래펄가 2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지만 보수당 정치가 팀 콜린스(Tim 

Collins)는 11세~18세 영국 젊은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트래펄가에서 넬슨의 기함(旗

艦)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탄식했다(Connelly 86). 넬슨이 이럴진대 광장에 놓

인 동상의 또 다른 주인공들인 육군 장군 헤이블록과 네이피어는 말할 것도 없었다. 

2000년 가을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 당시 런던 시장은 헤이블록과 네이피어 동

상을 철거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리빙스턴 시장은 광장을 오가는 런던 시

민 만 명에게 물어본다면 단 한 명도 이들이 누구인지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잊힌 인

물이 아니라 보통 런던 시민에게 친숙한 인물로 교체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동상 철거

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시장의 돌발 발언은 즉각 보수적 정치가들과 퇴역 군인들의 반

발을 낳았고 역사를 망각하고 민족 유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도라고 비난받았다

(Kelso).   

쇼니바레는 인터뷰에서 “내 작품은 런던의 다양한 에스닉 문화가 주는 풍요로움에 

대한 오마주이며 영국이라는 국가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에스닉 그룹에 경의를 

표하는 행위”(HMS Victory)라고 말했다.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은 

“친(親)제국인가? 아니면 반(反)제국인가? 어쨌든 이 알록달록하고 익살스런 배

는 트래펄가 광장의 역사적 배경을 강렬하게 상기 시킨다”(Sumartojo 2013b, 76)

고 평가했다. 현재 영국의 정체성은 제국의 유산과 관련 맺고 있지만 동시에 활

기차고 다채로운 메트로폴리탄 문화를 생산할 수도 있음을 쇼니바레의 작품은 

시사한다. 네 번째 좌대 전시가 끝난 후 『병 속에 든 넬슨의 배』는 그리니치 
해양박물관에 영구 소장됐다. 화려한 더치 왁스 돛을 단 빅토리 호의 ‘재림’은 

트래펄가 해전의 영웅 넬슨을 기념하는 ‘기념비 아닌 기념비’이며 과거 영국의 

제국적 정체성을 현재 다문화사회 영국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광장에는 여전

히 다양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집회를 열고 있다. 넬슨 기념비와 두 장군의 동

상, ‘네 번째 좌대’의 현대미술에 둘러싸인 시민의 광장 트래펄가 광장은 오늘도 

여전히 유동하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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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트래펄가 광장의 면적은 12,000㎥이고, 광화문 광장은 19,000㎥, 서울 광장은 13,207㎥이다. 

2) 1990년 대처 정부의 인두세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트래펄가 광장을 가득 메웠을 때 런
던 경찰은 시위대 인원을 약 7만 명으로 추산했다(Clifford Stott and John Drury 253).

3) ‘소통형’과 ‘과시형’이라는 광장의 유형 분류는 다음 논문을 참조했다(김백영 271-311).

4) ‘권력풍경’의 기능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중세 유럽의 성처럼 군사적 용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민에게 귀족이나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기능하는 경우다. 둘째, 주민들에
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상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산주의 국가의 관공서마다 붙어 있던 붉
은 별, 중세 유럽 기독교 문화에서 성당과 교회의 화려한 디자인,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런
던, 뉴욕, 시카고, 도쿄 등 현대 대도시의 마천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경쟁도시나 
경쟁국가에서 공공건축물 건설 경쟁이다. 산업혁명기 런던에 이어 ‘제2의 도시’가 되려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쟁 도시들의 공공건물 건축 붐, ‘글로벌 시티’가 되기 위한 1980~90
년대 미테랑 대통령 시기 파리 대개조 계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주류적 가치에 대
한 충성심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 정체성을 생산하는 풍경, 각국 수도에 건설된 
기념비적 공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런던 트래펄가 광장은 제국주의와 애국주의 전시장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Martin Jones 117).

5) 원주, 동상, 부조는 1843년 완성되었고, 사자상은 1867년 추가되었다. 

6) 1832년 1차 선거법 개혁에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데 실망한 노동자들은 6개 조항의 인
민헌장을 발표하고 참정권 획득을 위한 청원운동을 일으켰다. 인민헌장의 6개 조항은 성년 
남성의 보통선거, 인구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하원의원의 재산자격 폐지, 비밀투표, 의
원에 대한 보수 지급, 매년 선거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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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Heart of Empire’ To ‘Square for Citizens’: 
Trafalgar Square in London 

Yeom Woon-ok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history of Trafalgar Square, focusing on its dual 

functions: one as a symbolic space of power and empire and the other as a space for 

politics from below. Trafalgar Square is a public square in the City of Westminster, 

Central London, built around the area formerly known as Charing Cross. The Square 

originates from John Nash’s Plan of Regent Street, presented to the House of 

Commons in 1814. According to the typology of square, Trafalgar Square stands as 

something in between agora and forum. Nelson’s Column commemorating the battle 

of Trafalgar was built in 1843. On top of this, in 1850s, were added the statues of 

two generals, Charles Napier and Henry Havelock, who campaigned for India colony. 

The Square has become the emblem of British empire and the embodiment of British 

national character since 1840s. At the same time, it has become the focal point of 

politics from below, as in Chartism, labour movements and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periodically held there. The Trafalgar Revolution in 1848 of London 

Chartists and the Bloody Sunday in 1887 of the riots of the unemployed and the 

socialists could be taken as the most famous political events in the Square. Entering 

the 21th century after the refurbishment, the Square becomes the World Squares for 

citizens and visitors of London ever to enjoy. African diaspora artist, Yinka 

Shonibare’s Nelson's Ship in a Bottle is exhibited in the Fourth Plinth from 2010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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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Nelson's Ship in a Bottle is a link which connects the imperial past and the 

multicultural present. Trafalgar Square has generated fluid meanings ever since its 

inception.  

Key Words: Trafalgar Square, empire, Horatio Nelson, Chartism, the Fourth Pli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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