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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도시공간을 가득 채운 엇비

슷한 아파트 단지들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아파트는 보편적

인 주거유형이자 중산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동시에 아파트 주거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전문분야의 인식은

애증이 엇갈리는 양가적인(ambivalent)인 것이었다. 이기적이고 배

타적인 삶의 방식을 조장한다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판론을 보면

오랫동안 살며 뿌리를 내리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서의 아

파트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파트 단지를 인간성의 소외로 인

해 도시민과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고 고향으로서의 장소성이 부재

한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아파트 키즈(apartment kids)”가 주도하고 있는 �안녕, 둔

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를 비추어보면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도

거주자가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장소와의 깊은 일체감을 느낀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이로 인

한 ‘고향상실’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키즈가 애착

을 갖는 장소들의 기억을 복원하면서 아파트 공동체의 과거사를 기념

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들의 활동은 아파트 키즈가 인지하는 아파

트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미지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들을 매

개하는 장소기억을 해석하면서 장소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물리적 행

태적 심리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재현

된 기억들이 왜곡되거나 기억들 간의 경합과 배제가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면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응하는 아파트 키즈의 집단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는 아파트에서 자

란 아파트 키즈에게 아파트란 어떤 장소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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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키즈의 장소애착 정도와

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복원되는 장소기억을 수집하여 ‘아파트 단

지’라는 주거환경이 거주자에게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면서 장소에 대

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둔촌 주공아파트라는 특수한 대상지와 아파트 키즈가 장소애착을 표

출하는 현상을 다루며 현상학적 분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초점집단

인터뷰, 보행 인터뷰,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

다. 수집되는 자료는 엄밀한 범주화가 되어있지 않아 거주자의 장소

애착과 장소기억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코딩 작

업을 진행하였다. 범주화된 자료는 애착이 있는 장소들과 장소기억을

매핑을 통해 시각적인 이미지로 재현하고, 기존 이론과 새로운 시각

에서의 해석을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연구 목

적에 따라 장소애착의 다각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둔촌 주공아파트

거주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들의 종류를 확인하고, 이러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의미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단지의

공간구조를 비롯한 물리적 환경, 집단기억이나 공동체 의식이 수행하

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중층적인 경험을 매개해 주는

기억들을 복원하고, 이를 해석하여 장소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구조와 물리적 요소들을 도출해냈다. 무엇보다 단지의

거대한 규모, 자연친화적인 경관이미지, 그리고 단지 내 다양한 시

설물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은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한 특별한 애착

을 유발한다. 본래 장소기억은 불완전하지만 기억하는 주체들의 과

거를 장소를 매개로 재구성한 결과, 가시적인 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심상성(imageability), 내밀한 공간인 집에서의 장소기억, 옥외공간에

서 일상생활성과 장소기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소기억들이 종합

되면서 장소로서의 고유한 의미가 드러났다. 장소애착은 계획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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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도에 부합하는 거주자의 수동적인 행태나 물리적 환경과 공

간구조에 대 거주자의 능동적이고도 감각적인 체험이 얼마나 다양

한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

으로 거주자의 장소애착은 계획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비롯한 물

리적 요소들과 거주자의 주체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장소-내-경험

(experience-in-place)’에 의존하여 자신의 과거사나 추억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논의는 장소기억의

변천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 형성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둔춘 주공아파트에 존재하는 기억의 장소와 일생생

활의 경관을 제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만으로도 기

존의 아파트 공동체를 허약하게 만들었다. 아파트 키즈는 집단적 사

회적 차원에서 애착을 갖는 장소들의 기억을 복원하면서 과거를 기념

하고자 하였는데, 이 때 반드시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이 재건축 논의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던 ‘고유의 정서’를 언급한다. 이에 연관되어 재

현된 기억들은 희박해져 버린 ‘공동체의식’을 복원하면서 아파트 키

즈로서의 정체성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착을 강화한다. 또한 타 지

역의 또래 집단이나 베이비 부머 세대와의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기

억 간에 경합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장소성을 둘러싼 기억

의 정치와 장소의 정치가 서로 만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삭막한 환경으로 비판받는 아파트에서도 내부자들인

주민들에 의해 부단히 만들어진 장소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과거로의 다리’ 역할을 수행해오던 수많은

장소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킨다. 대상지인 둔촌 주공아파트의 아파트

키즈는 추억이 많지만 곧 재건축 사업으로 사라져버릴 장소를 직접

대면하고 다시 체험하면서 장소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재현했다.

이처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아파트 단지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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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장소기억을 매개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장소

애착의 형성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도시공간에서의 장소와 인

간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아파트 키즈로 한정함에 따라 실증

적인 측면에서 보편성이 부족하고 연구설계의 엄밀성의 또한 미흡

한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 키드라는 속성으로 묶여있는 집단의 편향

성은 학력, 젠더, 세대, 거주지 등에 따른 엄밀한 대조군의 부재로

적절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고, 인터뷰 중 질의응답 내용이

수집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연구자가

이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심층적·현상학적인 인터뷰를 통해

장소와 사람과의 관계가 인지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아파트 주거문화를 공간정치적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고자 아파트 단지에서 성장한 사회적 집단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장소감과 일상성을 도출해내면서 주거문화의

기억을 담지하는 도시 내 장소로서의 아파트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자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이 관련연구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아파트, 아파트 단지, 아파트 키즈, 장소성,

장소애착, 장소기억, 재건축, 둔촌주공아파트,

□ 학  번 : 2015-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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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장소(place)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심이다.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장

소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애착을 가지게 되면 그곳은 언제나 나를 위

한 ‘집’이 된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말을 빌리자면 집

은 “인간 존재의 토대이며,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맥락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대한 안전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장소인 것이다.1)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도시공간을 가득 채운 엇비

슷한 아파트 단지들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2) 공동주택의 다른

이름인 아파트는 보편적인 주거유형이자 중산층으로서의 사회적 지

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정부주도하에 시작된 공동주택 개발

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주거문제의 대안으로 각광받으면서

심각한 주거난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아파트의 신속한 보

급은 거주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

는 목적에도 적절하게 부응해왔다. 또한 아파트 보급 초기의 서민적

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고급형

주거 단지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면서 오늘날 도시민이 선호하는

주거형식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1) Relph, E.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서울: 논형출

판사., p.100.

2) 국토교통부(2014), �2014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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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전문분야의 인식은 애증이 엇갈

리는 양가적인(ambivalent)인 것이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조장한다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판론을 보면 오랫동안 살

며 뿌리를 내리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서의 아파트를 상상

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파트 주거의 확산은 근대적인 생활방식의 보

급과 주거환경의 변화를 동반해왔다. 기능성 차원에서 아파트는 편

리함·안전함·사생활 보장 때문에 선호되는 주거양식임에는 틀림없

다. 그러나 거주자의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약화, 이

웃 간의 소외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부정적인 도시

공간으로 인식된다. 유기적이어야 할 도시조직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외부와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아파트 단지야 말로 획일화된 자본주

의적 욕망으로 가득 찬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공간”으

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박철수, 2013).

도시계획적 건축적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는 그것을 구성하는 물

리적 환경이 거주자에게 무미건조한 생활양식을 주입하여 일상생활

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비판된다. 무

엇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콘크리트 건물 위주의 획일적인 설계도 위에 건설됨

에 따라, 주거환경을 황폐화시키면서 기존의 장소성을 파괴해 버리

거나 새로운 장소성이 싹트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 이다.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아파트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발

자와 토지소유자들의 이득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이 비

판된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약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되며(최

병두, 2006), 거주자는 자신이 집에 대한 장소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

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평가된다. 주거지 장소애착에 관한 국

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아파트 단지의 단절성 및 폐쇄성, 쾌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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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거환경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장소애착이 주택가에 비해 희

박할 것이라 예상했다(김동근, 2008). 따라서 아파트 단지란 인간성

의 소외로 인해 도시민과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고 고향으로서의 장

소성이 부재한 공간으로 보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 소위 ‘아파트 키

즈’(apartment kids)‘가 아파트를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진정한 ‘고향’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기존의 인식을 전

복시킨다. 유소년기와 청년기의 대부분을 아파트에서 보낸 아파트 키

드들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속감과 장소애착심을 표출하면서 자발

적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조직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재건축을 앞 둔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집단기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빙 작업과 각종

지역사회 참여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1970, 80년

대 대한주택공사에의해서 건설 된 “가장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대규

모 아파트 단지들에서 성장했던 아파트 키즈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프로젝트는 한 거주자

가 재건축을 앞둔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장소애착을 기록화

작업으로 표출하면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둔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조만간 사라질 아파트 단지의 전

반적인 경관부터 집, 놀이터, 상가, 지하통로 등 특정 장소와 연결

된 개개인의 경험과 복원 된 기억을 수집해왔다. 장기간 진행 되어

왔던 재건축 사업 추진이 근래 들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에도 거

주하고 있거나 사회적 경제적 독립으로 인해 이주했던 아파트 키드

는 물론, 재건축으로 인한 높은 주거비 문제, 교육문제 등으로 말미

암아 비자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 키즈의 참여도 활

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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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와 연관 된 ‘장소기억(place memory)’을 복원하고 기

록하는 것을 ‘고향’의 문화적 이미지를 문화적으로 생산해내고 아파

트 단지를 도시 속에 귀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격상시킨다. 고향

혹은 하나의 로컬(local)로서의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키즈에게 장소

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하면서 재건축이 끝나면 동네로 돌아와 뿌리

내리고자 하는 착근성(rootedness)까지 유발하고 있다.

도시계획가나 설계가, 엔지니어들이 아파트 단지, 근린단위의 동

태적, 거시적인 구조에 관심을 갖는데 반해 장소성과 같은 거주자

개인의 정서적인 체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예컨대 이용자

나 거주자의 기능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장소만족도, 주거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거주자의 장소애착의 형성을

매개하는 집단적인 장소기억이나 그 배경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지들이 아파트 주거문화에 적

응하고 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축척되어 온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을 동시에 복원하면서, 장소애착의 형성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주거형태에 따른 개인의 다차원적인 감성과

일상성에 바탕에 둔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된다.

우리나라 도시주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서의

장소애착의 형성 정도와 그 배경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계획·설

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도시적 맥락에서 아파트 단

지에 대한 장소애착의 부여는 거주함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

하여 주민들이 안정감 있게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제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거

나 주거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장소애착을 불러일으키는 경험과, 그

경험과 연계되는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아파트 주거를 통해 축적된

개인적, 집단적 기억을 파악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에 뿌

리내릴 수 있는 장소착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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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장소애착은 인간의 생애주기와 각 발달단계, 혹은 개인이 속해있

는 사회집단 또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Low&Altman, 1992). 기존의 장소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거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소

애착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거주지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 구성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경험과 기억, 주관적인 정서, 공동체 의식은 물론 주거지를

포함한 물질적 환경적 요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아파트 키즈의 장소애착 정도와 그

것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복원된 장소기억의 분석을 통해 ‘아파트 단

지’라는 주거환경이 거주자에게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고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앞서 소개한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를 비추어보면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도 거주자가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장소와의 깊은 일체감을 느낀다

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정에 따라 ‘아파트 키즈’가 인지하는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미지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들

을 매개하는 장소기억을 해석하면서 장소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물리

적 행태적 심리적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고향상실’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키즈’는 애

착을 갖는 장소들의 기억을 복원하면서 아파트 공동체의 과거사를 기

념하고자 한다. 여기서 재현된 기억들이 왜곡되거나 기억들 간의 경

합과 배제가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여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응하는

아파트 키즈의 집단적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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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인터뷰와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구사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적

인 범위는 아파트 키즈에게 장소애착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apartment complex)로 한정한다. 장소애착이 표출되는 현상을 관찰

하기에 적합한 여러 단지들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장소기

억을 복원하는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서 연구에 용이한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는 1980년에 완공된

이래 도시중산층의 대표적인 주거지였지만 근래에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근린주구론에 입각한 기능주의적 단지계획 기법이 구사되었으며 아

파트 단지의 특성상 완공 이후에는 물리적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

다. 재건축을 앞두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도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한 넓은 인동간격과 풍부한 녹지, 쾌적하

고 조용한 거주 환경, 단지 내 위치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교육

시설의 접근성 등 때문에 주거지로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에서는 놀이터, 정자, 벤치, 경

사로, 체육관, 상가, 주거동 배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의 반복적인 경험과 체험에 따라 의미를 부여

하고 강화하면서 애착심을 보이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비록 재건축

을 앞두고는 있으나 안정적인 물리적 조건을 토대로 거주자들은 거

주민 간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들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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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단지를 하나의 ‘동네’로 인식하면서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에서 옥외활동의 풍부함은 일상생활에서 장소에 대한 애착

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주민은 집에 있는 의자를 가져

와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벤치를 만들기도 하고, 텃밭을 일구기도

하면서 계획가가 의도하지 않지 공동생활공간들이나 사적으로 상용

되는 공간들을 생산해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둔촌 주

공아파트 단지는 건설 당시부터 보존해 온 지형이나 자연녹지가 많

아 자연적인 환경도 물리적 환경이나 거주자의 체험과 연계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상지이기도 하다.

2) 내용적 범위

장소애착과 장소기억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개

념이기 때문에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여 연구

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소애착에 대한 선행연

구의 검토를 통해 장소애착이란 개념의 범주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연구의 설계와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축소되

는 경우를 방지한다.

분석의 틀을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해 장소애착 이론연구를 바탕으

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기법을 도시인류학, 역사학, 지리학, 사

회학, 철학 등 도시계획학과 인접한 학문들을 검토하여 질적연구 에

적합한 방법론을 고안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 대상지를 다루고 있는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출판물들과 SNS 활동은 연구자가 대상지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연구 대상 집단인 아파트 키즈의 발화 내용

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내재된 가치관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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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파트 비판과 ‘고향’으로서의 아파트

1.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

1) 장소성이 없는“아파트 단지 공화국”

박철수(2013)는 우리 사회를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로 명명하면서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단지’식 개발을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들의 핵심으로 지적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단지 만

들기”는 공공재의 투자 없이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정치학에 불과하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교외 주택지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동네 만들기 전략이 일본을 거쳐 한국의 ‘아파트 단지’

에서 실현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단지 만들기 전략’은 무리지음과

서열화의 풍습으로 전이되며, 급기야 “자폐”로 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병리적 현상에 이르렀다.

‘단지 만들기’의 또 다른 폐해는 도시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아

파트 단지에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가로가 없다. 도시공간

은 끊임없이 변화는 유기체이며 시민사회의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공간임을 가늠하면 소규모 필지를 확보하면서 자율조정 능력

을 갖춰야한다. 그런데 단지 만들기 전략은 도시의 작은 필지들을

소멸시키면서 토지와 건축은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상

실하게된다.

아파트 단지는 생활공간 구조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철저하

게 분리시키면서 개인이 스스로 생활동선(경로)을 만들어나갈 기회

를 박탈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방향의 관계에 놓이면서 시민공동체로서의 공적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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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망각하게 해버린다. 따라서 사적인 정열을 조장하는 제도들과 자

폐적인 단지개발을 폐기하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면서 장소

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다음 세대의 ‘귀환’과 ‘귀소’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

부한다.3)

박인석(2011, 2013)의 주장도 위와 유사한데, 한국 사회를 발레리

줄레조(Gelezeau, 2007)가 ‘아파트공화국’이라 명명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며, 차라리 “아파트 단지 공화국”으로 부르는 것

이 적합하다고 본다. 아파트가 단독주택 등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

주택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도시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파트에 대

한 선호가 ‘아파트’ 자체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환경’에 기인한다

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4) 또한 ‘단지’란 오래된 기성 시가지처럼 개

별적 활동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생활공간이 아니라 단일한

주체가 일시에 만들어낸, 삶을 획일화시키는 집단화 공간이므로 주거

공간으로서의 단지를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사회적 관점에서의 아파트 단지 비판

김일철(1988)은 1980년대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사회학적 현상을 조사하였다. 아파트 공간이 지

닌 물리형태적 특성은 사회적 성격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특유

의 주민의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착의

사의 불안전성”은 주거지 이동이 흔한 이동형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3) 박철수. (2013). �아파트 :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서울: 마티, 

pp. 249-268.

4) 박인석(2013). “단지화 전략과 도시주거건축의 위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

연구원, �한국사회 주거문화와 주거의 미래상 정립 연구�,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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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관계 설정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폐쇄성”을 밀도가 높은 단지

일수록 사생활 노출에 대한 방어심리가 나타나면서 개개인의 폐쇄

성향은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억제하고 높

은 공동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단지 내에서 개방적인

연령층은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과 노인들이며, 직장이 없는 주

부, 청·장년층 순으로 보인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사생활을 중

시하는 당시 젊은 세대들에의 정서에서 많이 나타난다. 개인의 개성

있는 생활방식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 할 때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전락하고 거주자는 우리 단지와 바깥 동네를 구분하는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화하게 된다.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를 비판한 김덕영(2007)에 따

르면 아파트 주거의 확산으로 인해 ‘집’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사회

적 의미와 기능은 경제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망각되어버렸다. 본래

집은 근현대적 주체의 중요한 공간적 전제조건이며, 합리적이고 이

차적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와는 다른, 정서적이고 일차적인 인간관계

나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장소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인간의 정신

이나 의식 또는 이성이 점점 거세되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

의 창조적 행위 역시 배제된다. 연구자는 “스키너의 상자”를 비유로

들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전 국토의 “아파트화”는 결국 우리 국토를

행태주의적(behavioral)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 내다보았다.5)

3) 현대사회의 “고향상실”

실존주의적 철학 입장에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고향에 거주해야

하는 자이다. 고향은 인간의 뿌리와 근원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곧 “고향상실성”(Heimatlosigkeit)의 시대

5) 김덕영 (2007). ｢아파트의 아파트에 의한 아파트를 위한 나라｣. 인물과사상. 11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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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선언한 하이데거(Heidegger)의 주장과 맞물려 많은 학자들은

현대인은 집 잃은 존재이며 집이라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상실한

존재라고 본다.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언곤(2002)은 현대 한국사회에 만연한 ‘처

세술’을 비판하면서 “(기성세대에 의해) 경제성의 논리에 입각한 아

파트 주거선택방식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과연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존재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늘날 경쟁사

회와 부동산 투기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는 일종의 “처세술”만 요구

하는 정치·경제·교육의 삼각관계 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러한 사

회적 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정든 “고향집”이라든가 “고향마을”

의 정서를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2. �안녕,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

1) ‘아파트 키즈’의 개념과 정의

최근 “아파트 키드”라는 용어는 아파트 주거로 획일화 된 한국의

주거문화를 함축하는 키워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학술적 관점에서 아파트 키드는 생애주기의 많은 부분을 아

파트에서 보낸 에코(echo)세대의 구성원들로 정의된다. 에코세대는 한

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을 통칭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1979년에서 199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정의한다(통계청, 2012). 2010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69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5%,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현재

23~36살)인 에코 세대는 954만 명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한다.

6) Relph, E. (2005). op cit.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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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에 정착한 도시중산층 화이트

칼라 베이붐세대의 자녀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장하면서 고유

의 정체성을 획득해 나갔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물질적

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다양한 소비생활을 추구하고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보니 감성, 문화,

유행에 민감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으며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

나서 글로벌시대의 가치에도 부응할 수 있는 세대다. 이런 진취성과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외의 경제 침체에 맞물려 취

업난 및 주거난으로 사회진출과 독립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인구집

단이기도하다. 앞으로도 이들의 사회진출이 곤란해진다면 경제·사회

적 활력마저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여관현․박민진, 2014).

박재헌·김형재(2015)는 생애주기의 많은 시간을 아파트에서 보냈

던 에코세대가 사회진출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근원을 역설

적으로 아파트에서 찾는다. 에코세대는 부모들인 베이비부머들처럼

능동적인 ‘처세술’을 부리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재산을 증식하

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나 주거적 안정성이 부

모들에 비해 취약해진 세대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생애 기회를 좌우

하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였고, 아파트 키드의 아파트 주

거의 경험과, 그것과 연관 된 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개인사는 한국사

회의 사회경제적 계급화와 그것의 고착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유

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아파트 주거 문화에 적응해 온 거주자 개인을 지칭할 때에 ‘아파트

키드’라는 기존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며, 아파트 키드들을 단일한 집

단이나 부분적인 집단으로 기술해야 할 경우에는 “아파트 키즈

(apartment kids)”로 통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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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키즈’와 ‘고향’으로서의 아파트 단지

박철수(2013)는 아파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장소성 형성이나 회복

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를 비판하면서 고향으로서의 아파트의 잠재

성을 부정했다.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이 숨 쉬는 장소란 “한 곳에

오래 뿌리내릴 때” 비로소 완성 된다.7) 기회만 되면 언제든 넓은 아

파트로, 재개발을 기다리며 이동할 준비를 구조화해가는 세태를 고

려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아파트 단지는 기억의 저장소가 될 수 없

으며 마땅히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아님을 선언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난 후 마음이 허해서 어딘가 몸과 마

음을 누이고 싶을 때, 고향이 그리울 때면 펼쳐볼 수 있도록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보낸 행복했던 유년시절의 추억과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을 엮어 기록들로 남기고 싶었다.” 

(중앙선데이, 2013. 09. 15)

아파트 키즈는 고유의 세대적인 정서를 집합적으로 공유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비장소(non-place)로 간주하는 기성세대의 인식에 대

해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에게 아파트 단지는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이웃과의 교류가 있는 평범한 일생생활의 기반이자 수많은

추억과 의미가 담긴 장소들로 가득한 공간이다. “아파트는 고향이

될 수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직장인 B씨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출판물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이하 �안녕,둔촌주공

�) 시리즈를 세 차례 발간하면서 재건축으로 사라져버릴 고향의 모

습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음에 따라 차후 진행되는 프로젝

7) 박인석(2013). �아파트 한국사회 :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서울: 현암

사,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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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는 참여자의 수도 늘어나면서 대

중들의 참여는 물론 전문화 및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

어나 언론에서 �안녕, 둔춘주공�을 접한 대중들은 자신이 성장하면

서 함께해왔던 아파트에서의 향수를 환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B씨의 작업에 공감하는 약 3,000명의 SNS 팔로워들은 둔촌

주공아파트에서의 추억을 담은 장문의 글과 오래된 사진을 공유하

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확인한다. 여기에 건축가, 영상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양과 질이 향상되고 있다.

�안녕, 둔촌주공� 프로젝트는 아파트 단지의 내부자들(insider)이

아파트 단지를 일종의 기념비, 기억의 환기력을 지니는 “기억의 장소

(lieu de mémoire)”로 재구성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 작성된 아파트 담론에 대항하여 불완전한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재건축을 앞둔 평범하고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에 장소로서의

아우라(aura)를 부여한다. ‘기념’은 기억의 여러 형태들 중 가장 조직

화되고 집단화되어 있으며, 문화적인 재현이 반드시 수반된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의 고향상실성과 아파트 주거문화의 반성과 같은 사

회적 맥락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억, 그러한 기억을 중심으로

고향을 만드는 작업은 도시공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도시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새로운 역사 혹은 대

안적 역사 그리고 집단기억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아파트 키즈의 “고향 만들기”는 시간적 차원이 강조되어 회상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활력으로서의 기억”을 재구성한다(태지

호, 2016). 재건축 사업이라는 지극히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는

아파트를 평범한 장소로 격하시키지만,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 대

한 주체들의 현재적 인식 하에서만 “활력으로서의 기억”이 강조하는

기억의 재구성이 출발할 수 있으며 현재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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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발전한다. 이러한 문화적 실천에 의해 기억은 정치성을 갖게

된다. 둔촌 주공아파트를 ‘기념’하는 작업은 특별히 조직적이며, 집단

적이고, 반복적인 차원에서 과거를 매개로 사회 구성원들, 특히 아

파트 키즈의 유대감을 만드는 정치적 실천 행위다. 예컨대 둔촌 주

공아파트에 대한 기억들이 ‘향수’와 ‘애착’의 감정구조 위에서 재현됨

에 따라 거주경험이 없던 독자들도 지리적 영역을 초월하여 예전부

터 알고 있던 곳, 고향으로 느끼면서 도시공간 차원에서 아파트 주

거문화에 새로운 상징성을 부여하게끔 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시적 차

원의 거주자의 감성에 근거한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접근

될 수 있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를 단순히 물리적인 자

산이나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주목하는 관점을 넘어서 그것의 탄생

부터 소멸까지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현존하고 있는 아파트 키즈의

집단적 심성과 문화적 기억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키즈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가 둔춘 주공아파트라는 특

정한 대상지에서 관찰되는 사례에 불과하다면 문화적 기억으로서 보

편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재건축이 예정된 수도권 내 아파트 단

지들에서도 아파트에서의 추억을 다루는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출판

물 간행 등의 유사한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

년층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참여로까지 발전한다는 점에서 고향 만들

기의 상징성에 내포된 문화적 사회적인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판단된

다. 최근에는 철거가 시작된 강동구 고덕 주공아파트나, 우리나라 최

초의 신도시로 계획사적 의의가 있는 경기도 과천의 사례가 두드러

진다. 무엇보다 과천 신도시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전통이 지역정체성에 뿌리를 내린 덕분에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 내 청년공동체 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실

천 수준에 머물고 있는 타 지역의 프로젝트들과도 차이가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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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둔촌‧과천‧고덕 주공아파트 별 출판물

과천시 풀뿌리 운동을 관찰해 온 송준규(2015)에 따르면 ‘동네’와

‘고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

인 관계망에서 공유되는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과천에

서 성장한 청년들이야말로 “무언가”와 “과천다움”을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들이다. 과천의 아파트 키즈는 둔촌이나 고덕에 사례처

럼 단일한 단지가 아니라 수 개의 주공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장

소기억을 지역적 도시적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다.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직접 면담을 추진하

거나, 과천 지역청년들의 실업, 주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지역활

동들이 병행되기도 한다. 이처럼 “장소 사람 추억”이라는 감성적 차

원에서 만들어지는 장소에 대한 애착과 ‘우리동네’를 중심으로 형성

되는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은 아파트 단지나 지역사회

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청년층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천적인 기제가 되기도 한다.

8) [토요이슈]“재건축으로 사라지는 마음의 고향, 기록으로 남겨둬야죠” 동아일보. 

2016.5.21.  http://news.donga.com/3/all/20160521/78216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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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 진행 현황 

제목 주요내용

출판물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첫 번째 이야기’

(2013.5)

아파트 단지에 장소애착을 느끼는 거주자가 

단독적으로 기록을 수집 및 정리 

개인사를 인터뷰로 수집 및 기록

(6개월 소요)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2013.10)

아파트 단지에 장소애착을 느끼는 

주민 및 거주경험자의 온오프라인 참여

(3개월 소요)

근린공간과 물리적환경 대한 구체적인 추억과 

개인사를 수집  및 기록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세 번째 이야기’

(2015.1)

주민 및 거주경험자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개최(3개월 소요)

단지 내 14개의 놀이터에 

대한 기록 수집 및 기록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네 번째 이야기’

(2016.11)

13세대를 방문하여 주거공간의 모습과 거주자

의 삶을 기록화. (7개월 소요) 

아파트 숲

(2016.11)

단지내 수목과 자연경관을 사계절로 나누어서 

촬영. 강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1년 8개월 

소요) 

주민참여

개방행사 

기린놀이터 철거전야제  

및 보존 

작업(2015.10)

2014년 10월 27일 철거예정인 3단지 내 

‘기린놀이터’에서 철거전야제 축제를 개최. 

불꽃놀이, 기념촬영, 실측 및 3D 도면화작업, 

그래피티 작업 등 병행 

예술

문화

<안녕,둔촌X가정방문>

(2016.4~2016.10)

13세대를 방문하여 주거공간과 모습과 

거주자의 삶을 출판물과 영상물로 기록 

소셜펀딩으로 제작비 충당

영상제작자와의 협업과 주민참여 

커뮤니티 

공간 

복합문화공간

<마을에숨어> 

(2014.7~ ) 

둔촌종합상가 3층/ 약 15㎡

작업실 및 쉐어오피스

(입주자 2~3명)

기타(guitar), 드로잉, 캘리그래피 강습 등 개최

주민들과 외부인에게 열려있는 교류공간  

(이인규, 2013, 2014, 2015; 연구자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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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키즈야 말로 단지 내에서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성장한 가

장 풍부한 주거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실존적 내부자 집단이다. 이들

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과 장소체험, 그리고 정서

야 말로 거주자들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 느끼는 포괄적인 이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실마리가 된다.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장소

기억을 집단적으로 복원해나가면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연구 설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아파트 단지가 오로지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획일

적인 주거기계나 재산증식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서의 애착이 있는 주거공간임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아파트 주거문

화 담론을 전복한다. 건축가 도시계획가와 같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는 아파트 단지가 문제투성이의 공간일지라도 거주자는 나름대로의

다채로운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공간을 전유(appropriate)

한 뒤 장소를 재현(representation)하면서 애착을 강화해나가는 지속

적인 문화적 실천을 보여준다.

둘째, 아파트 키드의 정서와 애착에 영향을 끼치는 공간적 구조와

물리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거주자들이 공공

공간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획가들의 의도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는지

파악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구조가 장소애착 형성 과정에 끼

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소와 사람의 유대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기존의 단지계획의 요소들을 재평가하면서 차후 새로 건설하

는 아파트 단지에서 장소애착을 유발하는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이루어지는 이웃 간의 교류, 인적 네

트워크의 형성, 지연의 형성 과정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거주자의

개인사를 통해 조망하게 해준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정보를 범주화하는 코딩(coding)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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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용한 틀로써 활용될 것이다.

넷째,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의 내부자인 거주자들의 체험과 기억

을 수집하여 아카이빙(archiving)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공간 연구

를 위한 아파트 기록화는 수가 적은 편이다. 아파트 주거가 보편화

된지 20년이 넘어감에 따라 생애주기의 대부분을 아파트라는 공간

에서 살아온 아파트 키즈의 심성과 정서를 파악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주의 경험, 보행자로서의 경험, 아파트 키드로서의 경제적인 욕망

과 좌절 등 개인사와 집단기억을 복원하여 아파트 주거문화를 다루

는 후속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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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둔촌 주공아파트 개발 전후 항공사진 전답(田畓)과 녹지로 구성 

된 아파트 단지 개발 전 둔촌동 일대 모습과 주공아파트 조성 당시(1979) 

둔촌동 일대 항공사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풍부했던 기존의 녹지를 

보존하여 단지 내 조경 및 녹지확보에 활용하였다.(대한주택공사, 1981)

3. 대상지 개관

1) 둔춘동의 유래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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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일대는 고도차 10m 내의 완만한

구릉지 위에 자연녹지와 전답, 임야로 구성되어있었다. 조선시대에

는 경기도 광주목에 속하였으며 영조 재위기간(1694~1776)에 편찬된

전국읍지 모음집인 �여지도서�에 따르면 총 32가구에 남자 75명, 여

자 94명만이 거주하던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다.9)

고려 말의 문신인 둔촌(遁村) 이집(李集, 1314∼1387)이 신돈(辛

旽)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몸을 숨겼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둔

촌 주공아파트 동쪽에 있는 일자산에 있던 바위굴에 은둔하면서 후

손들에게 자신의 고생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둔촌(遁村)이란 호를 지

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호인 둔촌(遁村)을 따서 둔촌동(遁村洞)이라

는 동명이 유래되었다.10)

1963년까지만 해도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둔촌리였으

나,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당시 법정동은 성동구 천호출장소 관할 둔

촌동으로, 행정동은 법정동 길동과 함께 행정동 선린동의 관할이 되

었다. 1970년, 행정동 선린동의 명칭이 길동으로 바뀌면서 행정동은

길동 소속이 되었다.

2) 둔촌 주공아파트의 개발 배경

197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던 ‘국토개발’은 산업과 인구의 도시집

중, 이에 따른 주택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자 해결하려는 방법이기

도 했다. 18-9세기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동

자계급의 주택사정을 소위 ‘박애주의’ (Philanthropism) 전략으로

대처했던 것11)과 유사하게, 박정희 정권도 제 4차 경제개발계획과

9) “遁村里自官門距三十里編戶三十二男七十五口女九十四”, ｢坊里｣.｢廣州｣ ｢

京畿道｣, �輿地圖書� 上.
10) 서울지명사전(200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이규태(2000), �한국인의 주거문화 

1�, 서울:신원문화사, p.69. 

11) 전상인(2007.8). “아파트 선호의 문화사회학”. 환경논총, 4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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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급증해버린 주택수요를 복지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정부

는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지 개발을 주도하면서 서울의 도시경관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와 민간 건설 기업들이 건설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로 가득 찬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속도

와 물량공급을 최우선시 했던 당시 분위기를 대변하듯, �주택공사

20년사�의 저자들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인 50만 호에서 대한

주택공사 단독으로만 16만 호 이상을 책임져야했던 이 시기를 “대랑

공급시절(大梁供給時節)”라고 명명했다.12)

반포 주공아파트(1973)를 시작으로 서울 동남부를 중심으로 대규

모 아파트 단지가 확산될 수 있던 정치적 배경과 대규모 개발에 적

합한 입지조건이 맞물려 전형적인 농촌과 다름없던 둔촌동 일대도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둔촌동을 포함한 강동지역은 1976년 지

정된 11개의 아파트지구가 밀집해있던 강남·송파에 인접한 대단위

미개발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입지요건을 갖추었다. 1976년

구자춘 서울시장 재임당시 천호대교에서 천호동, 길동을 지나 상일

동의 시경계로 이어지는 천호대로가 준공되어 주거지 개발에 필요

한 기반시설이 강동구 지역에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13)

1978년 6월 12일, 주택공사는 서민층과 독신 공무원 등 무주택자

를 위한 둔촌 주공아파트 건설계획을 최초로 발표했다.14) 개발사업

은 ‘주택건설촉진법’에 33조에 근거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되며,

약 19만평의 대지 위에 5,930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같은 해, 둔촌동 일대의 농경지 및 임야에 대

한 토지수용을 실시하고, 단지 내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둔촌초

등학교 설립을 인가하는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12)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20년사�, 서울:대한주택공사, p.124.

13) 강동구청(2002). 江東區誌, 서울:강동구청.

14) 관보 제7970호(1978년6월9일) 서울둔촌지구아파트건설사업을위한대지조성사업계

획승인 [건설부고시제133호], “住公(주공)아파아트 2萬(만)7千家口(천가구)건립”, 

동아일보, 197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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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1979년 2월에 착공하여 22개월 만인 1980년 12월에 단지

가 완공되었다. 둔촌대로(현 강동대로), 둔촌로(현 양재대로) 등의

간선도로는 1981년에 준공되어 둔촌동 일대의 교통사정은 크게 개

선되었다.

당시 주택공사는 쏟아지는 건설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필요

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상환사채 매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2차 분양부터 80㎡ , 88㎡

규모의 중산층을 위한 주택들을 대상으로 주택상환사채 매입자들에

게 공급하였는데, 이로 인해 무주택자 서민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이

라는 공급목적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15)

1979년 주택공사가 수도권인구분산계획에 따라 서울시 내 주택건

설계획 중단을 선언하면서 둔촌 주공아파트는 도곡 주공아파트와

더불어 개발한 서울시 내 마지막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적 의의도 있다.

둔촌 주공아파트가 완공되고 강동지역 일대가 지속적으로 개발됨

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1975년 성동구에서 분리될

때 강남구에 속했던 둔촌동은 1979년 강남구에서 분리될 때는 강동

구에 편입되었다. 이때, 행정동인 둔촌동이 신설되면서 길동에서 분

리·독립하게 되었다. 이후 1985년에 풍성로(10m)를 사이에 두고 남

쪽의 둔촌 주공아파트와 둔촌 생태경관보존지역은 합쳐 둔촌1동으

로, 북쪽을 둔촌2동으로 분리하여 아파트 대단지가 사실상 하나의

독자적인 행정단위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住公(주공) 住宅償還社債(주택상환사채) 변칙활용”, 매일경제. 1979.07.31., “서울

지역 社債(사채)주택 83%가30평이상 住公(주공) 庶民型住宅(서민형주택)건설 외

면”, 매일경제. 197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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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구지역의 범위  

3) 둔촌 주공아파트 현황

(1) 개요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는 간선대로인 양재대로(70m)와 강동대로

(50m), 풍성로(10m) 그리고 생태경관보존지역에 둘러 싸여있는 거

대한 아파트 블록이다. 동남쪽으로는 서하남IC가 연결되어있어 교통

입지조건이 양호한 편이다. 개발 당시 주택공사가 서울시에 기부체

납을 했던 명일로라는 간선도로가 단지 내부를 관통하면서 1,2,3단

지와 4단지 사이의 물리적 경계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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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40

인 구 약 18,103명(2015년)

대지면적 627,094㎡ 

건축면적 72,332㎡

건폐율 12%

연면적 563,866㎡ 

용적률 90%

세대수 5.930세대 

주거동수 145개동

주차수 5,237대

용도지역지구 제 1,2,3 종 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주변현황
올림픽공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전통시장, 서하남IC, 

중앙보훈병원,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역(예정)  

      (대한주택공사, 1981; 2015년 인구총조사; 서울시건축물대장정보)

[표 2-2] 둔촌 주공아파트 주요 현황   

주택과 단지 내 시설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한 넓은 인동간격과 풍부한 녹지, 쾌적하고 조

용한 거주 환경, 단지 내 위치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등이 뛰어나 주거지로서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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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명) 남자 (명) 여자 (명) 내국인-계 (명) 외국인-계 (명)

18,103 9,302 8,801 18,042 61

(2) 인구특성

[표 2-3] 둔촌 주공아파트 인구통계 

단지 내 거주자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8,103명이다.

1985 년부터 2005년까지는 단지 내에 2만 명 이상이 거주했었으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성

별로는 남성은 9,302명, 여성은 8,801명으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성비 105)이다. 특히 15세 미만 인구의 인구불균형

이 높은데(남녀성비 121.7) 남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동북중고등학

교에 진학한 자녀를 둔 가구들이 다수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인구밀도는 30,476명/㎢으로, 2014년

서울시 평균 16,340명/㎢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그러

하듯, 1980년 입주가 시작 된 이래 전통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도시중산층의 집단 거주지였다.16) 현재 거주자들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2015년 서울서베이에서 제공된 가구주의

월별 소득 자료를 가공하여 지역구별 월별 평균 소득을 추정했다.

강동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 월별 소득수준인 400-500백만 원

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홍두승(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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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세부현황

둔촌 주공아파트는 800m×800m의 슈퍼블록(super block)으로 근

린을 형성하면서, “서울시 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17)에 선정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400m×400m 규모의 근

린생활권을 갖춘 2개의 판상형 저층주거동 단지(1,2단지), 2개의 탑

상형·복도형 고층주거동 단지(3,4단지)로 총 4개의 단지가 경계를 맞

닿아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담장이나 펜스 등 거주

자의 이동성을 방해하는 폐쇄적인 물리적 경계를 설치지 않고, 단지

를 연결하는 보행로와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 단지 별 폐쇄성이 희

석되었다. 단지 내에는 2차선 도로(명일로)가 남에서 북쪽으로 가로

지르고 있고 2차선 내부도로가 단지를 순환하고 있다.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생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이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 상업시설, 업

무시설을 배치했다. 교육시설로는 공립학교인 둔촌초등학교, 위례초

등학교가 1단지와 3단지에 각각 배치되었고, 사립학교인 동북중학

교, 동북고등학교는 4단지에 인접하여 배치되었다. 둔촌1동 주민센

터, 은행, 하나로마트, GS마트 등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단지의 중

앙출입구에 밀집해 있다. 4단지에는 원형으로 보전된 녹지가 있고,

우측으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인근에는 일자산 등 녹지가

풍부하다. 또한 종합 대형 상가와 공공시설을 각 단지의 연계성과

주민의 이용편리성으로 고려하여 전체 단지의 출입구에 배치하면서

4개의 독립된 단지가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마을”, “단일한 단지”

로 인식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17)“진기록 아파트들 ’한남A’ 40년간 멀쩡 “최장수”“, 경향신문. 199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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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준공일 1980.02. 1980.02 1980.12 1980.12

세대수 1372세대 908세대  1480세대 2180세대

동수 47개동 36개동 25개동 37개동

배치특성 일자배치 일자배치 격자배치 격자배치

최대층수   5층 5층 10층 10층

난방방식 중앙집중식, 개별, 태양열18)

도시가스 O O O O

주택면적

25㎡, 50㎡, 

51㎡, 58㎡,  

79㎡, 80㎡, 

88㎡

52㎡, 72㎡, 

82㎡ 

102㎡, 112㎡, 

76㎡

102㎡, 

112I㎡, 

112T㎡, 76㎡, 

82㎡

상업시설
일반점포 

2개소
- 

종합상가 

2개소

종합상가 

2개소

교육시설 둔촌초등학교 - 위례초등학교
동북중·

고등학교

여가·

체육시설

놀이터 2개소

정구장 1개소 

놀이터 2개소

정구장 1개소

놀이터 2개소 놀이터 5개소

정구장 3개소

대중교통 5호선 둔촌동역

주차장 지상 959 대 지상 630대 지상 1468대 지상 2180대

녹지·

자연환경
간격 녹지

올림픽공원과 

인접
간격 녹지 

자연녹지, 

수목보존지구 

2개소,

일자산 

자연공원

공유시설 
대형종합상가, 주민센터, 대형체육센터, 관리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업무시설 한국전력 강동지사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대한주택공사, 1981; 연구자 조사 자료)  

[표 2-4]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별 세부 현황  

18) 둔촌 주공아파트는 연료절약형 주택개발계획이 시범적으로 적용된 단지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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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 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표 2-5] 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2014년도)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35층

대지면적 463,106.6㎡

연면적 2,193,677.32㎡

건폐율 19.11%,

용 적 273.88%

용 도
공동주택 11,106세대

재건축소형(임대)주택 1,046세대

주택규모(세
대)

29㎡(236세대)
39㎡(1,073세대)
49㎡(1,041세대)
59㎡(1,160세대) 

84㎡(4,214세대) 
95㎡(542세대) 

109㎡(2,636세대) 
134㎡(204세대)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 연구 중이던 태앙열 급탕시설의 종합시험을 위해 둔촌동 

주공아파트 7.5평 형 1개동 10호를 대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에도 급탕시설을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진. (1981.12). [技術報告] 아파트의 太陽熱 給湯 實

驗硏究. 설비저널, 10(4), pp.3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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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에 대한 논의는 1990년 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나, 2003년에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7년 만인

2010년이 되서야 재건축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이 진

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식 명칭은

‘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2

호(2006. 11. 2.)로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비구역의 면

적 26,232,.5㎡ 중 공동주택 면적은 463,106.6㎡이고 공원 면적은

32,226.1㎡이다. 공공공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은

기부체납하고 한국전력과 둔촌초교, 위례초교, 동북중·고교는 존치하

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건축계획은 대지면적은 462,771.4㎡이고 건폐

율은 18.89%이고 용적률은 273.86%이다. 주택의 규모는 아파트 층

수는 지하 4층/지상 35층이고 아파트 동수는 총 104개 동이다. 계획

인구는 31,097인이고 세대수는 11,016세대이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

시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심의 등의 행정절차의 처

리에 협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건축가는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설계자를 자문하면서 단지계획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보전지역과 초

등학교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단지에서처럼 자연

지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생태환경 보존과 단지외부에 대한 개방

성을 확보한다. 또한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의 조성, 커뮤니티 시

설 확대 등을 통해 근린주구론이 적용되었던 기존 단지의 획일성과

폐쇄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조합구성원들, 입주자들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극심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편이었으나,

2016년 9월 24일 개최된 재건축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과 설계변경안이 가결되면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내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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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업 절차에서 철거신고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서 10년 넘게 추진되어오던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 대상지의 공간구조와 단지계획적 특징

본 연구에서 계획적 특징을 검토하는 이유는 구성하는 단지계획

에 의해 구현 된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이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아

파트 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주거동 내 공간들과 더불어

단지 내부도로, 보행로,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 단지 내 다양

한 공동생활공간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거주자간의 친밀감과 유

대도 높아질수록 장소성이 발현되면서 개인적, 사회적 장소기억을

담지(擔持)하는 공간으로 재구성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오늘날 단지계획가들은 “장소만들기로서의 집합주택 계획”이란 원

칙에 입각하여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활의 중심을 파악하게 하

며 거주자의 독자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한다. 휴먼 스케일과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새로운 원칙들은 개념

적인 측면에서 크게 ‘균질적·평균적 공간의 탈피’, ‘근린주구론의 반

성’ 으로 압축된다. 이웃과의 우연치 않은 만남, 노점 기웃거리기, 하

교하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나 놀기, 이들과 함께 걷기가 가능한

“3차공간”이 중요하다.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옥외공간을 확보

하고, 일상생활 공간의 연계와 중첩을 강조하는 공간구축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거주자의 실존적 의미에 연결되어서도 중요하다(공동주

택연구회, 2007).

둔촌 주공아파트는 주택단지의 빠른 공급이 선결과제였던 ‘대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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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시절’에 특별히 장소성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

만,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근린주구론의 반성 속에서 계획가들의 적

극적인 개선노력이 집중되었던 단지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러한 노력이 투입된 둔촌 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거동과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심하긴 하지만 장기간 급격한 변

화 없이 완공 당시의 구조가 유지된 덕분에 일상생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안정적인 공간으로 남았다. 따라서 당시 새로이 도입된 계

획적 기법들을 분석하면서 거주자들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주거공

간과 옥외공간에서의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장소

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본다.

1) 근린주구론의 도입과 보편적 계획관행의 정착기

최두호(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단지계획의 변화는 아파트

단지라는 1960년대 아파트 단지란 새로운 주거단지의 출현, 1970년

대 근린주구론 개념의 등장, 생활권 개념과 대단위 주거단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970년대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주택

단지계획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계획관행”이 형성되던 시기였기 때

문이다(강부성 외 7인, 1998).

근린주구이론은 강력한 단지 계획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했다. 1929

년 클래런스 페리(Clarence A. Perry)가 고안한 중산층을 위한 교외

주택지 모델이다. 이웃 공동체 구성을 위한 공간 계획의 원칙을 제

안한 것이다.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을 지역의 중심에 두고 초등학교

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반경 1/4마일(약 400미터)을 하나의 계

획 단위로 하고 있다(공동주택연구회, 2007). 인위적으로 설정 된 영

역 안에 학교와 상가 등 근린주구 센터를 주거 단지 내에 집중적으

로 배치한다. 주거단지 외곽은 담으로 둘러싸면서, 단지 바깥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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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반포 주공아파트 전경 (대한주택공사: 1992)

로 공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인 것이

다(전남일 외 3인, 2008).

이러한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슈퍼블록(super block)을 형성하

며, 도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마포, 반포, 잠실 아파

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요감(圍繞感), 친근감이 있는

계획기법들”은 당시 단지계획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최두호, 2007).

1974년 완공된 반포 주공아파트는 학교시설 등을 포함한 최초의

근린주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파트 상가

등 주구센터를 주거단지 내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주거단지 외곽을

담장으로 둘러싸면서 주변 가로공간에 대해 폐쇄적·배타적으로 계획

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생활권 계획’으로 명

칭만 달라졌을 뿐, 주변 환경과의 단절, 폐쇄성 등의 비판에도 불구

하고 견고한 계획원리로 구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주거동의

남향 일자형 배치방식의 보편화는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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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단지의 주차장(좌)과 목동 아파트의 주차장과 옥외공간 (우) (강부성 외 7

인,1999)

2) 둔촌 주공아파트에서의 계획기법의 진전

1970년대 후반,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던 한남외인단지(1977), 화곡

구릉지 시범단지(1977), 둔촌 주공(1979), 과천신도시(1979)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기존 단지의 폐쇄성과 기계적인 주거동의 배열에 따

른 획일성을 극복하고자 단지계획 방법상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

어졌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의 계획진들이 기존의 단지계획

에서 보였던 한계를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

기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된 단지였다. 계획진의 설계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들로는 첫째, 공동생활공간 계획개념에 따른

NS형 주거동 조합배치방식과 보차분리, 둘째, 가구단위 계획의 해

체, 셋째, 자연지형의 활용과 풍부한 녹지확보, 넷째, 보행자 전용로

계획에 있어서 보차분리, 마지막으로 고층주거동의 혼합배치 및 비

남향 배치를 꼽을 수 있다.

(1) NS형 주거동 조합배치와 보차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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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에서 선보였던 NS배치 방식은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주

차 및 보행 공간이 형성되고 있어서 2개동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출입구가 마주하는 공간이 공동생활공간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NS배치는 출입구가 없는 이면공간의 사공간화를 감수

하면서 시도된 것이었고 이는 도로율의 감소라는 이점이 크게 작용

한 것이었다.

따라서 NS배치는 도로율의 감소로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 뿐 아니

라 커뮤니티의 형성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실리와 명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중층 아파트에서 가장 일반적인

배치 방식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치방식은 전세대가 남향

평형배치를 유지하면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 배치방식이 확

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NS배치를 시도한 단지 중에서도 특이한 구성

을 가지고 있는 사례다. NS배치를 컬데삭(cul-de-sac) 방식으로 처

리하여 평행배치한 주거동 두 열을 한 단위로 하여 측벽 사이공간

에 보행자 전용로를 설치하고 출입구가 마주하는 두 동 사이의 주

차공간은 반대측 사이공간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전형적인 보

차분리 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컬데삭(cul-de-sac)방식으로 처리

된 주거동 진입공간은 자동차와 주거동 출입을 위한 보행동선이 중

복되는 공간이다. 물론 측벽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보행자 전용로는

주거동 전·후면의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과 연결된다.

그러나 NS배치의 특성상 주거동 출입구가 마주보고 있는 주거동

사이의 주차가로는 면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생활공간으로 활

성화 되고 있으나, 출입구가 없는 주거동 사이의 외부공간인 녹지공

간은 사(死)공간화 되고 있다. 이면 공간의 사공간화는 클러스터 배

치에 의해 형성된 잠실의 중점공간이 출입구가 연결되지 않아 사공

간화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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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아파트의 NS형 배치와 레드번(Redburn)의 보차분리 개

념을 비교해보면 두 단지는 개념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둔촌단

지에서는 NS형 주거동 배치로 인해 주거동에서 직접 접근 할 수 없

는 녹지공간이 사(死)공간화 되는 것에 비해 레드번의 개념에서는

이 공간이 보행공간으로서 공동생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차

이를 보인다. 결국 둔촌단지의 NS형 배치에 의한 공동생활공간 조

성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공동생활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

상생활 동선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

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거주자의 일상생활 동선과 공동생활공간의

연계가 공동생활공간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후 단지계획 기법에 있어서 NS배치를 유지하면서

도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을 일상생활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과

형 주거동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간은 옥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본격적인 공동공간은 아

니라 해도 일상생활동선을 집약하고 이곳에서 자연스러운 면식을 통

하여 이웃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일반적인 배치형식에서 기대하기 어

려운 이웃 주거동 주민과의 교류도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동생활공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선행한 것이 아니라 해도, 공동생활공간형성의 잠재력에 계획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함에 따라 단지계획과정에서 공동생활공간의 형성 필

요성을 인식케 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가구단위 계획의 해체

잠실단지에서 구사된 가구단위 계획은 도시성의 문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잠실단지 이후 개발된 대규모 주거로서 잠실단지의

반성 위에서 이루어진 계획이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였다. 전체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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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면적은 627,094㎡로 잠실단지(1~5단

지)의 약 1/2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둔촌단지의 경우에는 잠실

단지와 구분되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간선도로변에 종합상가 및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가로 공간에

대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

나는 단지 간 경계의 개념이 약하다는 것이다.19)

종합상가는 잠실 5단지의 종합상가 설계도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잠실 5단지에서처럼 간선도로변에 개방적으로 위치시켜 단지공간과

도시가로공간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내 경계개념이 약하다는 것은 특히 도시계획도로의 처리

에서 나타난다. 당초 둔촌단지에는 나중에 서울시에 기부체납한 단

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현재 명일로)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4개 단지 전부는 단지간의 구분개념이 대단히 희박

하고, 중앙의 도시계획도로 조차 단지 내 도로로 인식될 정도로 단

지 간 경계가 희석되어 있다. 실제로 당시 이 계획을 주도하였던 계

획자는 계획과정에서 단지구분의 개념 없이 전체를 하나의 계획대

상지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결과적으로 도시성의 문제를 각 가구의 자체완

결적 구성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공공공간과의 개

방적 관계를 설정하거나, 단지간의 경계 개념을 희석함으로써 각 가

구의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을 이전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연지형의 활용과 녹지의 확보

이동욱 외 4인(2012)의 ‘아파트 단지의 녹지배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는 녹지율 높은 ‘자연지반 아파트’로서

녹지율이 44.2～55.4%로 다른 유형의 아파트 단지에 비해 매우 높은

19) 대한주택공사(1992). �대한주택공사 30년사�. 서울: 대한주택공사, 224., 강부성 

외 7인(1999).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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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대체적으로 1983년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이러한 특

성을 나타나는데, 이 시기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토지가격이 상대

적으로 저렴하여 넓은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용적률이 낮아 주차장

등 공용면적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아 넓은 자연지반의 녹지를 확

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20)

구체적으로 둔촌 주공 1,2단지의 경우는 전면녹지가 41.5%, 평균

녹지 폭 10.0m로 넓게 조성되었다. 잔디식재지로만 조성되어 경관식

재 지역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있으나 일종의 오픈스페이

스로서 거주자의 놀이공간,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후면녹지는

12.7%, 평균 녹지 폭 6.0m, 측면녹지는 18.6%,평균 녹지 폭 6.0m로

조성되었다. 차폐기능이 있는 완충녹지는 단지 경계부에 27.2%,평균

녹지 폭 20.0m로 넓게 조성되었다.

(4) 고층주거동의 혼합배치 및 비남향 배치

주거동은 저층과 고층이 섞여서 배치되었고, 고층 아파트로 구성

된 3,4 단지의 경우에는 판상형 주거동의 격자배치에 탑상형 주거동

을 혼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판상형의

주거동의 남향배치라는 계획규범을 따르지 않고 계획자가 ‘공간감과

경관 연출’을 의도하여 비남향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사

례가 등장하는데, 둔촌 주공단지도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21) 아파

트 거주자들이 남향만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 단

지들이 판상형 주거동을 일률적으로 남향배치하는 획일적 형태로

계획한다는 것을 요지로 1970년대부터 강한 비판이 제기 되어왔다.

당시 많은 단지계획자들이 이러한 비판적 의식에 공감해왔으며 의

도적으로 비남향 배치 및 탑상형 주거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22)

20) 이동욱‧이경재‧한봉호‧장재훈‧김종엽(2012).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녹지배치 및 

식재구조 변화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0(4), p.5. 

21) 강부성 외 7인(1999).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p.38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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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생활권 

800m×800m정도의 블록에 20,000인 정도의 인구규모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활권으로 계획.

- 각 단지별로 최소한의 생활편익시설만을 배치.

- 중심 상가와 공공시설을 각 단지의 연계성과 주민의 이용편리성으

로 고려하여 전체 단지의 출입구에 배치함.

→ 4개의 단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

도 로 

및

보행로

- 가구와 가구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단지내 도로와 동일한 위

계로 취급되어 단지내 일상생활공간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함.

- 1,2단지에서는 NS배치를 쿨데삭(CUL-DE-SAC) 방식으로 처리(전

형적인 보차분리 개념)

-  쿨데삭 방식으로 처리된 주거동 진입공간은 자동차와 주거동 출입

을 위한 보행동선이 중복되는 공간이다. 물론 측벽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보행자 전용로는 주거동 전∙후면의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과 연

결됨. 

- NS배치의 특성상 주거동 출입구가 마주보고 있는 주거동 사이의 주

차가로는 면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성화 되고 있

으나, 출입구가 없는 주거동 사이의 외부공간인 녹지공간은 사공간화.  

→   거주자의 생활동선과 공유공간의 연계가 공유공간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이후 NS형배치를 유지하면서 주

차공간과 녹지공간을 생활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과형 주거동을 

구상하는 계기됨. 

주거동 

및 

층수 

- 일자형 남향배치위주의 판상형 주거동에 의한 무미건조함을 완화시

키기 위한 일부 탑상형 주거동의 사용은 잠실주공 5단지에서도 이용

되었으며 이후 둔촌 주공에서는 탑상형 주거동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

게 됨. 

- 탑상형 주거동의 사용으로 10층의 고층과 5층의 중저층의 혼합배

[표 2-6] 둔촌 주공아파트의 단지계획적 특징  

22) ‘아파트 단지 환경을 살벌하고 기계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맹목적인 남향집의 선

호이다. 모두 무조건 남향집을 요구하는 데에서 군대막사식 배치와 주변환경과 유

리된 단피 풍경이 만들어진다.“”강홍빈(1985) 아파트 단지와 공룡, 사람의 도시, 

심설당 p.198. 강부성 외 7인 (1999),�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p.3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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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 스카이라인 및 단지 경관 향상을 의도한 계획기법들이 시

도. 

- 잠실에서 보였던 NS배치 방식은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주차 및 보

행 공간이 형성되고 있어서 2개동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출입구가 

마주하는 공간이 공동생활공간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보유. 

→  이러한 배치방식은 전세대가 남향평행배치를 유지하면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 배치방식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

상가배치 

- 간선도로변에 개방적으로 위치시켜 단지공간과 도시가로 공간이 개

방적 관계 형성. 

- 단지 중심의 편익시설을 지양하기 위하여 단지입구 부분에 중심상

업시설을 배치.23)

- 중심상가와의 이용거리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기능

을 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를 각 단지별로 분산 배치. 

공공시설

배치 

-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둔촌 주공은 단지입구 부분에 생활편익시설과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

-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감안하여 2개소로 분산배치하고 단지주변 

학생들도 이용하는 고등학교는 단지외곽에 배치하는 등 각종 시설과 

그 이용권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이루어짐.

(대한주택공사, 1992 2002;, 최두호, 2007)

23) 생활권의 중심에 학교와 편익시설을 배치하는 근린주구론이 단지계획에 적용되면

서 노선상가는 단지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잠실아파트 단지(1975), 도곡주공

아파트(1973), 반포2, 3단지(1977), 둔촌아파트 단지(1979), 과천신도시(1979) 등

에서도 상가가 내부 혹은 주출입구에 집중 종합상가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양행용

‧김성홍 (2011). 1“970-80년대 초반 서울의 아파트 단지 노선상가의 도시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7(2),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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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단지계획적 측면에서 둔촌 주공아파트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성의 문제를 각 가구의 자체 완결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 공공공간과 개방적 관계를 설정하거나 단

지간의 경계를 희석함으로써 각 가구의 연계를 도모하려는 방식으

로 이전해 나갔던 최초의 사례다. 둘째, 간선도로변에 종합상가 및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가로 공간에 대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셋째, 단지 간 경계의 개념이 약하다는 것이다. 대로

변에는 저층 주거동을, 중심부에는 고층 주거동을 배치해서 일조량

과 통풍로를 확보했다. 넷째, 주거공간의 측면에서는 단지 내에 여

러 평형을 갖춘 주거동이 혼합배치 되었고, 같은 주거동에서 서로

다른 평형을 섞는 일종의 소셜믹스(social mix)가 적용되었다. 다섯

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구릉지 지형을 일부러 유지하였고, 수목과

습지도 최대한 원형 보존하였다.

주택공사의 계획자들은 거주자들의 일상생활과 공간 이용행태에

주의를 기울여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했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자족

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는데, 단지 입구에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단지 내 통학거리를 고려해 초등

학교는 위례초등학교와 둔촌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했다. 인근 지역

학생들도 함께 이용하는 중고등학교는 단지의 바깥쪽에, 종합상가의

기능을 분담하는 근린상가 및 소형점포는 단지에 분산 배치해 동선

의 얽힘을 방지하였다. 하지만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시도된 새로운

기법들도 기존의 근린주구론을 보완하여 수용하는 정도에 불과했으

며, 근린주구 단위가 갖는 자폐성을 극복하는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박철수, 2013). 도시공간적 측면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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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으며, 결국 간선도로변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질적으로 소규모 단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24) 따라서 기존의 근린주구론의 틀에서 벗

어나지 못한 둔촌 주공의 단지계획은 1980년대의 목동 신시가지아

파트나 아시아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사례처럼 “도시적 스케일에서

가로 및 외부공간과 주거동의 관계를 고려한 현상설계25)”가 정착되

기 직전의 과도기적 산물이라 평가 할 수 있다.

24) 대한주택공사(1987). �대단위 단지개발 사례연구: 사례비교분석을 위한 쟁점사항

�. 서울: 대한주택공사. p.47.

25)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옥(2010). �한국 주거의 공간사�. 파주: 돌베개,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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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소애착과 장소기억

1. 장소성의 개념과 정의

건축의 공간 개념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장소’(場所,place)는 ‘어

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지는 곳’으로 정의되며 인간이 환경을 사

용하고 체험하는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장소’의

형성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장소는 건축학 이외에도 도시

설계나 환경계획 분야 등의 제반 학문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 논문

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장소와 장소성 개념을 명확하게 위해

개념을 정리하도록 한다.

Relph(2005), Tuan(2011) 등 현상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지리

학자들은 “지식보다 우선하는 생활세계(Lebenswelt)”로서의 장소의

의미에 주목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

이자, 인간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를 ’장소‘라는 공간적 범

주로서 간주한다는 점이 현상학적 장소론의 특징이다.26) 인간이 환

경을 인지할 때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평

가가 우선한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평가 후의 장소에 대해 느끼

는 사람의 독특한 느낌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는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장소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가장 우선한다

는 의미이며,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장소에 의미가 부여된다.

실존적·현상적 접근에 기초하여 접근한 장소의 개념은 건축학에서

도 발달하였다. Norberg-Schulz(1985)처럼 “장소령(geinus loci)”을

강조했었던 건축이론가들은 장소를 인간이 환경과의 체험을 통하여

형성하는 가시적 환경의 특성이 종합된 안정된 이미지의 구조로 파

26) 국토연구원. (2005).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파주: 한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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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다. 이는 장소를 환경의 의미를 인식적 스키마(schema) 체계

와 공간적 구조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 것이다.

장소의 사회학적 속성에 주목한 Gieryn(2000)은 장소를 인간과

환경사이의 역동적 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보

았다. 장소의 첫 번 째 속성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실재로 경험할 수

있는 경계로 구별 되는 위치(location)로서 “우주 내 유일한 지점

(unique spot in the universe)”라는 점이다. 또한 자연적이나 건조된

물리적 형태이자, 복잡한 사회적 과정과 교류를 통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공간이다. 개인과 집단이 부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

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Proshansky et al. 1983, Gieryn 2000).

Stedman(2003)도 장소성이 물리적 환경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

라 그 환경에 ‘거주’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

되어야 한다.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거주자는 생활의 중심을 파악하

게 하며 결과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는 제반 환경을 형성한다. 따라서

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지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관계

를 맺으며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형성

되는 장소도 ‘사회적 장소’로 파악될 수 있다(손세관, 1989).

도시계획학, 도시설계, 조경학을 아우르는 환경계획 분야에서는

장소의 ‘물리적 환경’ 외에 특정한 ‘활동’과 ‘상징성’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석환․황기원

(1997)은 용어사용에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계획학 분야의 입장에서

장소와 ‘장소성(placeness)’에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해외 문헌연구

와 개념어를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장소가 물리적 국면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활동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며 장소성은 단순

한 심리적 느낌이 아니라 “인간과 소환경의 내밀한 관계”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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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최막중·김미옥(2001)의 논의를 보충하자면 장소가 인간의 관념

적인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인지된 공간

이라면, 이와 같이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만드는 총체적 특성이 장소성이다.

2. 장소애착의 개념과 정의

본 연구에서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거주자가 장소에 대

해 어떠한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

이다. 장소애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장소에 대한 의미, 감정, 가

치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장소에 대한 사람의 유대감이 일

상생활에서의 장소가 능동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게끔 만드는 원

리를 규명하고자 했다(Altman&Low 1992; Hidalgo & Hernandez,

2001; Manzo 2005; Lewicka 2011).

장소성이 형성되면 비로써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귀속감 및 애착

심이 발현된다(Relph, 2005; Tuan, 1995). “장소애(topophilia)”는 “고

향이나 장소의 추억을 다루는 지속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개개인

의 감정”(Tuan, 2011)을 의미한다.28) 우리는 출생하면서 부터 경험

을 통하여 장소와 연관을 갖게 되며, 개인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감정적 또는 인지적 감상을 받게 된다(Knez,

2005). 즉, 환경과 사람간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그 공간은 의미가 부

여되어 장소가 되고, 사람들은 인지와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한

다(김동근, 2007)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 중 ‘특정 대상과 친밀

27) 이석환․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p.182.

28) Tuan, Yi-Fu. (2011). �토포필리아 :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이옥진 옮

김, 서울: 에코리브르,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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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학 및 심리

학에서는 애착으로 정의하고 있다(Bowlby, 2012).

장소애착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관련성이나 감정적 유대’로

도 정의 할 수 있다(Milligan, 1998; Giuliani, 2002; Hidalgo &

Hernandez, 2001). 장소와 장소성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연구 목적

과 내용 따라 개념이과 정의가 다르게 쓰인다(이은숙, 2005; Hidalgo

& Hernandez 2001; Lewicka, 2011). Milligan (1998)은 장소에서의

정서적인 애착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사회적인 상호

작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과정과 물리적 형태의 역학관계는

매우 복잡한 체계이며,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도 고정적이거

나 불변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장소는 개인의 사회적인 활

동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Gieryn, 2000).

장소와 개인의 정체성과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환경

적 과거”(environmental past)가 중요하게 취급된다. 환경적 과거는

“생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된 장소들과 공간들 그리고 그 부속된 요소들을 의미한

다.”(Proshansky et al, 1983). Manzo(2005)에 따르면 개인의 장소애

착의 발현정도는 전적으로 개인의 체험이 물리적 요소들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에 달려있다.

연령대나 생애주기에 따라서 장소애착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년기에 주거환경은 물리적으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환

경으로 작용한다. 유년기의 주거환경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모든 사

람들은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집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

다(천현숙·윤정숙, 2001). 환경심리학에서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서

의 장소애착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애착을 가지는 장소를 분

석하거나 성인이 되고 나서 아동기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참가자가

직접 복기하는 작업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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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개인사를 연구했던 Cooper Marcus(1992)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장소에 적응했던 기억이나 장소를 생산했던 경험은 아동기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동기의 장

소들은 지하배수로, 오두막, 현관 등 어른을 위한 공간들을 자신만

의 용도를 위해 전유한 장소들, 자연환경 속에서 둥지와 같이 숨을

수 있는 장소들, 놀이를 위해 생산된 장소들로 구분 될 수 있다.

Chawla(1992)는 아동기에 발현되는 주거지에 대한 장소애착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첫째, “애정(affection)”은 우리의 뿌리를 찾

을 수 있으며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장소들에서 나타나며, 환경의

사회적 정의와 통합되면서 장소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

한 감정이 병행되어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초월성

(transcendence)”은 외부세계와의 동태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며, 자연과 연결되는 근본적인 감각이다. 이것은 사회적 관례를 벗

어나 자연환경과의 친밀성을 표현한다. “양가성(ambivalence)”은 가

정의 약점이나 사회적 불의, 오점을 포함하는 긴장관계 때문에 복잡

하게 구성되어있는 태어난 장소에 대한 정체성 형성을 의미한다. 해

당 장소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애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편안하게 받

아들일 수가 없다. “이상화(idealization)”는 사춘기 때 시작되며, 명

백한 “장소-내-거주(living-in-place)”가 아닌 추상적 환경에 대한

정체성 형성을 의미한다. 추상적 환경은 지역적 차원일 수도 있으

며, 애국심, 상상 속의 세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정신적 차원에

서 거주하고 있는 세계는 개인의 욕망이나 가치들에 대한 강력한

상징으로 느껴진다. 본 연구에서도 애착을 Chawla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아파트 키즈의 장소애착 형성과정과 기억

의 내용을 해석하고자 할 것이다.

장소감정(place feelings)은 장소애착 개념을 포괄적인 의미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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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때 활용된다(Kusenbach, 2013). 장소애착을 사람과 장소와의

“긍정적인 정서”에 국한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부정적 감정들도 장소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므로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모든 감정적 범위에 걸쳐있는 느낌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한다. 장소감을 포괄하는 개방적인 장소애착 개

념은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애착 개념을 ‘장소와 일생생활 사이의 반복적

인 상호작용으로 장소와 사람의 정서적 대를 강화해주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사용할 것이다. 다양한 장소를 두고 장소애착이 발현되지

만, 일상생활이 영위하는 장소로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담긴 인간

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야 말로 거주자의 집이다. 또한

주관적인 심리상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부여되는 의미들도 장소

애착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도 아파트 키드의 생애주기

를 고려하면서,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

는 아파트 단지 내 장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을 장소기억의 복원을 통해 확인 할 것이다.

3. 장소기억의 개념과 정의

최근 역사학, 사회학, 철학, 지리학, 조경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서 ‘기억(memory)’에 대한 논의와 개념정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기억 담론이 학술적 화두가 된 것은 공식적인 ‘역사’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비공식’ 역사의 비판, ‘역사’에 대한 ‘기억’의 비판이 거

세졌기 때문이다.29) 본래 인간의 기억이란 집단적 차원에서 공유되

29) 김응종(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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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인’ 기억들이자 개인의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고 남겨진

경험, 지식 따위를 의미한다. 독일의 얀 아스만 (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부부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고전적인 ‘집단기억’ 개념을 발전시켜 다양한 문화적

형식으로 보존되고 전승되는 문화적 실천을 의미하는 ‘문화적 기억’

기억담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Assmann, 2011).

최성만(2014)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작품들을 분석하

면서 집단의 기억을 발굴해내는 하는 기억의 지형학적 구조에 주목

한다. 망각 속에 묻혀 있던 유년기의 기억이 기억되는 순간은 꿈에

서 깨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잠재되어있던 과거의

기억이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현재성도 깨어난다.

개인적인 기억으로부터 집단의 역사에 대한 이미지를 읽어내는 과

정은 기억이란 “지나간 것을 탐색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탐색의 무대이거나 매개물, 매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30)

피에르 노라(Pierre Nora)를 중심으로 프랑스 역사학자 집단에서

는 역사에 의해 침식 된 기억들의 흔적으로서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에 대한 대상

들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의 중층적인 지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억의 장소’는 의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특수성을 획일화하며, 개인들로 하여금

동일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동시에 이는 사회 내 집단성을 강조하

며, 타 집단과 구별하는 기호가 된다. 노라의 논의는 기억이 특정한

담론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와 집단이 과거를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집단적 차원에서 적게 경

험될수록, 더욱더 개인 스스로는 기억 주체로서 개인이 되기 위한

연구, (24), pp.117-118.

30) 최성만(2014).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서울: 길,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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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각 개인들 ‘내부의 목소리’로 기억에 대

한 요구가 작동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Nora, 1989).

소멸된 기억들에 대한 논의로서 ‘기억의 장소’는 재현

(representation)의 관점에서 기억을 바라보게 한다. 다시 말해 이미

기억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현재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억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방식에 영향을 받는 다는 점

에서 벤야민과 유사하다. 또한 ‘기억의 장소’는 담론적 차원의 메타

포이지만 물질적, 기능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 특정한 유형들로 구

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령 물질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들고 다

닐 수 있는 것, 위치의 특수성을 가진 장소, 건축학적 장소, 그리고

기념비적 장소 등에 주목할 수 있다(Nora, 1989; 태지호, 2014).

Creswell(2004)도 기억의 (재)생산 과정에 기반이 되는 ‘물질성

(materiality)’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억에는 특정 개인의 것도 있지

만 동시에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억들은 지지기반을 상

실하면서 소멸되어버리지만 특정 기억들은 선택적으로 재생되면서

전유의 과정에 개입한다. 기억을 재생하고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특정 건축물의 보존이나 기념비, 박물관, 명판, ‘문화

유산 구역’의 지정 따위로 기억의 ‘장소화’(placing)를 유발하는 것이

다. 장소가 지닌 물질적 성격, 즉 장소의 물질성으로 인해 기억은

애매모한 정신적 특성을 털어낸 채 경관 속에 확연하게 각인되며,

공적 기억(public memory) 또한 보존될 가능성을 연다.

Casey(1987)는 ‘장소기억’(place memory)을 장소와 기억 간에 형

성되는 호혜적 관계로 정의한다, 장소가 기억의 (재)생산 과정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도시경관사가 Hayden(1995)의 주장과도 유

사하다. 그에 따르면 장소는 경험을 담지하며 그 자체로 강력한 내

재적 기억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생생한 기억들은 거의

동시에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억이란 본질적으로 장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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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place-oriented)이고 적어도 장소-기반적(place-supported)인 성

격을 갖는다.”31)

장소기억은 과거를 현재에 소생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기억의 생

산과 재생산을 수행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의 능력’(ability of

place)을 말한다.32) 그런데 하나의 장소를 둘러싸고 주체들 간의 서

로 다른 기억들이 서로 경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장소기억

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도 경합이 일어나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새로

운 의미의 장소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장소의 미시적인 정체성과 기억의 특수성에 무게

를 둘 수도 있다. Lewicka(2008)는 도시, 구역, 길거리, 집 차원의

미시적인 장소의 역사가 더 높은 차원인, 민족(nation), 국가(state),

또는 세계적 차원의 역사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사실

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에는 어떠한 거주자 집단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독특한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한 장소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민족, 종교 집단들 전부가 장소

의 구별성과 지속성에 기여한다. 이것은 특정 장소의 장소정체성

(place identity)과 장소기억(place memory)을 민족, 집단의 정체성

과 기억으로부터 분리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박재민 성종상(2013)은 장소기억과 관련 된 복잡한 이론들을 정리

하여 문화경관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하였다. 첫째, 장소기억에는 장소의 물리적 기억, 남겨진 물리적 흔

적과 아우라(aura)가 담겨있다. 둘째, 장소기억에서는 기억하는 주

체, 주체의 기억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Relph(2005)의 “실존적 내부

자(existential insider)”을 대상 장소에 살아가며 그 경관을 생산하고

소비한 주체이고, 장소에서 살아가며 모든 시기를 경험한 주체로 정

31) Casey, E. S. (1987).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p.186-187.

32) Cre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Oxford,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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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따라서 실존적 내부자는 전 시기를 아울려 형성되는 상징적

이미지부터, 미시적 이미지 즉, 구체적 장소, 사물, 시기 별로 나타나

는 문화적 이미지를 모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대상이 된다. 셋째, 기억의 경합과 재현, 기념물과 기

념일 경합에서 일부 기억은 기념물과 기념일로 재현된다. 이는 장소

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남겨 과거를 기억하지만, 기억 주체의 특수

한 지향, 내용선택, 삭제와 강조를 통해 왜곡하고 정치화된다. 따라

서 많은 기념물과 기념일은 사라지지 않고 기억으로 남게 되었지만,

설계가나 계획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강조’된 기억은 장

소 상실을 야기할 수 도 있다

결국 장소기억은 물리적인 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실존적 내부자

들의 기억들이 현재적인 재현과 경합을 거치도록 하는 ‘장소의 능

력’이란 변증법을 함축한다. 장소애착과 관련해서 장소기억이란 장

소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주기 위해 재생되는 장소와 기억들 사이

의 호혜적인 관계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 장소에

비슷한 애착이 있더라도, 실존적 내부자들의 기억은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과 충돌하며 전혀 다른 맥락의 장

소성을 생산해낸다. 본 연구에서도 장소기억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면 기억이 거주자들 사이에서 정서적 수준의 장소애착의 형성과정

을 매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기억의 정치’와 ‘장소의 정치’의 교차

과정까지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33)

4. 장소애착 관련 연구 고찰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주거지를 대상으로 거주자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들에 집중되어있다(Bonaiuto, et. al,. 1999; Hidalgo &

33) 전종한(2009). “도시 뒷골목의 ‘장소기억’”, 대한지리학회지, 44(6), p.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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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andez, 2001; Gustafson, 2001; Manzo, 2005; Devine-Wright,

2012; 임하경·최열, 2004; 최열·임하경, 2005; 김동근, 2007). 장소애

착의 결정요인을 정체성(identity), 의존성(dependance), 착근성

(rootedness)으로 세분된 주관적 지표와 거주기간을 통해서 도출해

낸 임하경(2004)의 논문,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주거지에 대한 장

소애착의 요인 분석을 시도한 최열(2005)의 연구나 주거지 장소 애

착 형성에 관한 김동근(2007) 논문이 대표적인 국내 연구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지로 진행된 연구는 박수연(2015) 하나뿐이다. 연구자는

주거지에서의 장소애착과 관련 된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혼합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연구에 적합

한 변수들을 도출들을 분석틀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어린시절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주거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이진숙 외, 2009; 최병숙 김석경, 2011)을 분석한 연

구도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발달단계상에서 아동기의 물리적 환

경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기의 집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끼

치는데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실증적 연구들은 주거지 환경과 이러한 환경

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집중해왔다. 특히 국내 연구

는 장소애착이 어떠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논문이 대부

분이고,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수준에서 형성 요인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해외에서도 대부분

의 연구들도 인구학적, 물리·환경적,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라 장소

애착과 유의성있는 변수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왔고, 현상학적인

질적연구법은 실증적인 연구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장소애착의 다각척인 측면들에 주목한 Manzo(2005)는 장소에 대

한 사람의 태도와 관계의 본질을 알아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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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의미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장소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다. 이를 위해 뉴욕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

는 4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질적인 분석

을 사용하여 단순히 장소와의 긍정적인 감정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

니라, 장소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관계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밝혀내

는데 초점을 두었다. Manzo는 ‘과거로 향하는 다리로서 장소(Place

as bridge to past)’란 개념을 통해 장소경험을 정의한다. 장소경험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과거로부터의 장소기억을 통해서나 같은 장소의

반복적인 이용을 통해 경험한 사람에게 내재되어있다. 최근에 이용

했던 과거의 장소와 그곳에서의 경험은 참가자의 삶을 같이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과, 장소, 경험과 감정들의 총체일 뿐만 아니라, 장소

를 통해서만 과거에 느꼈던 모든 종류의 감정과 현재와 과거의 경

험들이 연결된다. 어떤 경우에는 장소들이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며, 반대로 사람에 대한 기억과 사건자체가 장

소를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실

존적인 장소로서의 주거지에서의 장소적 경험은 현대적인 신화로서

의 ‘집(home)’의 은유법을 넘어서 장소에서의 소속감과 소외의 총체

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긍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

라 젠더, 성소수자, 인종적 차원에서 부정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집단적 기억으로 재구성할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소애착 개념을 가지고 근린(neighborhood)의 변화에 따른 커뮤

니티 참여, 주민 참여를 설명한 연구들도 있다. (Manzo & Perkins,

2006; Raymond et. al,. 2010; Devine-Wright 2009, 2012).

Devine-Wright (2009)는 건조환경의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NIMBY

현상과 장소애착과,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그리고 장소분열

(place disruption)과 교차되는지를 관찰하였다. 환경의 변화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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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주민들은 강한 장소애착감과 NIMBY적인 반응을 불러일

으켰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건조환경에 변화를 줄 때 주

민들에게 해당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하

는 것이다(Devine-Wright, 2009). 그는 정책입안가들이나 기업인들

이 “장소의 상징적이고 감성적 면들을 고려하면서 장소애착과 장소

정체성을 평가”하고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해당 장소에 변화가 가

해질 때 터져 나올 “원주민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매도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했다.34)

Manzo & Perkins(2006)은 도시 및 지역계획의 전문적인 분야들에

장소와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기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도입할 필

요성을 일깨워준다. 여기에는 장소애착에 대한 이해와 주민과 지역사

회가 장소의 연결고리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개발사

업이나 정비계획이 있는 지역사회의 가치와 의미들을 보존하거나 명

예롭게 기릴 수 있으며, 계획가들은 주민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와

참여와 합의를 장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중

요성,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태도가 지지 혹은 저항으로 양분되

는 양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Beidler(2007)의 연구는 기존의 모더니즘적 도시계획이 창조한 도

시공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등장한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이

본래의 목적대로 특별하고 독특한 도시공간을 형성하면서 장소감

(Sense of the Place)을 창출하는데 성공했는지 의문을 던진다. 이러

한 문제의식은 물리적 형태와 장소의 경험 간의 관계라는 질문으로

발전하면서 연구목적이 완성되었다. 첫째, 신고전주의적 커뮤니티에

서 거주자들의 장소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며 둘

째, 주거지 장소성과 관련 있는 물리적 디자인과 거주자의 경험의

34) Devine-Wright, Patrick. (2009). “Rethinking NIMBYism: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and Place-Protective Action.”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6),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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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주거지에 대한 장소애착연구는 드물

게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Beidler는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 인

터뷰의 발화 맥락 등의 살피면서 연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시

도한다.

Hester(2014)는 커뮤니티 계획적 측면에서 장소애착에 주목한다.

장소에 대한 집단적 애착과 주민참여가 새로운 커뮤니티 설계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였다. 장소애착에 내재된 가치들이 섬

세한 설계를 통해 발현될 때 주민들의 정체성과 삶을 상기시킬 수

있다. 연구자는 미국 내 한 소도시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스러운

건물”(Sacred Structure)의 매핑(mapping) 진행하여 주민들이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는 동네 안의 장소들을 표기하고 패턴화하여 설계

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냈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설계가들도

지역사회에 더욱 헌신하고, 민주주의적 의사과정 존중하며, 장소의

의미부여 등을 통해 작업의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Venter(2016)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개발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professional placemakers) 9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 심층인터뷰의

담화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 자신이 계획, 설계, 개발하고 있는 대

상지에 대한 감정과 애착을 파악한다. 주민들이 애착을 갖는 동네와

지역사회의 건조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집

단은 전문가들이며, 근무지에 대한 애착은 대상지의 새로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을 연구하면서 장

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 사회적 구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

찰이 연구의 목적이다.

Manzo(2005), Beidler(2007), Hester(2014), 그리고 Venter(2016)

의 연구는 장소성과 장소애착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연구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Hester의 커뮤니티

매핑 기법은 연구자의 연구방법 설정에 있어서 영감을 주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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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지도작성을 통해 인터뷰 진행의 연구 대상자들의 능동

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각각의 아파트 키드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장

소들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Venter는 심층인터뷰 중 하나인 동

행연구법(go-along method)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인터뷰를

설계함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가 보행 도중에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

며 적극적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동행연구법

을 “보행 인터뷰(walking interview)”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것이다.

5. 장소기억 관련 연구 고찰

장소애착 연구 분야에 기억담론을 접목시켜왔던 Lewicka(2014)는

높은 이동성(mobility)이 거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통념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전 주거지에서

의 기억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중재하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환경과 애착의 유대도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인 장소애착’ 개념에서는 거주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장소에

뿌리내렸던 개인사를 통해 일상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정서적 유대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 그런데 “능동적인 장소애착(active place

attachment)”은 가족사(family history)나 주거지의 역사에 관심을

표명할 때 발현되는 서술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

에 대한 관심’도 주요한 장소애착의 측정의 변수가 된다. 따라서 기

억은 장소애착의 지속성(continuity)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다.

장시간의 거주로 인해 습관화 된 기억을 의미하는 ‘절차적 기억

(procedural memory)’, 유년시절부터 개인적 정체성을 구성해 온 서

술기억(declarative memory)으로서의 ‘향수(nostalgia)’, 그리고 서술

적 의미 기억(declative semantic memory)으로서 계보학적 기억을

담고 있는 ’가족과 장소의 역사(family and place history)’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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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의 기억을 통해 인간은 새롭게 접한 장소에서도 정서적 유

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박재민(2013)은 장소기억을 매개로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산업경

관에 대한 경관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장항 근대 산업경관은 상징화

된 단일한 이미지라기보다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된 지층처럼 복

잡하고 다층화 된 구조로 형성되어있다. 경관은 일정한 외부 압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강조되거나 소멸되는데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 경관 요소는 이를 강화하고 고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경관이미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억 속 경

관이미지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주체의 다양한 기억들이

경합하며 이 중 일부의 기억만이 선택적으로 남아 가시적 경관에

투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한 자나 사회적인 힘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장소기억 분석은 특정한 도시경관을 재구

성하고 이해함은 물론 비가시적 경관의 이해와 그 상호간의 관계성

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이다. 특히 근대라는 시

간 속에서 경관을 구조적이고 다층적으로 해석함으로서 보다 세밀

하게 대상 경관을 관찰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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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의 틀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대상 집단의 속성으로부터 일반화를 목적으로 진행되

는 전형적인 양적연구가 아니라 둔촌 주공아파트라는 특수한 대상

지와 아파트 키즈가 장소애착을 표출하는 현상을 다루며 현상학적

인 분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다(김영천,

2006).

Relph(1976)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는 집, 동네, 혹은 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이지 않은 경험을 거쳐 풍부한 장소

의 의미를 느끼고,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이 장소성과 장소에 대한 애

착의 본질이라고 보았다.35) Manzo(2005)는 장소애착, 장소성, 장소

정체성, 장소의미와 연관된 연구에서는 단순히 장소들(places) 자체

보다도 의미를 생산해내는 “장소-내-경험(experience-in-place)” 더

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물리적 장소들의 종

류들을 분류하는 수준의 연구방법은 인간의 장소-내-경험를 분석하

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더욱 정교한 연구방법을 필요하다. 이는 하

이데거(Heidegger)의 “세계-내-존재(being-in-world)” 인식과 유사하

게 장소-내-경험 또한 물리적 장소와 경험의 본질이 서로 엉켜서 결

합하여 있음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자료조사 시에는 물리적 환경

에 대한 단순한 기술들만 수집해서는 아니 되며, 참가자의 정체성 발

달, 사생활의 기회 제공, 자기반성과 숙고함, 과거를 연결하는 심오한

지점들, 안전함, 사회적인 정체성들과 장소와 연관된 정치적 기반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36) 연구 대상자의

35) Relph. E.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출판사,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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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경험과 각 장소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장소기억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주거지에 대한 애착의 형성과정과 다양한 의미의 이

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지 내에서 거주자에게 장소애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물리적 요소에 기

반을 두어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통해 만들어온 장소기억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고안하였다. 참여관찰에 기반을 둔 연구 방

법론은 예비적 조사 성격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와 장소와 연관된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에 대한 심층적 자료 획득

에 유용한 “보행 인터뷰(walking interview)”로 세분된다.

1) 초점집단인터뷰

초점집단인터뷰는 총 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집단통제의 편리

성 위해 이틀 간격으로 2회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소요된 시간은 각

회차 별로 3시간 정도였다. 본 방법의 장점은 연구자가 참여관찰에

기초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이 속한 집단의 전형

적인 혹은 공통적인 경험이나 시각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는 것이다.37) 이와 더불어 차후 진행된 심층인터뷰에 있어서 일정

과 질문지를 수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

제조사는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지에 기반을 두고 참가자들이 자유롭

게 의견을 나누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진

행되었다.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전사(轉寫)하여 언어화시킨 자료

를 분석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 애착을 느끼는 장소와 공간인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지도 위에

36) Manzo(2005), op cit. 74.

37)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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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지도그리기, 매핑(mapping)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인

터뷰에서는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녕,둔촌 주공아파트� 3호

에 수록된 일러스트레이터 강승빈이 제작한 지도를 활용하였다.

2) 보행 인터뷰

김영진(2015)은 “걷기”를 ‘공간을 위한 참여관찰방법‘ 으로 정의

하면서 걷는 활동이야말로 일상적으로 거리공간에 참여하여 체험적·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방법이라고 보았다.38) 최근 도시인류학

이나 지리학적 경관연구에서 주목하는 “이동성 방법(mobility

methods)”을 활용한 보행인터뷰는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가 함께

수행하게 되는 “동행연구법”(go-along method)의 일종이다. 대상지

에 대해 익숙한 인터뷰 대상자와 낯선 외부인인 연구자와 동행하면

서 인터뷰 대상자가 스스로 일상생활 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서사

(narratives)를 생산해내고, 경관적 가치나 지역에 대한 지식을 도출

해 나가는 심층적인 인터뷰방법을 의미한다(Kusenbach, 2003;

Evans &Jones, 2011; Bergeron, et. al., 2015).

보행 인터뷰와 같이 장소 안에서 진행되는 인터뷰에 이동성 방법

론의 원리를 응용하는 방식은 사람과 장소간의 흥미로운 동태를 드

러나게 해준다. 연구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의 공간적 실천에서 드

러나는 맥락들과 상징적 특징을 강조할 수 있고, 본인이 어떻게 공

간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Elwood&Martin, 2000;

Kusenbach, 2003; Anderson, 2004; Evans&Jones 2011; Bergeron

et. al 2015).

보행 인터뷰는 1시간에서 2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인터뷰 대상자

들은 일종의 투어가이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에

38) 김영진. (2015). ｢거리공간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으로서의 걷기에 대한 고찰｣. �

한국문화인류학�, 48(2):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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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은 인터뷰 대상자가 장소를 지각해나

가면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

행하는 연구자는 주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하면서 거주자의

가치관등을 효과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형성되는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의 수직적 위계를 완화시

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Bergeron, et. al., 2015).

보행 인터뷰는 10월 중순부터 초점집단인터뷰에 참가했던 연구대

상자들 중 심층면접을 원하는 참가자와 �안녕, 둔촌주공� 프로젝트

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시로 모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직접적인 참여관찰을 위해 9월 2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연구자는 둔춘 주공아파트 종합상가에 상주하면서 보행 인터뷰를

수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안녕, 둔촌주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아파트 키즈나 방문자들 관찰하면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인터

뷰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불명확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데에 이점이 있었다.

[그림 4-1] 보행 인터뷰 현장 참가자들은 각자 만의 방식으로 장소에 대한 이야기

를 풀어내며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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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선정

1) 표본 선정의 방법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선택표본추출법

(selective sampling)과 눈덩이 표본추출법(snowball sample)을 혼합

하여 사용하였다. 무작위표집(random sampling)이 특정 집단의 일

반화된 지식을 끌어내는데 사용된다. 이에 반해 선택표집은 연구의

대상에 연관 된 경험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눈덩이 표본추출은 연구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들 연쇄적으로 늘

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표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접촉자는 거주자와의 대상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단지의 공간적 구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20

대 후반의 남성 거주자 A씨였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연구자가 연고가

없는 지역인 관계로 첫 번째 대상자와의 보행인터뷰를 통해 단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질문지 작성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거주자와의 두 번째 접촉은 둔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3

년부터 아파트 단지와 관련 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

동가 B씨였다.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을 소개한 뒤 간단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적극적인 참여의

사를 밝힌 B씨는 인터뷰 대상으로 적합한 20, 30대 청년층 참여자들

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대외적 창구를 마련해주었고, 주민들

을 연구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또한 연구자가 인터뷰를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애착을 느끼는 장소들, 아파트 단지 내 조직

들, 사회적 연결망의 층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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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집단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선택기준은 일차적으로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의 거주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

는 20, 30대 청년들(아파트 키드)로 한정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수집

하기 위하여 생애주기, 성별, 거주기간, 거주했던 주택유형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였다. 눈덩이 표본추출법으로 소개받거나 공개적으로 모

집한 7인의 대상자가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했으며, 거주자 A씨, 활

동가 B씨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대상자를 확보하였다.39) 초점집단인

터뷰의 표본집단 중 3명의 참가자가 보행인터뷰에 참여의사를 밝혀

왔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파트 키드 집단과 대조군으로서 연구를 보

완할 수 있는 40대 이상의 참가자들을 3명 확보하였다. 참여자의 모

든 정보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처리하였다(별첨 참조).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영아기 혹은 아

동기, 청소년기인 시기에 이주했던 경험이 많고, 시점상으로는 재건

축 논의가 있기 전인 8,90년대 이주자들의 자녀들과 2000년 대 이후

에 재건축 논의가 본격 되어 투자 목적으로 입주한 이주자의 자녀들

구분된다. 이주 해온 이후에도 단지 내에서의 주거이동성이 높은 편

이었다. 청년기에 처음으로 둔촌 주공아파트에 이주하여 현재 까지

거주하고 있거나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입주해서 거주하는 사례도 있

었다(2명). 거주기간의 경우에도 짧게는 5년 내외에서 길게는 30년

이상(1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학령기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전원이 단지 내

에 위치했던 둔촌초등학교나 위례초등학교로 진학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학력수준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4년제 대학생 재학 이상의

39)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여자 이질적인 집단인 경우 3-4명 혹은 

10~15명으로 규모가 다양할 수가 있다. Creswell, J.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옮김. 서울: 학지사.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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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뷰 도중 자신의 전공을 밝혔던

참가자들은 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미술, 조경학, 사학(史學), 경제

학, 체육교육, 공학 등을 전공 중이거나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석사학위 소지자도 있을 정도로 평균적인 학력수준이 높았다.

또한 둔촌 주공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주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비율이 높았다(6명). 다채로운 주거

형태를 경험한 대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거지 유형에 따른 장

소애착 형성에 대한 비교적인 시각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자료의 수집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을 정의한다. 연구자는 우월한 위치에서 연구 대상을

객체로서 관찰 할 뿐이다. 하지만 참여를 중시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자료 수집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

할을 연구자가 수행한다. 사실 장소와 관련된 내재적인 경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는 연구자가 아닌 참가자 자신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인터뷰란 참가자가 장소를 이해하고 애착을 느끼도록 해준 경

험들을 드러내기 위해 진행되는 ‘느슨한’ 대화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거주자 A와의 보행인터뷰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전반적

인 둔촌 주공아파트의 공간구조과 물리적 특성, 주민들의 공간이용

과 인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의 인터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둔촌 주공아파트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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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초점집단인터뷰 현장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참여자들은 사진, 그림, 

지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장소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연구

자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거주경험을 서술하면서 의견을 교환토록 

유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다양한 물리적 요소 중에서 낮은 밀도, 풍부한 녹지와 자연환경, 복

잡하게 연결되어있는 보행로, 단지 내 위치해있는 교육시설을 긍정

적으로 언급했으며 이러한 장소들을 학창시절 친구들과 놀이공간과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쌓은 추억이 많다고 회상하였다.

거주자 A의 사례를 통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미지, 계획적 요소

의 인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과 사회적인 관계의 연계를 통해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한 장소성을 형성하여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재건축 사업으로 새롭게 세워질 아파트

단지에 큰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기존의 단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을 매우 아쉬워했다는 사실로부터 자신이 살던 장소의 물리적 변화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점집단인터뷰는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질문지를 두고 참

가자 간의 자유로운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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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내용

1 이 곳에 얼마나 사셨나요. 

2 이 곳에 어떻게 사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첫 인상은 어떠셨는지요.

3 아파트 단지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4 친구분들이나 지인분에게 이 단지를 소개해야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5 이 단지에도 소개할 만한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 이 단지에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7 이 단지에서 싫어하는(혹은 불편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8

이 단지에서 특별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나만을 위한 아지트들이 있었나요.

-이 동네 주민 중 오로지 나만 알 것 같은 특이한 공간들이 단지 내에 있나

요.

9 단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10 단지 안에서 평소에 하시는 활동들이나 참가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말 해주세요

1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옥외공간이나 근린시설은 어디인가요.

12
단지 내에 주민들이 편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많은 편인

가요.

13
단지의 형태나 건축 디자인이 이웃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종의 비형식적 인터뷰로서 준비된 질문과 더불어 인터뷰 대상자

의 답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을 추가하였다. 후속질문은 인터뷰 도중 새로이 발견된 주

제를 연구자가 놓치지 않고 주제의 함축적 의미까지 파악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와 비교하여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나 감정들에 대한 질문 등을 추가하여 정

서적 애착 수준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보행 인터뷰의 경우 연

구자는 초점집단인터뷰에서 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참가자에게 제시

하면서 참가자가 보다 자유롭게 장소에 얽힌 중층적인 기억들을 구

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었다.

[표 4-1] 초점집단인터뷰 질문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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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내용

1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소개 해주세요. 

2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말해주세요. 해

당 장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러한 감정을 갖

게 한 특별한 사건이나 추억이 있었나요.

3
둔촌 주공아파트에 펼쳐진 보행로나 오솔길을 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4
다른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와 비교했을 때 둔촌 주공아파트가 가진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이외 에도 참가자 본인의 추억이 많은 장소, 좋아하는 장소, 싫어하는 장

소, 혹은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가 있으면 직접 연구자에게 소개해 주세요. 

14 이웃주민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편인가요.

15 아파트 단지 내의 자연환경이 개인의 삶에 끼친 영향은 어떠한가요.

16
평소에 단지 내의 보행로 등을 많이 걸으시나요. 보행로들은 걷기에 어떻신가

요.

17 다른 동네나 주거지의 가로나 보행로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나요.

18 단지의 크기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나요.

19
이 단지를 다른 주거지보다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야외활동 등이나 경험이 존재하시나요(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나요).

20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물리적 요소들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1 현재까지 살아본 주거지 중 이곳이 가장 맘에 드시나요.

22 해당 아파트 단지에 오랫동안 살고 싶으신가요.

23 재건축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24 재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5
이 단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남기는 작업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셨으면 좋겠나요. 

(Manzo, 2005; Beidler, 2007; 이동하; 2014; Venter, 2016)

[표 4-2] 보행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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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분석

[그림 4-3] 장소애착의 매핑 Hester(2014)의 장소애착 매핑 완성물(좌). 코

딩작업에 활용 될‘둔촌 주공아파트 장소애착 지도’2차례에 걸친 초점집단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완성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 간

의 활발한 검증과정을 거쳐 재현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우).

질적 자료의 많은 분석들은 화자의 발화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나 패턴 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eamon(2013)은 장소

애착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도 “(장소애착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기

술하기 위해 장소애착과 상호의존적인 장소의 다양한 면들을(장소착

근성, 삶의 질, 사회적 관계, 개인의 정체성 등)을 연구하는 것”40)이

라고 보았다. 그러나 초점집단인터뷰와 보행 인터뷰를 혼합한 방법

론으로 수집되는 자료는 엄밀한 범주화가 되어있지 않아 거주자의

장소애착과 장소기억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

공할 필요가 있다.

코딩(coding)은 자료에 상징, 기술적인 단어, 범주 등을 가지고 명

칭을 부여하는(labeling) 중요한 작업이다. 우선 연구자가 연구 과정

40) Seamon. (2013) “Place Attachment and Phenomenology: The Synergistic 

Dynamism of Place”, In Manzo, L. C., & Devine-Wright, P. (2013). Place 

attachment: Advances in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Routledge.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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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
행위‧사건 개인적‧사회적 의미

대분류 소분류

공간

구조

규모, 통로, 가장자리,

구역, 교점, 랜드마크, 

스카이라인

시각적 자극

근린의 인지(몸의 체험) 

경관이미지 형성

이주 후 첫 인상

거주 후 인상의 변화

편안함/불편함 등

공동체의식

전체로서의 느낌

주거

공간

방, 거실, 욕실, 창문, 

베란다, 복도, 엘리베

이터, 현관문, 아파트 

출입구, 뒷동산, 주차

장,   

거주, 휴식 및 여가 

이웃과의 교류

이주를 위한 이사

주택규모의 인지

주거환경의 인지

애착, 향수

편안함‧안락함

사생활의 은밀함 

가족사와 이주의 경험

친구집에 대한 기억

재산증식의 수단

속에서 작성한 메모들과, 참가자들이 작성한 수기들을 수집하여 정리

했다. 초점집단인터뷰와 보행 인터뷰에서 녹음된 녹취록은 코딩을 위

해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빠짐없이 전사하였다. 전사한 녹취록은

발화 속에서 언급되는 빈도가 높은 주제, 장소, 경험, 감정 등 동일한

범주로 묶어주는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하는데 활용한다. 코딩

된 자료들은 기존의 �안녕, 둔촌주공�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자료들과

의 비교를 거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과 특수한 것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명백하게 중요해 보이는 요소들은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을 통해 장소애착과 장소기억이란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통합된

다.41) 이어서 애착이 있는 장소들과 장소기억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재현하는 매핑, 기존의 장소애착 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의 해석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한 결과가 [표 4-3]이다.

[표 4-3] 애착이 가는 장소와 장소기억의 종류 

41) Neuman, W. (2006). Social research methods :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6th ed., The relevance of social research). 

Boston: Pearson/Allyn and Bacon, p.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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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부적응

사회경제적 수준의 징표

애정/초월성/양가성/이상화

이웃과의 교류

재건축으로 인한 상실감

박탈감

옥외

공간

놀이터, 기린미끄럼

틀, 근린공원, 옥상, 

자동차 도로, 보행로, 

지하공간, 수목, 숲, 

산책길, 샛길, 일반벤

치, 등나무벤치, 주민

들이 갖다 놓은 의자

들, 텃밭, 작은동산, 

큰동산, 기념물 및 

조형물, 둔촌습지, 눈

썰매장, 스케이트장, 

문방구, 테니스장, 공

중화장실, 평상, 가판

대, 가로등, 각종 냄

새, 새소리, 옥상

경작(耕作)

공동체 활동

자연보존

기린미끄럼틀 철거 

놀이 및 오락 활동 

둔촌축제

사진촬영

산책 및 보행

소비생활

이성교제

이웃과의 교류

일광욕 

일몰구경 

일상생활 

일탈행위 

재건축에 대한 대응

주차 밎 주행

체육활동 

행인 구경

휴식 

NIMBY 현상

개인적인 추억의 장소

계절감

공동체 의식

구별짓기

규칙적‧반복적

기억공동체

향수 

도전‧모험

인심 좋은 동네

사회성

아지트 

오감(五感)

이벤트의 공간

이웃과의 친밀함/삭막함

재건축으로 인한 상실감

즐거움/새로움

반복됨/지루함

지역차별

창조적인 전유의 공간

근린

생활

시설

초‧중‧고등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

교시설, 병원, 카센

터, 종합상가, 빵집, 

카페, PC방, 플스방, 

독서실, 만화방, 체육

시설, 주민센터, 분식

집, 중국집, 패스트푸

드점, 전통시장, 편의

점, 노래방, 술집

공공서비스

교육

놀이 및 오락 활동

소비생활

여가생활

이웃과의 교류

체육활동

학교생활

공공시설의 민영화

공동체의식

구별짓기

근린생활이용의 변화

생활반경의 확장 

사회적 교류

서비스의 부족

자급자족

지역차별

편리함/불편함

폐쇄성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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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파트 단지에서의 장소애착과 기억 분석

1. 공간구조와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심상성

장소애착이 대상이 되는 장소들에 얽힌 아파트 키드의 체험과 기

억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둔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인지해 온 물리적 환경의 ‘이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푸 투안

(Tuan, 2003)에 따르면 근린은 처음에는 "저 밖에 있는 흐릿한 공간

의 이미지"이다. 근린을 이해하려면 거주자는 근린 공간 내에 있는

길모퉁이와 주요 건물 등의 유의한 장소들을 탐색해야하며, 잠시만

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대상의 실재와 가치를 인지하게 된다.42)

개인의 장소애착과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특정 도시공간에 대한

환경적 이미지는 정체성, 구조, 의미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구역(district), 교점(nodes), 랜드마

크(landmark)라는 다섯 가지 환경적 요소의 정보를 경험적 식별함

으로서 가능하다(Lynch, 2003). 둔촌 주공아파트의 공간구조에 대한

거주자들의 이미지도 거주함을 통해 일어나는 경관에 대한 ‘심상성

(imagebility)’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즉, 거주를 통한 특정

공간에서의 정착과 적응은 주변 환경에 대한 ‘공공 이미지(public

image)’를 떠올릴 수 있게 하면서 특정 도시공간을 포괄하는 ‘전체

로서의 느낌(The Sense of Whole)’이 형성되게 된다. 이는 거주자

개인의 감성적인 차원과 맞물려 아동기부터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일생생활적인 활동들 즉, 통근 및 통행, 근린시설의 이용, 산책, 취미

생활 및 여가생활 경험의 누적됨에 따라 공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인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지의 물리적 환경과 생활영역

42) Tuan, Yi-Fu. (1995). �공간과 장소�, 심승희, 구동회 옮김, 서울: 대윤,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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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거동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거주자E: 아르바이트로 방이동 쪽에서 피자배달을 해야 했는데

(둔촌 주공에서) 주문이 오면 사장님이 저만 배달을 

보내셨어요. 아무도 길을 몰라서요. 

거주자C: 저도 몇 동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몰라요

거주자E: 제가 오래 살았다고 (배달을) 보내는데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엇, 여기 근처긴 한데...’가서 일일이 

(아파트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생겨요. 친구들이 동네

에 놀러온다고 전화가 오면 ‘(5호선)둔촌동역에서 기

다려’라고 하죠. 그럼 친구가 '동수가 어딘데' 라고 

묻지만 막상 가르쳐 줘도 절대 찾아올 수가 없죠. 

활동가B: 이쪽에서 4단지 어떻게 가요라고 물으면 난감해요. 대

충 몇 동인지 알려주셔야 방향을 알려드릴 수 있더라

고요. 4단지가 (옆으로) 워낙 넓다보니… 여기 아파트 

넘버링이 신기하게 되어있어요. 305동을 가야하는 사

람, 저기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하는지 물어보면 차를 

여기서 세워두시고 걸어가시던지, 아니면 차를 빼서 돌

아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해요.

에 대한 인지과정의 변화가 중층적으로 누적되어 온 공공 이미지는

연구자에게 아파트 키즈의 체험과 장소기억들을 분석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틀을 제공한다.

1) 단지 내 공간구조의 거대함와 복잡함

“나의 기억 속에 둔촌아파트는 ‘거대’했다…거대함, 크다, 많다, 높다”

- 이호연, 거대한 세계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2�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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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둔촌 주공아파트의 공간구조를 최초로 인지했었을 때

느꼈던 인상은 ‘크다’, ‘거대하다’와 같이 공간의 규모의 놀라움과 거

대함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서술하는데 집중되어있었다. 거주자

들은 단일한 슈퍼블록의 ‘거대함’과 단지 내 수목형·격자형 보행동선

과 주거동 혼합배치의 ‘복잡함’으로부터 유발되었던 본인의 ‘당혹감’

을 언급했다. 대지면적만 627,094㎡에 달하는 단일한 구역(district)은

이를 인지하고자 노력하는 거주자를 심리적으로 압도한다. 둔촌 주

공아파트에서 태어나 단지 안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거주자 E의 경

우에, 공간에 대한 인지력이 생기기 시작한 5살이 됐을 무렵부터 해

당 아파트 단지와 연관된 기억들이 선명한 인상으로 남아있다면서

“이 단지는 그저 “엄청 크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E는 단지 내를

걸어 다닐 때마다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관리사무소 옆에 위치해

있는 난방용 굴뚝을 랜드마크(landmark)삼아 방향 및 위치감각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회상했다.

[그림 5-1] 단지 전경 및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의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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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의 거대함과 복잡성은 청년기에 접어든 이주자에게조차

일상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한다. 거주자 H는 광진구

H아파트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뒤 2000년대에 둔촌 주공아

파트 4단지로 이주해왔다(그림 5-1). H는 불규칙한 아파트 주거동의

배치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하다보니 새로이 이사를 간 집을 찾아

가는데 겪었었던 곤란함을 토로했다. 아직은 외부자에 불과한 신규

입주민이 아파트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도록 보조해줄 수 있는 설치

물의 결핍은 주민들이 단지 내 공간구조를 인지하고 이에 신속하게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구역(district)간의 뚜렷한 경계

(edge)를 만드는 물리적 요소들도 희박한데다가 단지를 관통하는 통

로(path)들이 복잡하지만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안

내판이나 이정표의 설치는 부족하다. 더러 남아있는 것들의 상당수

도 식목에 가려지거나 노후화에 따라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기능을

하지 못한다.

4단지에 살던 거주자 G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단지 밖으로 나가

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라고 기억한다. 거주자 H는 입주 후 1,2

년 동안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초래되는 불편함보다도 양재대로

부근에 집중되어있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고자 단지 외부로 나가

기 동안 소요되는 장시간의 보행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Lynch에 따르면 공간의 형태를 인지하는 요소

로서 통로의 우월성과 구역의 우월성의 경합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43), 공간구조에 단지의 거대함에 복잡한 보행동선이 상호작용

함에 따라 정착기의 입주자들에게는 ‘불편한’ 거주지로서의 부정적

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43) Lynch. op cit,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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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둔촌 주공의 첫 인상과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거주자E: 외국같은 느낌...“우크라이나 살다 오신분이 여길 갔다 

오신 뒤에 여긴 '우크라이나'의 소도시 같다고 그러시더라

구요.

거주자H: 유럽에서 고모님이 도시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

시는데, 그곳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네요.(그 곳에는) 길쭉한 

모양보다는 육각형 모양이 더 많았지만 느낌은 비슷해요.

(연구자: 혹시 현재 사시는 주거지하고 둔촌 주공하고 비교하시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거주자C: 아무래도 새로 지은 아파트라 설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지 음침한 곳은 별로 없어요. 둔촌아파트만 해도 비행청소

년들이 있을법한 공간이 있는 곳곳에 있죠.

2) 쇠락한 아파트 단지의 이국적인 이미지

“겨울의 둔촌 주공아파트는 어딘지 모르게 동유럽의 느낌이 나는 것 같다.”

- 이인규,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1�, p.46

둘째, 둔촌 주공아파트의 ‘전체로서의 느낌(the sense of whole)’

중 하나는 구 소비에트 연방국가들, 즉 사회주의적 국가들의 공동주

택단지(квартира)의 이미지이다. 부족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1960년대 아파트를 대량 건설했던 구(舊) 소련처럼, 정부와 서울

시의 심각한 주택난을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고자 했던 ‘대

량공급시절’에 완공 된 둔촌 주공아파트도 사회정치적 맥락에서나

형태와 구조적 차원에서도 사회주의국가의 아파트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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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이국적인’인 이미지를 유발하는 물리적 요소들

이는 내부자인 거주자들 뿐 만아니라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이 공통

적으로 느끼는 공간적 이미지이기도하다.

전체로서의 느낌은 ‘획일적’, ‘단순함’, ‘쇠락함’, ‘낡음’ ‘쓸쓸함’, ‘음

침함’ 등의 속성들을 포함한다. 실제로 소련의 시스템과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지어진 60년대의 아파트

들은 외관만 보고는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

에 이러한 건물군이 밀집해있는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음침함’,

‘쇠락함’, ‘더러움’ 등도 부정적인 심상성 중 하나다. 1990년대부터 논

의되어 온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의 단지 내 환경관

리가 소홀해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의 노후

화가 방치되기 시작했고, 놀이터와 같은 근린공간들이 이용자 감소

와 맞물려 황폐화됨에 따라 쓰레기가 나뒹구는 비행청소년들의 탈

선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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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파트 동 별 간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거주자 E: 1,2단지는 3,4단지에 비해서는 간격이 좁은데 그

래도 다른 아파트에서는 매우 여유가 있는 편이죠.

거주자 H: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건물 자체의 모양이 (둔촌 

하지만 아파트 형태의 단순성(form simplicity)과 노후화로 인한

쇠락함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국가

아파트 단지의 형태적 재현에 거주자가 둔촌 주공아파트를 감성적

인 공간으로서 수용하게끔 한다. 주거동의 상당수가 페인트로 채색

되어있지 않은 동유럽의 아파트들과 달리 둔촌 주공아파트의 주거

동은 전부 채색이 되어있다. 그런데 특유의 무채색 계열의 회백색,

상아색과 황토색, 상아색과 카키색 등의 색채조합 주는 느낌 때문에

거주자들은 담백함과 깔끔함이 묻어나는 유럽의 공동주택단지를 떠

올리게 한다고 본다. 획일화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확인

될 수 있는데, 거주자 H는 주거동 뿐만 아니라 단지의 공간구조와

시설물들이 특유의 깔끔함이 있으며 이국적이고 독특한 감성을 불

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거주자 H는 단지 내 보행로를 걸으

면서 “오래 된 팔각형의 형태의 보도블록,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거

친 콘크리트가 발려져있는 보행로, 청색 타일로 만들어진 등나무 벤

치” 등을 발견하고 애착을 느낀다. 단지 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활동가 B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장소들에서 떠오르는 향

수는 1986년 원전 폭발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울창하게 자란 수

목으로 뒤덮여버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풍경을 목격했을 때 느

꼈던 심미성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3) 주거지의 물리적 경관과 보행로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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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과 마찬가지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기는 하

는데... 너무 성냥갑 같은 느낌이 들었죠 …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도 이면도

로들이 많긴 하지만...(둔촌 주공)단지 내에 공간을 구

별해주는 중간 중간에 샛길이 많아서 다른 것 같아요.

거주자 D: 이거 옥상에 온실같은 게 뭐에요. 

활동가 B: 이건 태양열...시범으로 설치했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작은 평형인 8평짜리(25㎡) 아파트 일거에요.

거주자 A: (1단지에) 8평도 있어요?!(매우 놀란다)

거주자 C: 한 층에 집이 4채가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되게 

재밌었어요. 

활동가 B: 그래서 한 동 이지만 100세대가 있어요. 5층이니

까 한 층당 20집... 그래서 100세대...

거주자 C: 저희 반에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이 집에 살아

서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안쓰러

웠어요. 그리고 이 동(134동)은 하나의 동인데 가,나

로 나뉘어져 있어요.

(121동에서의 외벽과 발코니를 바라보며)

거주자 C: 우와, 여기 이렇게 벽면이 (움푹) 들어가 있는 곳

이 있다니,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들어

가고 나오고하는 모양이 너무 좋아요. (중략) 들어가고 

나옴(入出)만 있어도 아파트라는 건축물도 참 볼만한

데, 안타까운 거죠. 미국, 일본 아파트들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아파트는 왜 없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지켜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층수

가 10층 이하의 저층을 지킬 것, 그리고‘요철’(凹

凸)모양의 건축물.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아파

트가 보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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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거주자는 주거지의 밀도차와 연속적인 스카이라인이 주는

단지 내 경관 이미지의 변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움‘과 긍정적인 인

식을 표출하기도 한다. 본래 아파트 단지의 경관은 완공 이후에는

물리적 변화가 거의 없는 탓에 거주자들에게 인상적이지 못할 수

있으나,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의 규모의 거대함, 주거동의 혼합배치

와 보행로의 복잡성이 이미지 형성과 수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거주자 C는 출생 후 유치원

생 까지 1단지 저층 주거동을 중심으로 한 협소한 활동반경을 가지

고 있었다가 우연히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3단지로 나들이를 갔

는데, 3단지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신세계’를 마주한 듯한 충격을 받

았다고 진술했다. 단지 별 주거동의 인동간격(밀도), 주거동의 형태

를 감지하는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으로부터 단지 내 경관의 ‘다양

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5층 판상형만 존재하는 1,2단지와 10층 판상

형과 탑상형이 혼합되어있는 3,4단지 사이의 경관적 대비는 거주자

들의 생활반경 확대에 수반되는 새로운 시각적 자극이다.

주거지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주거동의 형태는 판상

형과 탑상형 두 종류뿐이라 획일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거주자들

은 일생생활을 영위할 때 자신이 사는 주거동과 이웃들이 사는 주

거동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미세한 차이들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총

145동의 주거동들은 5층짜리 판상형이나 고층의 복도형·탑상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주택의 평수에 따라 주거동 형태와 규모가 다르

다는 점이나 벽면이나 구조물, 창 크기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인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지 내 유일하게 7.5평(25㎡) 100세대가 밀

집해 있는 121동, 주거동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가’동과 ‘나’동으

로 나뉘어져있는 16평(52㎡) 134동은 주거동의 획일성을 파괴하는

상대적으로 ‘신기한’, ‘독특한’ ‘개성있는’ 주거동으로서 단조로운 주

거지 내 경관을 보완하는 장소로 간주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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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단지 내 보행로의 형태가 특별한가요?)

거주자G: 일단은 여기는 하나의 '동네'자나요. (그 안을 연결하

는) 오솔길이나 구불구불하는 길들...그런 다양성들을 

보면 (다른 아파트들)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연구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에 대한 추억이나 어떤 경험

이나 이웃 간의 교류가 있으셨으면 말씀해주세요)

거주자 D: 제일 좋아하는 길이 2단지 길이었는데요. 처음 중

학교 3학년 때 … 학교 끝나고 친구가 이쪽 길로 잠

깐 오라는 거 에요. 이 길에 도착 했을 때 여기는 아

파트 같지가 않고 '숲'같아서 신기했어요. 아파트인지 

숲인지 구분이 안 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에 반해서 학교가 멀어도 잘 걸어 다녔던 거 같아요. 

지는 일상생활 중 가장 사적인 활동이 영위되는 주거공간에 대해서

거주자는 건축물의 형태적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심미적인 감각을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에서의 지속적인 거주함과 이동성을

통해 강화된다.

다채로운 물리적 경관에 대한 심삼성을 종합하면서 경관의 시각

적 체계를 강화하는 통로는 공간구조의 통일성을 지속적으로 형성

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일상생활의 이동통로서의 보행로는 격자형

보행로 이외에도 굴곡이 심한 곡선형 보행로가 기본적인 조경 및

자연녹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배치되어있다. 점진적으로 구부러진 곡

선을 가진 형태는 장기간 거주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혼동을 가

져다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단지의 격자형 공간구조와 3,4단지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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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간구조를 관통하는 보행로들과 단지 간의 경계를 이어주면서

결절점을 형성하는 보행로들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사적영역과 공

적영역, 장소와 장소, 이웃 간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거주자들은 보행로의 선택의 다양성 속에서 ‘즐

거움’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거주자들이 스스로 개척한 아파트를 관

통하는 지름길이나 녹지축 위에 만들어진 산책길과 샛길 등 소규모

보행로는 계획된 공간을 전유하는 실천적인 행위를 가능케 행위이

기도 하다. 인공적으로 설계된 콘크리트길과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

럽게 만들어진 흙길들의 경합과정에서 운동적인 감각에 의해 지속

되는 보행은 거주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인공적·자연적으로 조성된 일상생활의 교통로는 거주자에게 도시공

간에 대한 친밀하고도 지속적인 이미지를 체화시킬 수 있다.44) 거주

자 C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P아파트 단지의

보행로의 부자연스러움과 대비되는 둔촌 주공아파트의 보행로의 시각

적 안정감과 텍스쳐(texture)에서 느껴지는 공간적인 ‘인간미’를 언급

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건설된 P아파트의 보행로는 세련되고 디테

일을 갖추어 시각적인 아름다운을 제공하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고려

하여 설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거주자 C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바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주거동에서 인근 지하철역까지 이어진

보행로의 섬세한 동선의 꺾임, 결절점, 파사드(facade), 보행로 인근에

설치 된 조형물들의 인공적이고 작위적인 느낌보다는 둔촌 주공아파

트의 물리적 경관의 다양성과 투박한 조형물들, “길바닥을 보수하려

고 발라놓은 시멘트 위에 (아이들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정겨운

맛”에서 보행 경험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처럼

장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면서 장소애착을 형성하는데 중대

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공간이 보행로와 같은 옥외공간이다.

44) Kevin Lynch. (2003) �도시환경디자인�, 한영호 역,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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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단지 내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거주자E: 여기 아파트들은… 제가 친구네 집을 많이 가 봤자나

요? 어두운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빌딩 사이에 바

람구멍이 좋은지, 이번 여름을 제외하고는, 베란다에서 창을 

열면 맞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해서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어

요. 막혀있는 것 같아도 바람이 다 들어오고요. 이번 여름에

서야 거의 처음 틀었어요. (둔촌 주공은) 어떤 사람이 디자

인했는지 몰라도 참 잘했다.

4)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아파트 숲’의 이미지

넷째, 거주자들에게 둔촌 주공아파트를 자연환경이 우수한 ‘친환경

적’인 단지로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쾌적함’을 ‘전체로서의 느낌’으

로 표현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호되고 있는 4단지 뒤편

의 둔촌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를 중심축으로 단지 내에서 30년이

넘게 형성 되어온 자연스러운 동식물 생태계와 풍부한 녹지공간은

오래되고 불편한 물리적 주거환경의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는 이점으

로 작용한다. 거주자들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지 자체가 환경과

사람을 생각해서 건설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며, “일반적인 계

획도시가 획일적이며 직선 중심의 통행로를 옆에 두고 구조물이 높

이 올라가는데 비해 둔촌 주공아파트는 건설 전부터 존재해온 자연

환경과 지형지물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

경을 조성해놓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계획가들이 해당 지역의 지형적 요소의 특질과 가치에 주목, 구릉진

지형의 장점을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했음 거주자들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숲”이라는 이미지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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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거주를 통해 내부자들의 심성 속에 각인됨을 의미한다.

자연환경은 거주자의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을 자극하면서 주

거환경에서의 ‘쾌적함’을 높이며 주거동에서의 일조량 확보와 통풍,

배수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일조한다. 이는 4단지까지 1단지

에서 이어지는 점층적으로 하강하는 경사도를 보존함으로서 가능했

다. 단지 내에는 에어컨 사용 없이 여름을 나는 주민들이 많으며, 4

단지는 녹지의 냉각효과와 고도차에 의해 실외온도 자체가 낮다고

느끼고 있다.45)

아파트 단지의 ‘개방감’과 ‘한적함’ 또한 거주자들이 동의하는 부분

인데, 특히 3, 4단지의 경우에는 경사감이 있는 지형 위에 주거동이

혼합배치 되어 있다 보니 경관에 높낮이가 생겨 시야가 트이는 느

낌이 강하며, 단지 내외의 근린시설과 접해있는 특정한 출입구와 보

행가로를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외지거나 조용한 공간

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거주자가 느끼는 한적함은 보행로를 이

용하는 주민보다 단지 내외를 이동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들

이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현상이다.

45) 강동구에서만 두 차례 발생한 대홍수(1984, 1990)로 인해 지역사회에 막대한 재

산 피해와 사회제반시설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자연녹지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는데다가 배수가 용이했던 둔촌 주공아파트는 수마(水磨)로부터 자유

로웠다. 1984년 대홍수 당시에는 강동구 풍남동, 성내동 수해이주민을 둔촌동 아

파트 주민들의 봉사와 도움으로 대피소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이재민의 대피

소는 둔촌 주공아파트 내에 입지한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였다. “수해지에 

핀 ｢인정의 꽃｣...｢시민정신｣은 살아있었다”. 동아일보 1984.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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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도시공간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인지과정의 산물인 경관이미지는

거주자의 장소감(place feeling)과 같은 감성적인 차원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장소감은 일생생활의 활동들 즉, 통근 통행, 근린시설

에서의 통행 및 이용, 산책, 취미생활 및 여가생활 경험의 누적됨에

따라 변화한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계획된 공간구조에 대한 거주자들

의 공공이미지는 거주함을 통해 지각되는 경관에 대한 심상성들 간

의 경합의 과정을 거쳐 ‘전체로서의 느낌(the sense of whole)’으로

표출된다.

경관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구조와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

적인 심성이 ‘전체로서의 느낌’이다. 즉, 부정적인 심상으로서의 1970

년대 지어진 ‘인공적이고, 오래된, 불편하고, 폐쇄적, 획일화된 아파트

단지’의 이미지와 긍정적인 심상으로서의 ‘자연스럽고, 흥미롭고, 쾌적

하고, 개방적이며 다양성까지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라는 이미지가 경

합하게 된다. 거주자는 이러한 변증법의 구조 속에서 장소적 의미를

생산해내는 경험들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경관을 해석하

는 차원을 넘어 장소로서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객관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집단적인 심상성은 미

시적이고, 주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개인적·사회적 체

험과 장소를 매개로 하면서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정표가 된다.

2절에서부터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단지 내 미시적 공간들인 주

거공간, 옥외공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인 아파트 키즈

의 장소경험과 장소기억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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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공간에서의 거주자의 경험과 장소기억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며, 기억과 추억은 흔적 위에

서만 재생된다. Manzo(2005)는 “과거로 이어주는 다리로서 장

소”(Place as bridge to past)란 개념을 통해 장소경험을 구성하는 흔

적들을 종합하고자 했다. 거주자의 “장소-내-경험”을 끄집어내기 위

해 실시하는 보행인터뷰도 참가자의 추억과 기억이 있는 장소를 방

문하여 과거와의 심리적인 연결고리 형성하고, 장소를 특별하게 했던

참가자의 경험들 지속적인 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행인터뷰에서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지는 주거지에서의

과거 혹은 현재에 경험 중에 관련되었으며, 그러한 경험들과 자신이

장소에 부여한 특별한 의미들이 연결될 수 있었는지 구술할 수 있

도록 구성하고자 했다. 주거공간을 비롯한 주거지에 대해서 집중적

으로 조사된 자료들이지만 개인적인 장소경험과 해당 경험이 발생

했던 장소사이의 유대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풍부한 기술을 포함한

다. 이는 “장소-내-경험”을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풍부한 구술은 Marcus

Cooper(1992)가 “환경적 자서전”(Environmental Autobiography)라

명명한 장소에 기반을 둔 개인사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억들을 수

집하는 과정이 된다.

주거공간은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자 거주지에서 가장 내밀하면서도 사적인 경험과 감정들이 얽혀있

는 장소다. 참가자들은 주거공간에서 거주했던 경험에 대해 대체적

으로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었으며, 이주를 해서 둔촌 주공아파트

를 떠난 경우에는 현재 사는 주거지에 정서적인 단절감이나 주거환

경에 불만을 호소했다. 주거지의 의미는 참가자가 아동기에 주거공

간에서의 추억과 경험, 혹은 청소년기, 청년기에서의 경험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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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만 2세부터 사춘기까지의 아동기는 자아가 형성되면서 타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시기다. 따라서 성

인으로 성장하여서도 어린 시절을 인생의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로

간직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추상적이며 희미하게 남

아있는 아동기의 기억은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들과 연결되었을 때

복원될 수 있다. 대다수의 성년들은 아동기의 거주공간이나 거주지

를 방문하는 것은 강렬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집이 철거되거나 가

장 즐겨 찾았던 놀이장소가 사라지는 경우처럼 장소가 물리적으로

변화로 인해 흔적만 남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도

있다. 아동기의 기억은 일종의 심리적인 닻(anchor)으로서, 아동기는

자아형성의 일부분이지만 이 때 형성된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머무르며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장소들을 특별하게 만든다.46) 따

라서 아파트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

가는 아파트 키드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주거공간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장소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거주자 C: 뒷동산이 있던 즐거운 집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모를 둔 중상층 가정에서 성장한

거주자 C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일부를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보냈다.

단지 내에서는 2번 이사를 하였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둔촌 주공

아파트와 강동대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송파구 O아파트에서 거주

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이 2009년에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그곳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대학에서 예술분야를 전

공한 뒤 취업에 성공하여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C는 �확

46) Cooper Marcus(1992), op. cit.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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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거주자 C가 거주하던 115동 옥상에서 찍은 뒷동산(좌) 놀이공간

이었던 주차장(우)

률가족�(박재현 외 3인, 2015)에서 아파트 키드를 생애사적 관점에

서 분류했던 기준에 따르면 주택규모를 늘리고 부의 재생산을 동시

에 달성한 부모 밑에서 사회경제적 독립을 앞두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거주자 C는 �안녕, 둔촌주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주자의 이

주와 적응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는 ‘가정방문’ 프로젝트의 핵심 참

여자 중 하나다. 높은 수준의 문화자본을 반영하듯 아파트라는 주거

양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가자이기도 하다. 풍부한 건축학적 지

식을 바탕으로 한국 아파트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인상을 능숙하게

묘사할 줄 알며, 아파트 건축문화에 장단점과 관련한 내용을 구술

할 때에는 비판적인 의견을 추가적으로 개진하기도 한다. 또한 둔촌

주공아파트 공간구조와 형태에 각별한 의미를 심미적 차원에서 부

여하면서 자신이 살았던 주거공간에 강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특

정 공간에서의 느낌에 대해서 표현을 능숙하게 하며 각종 단지 내

배치된 시설물들과 조형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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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거주지였던 139동 앞에 선 거주자 C)

거주자 C: 4층이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조차도 몇 호였

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서 왼쪽이었

던 걸로 남아있어요. 이 아파트도 되게 좋은게 발코니

를 열면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의 보행로가 펼쳐져 있었

어요. 저희는 여기에 전세로 살다가, 대출을 더 받아서 

115동에 있던 이모네 집을 구입한거죠. 

(두 번째 거주지였던 115동 앞)

거주자 C: 처음에 살기 시작했던 139동(45㎡)은 1단지 끝 쪽

[그림 5-4] 거주자 C의 주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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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저쪽이구요. 그 이후에 115동(88㎡)으로 이사를 갔

어요. 115동이 이모가 살던 집이에요. 이모님이 그걸 

팔고 전세로 3단지로 가셨어요. 저희가 그 집을 샀구

요. 어쨌든 115동이 더욱 넓은 평수였거든요. 여기가 

22평이구요, 25평까지는 안되는데 내부적 구조는 매우 

잘되어있어요. 두 평수가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

로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구조가 없어요. (연구

자: 저도 도면을 보니 평수는 똑같은 평수인데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구요.) 친구집에 놀러 가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같은 평수인데 구조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거주자 C: 유치원 때 139동에 살때는 엄마랑 손잡고 여기를 

와서, 이모집에서 한 30,40분 정도 TV를 보면서 있으면 

유치원을 갈 시간이 되었던거죠. 사촌형은 초등학생이었

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유치원 버스를 탔었죠.

영유아기에 살았던 139동에 대한 기억은 피상적이지만, 거주자 C

는 유년기 때 이주했던 두 번째 거주지인 115동에서의 기억들을 선

명하게 환기했다. C의 부모님은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이모네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115동 집을 매입했다. C는 이미 유치

원에 진학했던 시기부터 이모네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집과 다른 주택의 주거공간의 면적의 차이, 즉 평수의 차이를 인

지하는 능력이 형성되었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규모가

다른 주거동은 물론 주거동 내에도 주택규모를 혼합해서 배치하면

서 기초적 수준의 소셜믹스(social mix)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거주

자 C는 아동기 이후에는 1단지에 있는 친구네 집을 방문했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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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C: 115동 102호. 바로 여기에요! 저기 보시면 창살있

죠? 제가 아마 95년에 이사를 왔는데, 92년인가 3년에 

이모네 댁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모

님께서 창마다 창살을 다 다셨었죠.

거주자 C: 이 집의 좋은 점은...저기 보시면 작은 창이 있죠. 저

게 화장실 창문인데요. 덕분에 습기가 바로바로 빠지고, 

바람도 시원하게 통하구요. 그리고 창문 바로 옆이 욕

조이기 때문에 바깥을 보면서 샤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거주자 C: 이게 1,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첫 계단이 매우 높

아요. 잘못 설계가 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꺼진 건

지... 어렸을 때는 이 첫 계단을 왜 이렇게 높아보였던

걸 까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서울에 올라오시면 여기서 

담배를 태우셨어요. 예전에 아버지하고 봉숭아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기는커녕 다 땅 속에서 죽어버렸어요. 아

버지나 저나 식물을 잘 못 키웠거든요.

거주자 C: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는게.…나무들이 너무 잔가

지들이 너무 많이 자라버려서 가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

라구요. 여기 마당이 있고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커

져서 깜짝 놀랬네요. 이 마당에서 야구하다가 앞에 114

동 유리창에 공이 맞은적도 있어요. 지금은 나무들이 많

이 자라서 했던 이제는 야구를 할 수 없겠더라구요.

집의 평수나 내부 공간이 자신의 집과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것도 하

나의 즐거운 놀이였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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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동 후면 쪽을 내려다 보면서) 

거주자 C: 아! 여기가 뒷동산이에요. 저기 보이는 소나무가 이

모부님께서 식목일에 심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집에

서 딱 보이는 위치에 나무를 일부로 심으셨다고 하시더

라구요. 

거주자 C는 주거동의 자신이 살던 집의 외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

았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했다. 외관과 형태를 진술할 때 이모가 보

안상의 이유로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했던 기억, 환기용 유리창이 있

던 화장실에서 샤워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거주공간에

서의 다채로운 기억들을 재현한다. 운동감각과 관련된 기억도 존재

하는데, 신장이 작은 아이였을 때 아파트 출입구의 계단 중 유난히

높이 솟아있는 첫 번째 계단을 밟아보면서 “어렸을 적에는 이 계단

을 오를 때 마다 힘이 부쳤다”고 회상했다. 주거동 앞에 ‘ㄱ’자 모양

으로 꺾인 주차장을 ‘마당’이라고 부르며 야구를 하며 친구들과 시

간을 보냈던 공간이 이제는 흔적으로만 남아있음을 아쉬워했다.

아동기의 기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연경관들 중 하나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자연녹지다. 거주자 C는 자신의 115동 뒤에

있던 야트막한 언덕을 좋아했다고 한다. 유치원을 다닐 때 거주자 C

는 인근에 사는 친구들과 그 언덕을 ‘뒷동산’이라고 불렀었다. 언덕

이 남아있는 것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구릉지 지형을 일부러 유지

하려했던 단지계획의 산물 중 하나이다.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뒷

동산’의 폭은 20m, 길이는 70m에 달하는데 사실은 주거동의 일조량

을 확보하면서 세대 간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주거동 사이의 계

획적으로 조성한 인동녹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형 놀이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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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1단지에 살던 아이들은 봄, 여름 푸르른 잔디밭으로 뒤 덮인

뒷동산을 훌륭한 놀이터로 전유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단지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눈썰매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거

주자 C의 이모부가 심었던 소나무는 어렸을 적 살던 베란다에서도

잘 보이는데다가, 30년이 이상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도 재건축 이후

에는 사라질 예정이다. 뒷동산은 놀이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

과의 추억이 많기 때문에 애정의 대상이 된다.

2) 거주자 G: 산수유나무의 추억이 서린 집

거주자 G도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통틀어 8년, 그리고 청년기에

도 2년을 둔촌 주공에서 거주한 아파트 키드다. 1997년 IMF시기의

여파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던 아버지가 해고당함에 따라 주거비

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청소년기에는 둔촌 주공아파트를 떠나 인

근 주택지로 이주하게 되었다. 현재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종사하면

서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거주

자 G는 둔촌종합상가 내에 입주해있는 복합문화공간 ‘마을에 숨어’

에서 진행되는 드로잉 강좌를 수강 중인데, 수업 시작 전에 자신의

집이 보고 싶어서 방문할 정도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애정

(affection)과 향수를 강하게 표출했다. 조경학을 전공하여 단지 내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거주자 G는 차후 진행되는 �안녕,

둔촌주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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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거주자 G의 주택 위치 

[그림 5-6] 거주자 G 145동 출입구 옆 화단(좌)과 주차장 및 가로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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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G: 여기서 스토리가 많아요. 3층에 살던 아저씨가 저를 

매우 예뻐해 주셨어요. 그 집에 아들 만 둘이었는데 

(웃음) 나중에 딸 늦둥이가 태어나서 제가 살던 4단지

에 놀러 오시기도 했어요. (연구자: 이웃과 매우 친하

셨네요) 9살 때 이사를 와서 6학년이니까…13살 때 

4단지로 이사를 갔는데 그 때까지 엄청 친하게 지냈

어요. 아이들 2명하고도 형제처럼 왔다갔다 친하게 

지내고. 2층 옆 에 집 아주머니는 자제분은 없으시

고…하얀색 푸들을 키웠는데 그 푸들의 아이를 받아

서 17년간 키웠어요. (중략) 지금도 (145동)은 매우 

애틋한 감정이 있는 곳이죠. 

(연구자: 이웃관계는 145동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거주자 G:그 때도 앞 동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우리 라

인 사람들만 알고 지냈지... 

거주자 G: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정문 앞 화단) 병아리를 키

웠어요. 여기에 박스를 갖다놓고, 스티로품을 쌓아서 

고양이가 접근을 못하게 해놓고. 병아리보다 약간 더 

큰 애들...두 마리를 중닭이 될 때까지... (연구자: 고

양이한테 습격을 안 당했네요) 매일매일 가서 확인하

고 그랬어요. 

거주자 G는 둔촌 주공아파트와의 첫 만남이었던 1단지 145동(52

㎡)을 “애틋한” 감정이 드는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145동은 G가 배

정받은 초등학교에서 1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등굣길이

안전하며 편했다고 회상한다. 아파트 앞 주차장과 출입구 옆 화단은

G가 기억하는 최고의 놀이공간이었다. 특히 병아리를 키울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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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G: 제가 좋아하는 산수유 나무인데, 어렸을 때에는 이 나

무를 꽤 높이 까지 타고 올라갔아요. 그때는 몸도 가

벼웠으니까... 이 나무도 세월이 지나서 커진 것 같네

요. 올라가서 산수유 열매를 한 봉지씩 따왔어요. 생

각해보면 이게 무슨 열매인지도 모르고 수확하는 재

미에 빠져서... 그때 나무를 탔던 기억이 나요. (연구

자: 열매가 지금도 정말 엄청 많이 열리네요) 그 때 

제가 산수유 열매들을 땄을 때가 추워지기 전에 이맘 

손수 마련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전제품을 버렸던 추억이 있었

던 출입구 옆 화단에서 더 이상 현존하지 않으나 기억에 의존해서

실제 모습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물리적 흔적들을 포착하였다. 5층

판상형의 주거동 형태나 자신이 살던 집의 외관은 페인트 도색이

벗겨져서 낡아 보이는 것 외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인지했으나, 화

단의 모습이 변화나 자신이 타고 놀던 나무가 자란 모습 등에 환경

적인 변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놀이공간에 대한 애틋한 감정 이외에도 애착을 가지고 있던 동물

을 키우거나, 유달리 각별했던 아파트의 이웃들에 대한 추억을 언급

하였다. 특히 자신과 같은 또래의 자녀들이 있었던 3층 아저씨의 가

족과는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맡기거나, 다른 주거동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서로간의 방문이 있었을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

다고 한다. 1단지의 NS형 배치는 2개동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출

입구가 마주하는 공간이 공동생활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이웃 간의

교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G

의 가족들의 이웃교류의 범위는 같은 아파트 동에 바닥과 현관문을

맞닿고 있던 이웃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동에는 직접적으로 교

류하는 이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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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이었던 같아요. 밤늦게까지 놀면서... (화단을 바라

보며) 자전거가 엄청 많아졌네... 

거주자 G: (불현듯 추억이 생각난 얼굴의 표정이다) 저 가로등 

앞에!(웃음)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샀던 냉

장고를 버렸어요. 옛날 문이 두 짝 달린 카키색…(연

구자: 정말 옛날에 출시 된 냉장고네요). 그거 버릴 

때 마음이 아프다고 울었던 기억이나요. 비 오는 날

이었는데! (주차장에서는) 애들하고 숨바꼭질하면서 

차 뒤에 놀기도 하고, 얼음땡도 하고... 여기서 많이 

뛰어 놀았어요. 

Chawla(1992)의 분류법에 따르면 거주자 G의 아동기의 기억과 경

험으로 둘러싸여있는 145동은 명백한 ‘애정(affection)’의 장소였다.

애정의 장소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세계 속 장소”라는

감각을 토대로 문화적 정체성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

다. 평수는 작지만 정겨움이 있던 집과 인접한 옥외공간은 마음껏

뛰어놀던 활기찬 놀이 공간이자 추억으로 둘러싸인 장소이며, 가족

의 사랑과 안전하다는 감정, 주거동의 이웃들과의 따뜻한 정이 오가

면서 끈끈한 심리적인 유대를 만들어나가던 장소였다. 또한 아동기

에 아파트 단지 내 주거로부터 행복한 경험을 쌓아가며 아파트 키

드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최초의 기반이었다.



98

거주자 G: 그런데 그때 (살기가) 되게 좋았어요. 437동이 춥

기는 했는데 뒤에 바로 숲이 우거진 것도 보이고

요. 거기는 살기 정말 괜찮았는데 어머니는 힘드셨

다고 하더라구요. 맨날 곰팡이가 피고…둔촌아파트 

살기 힘들었다.” 그 와중에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

려달라고 하셔서 감당할 형편이 안 되다 보니 □□

시로 이사를 갔죠.

3) 거주자 G: 청년시절을 보낸 예쁜 집

거주자 G에게 145동이 명백한 애정의 장소라면 최근에 거주했던

437동(104㎡)은 집에 대한 단순한 애착을 넘어 주변 환경에 경외감

을 갖기 시작한 ‘초월성’(transcendence)의 공간이다. 장소애착으로서

의 초월성은 장소 속에서 잊지 못할 삶에 대한 기억들, 오감(五感)

을 자극하는 즐거움은 물론 기쁨, 경외감을 고무하는 특성을 갖는

다.47) 거주자 G는 둔촌 주공아파트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으나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정형편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단지를 떠

나게 되면서 아파트 키드로서의 성장기를 마치게 된다. 대학교에 진

학한 후에서야 그리워하던 아파트 단지로 귀환할 수 있었다. 새롭게

이주했던 4단지 산책길 초입에 위치한 탑상형 주거동 437동은 하루

종일 새소리가 들리는 울창한 숲 속의 집이다. 비록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단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거주환경에 적

응해야 했던 강렬한 경험을 통해 아파트 키드로서의 정체성을 완성

시켜나갔다.

47) Chawla(1992). op. cit,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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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지 최남단에 위치한 437동)

거주자 G: 예전부터 이 운동기구가 놓여져 있었어요. 윗몸일으키

기 하고 (웃음) 여기도 뷰(view)가 되게 좋지 않아요? (연

구자: 거대한 숲에 입구 같은 느낌이네요) … 여기가 저희 

집에요. 2층에서는 (마치 단독주택에서처럼) 엄마도 밖에다

가 내다보면서 인사하고, 어디 나갈 때, 차타고 나갈 때 인

사를 주고받고, 만약 부를 일 있으면‘엄마!’하고 부르고.

(437동 2층으로 올라감)

거주자 G: 예전에 아버지가 설치하셨던 도어락이 그대로 있네

요. (2층 복도 창문을 보면서) 여기서 바람이 막 불어요. 

나무 흔들리는게 보여요. 제 방도 거실 왼쪽에 (둔촌습지 

방향)있는데 좀 어둡기는 했지만 정말 좋았어요. 동생방

도 특이했던 게 창문을 열면 '단'이 있었고, 여기 물건들

을 넣거나 보관 할 수 있었죠. 그게 엄청 특이하게 느껴

졌어요. (탑상형 아파트는 두 개의 주출입구가 존재) 출

입구가 두 개라서 한 쪽은 차를 타러 가는 쪽이었고 하

나는 그냥 걸어가는 길로…

거주자 G는 오감을 자극하는 자연환경과 접하게 되면서 이전 주거

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주거공간의 특성들을 알아채기 시작한다. 2

층 집은 거주자들의 시각적 만족감을 충족시켰다. 아파트 앞 화단에

는 은행나무, 감나무 등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다가 주민들이 화

분을 내놓아 출입구를 둘러싸고 다양한 종류의 꽃이 피어있다. 메타

세콰이어가 무성한 4단지 산책길과 둔촌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거대

한 거실 유리창은 거실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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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G:(현재 사는 아파트는) 갇혀서 산다고 봐야죠. 뺵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들어가면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너무 강

해요. 집이 20층이라서…구조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살 때는 복도형이고 하다보니까 집 문만 나오면 사람들

이 많고…복도에 보면 사람의 흔적이 많자나요. 집기도 많이 

놓으시고…바로 거실 옆에 전면유리가 있어서 거기가 늪지, 

숲 방향인거에요 커튼을 열면 숲이 보이고 바람이 불면 나무

가 흔들리는 게 보이고... '자연'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산들바람이 불어오는데다가 참새, 뻐꾸기, 지

빠귀의 소리가 청각을 쉬지 않고 자극했다. 거주자 G는 1단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깨끗함, 쾌적함과 자연경관의 혜택을 누리면서 교

외의 중산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유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아파트동이 단지의 끝에 위치한 만큼 통학을 할 때나 단지

외부로 나갈 때 보행 동선이 길어져서 불편함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거주자 H도 “437은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져 가장 보기 좋은 예쁜

아파트”라고 평가했다. 437동은 거주자 G 에게 ‘초월성’의 장소로서

경험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주자 G는 자연녹

지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둔촌 주공아파트의 가

치는 입지조건이나 물리적 환경이 아닌 아파트 단지 획일성을 완화하

면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에서 오는 “주거의 질”이다. 4

단지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던 삶의 경험은 단순히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단지 자체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했다. 4단지에서의 주거경험은 다른 주거지로에서의 생활경험과 인간

미가 없는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교됨으로써 뚜렷하게

각인되며 “서울시내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공간”으로 둔촌 주공아

파트를 ‘이상화(idealization)’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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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거주자 G 437동 (시계방향으로) 현관 문 앞 은행나무, 출입구에 놓

인 의자, 집에서 보이는 풍경, 주거동 전경

4) 소결

집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면서 “하나의 우주”다.48) 거주공

간은 거주자의 삶의 중심적인 공간이자 내밀하면서도 사적인 경험

과 감정들이 얽혀있는 장소이며 어떠한 공간보다 삶과 정체성의 의

미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장소이기도하다. 집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장소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강할수록 해당

장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두텁게 재현된다.

아파트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거주자들은 아파트 주거공

간을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로서 여긴다. 주거공간에서의 경험은 생

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생산되어 수용되지만, 특히 아동기의 거주경

험에서 형성된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머무르며 정체성에 영향

48) Bachelard. G. (2003).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서울: 東文選: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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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치고 장소들을 특별하게 만든다. 아동기의 활동에 있어서 주거

공간과 인접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이웃등과 시간을 보낸 경험, 자유

롭게 뛰어 놀면서 공간을 전유하는 경험은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장소에 대한 애착을 높인다. 행복했던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는 단순

한 애정(affection)을 넘어서는 초월성(transcendence)은 오감을 통한

강렬한 경험을 수반하면서 자아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현대적인 신화로서의 집(home)”의 은유법을 넘어서기

위해 개인의 실존적인 주거경험에 대한 기억들 간에 발생하는 경합

성에 주목해볼 수 있다. 주거경험은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주택규모, 주거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주거경험

의 기억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발적 이주였는가 아니면 외부적

인 요인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주거공

간이 단순한 주거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양가적인 감정은 발현된다. 예컨대 주거

공간에 추억의 장소로 의미를 부여하고 장소의 상실에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거주자 C와 달리 거주자 G의 장소경험의 의미를 둔촌 주

공아파트만의 유일무이한 특별함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Lewicka(2014)의 주장과 달리 과거에 살았던 주거지를 이상화

(idealization)하는 능동적 장소기억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

성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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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거주자가 애착이 있는 옥외공간의 장소들

3. 장소애착을 형성하는 옥외공간의 장소들

집이 거주자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장소기억의 중심이라면 옥외공

간은 반복적인 일상생활로부터 집단적인 경험을 축적해가는 반(半)사

적, 반(半)공용의 공간이다. 거주자는 계획가들의 의도대로 조성된 놀

이터, 보행로, 등나무 벤치, 정자 등 옥외공간을 이용함에 따라 사람

과 사람, 사람과 장소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강화하고 ‘우

리 동네’로서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심리적 유대가 다져진다. 경관에

각인되는 공적인 기억은 재생 될 수 있는 장소의 물질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옥외공간 이용의 이면에는 ‘일상생활의 창조성’을 강조

한 드 세르토(De Certeau)의 주장처럼 일상생활의 반복적이며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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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거주자들의 행위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옥외공간을 전유하고

미시적인 차원의 저항이 존재한다. 그는 도시공간을 경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파놉티콘(panopticon)적 방식과 길거

리를 걷는 방식을 언급한다(박명진, 2005; 장세룡, 2016). 단지 안의

보행자는 계획된 공간들의 장소들을 우회하면서 자신만의 보행로를

만들어내는 공간적 실천을 수행한다. 거주자의 옥외공간 이용은 계획

자의 의도에 저항하는 맥락을 창출해내며, 이러한 공간적 실천과 관

련된 장소기억은 개인적이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복원된다.

거주자가 단지 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의 대부분이 옥외공

간에 분포하고 있다. 초점집단인터뷰와 보행 인터뷰에서 언급되는

회수가 높은 옥외공간의 장소들을 다섯 가지 장소로 압축하여 장소

기억을 분석 할 것이다. 첫째는 유년시절의 장소경험이 풍부한 놀이

터이다. 청소년기에 이주해 온 거주자 A를 제외 한 모든 참가자들

이 기린놀이터를 비롯한 놀이터에서의 풍부한 장소경험과 장소상실

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둘째, 녹지공간에서의 경험과 기억들이다. 참

가자들은 자신이 애착을 느끼는 장소들로 특정한 수목이나 자연녹

지와 관련 된 기억들을 언급했다. 셋째, 보행자들의 장소경험의 공

간으로서의 길이다. 보행로는 일생생활에서의 걷기를 통해 단지 내

경관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면서 장소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공

간이다. 마지막으로는 일생생활의 실천적인 장소로서 해석할 수 있

는 옥상, 텃밭, 그리고 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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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H: 여기는 구조물이 전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지금처럼 패키지 방식

의 놀이터는 아니긴 했어도... 예전에 살던 H아파트는 

구조물 하나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연결되어있는 전

형적인 패키지 형태의 놀이터였지만, 둔촌 주공에는 독

립적이고 특이한 디자인의 놀이터들이 많았죠. 

거주자 G: 놀이터를 "원정"을 다녔어요. (2단지에 있는) 놀이터

를 놀러가는 경우가 많았죠.

거주자 H: 얼핏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특색이 있는 놀이터가 

단지 마다 하나씩?

1) ‘놀이터’에 대한 아파트 키즈의 장소기억

Huizinga(2010)에 의하면 놀이는 탈일상성의 욕구를 실천하는 자

발적인 창조적인 행위이다. 놀이터는 아이들의 창조적인 놀이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단지 내에 공급되지만, 안전을 이

유로 오픈스페이스에 조성하여 놀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간이자,

어머니들의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종종 주차

장이나 텃밭으로 전유되기도 한다. 최근 옥외공간에서의 아이들의

놀이 활동이 급감하는데 반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오락 활동이 증

가하면서 단지 내 놀이터는 급속하게 황폐화 되어가며 탈선장소와

위험시설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생생활에서의 반복되는 놀

이의 경험, 동네친구들을 만나 사귀었던 최초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켜켜이 얹혀있는 장소가 놀이터였다. 놀이터는 참가자들이

언급한 옥외공간 중에서도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들

의 지역적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뚜렷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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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I: 콘크리트로 만든 기린미끄럼틀이 제일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앞쪽에 살아서 정말 많이 탔거든요. 하도 많이 

타다보니 미끄럼틀 슬라이드 자체가 맨질맨질 해졌죠.

거주자 H: 5살 때 처음 봤던 놀이터들이 너무 신기했죠. 기린

놀이터는 정말 신기 그 자체였어요 ...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숲속길이 있고 놀이터가 나오는데 ... 보면 어우, 

엄청 높은 기린놀이터가 보이면 다시 한번 무서움을 느

꼈어요. 여기서 다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떨어지기도 

하고...

거주자 F: 떨어져서 배를 움켜잡는 애들도 있었죠.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에는 총 12개의 놀이터가 분포되어 있다.

부대시설로 정자나 등나무 벤치가 설치되어있어 보행자나 이용자에

게 휴식공간으로 애용된다. 현재는 1980년 준공 당시에 설치되었었

던 놀이시설들이 안전관리기준 미달로 인해 전량 철거 된 상태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단지 내 12개의 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시설

을 존재했고, 시각적으로도 각각의 “특색”이 있으며 로켓형 미끄럼

틀, 집 모양의 미끄럼틀, 토끼그네 등 독특한 놀이기구들이 놀이터

마다 장소성을 부여했다고 기억한다. 거주자 H는 306동, 308동 사이

에 위치한 놀이터 앞 구조물을 “스톤헨지(Stonehenge)”, “구엘공원

(Park Guell)”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계획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없

는 흥미로운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거주자 G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놀이터에서 출발해 타 단지에 있는 특색 있는 놀이터들을

찾아 친구들과 2단지로 "원정(遠征)"을 다녔던 경험이 떠오른다고

했다. 거주자 C는 당시 너무 어렸던 탓에 직접 기억이 나지는 않지

만, 집 앞에 있던 놀이터의 놀이시설에서 모래밭으로 떨어져버린 자

신을 구하러 달려왔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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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 이 기린놀이터에서 맞은편에 돌아가는 미끄럼틀 있

었자나요. (일동: 나선형 미끄럼틀!) 그 두 군데를 기지

로 해서 맨날 BB탄을 쏘는거죠. 저는 그 총을 너무 싫

어해서... 짖굳은 애들이 지나가는 여자애들이나 작은 애

들한테 막 쏘는게 너무 싫었어요. 아직도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여전히 우리가 어렸을 때 했

던 놀이가 대물림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

요. 

  

거주자 H: 롤러블레이드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는 아이

들이 롤러블레이들 타고 내려가기도 했다. 이 옆에 ‘꽈

배기모양’의 미끄럼틀이 있어요. 양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탈출”이라는 놀이도 했고! 

단지 내 놀이터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놀면서 1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데 있다. 아이들이 옥외공간에서 마주치는 놀

이 동무들을 또래집단(peer group)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회화의

중요한 대행자(agent)다(김한중, 2016). 또래집단에서 아동들은 놀이

문화를 공유하면서 상대방과의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고 동료관계를

최초로 경험한다. 3단지 중앙에 위치해있던 기린놀이터의 형태는 장

고형(hourglass)이며 넓은 면적과 놀이시설의 특이함에 있어서 나머

지 11개의 놀이터들을 압도하는 랜드마크였던 탓에 아파트 키즈의

구심점으로 기능했다. 기린놀이터에 모인 아이들은 서로 놀이를 가

르쳐주며 놀면서 ‘동네친구’로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기

린놀이터에 높이 솟아 있던 ‘기린미끄럼틀(높이 5m)’49)은 아파트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인식된다. “스릴이 있고”, “무서운” 기린미

49) 이인규(2015),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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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 저도 (철거가 끝나고) 기린미끄럼틀 잔해를 가져왔어

요.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가져오는데 무거워서 

엄청 힘이 들었네요.

거주자 E: (기린놀이터는) 잘 보존해서 다음 아파트 지을 때 그대

로 복원하면 참 좋을 텐데요.

끄럼틀을 내려오는 것은 일종의 담력테스트와 성격을 띠었기 때문

에 기린놀이터는 또래집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과의례

장소이기도 했다. 거주자 F는 심지어 어린 시절에 “기린미끄럼틀 노

래“를 불렀다고 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은 노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존재여부를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기억 간에 경합이 일어났다.

과거에는 기린놀이터가 3단지 내 보행로의 결절점(node)으로서 기

능하다보니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에는 또래집단 간의 영토적 경

합, 땅뺏기가 일어나는 장소였었다. 거주자 G는 기린놀이터에서 “위

례(초등학교) 애들하고 둔촌(초등학교) 애들하고 갈려서 놀았던 것

같아요”라면서 “아이들 집단 사이에 많이 충돌했었죠. 서로 다투기

도 하고 원두막 기둥에다가 서로 ”위례 꺼져!”와 같은 욕을 써놓기

도” 했다고 기억한다. 이것도 어린이들이 즐기는 경쟁적인 놀이의

일부다. 이와 유사하게 2단지 놀이기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우리

구역”이라는 낙서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동네 친구

들과의 놀이경험은 나와 다른 타자를 만나 아파트 키즈로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진정성 있는 장소 의미를 생

산해 내는 아우라(aura)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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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기린놀이터를 비롯한 12개 놀이터의 모든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철거작업50)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놀이터를 기

억하던 참가자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회상한다. 철거소식이

공고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주자 A도 있었지만, 소

셜미디어를 통해 철거소식은 거주자들 사이는 물론 외부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처음 SNS에 알렸던 활동가 B는 물리

적인 장소자체가 상실됨에 따라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은 장소에 대

한 기억들도 급속하게 소멸되리라는 위기감이 발현되었다고 회상한다.

기린놀이터 철거는 추억으로 가득 차있던 장소를 진정성이 사라진 ‘흔

적(spur)’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이자, 후속 세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주던 물리적 연결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했다. 이는 조만간 재건

축 사업으로 철거될 아파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기린놀이터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활동가 B는 촉박한 시간 속에

서도 주민인터뷰, 사진수집, 실측조사, 철거전야제 불꽃놀이, 기념품

제작 등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장소상실에

대응하고자 했다.51) 이러한 재현작업에는 기린놀이터에 애착심이 강

하며, 장소상실에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 키즈와 추억을 공

유하는 남녀노소들의 느슨한 참여와 적극적인 기능재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거주자 C는 둔촌 주공아파트에 살던 것은 아니었지

만 프로젝트의 일환 중 하나였던 철거전야제(2014. 10. 27)와 불꽃놀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으며, 거주자 E는 철거 당일에 기린놀

이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래고 즐거웠던 추억을 간직

하고자 했다. 임박한 장소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지니고

있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고유한 장소성을 복원하고

50) 단지 내 12개의 놀이터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8월 29일에 모든 놀이터에 대한 철거를 주

민들에게 공고하였다. 연구자 내부자료.

51) 이인규(2015),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3�의 전반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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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기린놀이터 기린미끄럼틀의 철거 전(좌) 미끄럼틀 철거 현장(중) 

기린놀이터의 현재 모습 (우) (출처: 이인규, 김기수, 연구자 소장자료)

장소기억의 재현”52)이 중요해진다. 거주자 G의 감상처럼 기린놀이

터란 장소는 평평해진 모래밭 위에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지만, 기

린미끄럼틀이 철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장

소기억과 정서를 공적인 공간에서 공유하는 기회를 최초로 만들었

다. 즉, 기린놀이터의 아우라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직접 아파트 단

지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기

억의 장소’룰 생산해내며 진정한 ‘고향’을 만들어나가는 기억공동체

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52) 박재민·홍윤순(2016) “태릉선수촌의 기억의 장소와 장소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

회지 17(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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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나만이 알고 있을 법한, 정말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거주자 I: 나뭇가지 엮어서 아지트처럼 만들고 놀곤 했어요.

거주자 F: 수국나무 밑에 들어가서 자주 놀았어요.

활동가 B: 봄에 라일락이 펴서 아주 예뻐요. 324동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탔는데 경사진 길이 있어서 여기를 타고 내

려가면 라일락 향기가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지

금 봄만 되면 라일락이 피고요. 기린 놀이터를 왔다갔

다 하고 놀았을 때 경사가 엄청난 곳이죠. 그리고 이쪽

에서는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썰매를 타곤 했어요. 

거주자 H: 저는 계수나무의 달콤한 향기가 너무 좋아요.

거주자 G: 벚꽃나무가 밀집해있어서...벚꽃비가 내리는 곳이 있

어요.

거주자 E: 저는 이 은행나무 길을 좋아해요. 저는 그 냄새를 좋

아해서요.

활동가 B: 저는 여기 있는 개나리.

2) ‘아파트 숲'에 대한 장소기억

단지 내 녹지공간은 거주자에게 쾌적함과 상쾌함을 제공하고, 주

거지의 경관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때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

이다. 이는 주거의 질을 향상시켜주면서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을 갖는데 기여한다. 빽빽하게 늘어있는 콘크리트 주거동 군집 때문

에 삭막해진 도시경관을 묘사할 때나 “아파트 숲”이라는 표현이 애

용되고 있지만, 둔촌 주공아파트의 아파트 키즈 사이에서 이 전혀

다른 의미로 전유된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관은 외부인 관찰했을

때에도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숲’이라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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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수목들에 파묻혀있다. 이처럼 도시공간에서의 경관차원에서

도 둔촌 주공아파트의 이미지는 특별하다. 또한 단지 별 수목 분포

의 차별성은 물리적 경계가 희박한 단지들에 개성적인 경관이미지

를 부여하는데 기여한다.

이인용(2016)의 연구에 따르면 둔촌 주공아파트의 12개 조사구에

서 수집된 수목의 종류만 해도 62종 1,676그루나 된다. 대표적인 수

목은 단풍나무, 왕벚나무, 산수유, 향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

티나무, 메타세콰이어, 감나무 등 이다. 단지 내 조경을 담당하고 있

는 60대 거주자 J에 따르면 단지를 통틀어 한 그루 씩만 자생하고

있는 수목 종류도 상당하다고 한다. 이는 매년 식목일 마다 주민들

이 수목을 식재하면서 처음 조경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해 수목 종

류가 장기간에 걸쳐 늘어난 결과라고 추측된다.

[그림 5-10] 아파트 숲의 이미지 (출처: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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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J: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계수나무에요. 저쪽 너머에 둔

촌동 성당이 있어요. 후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여기만 지

나가면 달고나 굽는 냄새, 쿠키 굽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

라구요. 지금이 제일 많이 날 때에요. 혹시 냄새 맡아봤나

요? (임: 저도 여기서 처음 맡아봤어요) 계수나무 냄새를 

많이 맡으려면 잎이“빠삭빠삭”하게 마른상태에서 맡으

면 많이 나요

수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도 풍부한 만큼 거주자들을 녹지공간

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들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Cooper

Marcus(1992)는 아동기의 장소들을 지하배수로, 오두막, 현관 등 어

른을 위한 공간을 자신의 용도로 전유한 장소, 자연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둥지와 같이 숨는 장소, 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요새나 트리 하

우스(tree house)같은 장소들로 분류한다. 거주자들이 어렸을 때 수

목 주변에서 놀거나, 수목의 성장과정을 관찰했던 경험들은 해당 수

목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기억 속에서 현존한다.

거주자는 수목을 시각적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 같은

예민한 감각들을 활용해야 수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관련된 기억

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라일락, 계수나무처럼 좋은 향기를 내는 수

목들에 참가자들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행나무의 열매 냄새

에 호감을 느끼는 참가자도 있었다. 거주자 G는 아카시아 냄새가

진동하는 샛길에 우연히 들어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학교친

구들과 피해 다녔던” 경험이 기억난다고 한다.

1단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수목은 계수나무다. 단지

내 계수나무는 일반적인 계수나무에 비해 크게 성장하는 편이다. 계

수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 거주자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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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H: 1단지는 나무가 아주 높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빛이 

잘 들어와요. 그런데 2단지의 경우에는 숲이 울창해서 그

런지 .그림자도 높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주자 J: 2단지는 완전 숲 속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에어

컨을 튼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단지만 들어오면 시원해

요. 저쪽 문으로만 들어오면. 나중에 조경을 공부하니까 

숲이 우거지면 2도내지 3도까지 기온이 낮아진 더라구요. 

가로변 보행로를 걸을 때 단지 안에서 풍기는 계수나무 냄새를 느

낄 때 “집에 왔다”라는 안도감과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2단지는 높이 20~30m 사이의 메타세콰이어 군집이 단지 외곽과

내부도로를 빽빽하게 메우고 있어서 햇빛을 가리게 될 경우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거주자 J에게는 여름철 단지 내 기

온을 낮춰주는 ‘숲’의 존재는 2단지를 다른 어떤 곳보다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다. 거주자 H에 따르면 가을에 접어들 무렵부터 2단지

의 계수나무들이 ‘솜사탕 냄새’를 내뿜으며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1

단지의 계수나무들 보다 향이 더 강하다고 느낀다. 거주자 G, H는

봄마다 벛꽃비가 내리는 놀이터 인근 삼거리를 단지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꼽는다. 거주자 G는 사색에 잠겨서 우연

히 2단지를 지나가다 벚꽃비를 맞으며 경이를 느꼈다고 한다. 다른

단지들과 달리 단지 외곽에 수목의 밀집도가 낮고 숫자자체가 적은

3단지에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대한 수목들이나 감나무, 꽃사과나

무와 같은 과실수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혹은 1층 주민들이 사

생활 보호와 실용적인 용도를 위해 가느다란 대나무를 베란다 앞에

심어놓은 경우가 많았다. 거주자 F는 기린 미끄럼틀 옆에 있는 커다

란 버드나무 한 그루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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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 둔촌 주공에는 에어컨 없이 쭉 (여름을) 버티시는 분들

도 꽤 될 꺼에요. 특히 4단지는 온도자체가 낮은 게 느

껴져요

거주자 G: 나무들이 오래된 느낌을 느꼈어요. 아마 건설 당시에

도 그대로 있었을 것 같은 나무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사진을 찍다보니 여름에는 아파트 벽을 타고 올라가는 

‘덩쿨’이 참 많더라구요..

4단지는 후면에 외곽으로 조성된 산책길에도 30m에 가까운 메타

세콰이어가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배후의 둔촌습지의 존재로 인해

수목이 울창해짐에 따라 거주지의 온도를 하락시키는 부수적인 효

과도 얻는다. 거주자 G도 매년 조금씩 자라고 있는 집 앞의 메타세

콰이어가 세 그루에 애착이 있다. 4단지 내 공간의 상당부분(면적의

약 1/7)을 차지하는 두 개의 동산(작은 동산, 큰 동산)은 방문자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단지 밖의 소음을 차단해주면서 고요한 분위기

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녹지공간이며, 일부 거주자들에게 4단지를

관통하는 지름길로 애용되는 장소다.

3) 보행자의 기억저장소로서의 '길'

옥외공간에서의 장소들을 탐구할 때에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보

행로들과 거주자들이 다져놓은 흙길들을 따라 장소를 찾아가면서

진행되었다. 장소애착과 관련하여 보행 인터뷰를 활용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五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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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해서 감각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장소기억의 재생을 돕는다.

둘째, 오감을 통해서 지식은 몸으로 체험 되면서 단지를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단지 내에서 삶의 다양한 기억과

체험, 일상의 숨결과 체취, 장소령(geinus loci)등 ‘보이지 않는 도시’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참가자들과 연구자의

공간과의 내밀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김미영·전상인, 2014). 이

를 통해 연구자와 참가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체험을 하면서 장소와

관련 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장소와 기억을 연결시켜 애

착이 발현되는 과정을 유도하고 이를 바로 옆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걷기는 방법론이자 그 자체로서 오감을 통해 공

간을 인지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걷기가 이루어지

는 보행로(길)도 장소애착의 탐구대상인 장소로 전환 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단지 내에서 애착을 느끼는 장소 중

하나는 반복적인 걷기를 통해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길’ 자체였

다. 보차분리로 보행자들에게 안전감을 주는 보행로들과 한적한 산

책로는 거주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보행을 통해 사색

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간이며, 어떤 사람이 좋아서 선택한 보행로는 본인의 심리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많은 길들을 직접 소개한 거주자 H는 재건

축 투자 목적으로 입주한 세대의 자녀로, 20대 초중반부터 둔촌 주

공아파트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단지에 애착심이 강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내

부자로서 강한 애착심을 보이기도 한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에

위치한 사진가로서 단지 자체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아 단지 내 다

양한 길들을 ‘산보객(flaneur)’으로서 걷고 관찰해왔다. 이 과정 속에

서 아파트 내 장소들과 경관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단지와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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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진을 찍어 오실 정도로 애착이 있으신 길도 있었나

요?)

거주자 I: 1단지 쪽 입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이쪽에 위치한 이 

길도 계절감이 강해요. 벚꽃이 엄청나고, 은행도 엄청

나고...저는 이 길을 걸을 때 유독 계절감을 확 느끼게 

되요...여름에는 실록이 강하고...계절감이 유독 강한 거

리라고 생각해요.

거주자 A: 저는 지하철 타고 단지 내로 들어왔을 때 펼쳐지는 이 

벚꽃길.

거주자 D: 벚꽃길에서 벚꽃이 피면 항상 중간고사 시즌이라서 사

실 벚꽃놀이를 할 수 없다보니 질 때면 오히려 더 괴롭고 짜

증이 났어요.

일체감을 갖기 시작했다.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현재에도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상시로 관찰을 수행하는 만큼 단지 내의 물리적 변화와

경관적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내며, 장소가 주는 인상에 대한 구술

내용이 풍부한 편이다.

(1) 1단지 진입로(벚꽃길)

[그림 5-11] 1단지 진입로 단지 초입(좌)과 단지 내에서 보행로와 도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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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G: 골목길 느낌이 많아요. 어떤 판자촌 같은데 가면 연

결된 골목길이 있자나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골목

길의 느낌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거주자 I: 1단지를 지나다 보면 집집마다 찌개 끓이는 냄새 나

고…

거주자 G: 고양이 새끼들이 인도 한복판에 누워있기도 하고

1단지 진입로는 둔촌동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아파트 단지로 진입

할 수 있는 인공적인 보행로다. 지하철이 입지해 있다 보니 둔촌 주

공아파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이 진입로는 1단지 내부의 주

거동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보행축이기도 하다. 해당 보행로는 장소

애착을 보이는 참가자로부터 세 가지 의미를 부여받았다, 첫째는 단

지의 계절감을 느끼는 장소, 둘째는 위로를 받는 장소, 셋째는 골목

길의 느낌을 주는 향수의 장소로서의 의미다.

거주자 A의 기억처럼 4월 봄에는 보행로 양 옆으로 벚꽃이 흐드

러지지는 1단지 진입로는 보행자에게 애착심을 유발한다. 거주자 D는

벚꽃놀이 조차 즐길 시간이 없이 바빴던 학창시절의 자신을 벚꽃나무

들이 약올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기억한다. 거주자 H는 이 길에 진입

하는 순간부터 단지 밖과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피부로 느끼

곤 했다. 봄에는 화사한 벚꽃, 여름에는 짙푸른 실록, 가을에는 곱게

물든 낙엽 지는 것을 보면서 계수나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보니 “계

절감을 유독 강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활동가 B는 진입로 안에 들어

서면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이 음소거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오

늘 하루도 수고했다”라는 위로를 주는 느낌을 항상 받는다고 했다.

단지 안에 들어섰을 때 퍼지는 찌개의 냄새는 골목길의 향수를 후

각을 통해 전파한다. 둔촌 주공아파트에서의 고향으로서의 정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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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안에서 즐거웠던 유년시절의 경험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겨운

골목의 이미지가 뒤섞인 것이다. 골목길은 자신이 태어나 떠나온 고

향이 주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고향의 대리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고향은 모성과 유년과의 행복을 상징한다.”53)

거주자 H는 1단지 진입로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를 표출하지 않았다.

거주자 H에게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 경사로라서 평상시에는 걷

고 싶지 않아한다. 거주자 C도 어렸을 적에는 걷기가 힘들어서 어머

니한테 엎어 가달라고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있다.

(2) 1단지 내부 보행로

[그림 5-12] 1단지 내부 보행로  인동녹지를 관통하는 곡선형의 콘크리트 길 

1단지 주거동 사이를 가로 지르는 내부 보행로도 장소애착의 대

상이다. 인동녹지 위에 만들어진 폭 2m 가량의 콘크리트 S자형 보

행로인데 보행자는 걸으면서 양쪽에 펼쳐진 넓은 잔디밭이나 들꽃

53) 김홍중. (2008).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경제와사회, (7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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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D: 저는 2단지에 우거진 숲길이 너무 좋아요. 하교길에마

다 항상 지나다녔거든요. 피크닉 할 수 있을 정도로 넓

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풀이 너무 우거지다보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거주자 H: (2단지 둘레길은) 여기는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오곤해요. 잔잔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때도 말이죠. 

안쪽 길은 급하게 밖으로 나갈 때 내려가죠. 4단지 산책

길도 그렇지만 여기에도 메타세콰이어 뿌리와 줄기들이 

마치 계단을 이루면서 보행자들이 내려가기 편하게 만들

어져 있어요. 

거주자 K: 제가 제일 아끼는 장소는 2단지의 계수나무 길이에요. 

정말 좋은 공간들이 많아요. 2단지가 특히 그런 느낌을 

주고요, 4단지에는 습지가 있고요. 저도 아직 까지 못 

찾았지만 이 아파트를 가장 처음에 조경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요. 

들을 감상 할 수 있다. 내부보행로를 따라 내려가서 왼쪽으로 꺾으

면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1단지 진입로에 도달하게 된다. 거주

자 G는 흙장난을 했던 모래밭, 눈썰매를 타던 언덕으로 연결되는

길이며 자신의 집을 바라보거나 지상파 방송파에서 아침 생방송을

촬영하러 나왔던 현장 구경하기도 했던 추억이 있다. 거주자 G는

단지 내에서 “가장 예쁜 길이자” 단지의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한 길로서 강한 애착을 표출한다.

(3) 2단지 둘레길과 계수나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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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2단지 둘레길과 계수나무길 계수나무 향기가 나는 고요한 산책로들 

2단지의 장소성은 특유의 고요함과 정적인 분위기를 인지함으로

써 만들어진다. 거주자 H는 2단지의 둘레길을 ‘사색’이 필요할 때

여유를 가지고 산책하는 길로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조용하고 한적

한 2단지 둘레길은 주민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다.

길의 폭은 매우 좁으며 경사가 있는 지형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아

파트 입구까지 연결되어있다. 20m 이상의 자라있는 메타세콰이어를

중심으로 계수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길을

걷다보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장소에 도달하기도 하고, 구석에 위치

한 폐(廢)보도블록 더미를 지나치기도 한다. 역시 둘레길과 맞닿아

있는 2단지의 샛길도 보행자에게 걷는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길에서

마주치는 백열전구 가로등, 타일로 만들어진 등나무 정자, 원형 등

나무 정자와 고양이들이 보행자의 감성을 잡는다. 2단지에도 화려한

맛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203동 옆에 있는 삼거리가 봄에 벚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은 보행자의 오감을 자극한다. 50대 거주자 K도 2단

지에는 타 단지들보다 좋은 공간들이 많으며, 그 중에서 장소애착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장소로는 계수나무가 우거져있어서 가을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2단지의 계수나무길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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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G: 여기도 추억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하고 강아지랑 같

이 걸었던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으셨

고... 강아지도 건강할 때 였는데, 둘이 걸으면서 사진을 찍

은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

은건데... 이게 어디 아파트 안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라겠다. 제가 살던 437동...강아지가 아빠 차 

클락션 소리를 알아 듣더라고요. 그럼 막 반긴다고 통유리

를 보고 짖기 시작해요. 

거주자 C: 여기서 할머니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중간쯤에 

할머니가 걸어가시고 제가 여기서 사직을 찍었어요.  그래

서 너무 아까워요. 여기가 없어지면…재건축 계획안이 결정

될 때 마다 이 둘레길을 어���게 해 버릴까봐 맘에 걸렸어

요. 한국에 이런 나무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4) 4단지 산책길

“4단지 산책길”은 단지 내 거주자들이 애용하는 산책로로서, 아파

트 단지 경계를 가득 매운 메타세콰이어 군락의 사이공간이 사람들

에 의해 다져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흙길이라는 특징이 있다. 본

래 단지의 경계선에 불과했으나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흙길도 넓

어지고 인접한 주거동과 연결되는 길들도 뻗어나가게 되었다. 항상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으며 일자산 일대와 둔촌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들이다. 4단지 산책길의 장소성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는데 하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면서 개인적인 추억을 만들

어가는 산책로이고, 둘째는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생태계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둔촌습지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낸 투쟁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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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장소성을 의미한다.

4단지 산책길을 끼고 위치해 있는 주거동(430동, 429동 421동, 420

동)을 통틀어 주민들은 “김일성 별장”이라는 부른다. ‘김일성이 별장

을 지을 만큼 좋은 경치’라는 뜻에서 경관의 가치는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 산책길의 별명으로는 “묵주

기도의 길”이 있다. 천주교 신자들인 거주자들이 묵주기도를 여기서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50대 거주자 K는 4단지 산책길의 변

화상 기억해낸다. 산책길에 메타세콰이어는 처음 이주했을 때는 별

로 높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자라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길

이 자연스럽게 완성되었다. 거주자 K는 “우리아파트는 그냥 자체가

공원”이며 “현재까지 둔촌습지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낸 아파

트 주민들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산책길 인근에 위치한 437동에 살았던 거주자 G는 산책을 하면서

습지 쪽의 자연풍경이나 단지 내에서의 일상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일성 별장”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것이

고, 자신이 살았던 집 옆에 이런 자연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

랑스러워했다. 또한 거주자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해주고, 할머니와의

추억이 쌓여있는 장소인 아파트 단지의 자연녹지가 재건축에 의해

서 파괴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낀다. 거주자 H에게도 4단지 산

책길은 통근을 위한 일상생활의 통행로이자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길이다. 산책길을 걸으면 증조할머니를 단지 바깥에 위치

한 사찰에 화장을 하고 모셨던 기억이 나며, 습지 앞에 위치한 집에

서는 아침잠을 깨우는 새소리와 종소리, 여름의 매미소리를 일상적

으로 듣고 있다. 거주자 H는 개인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SNS에 둔

촌 주공아파트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산책길은 사진을

촬영을 하다가 처음 보는 이웃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주

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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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거주자 I: 어렸을 때 자주 썼었어요

거주자 H: 저는 지금도 자주 가긴해요. 저층 주거동 옥상에는 

빨래를 많이 너셨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도 꿔먹

는 친구도 있더라구요. 넓기도 하고… 지면이 약간 푸석

하고 균열도 있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나요?)

거주자 H: 엘리베이터 시설물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주자 H: 석양을 한번 받고 싶어서 갔는데...

활동가 B: 날씨가 진짜 좋을 때는 전체 뷰가, 온 하늘이 질리게 

멋있어요. 대자연과 내가 만나는 그런 느낌. 서쪽을 보

면 어마어마할 때가 있죠.

(한강이나 남산같이 서울의 전반적인 경관이 보이나요?)

활동가 B: 한강도 그렇고 남산도 보여요

거주자 H: 요즘은 제2롯데월드가...

[그림 5-14] 둔촌습지 인근 경작지와 4단지 산책길

4) 전유하는 장소로서의 옥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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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F: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 올림픽공원 내한공연 소리가 

집까지 들렸어요.

활동가 B: 올림픽공원에서 불꽃놀이하면 볼 수 있어요

[그림 5-15] 115동 옥상 아파트의 옥상도 전통적인 마당과 기능상 유사하다. 

아파트에서 옥상은 공용면적으로 계산된다는 공공공간이라는 점

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취급되는 일반주택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마당’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

능적 차이가 없다. 즉, 옥상이란 일상생활에서의 가사노동과 휴식이

병존하는 공간이다. 오픈스페이스이기도 한 옥상은 사실상 다목적

공간, 일종의 ‘멀티스페이스’다.54) 대부분의 참가자들도 빨래를 널러

가러 옥상을 방문하거나 휴식을 취하러 올라가본 경험이 있었다. 거

주자 C는 115동 옥상을 소개해주었는데, 관리가 철저한 주인을 둔

미니(mini)텃밭, 화분들, 돗자리에서 말려지고 있는 채소들, 1개월은

모았을 법한 담배 꽁초더미, 녹슨 빨래건조대, 휴식을 위해 비치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의자, 농구공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분주하게 단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옥상공간은 노동이던 휴식이던 간에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적당한 은밀함과 안락함을 갖춘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유의 장소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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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는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거주자 C: 여기 옥상에서(428동) 아래를 바라보면, 올림픽대교

하고 한강이 조금 보여요.

거주자 A: 엄마가 빨래 널라고 간 적은 있는데...

거주자 C: 옥상에 친구하고 같이 구경을 하다가 밤이 되면, 천

문에 관심이 있던 친구여서 천체망원경으로 달 같은걸 

보고. 아주머니가 라면 끓여다가 갖다주시고 그걸 먹

고… 고등학교 때 였던 거 같아요. 

안락함과 은밀함으로 인해 옥상은 대지를 향하는 시선의 정치적

공간 대신에 하늘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공간으로 전유될 수 있다. 하

늘을 올려다볼 여유만 있다면 옥상은 장소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빽빽한 도시공간의 스카이라인과 달리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고층건물이 적은데다가, 단지 자체가

넓고 경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층고차가 생김에 따라 저층주거동의

옥상에 올라가더라도 시야가 트인다. 따라서 옥상에 올라오는 순간

느껴지는 시원한 개방감은 둔촌 주공아파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

유의 감각이다. 옥상은 아파트에서 고개를 올렸을 때 하늘을 막힘없

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활동가 B처럼 종종 불꽃놀이를 즐기

고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 뒤로 펼쳐져있는 도시의 실루엣을 감상하

거나, 거주자 C와 같이 친구와 함께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구경하는 것과 같이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장소-내-경험”이 발생하

는 공간이다.

54) 전상인. 김미영(2012). �옥상의 공간사회학 : 야누스의 두 얼굴�,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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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이나 텃밭 같은 걸 가꾸시는 분들 있나요?)

거주자 H: 저희는 텃밭이 아니라 화단을 꺼내놓았는데 누가 훔

쳐갔어요. 많이들 훔쳐 가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

우에는 (아파트의) 안 좋은 면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이웃 

간의 신뢰도 떨어지고. 

활동가 B: 텃밭이 있죠... "경작금지"라고 써 있긴 한데, 실제로 

단속은 하지 않았어요. 경비아저씨한테 여쭈어 보니까 민원

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하긴 했지만 "노인들 소일

거린데…"라면서 직접 단속은 안하시더라고요. 심하게 서로 

제재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단지 테니스장 쪽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아파트 동 사이드에 온갖 

텃밭이 많이 분포해있음. 무, 고추, 호박 등의 작물을 재배)

거주자 J: 여기 농사짓는 분들이 있죠. 여기는 공동시설이기 때

문에 원래는 경작을 하면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씩 짓는 거는 내버려두는 거죠. 어쩔 때는 경쟁적으로 

호박 같은 걸 심다보니까 저희가 걷어버린 적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는 단지 내 공유부지에 대해서 화단,

조경지는 개인세대의 편리나, 이익,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한다. 하지만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앞두면서 단지 내

관리시설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짐에 따라 주민들 단지 경계에 맞닿

아있는 녹지축의 후미진 공간에는 텃밭을 대량으로 조성하기 시작

했다. 어린 시절을 단지에서 보냈던 거주자들도 직접 경작까지 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자신이 거주했었을 때 비해서 텃밭의 수가 훨씬

늘어나다는 사실을 의아해 했다. 거주자 C는 인터뷰 도중에도 처음

보는 텃밭들이 많아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텃밭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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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1단지 텃밭과 2단ㅉ지 화단 

됨에 따라 수목을 관리해야하는 단지 내 조경사들에게는 불편한 공

간이기도 하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단지 내 경작금지”라는 플래카드

를 내걸었지만 효과는 없다고 한다. 사실 “노인들 소일거리”를 챙겨

주며 경작행위를 묵인하는 경비원과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주민들도

경작한 작물을 직접 이웃에게 나눠주며 이웃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

을 증진시키는 생산적인 장소가 되기도 한다.

텃밭과 유사하게 주거동 앞 화단을 개인 정원처럼 꾸미는 주민들

도 있다. 225동 화단은 평소에 원예에 관심이 많았던 한 주민이 조

성한 뒤 현재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화단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자비를 들여가며 주민들과 보행자들

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단의 점유는 이웃

들과 관리업체에 의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이 화단은 다년생

잣나무와 다양한 일년생 식물들이 식재되어있어서 봄이나 여름에는

거주자들에게 계절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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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옥외공간은 거주자들의 일생생활성이 가득 차 있는 반(半)사적,

반(半)공용의 공간이다. 옥외공간은 단지 내 거주자들이 직접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의미를 부여한

장소들로 풍부하다. 거주자는 계획가들의 의도대로 조성된 놀이터,

보행로를 이용한다. 유년시절의 장소경험이 풍부한 곳은 놀이터이

다. 또한 기린미끄럼틀 철거작업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억공동

체로서의 가능성을 알렸다. 둘째, 녹지공간에서의 경험과 기억들이

다. 수목은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생산해내며 참가자들도 애착을 느

끼는 장소들로 특정한 수목이나 자연녹지를 기억해냈다. 셋째, 보행

자들의 장소경험의 공간으로서의 길이다. 보행로는 일생생활에서의

걷기를 유발하고 단지 내 경관에 대한 심상을 구축하면서 산책자로

하여금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는 옥외공간을

전유한 일생생활의 실천적인 장소로서 해석할 수 있는 곳은 옥상,

텃밭, 그리고 정원이며 공간의 개인적인 전유의 과정에서는 공동체

에 대한 배려와 결과물의 공유가 동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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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물품을 구입하려면 편의점이 없어서 무조건 단지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거주자 H:  요즘에는 (단지 밖으로) 나가려면 차를 타고 멀리 나가

도 되다보니, 동네 안에 있는 상가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었

던 거 같아요.

거주자 C: 저도 어릴 때는 자그만한 근린 상가에서 볼일을 많이 

봤는데, 무조건 큰일을 보려면 성내동 쪽으로 나가서 볼일을 

봐요. 그래서 '나상가',‘다상가’ 같은 작은 근린상가에는 상

점들이 많이 닫았어요. 

거주자 I: 원래 아주머니들도 화장품이나 옷도 종합상가에서 많이 

사시고 그랬어요.

거주자 H: 1층에 수입상가가 아주 유명했었요. 저도 새로운 거 없

[그림 5-17] 단지 내 상업시설 (완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천혜상가, 1단지 점포, 둔

촌종합상가, 3단지 내‘나’상가.

4. 근린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의 경험과 장소기억

1)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장소경험과 ‘동네’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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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이 기웃거리곤 했어요. 

거주자 G: 책방도 있었고… 

거주자 H: 여기 옆에 체육센터다 보니 스포츠 용품을 파는 상점들

도 아주 많았아요. 

거주자 I: 옛날에는 단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세팅이 

잘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근린은 우리가 집처럼 느끼는 구역을 의미한다.55) 단

순히 추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용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동네로서의 영역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단일한 근린주구단위(neighborhood unit)로서 단

지 내에서 교육, 소비, 여가활동이 가능한 완결자족적인 마을로 설

계된 까닭에 주민들은 단지의 외부지역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덩어

리”, “커다란 마을”이나 “동네”로 정서를 공유한다. 특히 공간구조적

으로는 단지 밖의 보행로와 접는 면을 둘러싼 담장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대한 경계를 분리하면서 외부공간과 차단된 폐쇄적인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은 거주자로 하여금 ‘동네’라는 인식을 형성

하는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다. 현재 성내3동 일대에는 은행, 학원,

대형마트, 체육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섰지만 준공 당시부터 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단지 초입에 위치한 둔촌종합상가와 단지 별 소규

모 종합상가들이 식료품, 생활용품의 구입과 사교육을 해결할 수 있

는 유일한 근린생활시설이었다. 대형 마트가 있던 둔촌종합상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990년대 후반까지 단지 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아동기의 거주자들이 접근가능 했던 소비공간은

근린 내에 문방구, 만화방, 중국집, 슈퍼, 빵집, 붕어빵 노점상 등으

55)  Tuan, Yi-Fu. (2011). �토포필리아 :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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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I: 사회체육센터 안에…

활동가 B: 유아체능단이라고 불렀어요. 

거주자 F: 5살 까지 가는 거 였던가?

  거주자 F: 초등학교 때는 성내동 사는 친구들이 둔촌초등학교

로 다니기 때문에…1학년 때는 담임선생님들이 큰 길 

까지 데려다주곤 했죠. 성내동도 몇 번 가고.

로 제한되지만 소비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다

고 기억한다. 거주자 C도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했던 유년시절의 경험

을 떠올린다. 학교가 끝나면 둔촌초등학교 옆 소형점포에 입점해 있

던 문방구는 학용품을 구경하고 미니카 경주를 하던 ‘핫플레이스’였

다고 기억한다. 거주자 H는 단지 내 빵집에서 노릇하게 구워낸 마

들렌을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감동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거주자

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동네로서의 아파트 단지라는 인식은

소비생활의 변화와 맞물려 약화되기 시작한다.

상업시설의 이용과 더불어 단지 내 위치한 초등학교로 등교했던

학생들은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동네로 인식하기에 용이했었다. 단

지 내 초등학교 진학 대상자는 반드시 둔촌초등학교나 위례초등학

교 중 하나로 진학하게 된다. 1단지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거주

자 I는 “등하교를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친하니까 같은 동네 애들하

고 주로 놀았던 거 같아요”라고 회상한다. 이들의 등하교가 단지 내

보행로를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는 단지 밖에 위치한

장소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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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 그걸 하고나서 유치원으로 갔어요.

거주자 H: 저는 유치원안하고 계속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도 다녔죠.

활동가 B: 농구교실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거주자 H: 저는 여기서 다니고, 학교에서 수영대표를 했었죠. 주

말이나 방학 때는 과학교실, 스케이트 캠프 같은 것도 운

영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등록을 시켜줄려고 이틀 밤

을 새고 해주셨던거 같아요.

거주자 G: 저는 사물놀이를 5년 동안 했었요. 저기서 친구를 사

귀곤 했어요

활동가 B: 체육센터는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주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근린생활시설은 관리사무소

왼쪽에 위치한 ‘한국사회체육센터’(현 월드스포피아)였다. 현재는 민

간에 매각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 직접 운영했던 공공체육시설이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강

습과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달 찾아오는 등록기간마

다 단지 내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들은 날밤을 새면서 등록창구가

열리기를 기다렸었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외부지역에서의 시설수

요까지 수용해야하는 바람에 거주자 H가 살고 있던 광진구에 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었다. 둔촌 주공아파트 출신이라면 웬만한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소문도 있었다. 센터 내에 “어머니들이 모여

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뚫려있던 거대한 유

리창”이나, “아침수영을 마치고 먹었던 뜨거운 핫도그의 맛”을 참가

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아파트 키즈의 추억

속에서 사회체육센터는 단지 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공간이자 이웃과 교류가 이루어진 핵심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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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단지 밖에 동네와는 교류가 있었나요?)

거주자 H:  성내동 맥□□□나 학원이 있는 쪽에는 여자애들이 

엄청 많아요. 동네 안에서는 남자애들이 엄청 많은 데 큰 

길 건너에는 여자애들이 많은 거 에요. 또 둔촌시장이 있

자나요? 상가가 있어도 장을 보러갈 때는 시장으로 그게 

되더라구요

(연구자: 단지 밖에 근린지역에도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나요?)

활동가 B: 저는 맥□□□가 정말 좋았어요.

거주자 D: 맞아요. 동네애들이 맨날 늘 모이던 곳이었어요.

거주자 C: 딜□□□였어요. ○○○베이커리 전이 딜□□□였어요.

활동가 B: 뭐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

는데…

거주자 C: 맥□□□가 저쪽으로 이전했죠... 독서실이 끝나고, 24

시간 운영하니까 친구들하고 밤새 만화책을 봤었는데 말이죠.

거주자 A: ◇◇◇랜드 뒤에 '□□떡볶이'

거주자 C: (반가운 표정으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갔는데...

거주자 A: PC방 오락실하고 독서실하고 ‘□□떡볶이’가 있으

니 하루일정을 전부 해결할 수 있죠.

활동가 B: 여기가면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들을 자주 볼 수 있어

요. 쇼트트랙 대표 △△△를 본적도 있어요. 

거주자 A: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여기 아직도 있어요? 잘 되나?

2) 단지 외부의 상업시설에서의 경험과 장소기억

거주자는 단지 외부 공간으로 보행을 시작하면서 근린의 범위를

확장해간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의 장소경험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확장 된 범위는 상업시설과 주택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양재대

로 건너편의 성내3동 태평로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둔촌2동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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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단지 안에서 아동기를 보낸 거주자들은 신체적으로 성장하

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근린의 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진다. 내부적

으로는 청소년기에 적합한 사교육, 소비, 여가 등을 단지 내에서 해

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타 지역에서 온 또

래 집단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다 보니 이용하는 장소들이 단지 외

부에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외부적으로는 둔촌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내3동의 상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키즈를 비롯한 단지

내 주민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청소년기에는 해당 세대의 취향과 소비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온

상업가로에서 장소기억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서의 기억에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초등학교 5학년에 단지로 이사

를 왔던 거주자 A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단지 안에서 동네친구

들과 맘껏 뛰어 놀았던 정서조차 없었기 때문에 동네의 중심은 둔

촌종합상가나 기린놀이터가 아닌 성내3동 상업가로로 인식하고 있

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PC방과 같은 오락시설들이나

패스트푸드점, 대형문구점들은 물론, 현대인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간이 된 편의점도 입점하지 못했다. 따라서 젊은 소비자

의 취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는 확장성이 결여되어있던 단

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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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생애주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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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자급자족성을 담보하고자 했었던 근린주구의 계획의도는 외부공

간에 대한 개방성으로 인해 퇴색되었다. 단지 내에는 학교들과 체육

시설, 업무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충족시

키지 못했을 뿐 더러, 대규모 종합상가가 대로변에 개방적으로 위치

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내3동에 상업적인 주도권을 내주는데 용이

한 조건이 마련되었었다. 기존의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들은 거주자

들의 소비행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왔던 점포들이 2000

년대 들어 상당수 폐업했으며 비어버린 점포에는 부동산 중개소가

자리를 대신 채우기 시작했다.

아파트 키즈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이었

지만 근린 밖에서 대부분의 학업과 여가시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단

지 내 시설의 이용 빈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아파트 키즈가 애

착을 가지면서 이용했던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의 중심과 소비공간이 생애주기의

변화와 맞물려 외부지역에 위치한 가로 및 상업공간이나 이전해갔

음을 의미한다. 단지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들을 배

치했더라도 거주자의 주거지와 소비생활의 장소와의 공간적 분리가

발생해갔다는 사실은 근린주구의 자족성에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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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기억의 경합

1.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아파트 키즈의 기억

이-푸 투안(Yi-Fu Tuan)은 미국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주

민들의 단순한 주거만족도는 강한 애착을 의미하지 않으며, 도시 거

주자는 주택의 질이나 도시의 편리성 보다는 근린의 높은 자질에

높은 가치를 둔다고 보았다. 또한 근린에 대한 만족감은 같은 동네

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이 깊으며 있는 이웃의 교양,

인품, 교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이 주민들의 거주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끼쳤다56)

참가자들 중 일부는 다른 아파트나 동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의 “고유의 정서”를 언급하기도 했

다. 이러한 정서란 개인이 체험하고 기억하는 장소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둘러싼 다양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형

성된다. 장소적 차원의 인지(cognition), 애정(affection), 행동

(behaviour)이 각각 장소정체성(혹은 장소성), 장소애착, 재건축 참

여, 장소보존과 환경개선운동 수준에서 대응한다. 그러나 세 가지

속성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되었을 경우 공동체정체성, 공동체의

식(Sense of Community), 근린활동, 범죄예방활동, 마을축제로 발전

한다(Manzo, L. C., Perkins, D. D., 2006).

‘공동체 장소 애착’(Community Place Attachment)은 장소애착의

범위가 근린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근린은

물리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체

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아파트에서의 공동체 의식(Sense of

56) Tuan, Yi-Fu(2011). op cit, pp.3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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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은 주거지형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개인적 요인과 이웃

간의 신뢰와 호혜성 같이 사회적 요인 등에서 공유되는 가치들이

많을수록 거주자가 애착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리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동체의 수준으로 발전되

었을 때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앞두고 주민 공동체가 매우 허약해진 상태다. 지역 구성원

들이 공동체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어떠한 심리적 ‘연

결고리’나 선호하는 가치들이 존재하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이웃들을 묶어주는 소속감이나 공동체 내부에서 공유되는

가치에 대한 아파트 키즈의 집단기억을 살펴볼 것이다. 집단기억은

개인적인 것들도 있지만 가족을 비롯한 소규모 집단 안에서 생성된

것들이기도 하다. 앞서 장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경합을 검

토한 것과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에서도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어떠

한 기억의 경합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기억들의 경합의 배경에서 작

동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구별짓기 등 ‘장소의 정치’가 일어나는 아

파트 단지의 공통과거(public past)를 재현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1) ‘둔촌축제’를 둘러싼 기억들

‘둔촌축제’는 “이웃 간의 친목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1991년

부터 9월 14일 1회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매년 열렸던 주민들의 축

제다. 축제를 위해 8천여 명의 주민들은 1천7백여만 원의 성금을 냈

으며57) 각종 프로그램은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에서 조직했

다. 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도로를 두고 접하고 있는 둔촌2

동, 성내2동의 주민들도 참여했었다고 한다. 동네신문에서 제2회 축

제를 다루었던 기사를 확인해보면 ‘우리모두 이웃사촌’이라 슬로건을

57) ‘지역사회 개발, 전통마을 축제, 거리문화행사 –주민들 스스로 나선다’. 경향신

문,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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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둔촌축제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부터 중단되었나

요?)

거주자 G: 살 때는 계속 있었던 거 같은데요...? 2000년도 들어

서는 기억이 안나고...

거주자 F: (축제 하는 곳에서) 광선검, 하회탈도 샀던 걸로 기억해요. 

거주자 I: 공연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요. 이쪽 사회체육

센터 앞에다가... 

.

거주자 C: 혹시 둔춘축제 때...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무슨 행사

를 하지 않았나요? 사촌형이 둔촌초를 나왔는데 그때 형이 

사물놀이했던 기억이 나요

거주자 F: 태권도 시범도 상가에서 왔어요. ○○태권도가 있었는

데, 거기에서 시범을 왔어요

거주자 E: 무대도 설치하고 도로도 차단하고 정말 크게 해요. 그

리고 동네 아주머니나 저희 어머니 인식이 얘네들이 오늘은 

놀아도 되는 날, 밤 10시가 되도록 놀아도 뭐라고 안하고...

이 축제는 무대를 보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솜사탕, 밤에

는 불꽃놀이 팔고해서... 그냥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맘껏 

놀러 다니는 거야.

활동가 B: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기린미끄럼틀까지 와서 불꽃놀

이도 하고요, 3:3농구대회도하고, 태권도시범, 사물놀이도 

했어요. 사물놀이가 이 동네를 한 바퀴 돋았어요. (거주자 

E: 맞아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축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

리는 거죠,

내걸고 국민학생 포스터 전시회, 스포츠 놀이축제, 태권도 시범, 농악

대 행진, 효자, 효부상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단지 내 거

주 중인 연예인들이 축제사회를 맡아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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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제 2회 둔촌한마당: 단지 내 아파트 키즈에게 공동체로서의 소속

감을 주는 유일한 행사였다.(출처: 강동구 공식블로그)

둔촌축제는 단지 내 구성원들을 하나의 아파트 공동체로 묶어주

는 유일한 연례행사였다. 참가자들은 남녀노소 신명나게 즐겼던 둔

촌축제에서의 추억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체육센터 앞 순환

도로를 차단한 후에나 공연무대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제 준

비도 거창했다. 활동가 B에 따르면 축제날 마다 풍물패가 아파트 단

지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잊지 않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평소에 먹기 힘든 군

것질 거리를 단지 안에서도 먹을 수 있었고, 축제날만큼은 어머니로

부터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며밤늦게까지 실컷 놀 수 있다. 태

권도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태권도 시범, 사회체육센터의 사물놀이

반은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행사에 직접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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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 91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주자 I: 제가 중학교 때 단지 아저씨들하고 셔틀버스타고 재

건축 모델하우스를 꿈에 부풀어서 갔었거든요. 그 이후

로 축제가 없어졌던거 같네요.

주민센터 건너편 화단에는 둔촌축제 개최를 기념하고 아파트 공동

체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기원하고자 ‘우리모두 이웃사촌’ 비석이 설

치되었다. 참가자들은 둔촌축제가 매년 개최되던 1990년대야 말로

“좋은 시절”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 추

진의 찬반여부를 두고 주민들 간의 파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축제 개최 자체가 15년 간 무산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

었다. 2016년에는 둔촌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마을축제가 개최되었지

만 인터뷰 참가자들은 예전의 둔촌축제처럼 모든 주민조직들이 참여

하고 모든 주민들 나와서 즐기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반쪽

축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주자 E는 둔촌축제의 부활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활동가 B도 철거 전에 “헌 아파

트를 보내고 새로운 아파트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축제를 조

직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등 기성세대들 거주

자들의 호응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 둔촌축제는 신나게 즐겼던 아파

트 키즈와 당시 축제를 조직하고 행사에 참여했던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 공감하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서적인 연

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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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 (그런데 절대 금지 느낌이 아니라, "너희가 담배피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데 가서 하렴"의 뉘앙

스가 있어요. "여기서만 하지마"라는 분위기. 너의 자유지

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끼치지 말아라. 요런 정도의 

톤에 불과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정자에 개를 끌고 오지 

마세요"라는 표지를 너무나 크게 써놓고, "개, 견, 개새끼 

금지"  그걸 빨간색으로 써왔었는데, 우리 동네하고 톤이 

안 맞는다는 게 느껴지더라구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거주자 C: "열매를 따먹지 마세요" 같은 내용도 굉장히 부드럽

게 써있었요.

거주자 E: "(어짜피 먹어봤자) 맛이 없으니까 보기만 하세요"라

는 표지도 있어요.

[그림 6-2] 주민들이 제작한 경고 및 안내판의 문구들 

2) 이웃관계의 경합과 느슨한 공동체의식

(1) 점잖은 아파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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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둔촌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특징은 소시민적인 ‘점잖

음’을 꼽았다. ‘점잖음’은 매사의 극성스러운 이웃 간의 충돌을 피하

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도출된 것이다. 특정 행위의 ‘금지’의 내용

을 팻말에 적더라도 ‘하지마!’라는 적극적인 금지의 느낌보다도 “하

는 건 너의 자유이지만 여기서 만큼은 제발…”과 같이 상대방을 배

려하려는 소시민적인 심리가 드러난다고 본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지극히 ‘둔촌 주공스러움’으로 인식된다.

(2) 이웃관계의 기억에 대한 경합

아동기부터 단지에서 보낸 거주자들은 이웃 간의 신뢰나 호혜성

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거주자 I에 따르면 항상 아파트 복도

로 현관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안심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이웃에

같은 또래의 수가 많을수록 안전함을 느꼈다고 한다. 활동가 B도 저

녁시간 이후로 피아노 연주를 자제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잘 지켜질

정도로 이웃관계에 신뢰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

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이사를 왔던 거주자 H에게

는 이전에 거주했던 아파트에 비해서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의 충돌

이 잦은 편인데다가, 복도에 내놓은 화분 등을 도난당했던 경험 때

문에 이웃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주거지였다.

(3) 안기부 사람들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와 둔촌 주공과의 인연, 지하방공호의 소

문이 결합되면서 주민들 사이로 군사독재 시대적 배경과 연관된 에

피소드들이 구전(口傳)되고 있다.58)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거주자

58) “제일 처음에 준공했을 때 중앙정보부 출신분들이 4단지에 많이 사셨어요. 그 당

시에 특혜를 준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파견해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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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 따르면 안기부나 공무원 출신 주민들이 3,4 단지에도 많이 살

았다고 기억한다. 안기부 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온수 공급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는 주거동을 제공했으며 아파트 지하층의 공간은

튼튼한 방공호로 만들어져 유사시에 대피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획

일적인 주거동에 개성을 부여했었던 134동이 가·나동으로 나뉜 이유

또한 백범 김구를 살해했었던 안두희 소령의 거주지가 그를 암살하

려는 세력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기부가 고안해낸 고육지책이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온다. 1970년대 안기부(당시 중앙정보부)

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는 둔촌

주공아파트가 안기부 직원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조용

한 아파트 단지라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활동가 B는 ‘김일성 별장’이

4단지에서 최고가로 거래되는 주거동들에 붙여준 별명인 만큼

1970~80년대의 ‘반공(反共)적’인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 추측한다.59)

개발자금을 확보를 했었죠. 그래서 독일에 자주 갔는데. 독일에 가면 저층으로 아

파트단지가 조성 되어었나봐요. 그리고 거기를 견학을 했구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

고 귀국할 때 성남비행장으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착륙직전에 

둔촌동 위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착륙하면서 “야, 여기가 어디냐, 우리

가 얼마 전 독일에서 봤던 최고의 주거시설을 여기다가 지어봐”라고 비서관한테 

제안을 했데요. 그래서 그 제안을 비서관이 주택공사에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라 

전달하고, 78년도부터인가? 개발을 시작해서 1단지부터 차례대로 81년도까지 완료

를 하죠.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죠. 이런 건 전해지는 말이니까요, 시간이 지나

면 전설이 되어가는거죠.“ 역사적 사실로서 박 대통령의 마지막 방독은 64년이고, 

둔촌 주공아파트의 착공은 79년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공백

이 존재한다. 해당 야사는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주민들의 창작물이거나 전

승을 거치면서 와전된 것으로 추측된다. 거주자 K의 구술(2016. 11. 5)에서 발췌. 

59) 거주자 C에 따르면 송파구 O아파트에도 전망이 좋은 주거동들 지칭할 때 에는 

당시 유행하던 외화시리즈의 제목에서 따온 ‘비버리 힐즈(Beverly Hills)라는 별칭

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나 명칭에도 완

공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 주류적인 문화적 코드가 함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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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원도 우리이웃

둔촌 주공아파트에는 100여명의 경비원들이 주거동과 단지 내 취

약요소에 배치되어 치안유지와 환경관리를 위해 종사하고 있다. 송

파구 O아파트에 살았던 거주자 C는 O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동 주

민들의 온갖 민원을 경비원들이 혼자 처리하다보니 스트레스가 심

했다고 기억한다. 이에 반해 둔촌 주공아파트에서도 많은 민원을 경

비원들이 처리하느라 고달픈 건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우했던 믿음직스러운 이웃으로 기억하고 있다. 활동

가 B는 아파트 앞에 펼쳐놓은 평상에서 경비원들이 동네 아주머니

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서 정겨운 느낌을 받는다. 거주자 H는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주변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장면들이 흥미로웠으며, 업무에

충실한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교체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직접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회상했다. 거주자 J는 4단지에서 가장

깨끗한 401동 일대의 경우, 401동에 있던 경비원이 부지런히 수목을

가지치기하고 환경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인근 주거동의 경비원

들이 모방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졌던 긍정

적인 사례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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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주민들

공동체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대응할 때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지역적 단위의 환경운동으로 발전하여 긍정

적인 시민운동의 사례로 남은 둔촌습지 보존운동과 달리 아파트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NIMBY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참자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단지 내를 관통

하는 명일로는 북쪽의 풍성로와 남쪽의 강동대로를 이어주는 도

시계획도로로서 서하남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대형차

량들의 통행량이 많았고, 과속하는 차량들은 명일로를 횡단해야하

는 단지 내 보행자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주민들은 통학하는 학

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풍성

로 쪽 진입로에 차단벽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다. 참가자들은 이

차단벽과 옆에 있던 철제 출입구등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동구청

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

소송 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담벼락은 철거되었지만 통행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일

종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로서 단지 내 주민들

의 편의만을 추구했던 지역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으로 비판적인

시선이 많다. 이에 대해 활동가 B는 단지 내 거주자의 안전과 도

시적 차원의 교통통행의 보장이라는 가치 간의 충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명일로는 재건축 이후에 보행로 확보와 소음차단을 위해 일부분

을 지하화 한 뒤 운전자들에게 완전하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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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은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얘네

들은 H대 나와서 대기업가고…□□□이가 아마 뒷쪽에 

살아서. 전형적인 둔촌 주공에서 잘 자란 남자애들. ○○

도 여기살고… 어머니 장난아니신데

활동가 B: 되게 센 어머니들이 많은것 같아요.

거주자 C: 그래도 강남이나 송파구 O아파트에 비하면 양반인거 

같아요.

활동가 B: 점잖죠 여기는...

거주자 E: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좋아했던거 같아요. 공부에 미

쳐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거주자 C: 못해도 중간은 가는… 동북중 동북고도 그랬고… 보

성중고는 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활동가 B: 둔촌동에 살면서 강남을 지향하시던 분들은 이미 강남

으로 떠나셨어요. 애당초 가치관이 다르신 분들이… 여기

에 많이 남아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활동가 B: 성공지향적이고 조금 성격이 세신 부모님들이 있던 집

들은 여기서 살다가도 전세로라도 대치동을 가더라구요.

4) 보수적·남성중심적 중산층의 재생산 공간

주거지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인구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 여기에 교육의 질은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을 가늠하는 도구가

된다. 강동구의 교육열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비하면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거주자 A처럼 자녀들을 송파구의 전통사학인

보성·창덕여고에 진학시키고자 입주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강동구 내에서 높은 지역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신장시키기 위한 ‘점잖은’ 교

육열의 이면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강화되는 남성중심의 보수적인 이

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 동북중고등학교가 단지 내에 입지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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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활동가 B는 “둔

촌 주공에 사는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보

수적”이며 가부장적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사해오는 집들이 많은데, 특히 남고가 중심이

되면서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둔촌 주공의 남자아이들은)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

우 떨어지는” 집단이라 혹평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 억압당하고 희

생해야하는 존재다. 둔촌종합상가의 ‘마주보고 있는 엄마 캥거루’ 로

고(logo)와 3단지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모정(母情)상’ 조형물은 어머

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공간으로서의 아파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강남엄마들만큼 극성스러운 건 아니지만 둔촌 주공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굳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

기 위해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남자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폭력적인 체벌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육의 일부로 부모님들도 이를 용

인한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북고의 양아치는 양아치라

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반항심이 없는 아이들이었다고 거주자 C

는 기억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착하게

잘 듣고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성장한 자녀들은 많은 수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가

정을 꾸려서 사회에 진출한다. 이들은 남들에 비해 튀는 것을 싫어

하면서 진취 진보적인 사고관 보다는 ‘적당히 사는’ 소시민적 삶을

추구하며, 부모세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성역할 등 보수적인 가

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집단적 성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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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G: 한번은 같은 반 친구가, 친하진 않았지만 과제 때문

에 제 집에 왔었어요. 성내동 쓰러져가는 집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집에 대한 애착은 있었어요. 저는 좋았

거든요. 마당도 있어서 김장도 하고, 강아지도 그 마당

에서 놀고. 가끔씩 고양이 어미가 집 앞에서 새끼를 놓

고..저희 집 문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쪼로록 앉아있고. 

그 친구가 집에 왔을때…집을 위 아래 훑어보면서 어

떻게 이런 집에 사나 하는 표정을 짓는거에요. (연구

자: O아파트에 사는 친구였나요) 네, 그때 실감했어요. 

그 전에 까지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나 한테는 그

래도 괜찮은 곳이었는데, 살기 쉽지는 않았고 집안이 

어려워지는 건 알았지만...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5) 공간적 위계에 따른 차별의 집단적 기억

거주자의 지역, 주거유형, 주택규모는 상대방의 재산수준을 가늠

하는 사회경제적인 척도가 되며 상대방이 이웃으로 삼을만한 대상

인지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확고한 기준이 된다. 부모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별짓기(distinction)”는 아파트 키즈를 성장과정을 거치

면서 나와 타자를 구별하고 배척하거나 혹은 배척당하는 내면화된

성향체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하비투스(habitus)는 아파트에서의

거주 여부가 중요하다. 전세이던 자가던 간에 아파트에 살아야지 주

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는 성내3동과

둔촌1동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

유무였다. 거주자 G의 사례처럼 자신이 사는 주거지의 형태가 경제

적 수준과 사회적 계급의 척도임을 단순히 거주함을 통해서가 아니

라 자신의 집에 처음 방문한 타자의 표정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 거

주자 G가 성내3동에서 거주할 때 받았던 모멸감과 창피함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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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B: 둔촌(초등학교)은 성내동하고 둔촌동 애들하고 섞여있

었는데 위례(초등학교)는 순수하게 둔촌동 애들만 다녔

었죠. 그게 싫어서 둔촌에서 위례로 전학시키는 학부모

들도 있었죠. 그래서 둔촌초 애들이 위례초 애들보고 X

가지가 없다고… 위례애들은 둔하고 촌스럽다고 놀렸던

거죠. 위례애들은 주로 학원에서 만나면 지네들 끼리 

노는게 있었어요. 저는 성내동에도 자주 놀러가고 그래

서 성내동 무시하는 게 기분 나쁘게 느꼈었던 것 같아

요.   

       

에 살았던 시절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 주변부의 사이의 지역감정은 학창시

절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재현된다. 단지 밖 주민들이 둔촌 주공에

느끼는 감정은 단지의 물리적인 폐쇄성에 대한 반감과 더 나은 주

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피해의식이 뒤섞인 양가적인

감정이었다. 단지 내 주민들도 성내동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긴 했

지만 과도하게 표출하면 교양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으로 간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입학연령기의 자녀들을 둔 학

부모들의 경우에는 성내동과 둔촌동 아이들이 동시에 진학하는 둔

촌초등학교보다 단지 내 아이들만 진학하는 위례초등학교로 진학

시키고자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거주자 E는 두 차례의 대홍수로 당시 둔촌동만 지대가 높아서 피

해를 입지 않다보니 홍수로 집을 잃은 성내동 사람들에게 지역감정

이 생겼다고 기억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도

둔춘동 아이들을 멀리하는 성내동 아이들로 부터 묘한 이질감을 서

로 느꼈었다고 회상했다. 활동가 B도 단지 밖 학교로 진학했을 때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이야기한다. 단지 내 주민들은 둔촌 주공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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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C: O아파트와 둔촌 주공아파트는 대로 하나를 두고 있

을 뿐이지만, O아파트에는 (둔촌과 달리) 큰 평형들이 

있어서 (그 이후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거주자 G: 둔촌축제를 했을 때 우리가 '선'을 나뉘어서 즐겼던게 

아니자나요. 성내동, 둔촌2동 다 같이 와서 즐기고 엄청 

많이 왔어요. 그냥 와서 같이 즐기는 엄청난 축제였어

요. 그런데 O아파트 사람들은 안 왔죠. 거기는 '가진자

들의 동네'... 일부계층만, 그들만을 위한 동네에요

트를 관습적으로 ‘둔촌아파트'라 부른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해서

둔촌동에 살던 학교 친구에게 “둔촌동에 주공아파트만 아파트인줄

알아? 둔촌동에 아파트는 엄청 많거든!”이라는 핀잔을 들은 뒤에는

둔촌아파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기 시작했었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지역감정은 이웃동네인 송파

구 O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이 둔촌 주공아파트에

서 O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들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다른

행정구라는 물리적 경계에서의 확고함, 주택규모와 경제적 수준의

격차 때문에 둔촌 주공아파트와 O아파트 사이의 정서적 간극은 학

교들과 상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성내3동에 비해 컸다고 볼 수 있다.

O아파트 단지 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었던 거주자 G는 재건축 사

업이 본격화되기 전만 해도 “둔촌 주공아파트는 여러 계층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의 동네” 였는데 반해 O아파트

는 썰렁하고 매우 "폐쇄적"이며, 둔촌 주공아파트가 주었던 건물의

"따스함"이 없었다고 했다.

O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거주자 C도 이웃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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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1교시에 조별과제가 있어서 집에 모여야 생겼는

데, 다들 집이 안 비는 거에요. 마지막에 제 차례가 와서

"난 1단지 사는데, 너희들 좁아도 괜찮겠어?"라고 말을 했

죠. 그걸 들은 어떤 여자애가 4교시가 끝날 때까지 "거지"

라고 놀리더라고요. 

거주자 C: 2단지를 잘 안가고 싫어했던 이유가, 위례초 애들이 

많았거든요... 위례초 애들 뭔가 재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

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있었죠. 

에 주택 내부 인테리어의 화려함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이질적으

로 느껴졌다고 기억한다. 아파트 키즈는 고등학교 친구들 끼리 80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맞춰 신는 O아파트 사람들의 “속물스러움”을

경멸하고 이웃 간의 정이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아파트 공동체라고

멸시한다. 동시에 O아파트의 넓은 주택규모나 독특한 주택형태나

입주가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었

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기억한다.

단지 내에서의 주민들간의 구별짓기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특성

상 주택규모로 획일화된다. 이것은 아파트에 성장하는 아이들이 공

간을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되는 방법이지만 부모들의

구별짓기에도 활용되면서 사회적 계층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명백한

기준으로 각인된다. 활동가 B도 어렸을 적 만났던 학부모들 중에서

"몇 동 사냐, 몇 평 사냐" 이런 질문으로 같이 놀 아이들을 정해주

고 하셨던 어머니들을 기억한다. “몇 동 사니?” 하고 친구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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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F: 재건축 한다고 했을 때 동네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거주자 I: 축제분위기였는데?

거주자 A: 정말 재건축이 될까...? 이사온 날 부터 매번 한다, 

안한다, 한다…

활동가 B: 모든 승인이 끝났고 관리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결

정하면 확실해 지는 거에요. 17년 동안 재건축조합장을 

한분이 하셨는데 (중략) 이주 후에도 앞으로도 위험한 게 

보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반발이 심해요.

거주자 G: 131동 이게 지금 등나무가 많이 자랐는데...예전에

는 이정도로 빡빡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벌레가 많았어

요 그늘은 좋았는데..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이런건 돈을 

주고도 못사는데..

가 물어보시면 활동가 B는 “324동”이라고 대답을 한다. 그럼 “타워

동 사는구나” 하시는데 어렸던 B는 무슨 뜻인지 이해조차 못했다.

그리고 몇 호 사냐는 질문에 “701호”라고 대답하면 “로얄층에 남향

에 사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떡였다. B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어머니는 “이 애 괜찮은 것 같으니 놀아라"라고 친구한테 말했다고

기억한다. 거주자 E의 사례처럼 아이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부모들과 했던 구별짓기를 주변의 또래들을 향해 수행

하게 된다.

6)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키즈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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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G: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새로운 분들이 입주

하다보니 동네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것 같아요...함부로 건

물을 쓰셔서 오물을 막 버리기도 하고... 2단지에 사는 친

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거주자 H: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왜 찍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뭐하러 (없어지는 아파트) 사진을 찍

냐? 어떤 분들은 안 좋게 보는거죠.

둔촌 주공아파트는 1999년부터 재건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정비구역지정은 2006년에, 조합설립은 2009년에나 이루어졌

을 정도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

원과 비조합원, 단지 내 주민조직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속

도를 내지 못해왔으나 2016년 9월 주민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안)이 통과되면서 신속한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시

는 2016년 12월 말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

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늦추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계획안에

서 2017년 3월로 예정돼 있던 이주시기가 6월 이후로 연기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긍하면서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거주자 I는 “이 아파트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거주

자 F는 “2년 만에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를 방문하니 기분이 좋은데,

곧 없어진다니 아쉽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일생생활의 중심이었던

집과 아파트의 풍경의 마지막 모습을 스마트폰 사진으로라도 남기

고자 한다. 장소상실의 위기가 임박해 갈수록 참가자들의 �안녕,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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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주공�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의지도 높아져간다. 활동가 B는 둔촌

주공내의 수목을 파악에 참여하려는 거주자 G, 둔촌축제의 개최를

추진하고자하는 거주자 E나 I처럼 참여의지가 높은 아파트 키즈의

지원 속에서 철거가 시작 되 때 까지 최대한 많은 수의 예술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노후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대체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뿐이라는 사실은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녹물’과 방구석에

서 튀어나오는 ’바퀴벌레‘는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한다. 단

지의 물리적환경이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면서 거주가 불편해지고 있

는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더뎌지면서 주민들의 환경관리도 소홀

해짐에 따라 주거환경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을 문제점으로 지적

했다. 또한 재건축 이후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얻을 수 있는 세시차

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재건축 논의가 처음 나왔을 무

렵 이주해온 거주자 A는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

을 해버려야 하는 아파트”라고 주장한다. 거주자 H는 “다른데 서는

강남3구에도 취급도 안 해 주더니, 부동산은 재건축을 하니 강남 4

구라고.”라면서 ‘11.3부동산 대책’에 담긴 전매제한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다. 거주자 H는 조합원들의 기대와 달리 재건축에

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입주한 거주자 H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이 매매가가 최고가에 도달한 시점에서 현재 거

주하고 있는 34평형(112㎡) 주택을 약 10억에 매입했던 탓에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시세차익이 적거나 심지어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얻은 막

대한 차익으로 다른 지역에 신축된 재건축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었

던 거주자 C의 경우도 있다. 지금은 철거가 임박해 오면서 전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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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H:  점점 나이가 들다보니 적응을 하다보니까 숲이 있

고, 나무가 울창하고 계절마다 피는 꽃도 단지마다 다르

고… 이런걸 보고 다시한번 생각하게 될때,  활동가 B의 

작업을 알게 되서 공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허물고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개발이 되

길 간절하게 바랐지만 막상 없어진다면 매우 아쉽다. 나

중에 이 자리에 짓는 새로운 아파트는 획일적인 아파트 

보다는 조화로운 아파트가 세워지면 좋지 않을까요?

많이 하락했지만, 재건축 소식은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재앙이

나 마찬가지였다. “재건축으로 이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을 전전해야

했던 거주자 G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재건축 사업은 부분적으로나

마 소셜믹스가 이루어지던 주거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저소득층 원주민

을 아파트 단지에서 내쫓고 재정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주자들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가 기존의 장소성을 충분히

보존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보다 편리성이 개선 된 주거환경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파트 키즈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주자 D는 단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아파트 숲’

의 녹지들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활동가 B와 거주

자 C, E는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재건축계획 수정안들 중

에서도 전세대 남향배치 안(案)을 통과시킨 조합원들의 결정에 불만

이 있다. 남향이 동향보다는 실내온도 유지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

만 현재의 둔촌 주공아파트같이 자연스러운 지형 위에 탑상형과 판

상형이 혼합 된 경관이 선사해주는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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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장소성을 지지해주는 개인적인 기억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를 하나

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사회적인 기억들이 존재한다. 아파트 단지도

집단적이고 공통적인 과거들이 모아지면 ‘기억의 장소’로 기념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로 부터 느꼈던

‘고유의 정서’를 언급하며 애착을 느낀다. 이러한 정서, 혹은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체험하고 기억하는 장소적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를

둘러싼 기억들과, 아파트 단지 특유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집단적 정체성이다. 물론 공동체의식의 복원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문제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면서도, 타 집단에 대한 폐쇄성과 배타성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집단기억과 장소기억이라는 개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파트 단

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장소의 정치’의 교차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로서 교육중심의 지

역공동체가 발달해있던 아파트 단지였으며, 소시민적이면서 인간미가

넘치는 이웃공동체가 존재했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만한

주거지형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개인적 요인과 이웃 간의 신뢰와

호혜성 같이 사회적 요인 등에서 공유되는 가치들이 충분했음을 의

미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공동체가 분열되

어 이기적인 이익공동체로 변질되어감에 따라 둔촌 주공아파트도 이

웃관계가 삭막하고 공동체로서의 의식은 희박한 동네로 전락해버렸

다. 이러한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장소성을 파괴하는 재건축 사업에

불만을 표출하는 당사자들이 아파트 키즈지만, 이해당사자 중심인 재

건축 논의 속에서 소외되는 집단인 탓에 아파트 공동체 고유의 정서

를 회복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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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K: 주거환경 속에서 지켜내야 할 자연이 아주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들,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면 경시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

부로 대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죠.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네요. 나무와 역

사유적, 그리고 자연환경, 그리고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소

중하게 여기면서 삶터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을 상기시키면

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나가려는 단체였는데 말이죠…쉽지는 

않네요.  

2. 장소기억에서의 세대 간의 경합과 재현

둔촌 주공아파트의 아파트 키즈는 그 일부만이 재건축에 대응하

는 기념화 작업과 노스탤지어의 향유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감성적

인 연대를 유지하며 기억공동체를 형성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처

음부터 커뮤니티 내부에서 발생하는 환경, 실업, 주거 문제를 대처

할 목적으로 형성 된 조직체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 대

한 애착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보

존하며, 재건축으로 인한 장소파괴에 대응하고 있는 주민조직, 커뮤

니티 조직들(community organization)과는 차이점 있다. 따라서 공

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닌 장소기억을

재현하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아파트 키즈가 강조하는 기억들과

비교분석함으로서 ‘기억의 장소’로서의 아파트 단지의 의의와 한계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환경보존운동과 재건축 사업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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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거주자 K는 30년 가까이 단지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방문객

에 둔촌동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둔촌역사문화지킴이’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조직에서는 전문해설사가 20명이나 양성이

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6~7명만이 남아있는 상태

다. 이들은 둔촌동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관련 된 구술들을 정리

한 내용을 담은 연간 �계수나무통신�을 발간하면서 일종의 향토사

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안

녕, 둔촌주공� 에도 호의적이며 활동가 B와 협업을 추진하기도 하

였다. 거주자 K는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의결사안을

다루는 아파트 단지 내 조직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

여하여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건축 투자를 목적으로 입주하여 12년 째 거주 중인 60대 거주

자 J는 단지 내 조경사로 종사하고 있다. 입지적 조건에 있어서 강

남과 비교하면 교통이 불편한 동네지만 아파트를 가득 메운 녹지에

애착이 생김에 따라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아파트 단지관리

사무소에 재취업하였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조경관리가 잘 이

루어지지 않는 편이라 아쉽지만, 60만㎡ 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자부심이 들 때가 있다고 한다.

거주자 K가 애착을 느끼는 중점적인 요소도 자연환경이다. 아파

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해버림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거주하

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사실에는 무감각

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론 습지도 중요하지만 재건축도 중요합

니다. 아파트자체가 너무 낡아서 녹물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인식

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가소유주로서 재건축을 결코 반대하지 않으면

서도 둔촌 주공아파트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거주자 J 역시 역사문화지킴이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단지 내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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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L: 재밌는 건, 저도 4단지에 살 때 분명히 고양이들

이 있었지만 인식을 못하고 보지도 못 했거든요. 사

람이 인식을 못하면 사물이 눈에 절대 안 들어오자나

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양이들이 인식이 되고난 

이후에는 얘네들이 확~ 정말, 눈에 고양이만 보이게 

되더라구요. 인간의 인식이라는 정말 대단한 거 같기

도 하고.

나무들을 원형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계수나무보존회장을 겸

직하고 있다. 역사문화지킴이 조직은 2단지 계수나무길에 대한 원형

보존계획을 재건축 계획안에 반영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입

주자대표회의 등을 설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호응을 얻지 못

하는 상황이다. 거주자 K는 재건축 후 재입주할 주민들의 많지 않

다는 사실로 부터 “이런 아파트가 있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없어지

는 게 문제” 이기에 재건축이 끝나고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자

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없다면 보존하는 것도 무의미해

질 수 있음을 안타까워한다.

2) 포섭과 배제가 경합하는 아파트 기억공동체의 한계

베이비 부머 세대이지만 유년기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 온 거주

자 L은 둔촌 주공아파트에서도 13년 넘게 거주중이다. 애당초 재건

축 사업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거주자 L에

게 둔촌 주공아파트란 휴식을 취하는 ‘베드타운’ 정도에 불과했지만,

길고양이 구호운동에 참여하면서 단지 내 물리적 환경과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강동구 지역 ‘캣맘(cat mom)’ 협

회에 핵심적인 지역활동가로서 아파트 주변에 서식하는 들고양이들

에게 하루에 한번 씩 사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센터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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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L: 얘네 들을 보면서…주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지

역공동체와 주민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

식들이 존재하자나요. 저는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맺었던 

것 같아요.

치된 고양이 쉼터도 관리하고 있다.

거주자 L은 사람마다 공간과 장소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할 때, 자신만의 방법은 ‘고양이’였다고 확신한다. 고양이를 매개로

거주지 근처에 곳곳에 애착이 가는 장소들이 서서히 생성되었다. 참

가자는 들고양이에게 처음으로 먹이를 주었던 장소와 현재 세 마리

의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장소들에 매우 큰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고양이들과 연관 된 장소들을 중심으로 단지 내에서 활동하면서 2

단지 내의 보행로와 녹지들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에도 애착과 관심

을 쏟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참가자는 고양이에 대한 애착으로 계기로 이웃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본래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커뮤니

티가 크다보니 거주자 L에게는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살기 불

편한 동네에 불과했다. 그러나 캣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과 이웃

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사회성의 중요성과 깨닫고 지역공동체

내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에는 불편한 몇몇 이웃이

나, 외부인의 주차문제나 세입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제외하

면 단지 안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은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둔촌1동 주민센터 공무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에게 주는 사랑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매우 사회적인 공동체 활동이 캣맘임에도 불구하

고 참여자들은 대체로 지역공동체 활동에 소극적인 편이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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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다수의 캣맘은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운

동의 파급력이 지역사회와 거주환경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인

식하지 못하거나, 혹여 알고 있더라도 무시하기 때문이다.

가주자 L은 지역공동체에서 캣맘이라는 사람들이 단지 고양이 애

호가나 사회부적응자들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지닌 능력으로도 아파

트 공동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단순히 고양이를

애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

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인 이

해공동체와 차별화되는 대안적인 공동체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

거주자 L: �안녕,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도 굉장히 본질

주의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거주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별개의 공동

체를 만들어 가는데, 또 다른 형태의 거주와 이주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 물론 현

실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저

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획이나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

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중요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죠. 이동성과 거주가 불안한 사람들에

게는 현실적인 조건인 거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것이 

표준이 아닌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

이라고 생각해요.

대안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녕, 둔촌주공�처럼

거주자의 정주성(定住性)에 기반을 둔 감성 공동체는 의도하던 의도

치 않던 간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사회(Gemeinschaft)로 변질



164

거주자 L: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공동체라는 프레임이 강력

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소외’가 심각해요. (중략) 학연과 

지연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작

동시키는 방식으로 이 공동체에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이야기 되는가...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이 배제되었으면 

공동체가 너무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되는 취약성을 내포하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안녕, 둔촌주공�같은 활동이

아파트란 공간에도 장소성이 존재했음을 대중적인 감성에 눈높이를

맞추어 인식 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동시에 장소성이란 끊

임없이 내부자들에 의해 갱신되며 장소성을 갱신하는 내부자들도

단일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에 포섭되어

있다는 사실이 은폐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장소성을 만드는, 지역공동체에 새로 이주해서 적

응해나가는 사람들의 심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주자 L에 의하

면 로컬(local)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장소기반

적인 공동체 개념은 그 장소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되고 있는 집단의

기억을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유년시절의 정체성이

란 것도 성년기에 만들어진 집단적인 상상적 정체성이며 ‘진정성’있

는 실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성인이 된 아파트 키즈가 ‘고향’, ‘이

웃간의 정’, ‘안락함’ 등 특정 거주자 집단의 애착을 강화하는 감성적

인 메타포를 취사선택하면서 기념비로 만드는 과정은 아파트 주거

문화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을 포함하는 장소성의 다층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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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장소의 ‘진정성’을 생산하는 작업은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 감수성을 자극하여 실존하지 않던 기억공동체를 창조해내는

작업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기억을 침묵시키거나 억압할 수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국가라는 공동체는

절대왕정 쇠퇴 이후의 근대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조형

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거

문화와 로컬을 다루는 예술작업은 기억이 없거나 희미했던 사람들에

게도 공통의 장소기억을 이식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공유하기

에 적합하지 않은 기억들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누락하여 배타적인 기억공동체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공

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소외감을 낳는 기억의 폭력성

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게 된다.60)

거주자 L는 둔촌 주공아파트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을 포섭할 수

있는 공간적 계획이 부재함을 비판하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아파

트 키즈의 인식과 궤를 달리한다. 여기에 아파트 주거의 소비지향적

인 측면들이 아파트 문화의 표본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수별로도 단

지 내에서도 위계질서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둔촌 주공에서

도 ‘더러운 1단지’와 같은 성급한 일반화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아파

트라는 주거형식 하에서 더욱 공고화”된다. 그나마 공용공간이나 공

공시설에 대한 개념들이 단지계획 차원에서 적용된 최신 아파트 단

지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거주자 L이 거쳐 갔던 주공아파트들

은 종합상가 하나에 소규모 공원이나 놀이터가 근린생활시설의 전부

였다. 인천광역시 구월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민들과의 공동체가

60) 거주자 L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운동의 윤

리성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여하는 예

술활동가들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법을 구사하거나 혹은 시혜를 베푸는 입장으로

서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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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일정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이 지속된 것도 아니었으며, 놀

이터 정도가 종종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둔촌 주공

아파트에도 골목길만 존재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광장

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공간이 없다. 광장은 커뮤니티 공간이나 큰 공

원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지만 둔춘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소규모

의 놀이터나 근린공원 정도를 주민들이 전유할 뿐, 주민들이 특정한

공간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형성하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다.

3) 소결

둔촌 주공아파트 아파트 키즈의 기억공동체는 물리적 환경과 공

동체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희박해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복원해

간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이와 유사한 계기를 통해 근린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에서

능동적으로 근린의 가치를 창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닌 장소기억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아파트 키즈의 기억공동체의 한계를 도출

했다. 감수성과 추억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복원하여 아파

트 키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가는 과정은 외면적으로는 비정치적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억의 다양한

층위를 억압하면서 폐쇄적인 지역공동체로 회귀시킬 위험성을 내포

한다. �안녕, 둔촌주공�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 특정 아파트에서 아

파트 키즈의 애착과 기억만이 강조 될 경우, 아파트 단지만의 진정

한 장소성을 창출해낸다는 명목 하에 다양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필요 없는 기억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보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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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보편적인 주거유형이자 중산층으

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다. 동시에 아파트 주거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전문분야의 인식은 애증이 엇갈리는 양가적인

(ambivalent)인 것이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조장한

다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판론을 보면 오랫동안 살며 뿌리를 내

리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서의 아파트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파트 단지를 인간성의 소외로 인해 도시민과의 정서적 유

대가 약하고 고향으로서의 장소성이 부재한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

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아파트 키즈

(apartment kids)”가 주도하고 있는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

트를 비추어보면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도 거주자가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장소와의 깊은 일체감을 느낀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이로 인한 ‘고향상실’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키즈가 애착을 갖는 장소들의 기억을 복

원하면서 아파트 공동체의 과거사를 기념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들

의 활동은 아파트 키즈가 인지하는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

한 이미지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들을 매개하는 장소기억을 해석하면

서 장소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물리적 행태적 심리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재현된 기억들이 왜곡되거나 기억

들 간의 경합과 배제가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면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응하는 아파트 키즈의 집단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는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키즈에게 아파트란

어떤 장소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구자는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키즈의 장소애착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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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복원되는 장소기억을 수집하여 ‘아파트 단

지’라는 주거환경이 거주자에게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면서 장소에 대

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둔촌 주공아파트라는 특수한 대상지와 아파트 키즈가 장소애착을 표

출하는 현상을 다루며 현상학적인 분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초점집

단인터뷰, 보행 인터뷰,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

였다. 수집되는 자료는 엄밀한 범주화가 되어있지 않아 거주자의 장

소애착과 장소기억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범주화된 자료는 애착이 있는 장소들과 장소기억

을 매핑을 통해 시각적인 이미지로 재현하고, 기존 이론과 새로운 시

각에서의 해석을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장소애착의 다각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둔촌 주공아파트

거주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들의 종류를 확인하고, 이러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의미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단지의

공간구조를 비롯한 물리적 환경, 집단기억이나 공동체 의식이 수행하

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중층적인 경험을 매개해 주는

기억들을 복원하고, 이를 해석하여 장소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구조와 물리적 요소들을 도출해냈다. 무엇보다 단지의

거대한 규모, 자연친화적인 경관이미지, 그리고 단지 내 다양한 시

설물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은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한 특별한 애착

을 유발한다. 본래 장소기억은 불완전하지만 기억하는 주체들의 과

거를 장소를 매개로 재구성한 결과, 가시적인 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심상성(imageability), 내밀한 공간인 집에서의 장소기억, 옥외공간에

서 일상생활성과 장소기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소기억들이 종합

되면서 장소로서의 고유한 의미가 드러났다.

아파트 단지의 계획된 공간적 구조와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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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전체로서의 느낌’인다. 거주자는 장소적 의미를 생산해내는 경

험들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경관을 해석하는 차원을 넘

어 아파트 단지 내 공간에 장소로서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아파트에서 보낸 거주자들은 사적인 공간인

집(home)을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로서 여긴다. 주거공간에서의 경험

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생산되어 수용되지만, 특히 아동기에 집

에서 쌓은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머무르며 집은 아파트 키드

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장소가 된다.

거주자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의 대다수는 일생생활을 영

위하는 옥외공간에 분포하고 있다. 유년시절의 장소경험이 풍부한

까닭에 아파트 키즈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어버린

놀이터, 자신이 애착을 느끼는 장소들로 특정한 수목이나 자연녹지,

일생생활에서의 걷기를 통해 단지 내 경관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면

서 장소성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도록 만드는 길이나 실천적인 장소

로서 해석할 수 있는 옥상, 텃밭, 그리고 정원에서의 기억을 언급하

였다. 아파트 키즈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이

었지만 근린 밖에서 대부분의 학업과 여가시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빈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아파트 키즈가

애착을 가지면서 이용했던 근린생활시설들이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

가 확대되어 갔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의 중심과 소비공간이 생애주

기의 변화와 맞물려 외부지역에 위치한 가로 및 상업공간이나 이전

해갔음을 의미한다.

결국 장소애착이란 계획자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는 거주자의 수동

적인 행태나 물리적 환경과 공간구조에 대해 거주자의 능동적이고

도 감각적인 체험이 얼마나 다양한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

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거주자의 장소애착은 계획된 아파트 단지

의 경관을 비롯한 물리적 요소들과 거주자의 주체적인 경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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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소-내-경험’에 의존하여 자신의 과거사나 추억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논의는 장소기억의

변천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 형성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둔춘 주공아파트에 존재하는 기억의 장소와 일생생

활의 경관을 제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아파트

키즈는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 애착을 갖는 장소들의 기억을 복원하

면서 과거를 기념하고자 하였는데, 이 때 반드시 아파트 단지 거주자

들이 재건축 논의 이전부터 공유하고 있던 ‘고유의 정서’를 언급한다.

이러한 정서란 개인이 체험하고 기억하는 장소적 차원을 넘어서 집

단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둘러싼 다양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형성

된다. ‘고유의 정서’에 연관되어 재현된 기억들은 희박해져 버린 ‘공

동체의식’을 복원하면서 아파트 키즈로서의 정체성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착을 강화한다.

타 지역의 또래 집단이나 다른 세대와의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기

억 간에 경합과 배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장소성을 둘러

싼 기억의 정치와 장소의 정치가 서로 만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둔

촌 주공아파트는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로서 교육중심의 지역공동

체가 발달해있던 아파트 단지였으며, 소시민적이면서 인간미가 넘치

는 이웃공동체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이익공동체로 변질되어감에 따라 이웃관계가

삭막해지고 공동체로서의 의식은 희박해져갔다. 이러한 세태를 안타

까워하면서 장소성을 파괴하는 재건축 사업에 불만을 표출하는 당사

자들이 아파트 키즈지만, 이해당사자 중심인 재건축 논의 속에서 가

장 소외되는 집단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이와 유사한 계기를 통해 근린에 대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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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형성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에서

능동적으로 근린의 가치를 창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닌 장소기억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아파트 키즈의 기억공동체의 한계를 도출

했다. 감수성과 추억 중심의 공동체 애착을 복원하면서 아파트 키드

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가는 과정은 외면적으로는 비정치적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억의 다양한 층위를

억압하면서 아파트 단지만의 진정한 장소성을 창출해낸다는 명목

하에 다양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불필요하다

고 여겨지는 기억들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삭막한 환경으로 비판받는 아파트에서도 내부자들인

주민들에 의해 부단히 만들어진 장소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과거로의 다리’ 역할을 수행해오던 수많은

장소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킨다. 대상지인 둔촌 주공아파트의 아파트

키즈는 추억이 많지만 곧 재건축 사업으로 사라져버릴 장소를 직접

대면하고 다시 체험하면서 장소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재현했다.

이처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아파트 단지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

는 과정을 장소기억을 매개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장소

애착의 형성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도시공간에서의 장소와 인

간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아파트 키즈로 한정함에 따라 실증

적인 측면에서 보편성이 부족하고 연구설계의 엄밀성의 또한 미흡

한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 키드라는 속성으로 묶여있는 집단의 편향

성은 학력, 젠더, 세대, 거주지 등에 따른 엄밀한 대조군의 부재로

적절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고, 인터뷰 중 질의응답 내용이

수집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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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심층적·현상학적인 인터뷰를 통해

장소와 사람과의 관계가 인지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아파트 주거문화를 공간정치적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고자 아파트 단지에서 성장한 사회적 집단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장소감과 일상성을 도출해내면서 주거문화의

기억을 담지하는 도시 내 장소로서의 아파트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자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이 관련연구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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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현재 둔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

지 내에서 어떤 물리적 요소에 애착을 느끼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층적인 면접에 앞서 참가자의 아파트 거주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는 아파트 거주환경을 갖

춘 아파트 단지 계획 및 설계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되어 사용 될 예정이며 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2016년   월   일    참가자                (서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임준하 

전화번호: 010-9056-2507

메일: jundori@snu.ac.kr

[별침 –1] 집단초점인터뷰 참가자 기초조사 

둔촌 주공아파트 거주자의 장소애착에 대한 

(예비)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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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을 읽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년생)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전문직 ③ 공무원 ④ 상업, 자유업

⑤ 농업,기능직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기입해주세요 :            )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졸이상 ⑥ 기타 (기입해주세요 :            )

5. 현재 귀댁에 거주하고 계신 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 � 친척

� 기타(기입해주세요 :           )

6. 귀댁의 한달 평균 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만원

7. 현재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규모(평형)을 기입해주세요.

(현재 둔촌 주공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둔촌 주공아파트에 거주 당시 

사셨던 주택의 규모를 기입해주신 뒤 추가적으로 현재 사시고 계신 주택의 규모도 

⑤번‘기타’란에 같이 기입해주세요)  

① 1단지: �8평(25㎡) �16평(50㎡) �18평(58㎡) �22평(80㎡) �25평(88㎡)

② 2단지: �16평(52㎡) �22평(72㎡) �25평(82㎡) 

③ 3단지: �23평(76㎡) �31평(102㎡) �34평 (112㎡) 

④ 4단지: �23평(76㎡) �25평(82㎡) �31평(102㎡) �34평(112㎡)  

⑤ 기타: _________평(    ㎡)

8. 현재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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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께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하기 이전에 사시던 주택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연립주택/빌라 ③ 다세대/다가구 ④ 저층 아파트(5층 이하)

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⑥ 기타(기입해주세요 :           )

10. 귀하의 이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같은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② 같은 동 ③ 같은 구 ④ 같은 시 ⑤ 타 지역

11.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동안 거주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연도까지 

기입부탁드립니다. 

   년    개월(      부터      까지)(___단지)

12. 둔촌 주공아파 단지에 살면서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입해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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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의 목적은 둔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셨거나, 거주하신 

경험이 있으신 참가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특

정 물리적 요소에 느끼는 애착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습

니다. 해당 보행 인터뷰에서는 연구자는 단지에 대한 참가자의 설

명과 함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청취하고자 합니다.   

  연구자의 질의내용은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실 때 느꼈던 감

정들과 개인적인 경험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실 

의무는 없으며, 답변하기 원하지 않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인터뷰 도중에 디지털 기기로 녹취된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사작업으로 문서화를 완료한 뒤 폐기할 예

정입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는 반드시 익명 처리되어 연구에서 사

용될 예정이며 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에 대한 충분한 안

내를 받았으며, 보행 인터뷰 참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2016년   월     일 

                      참가자 성함                   (인)

[별침 –2] 보행 인터뷰 참가자 안내 및 참가 동의서

아파트 거주자의 장소애착 형성에 관한 연구

보행 인터뷰(Walking Interview) 안내 및 참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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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임 준 하 

전화번호: 010-9056-2507

메일: jundori@snu.ac.kr

1. 둔촌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소개 해주세요. 

2.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말해주세

요. 해당 장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러

한 감정을 갖게 한 특별한 사건이나 추억이 있었나요 

3. 둔촌 주공아파트에 펼쳐진 보행로나 오솔길을 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4. 다른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와 비교했을 때 둔촌 주공아파트가 가진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이외 에도 참가자 본인의 추억이 많은 장소, 좋아하는 장소, 싫어하는 

장소, 혹은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가 있으면 직접 연구자에게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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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성별 생년
연령

(만)

거주기간

(년월)
거주연도 직업

최종학

력
동거가족 주택규모 점유형태 이전주거유형 이전거주지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논문내 표기

1 이OO 남 1991 2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991~2000 학생 고졸 부모 31평(3단지) 자가 고층아파트 둔촌 주공(3단지) 둔촌 - - 거주자 F

2 송OO 여 1987 29

10년 이상 

~ 15년 

미만

1995~2003, 

2007~2011
프리랜서 대졸 부모,형제

18평(1단지) 

,34평(4단지)

전세, 

전월세
연립주택/빌라 둔촌 주공(1,4단지) 둔촌 한산 - 거주자 G

3 김OO 남 1985 32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06~ 무직
대졸이

상
부모 34평(3단지) 자가 고층아파트 둔촌 주공(4단지) - - - 거주자 H

4 박OO 여 1983 33

20년 이상 

~ 30년 

미만

1989~ 회사원 대졸 부모,형제 22평(1단지)
전세, 

전월세
고층아파트 둔촌 주공(3단지)

둔촌,

위례
한산 둔촌 거주자 I

생애발

달주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OO 1991년~2000년(총 10년)  

송OO 1995년 ~ 2003년 2007 ~ 2011(총 12년)

김OO 2006년 ~ 현재(총 9년 6개월)

박OO 1989년 ~ 현재(총 28년)

[별침 –3] 제 1차 초점집단인터뷰(9월8일) 참가자 기초 정보  

2. 연령대 별 둔촌 주공아파트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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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성별 생년
연령

(만)

거주기간

(년월)
거주연도 직업

최종

학력
동거가족 주택규모 점유형태 이전주거유형 이전거주지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논문내 표기 

1 최OO 남 1989 28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01~2014 학생 대졸 부모,형제 25평(4단지)
전세, 

전월세
저층아파트 둔촌 주공(3단지) - 한산 동북 거주자 A

2 이OO 여 1982 33

15년 이상 

~ 20년 

미만

1982~1998, 

2008~2009,

2014~

상업,

자유업
대졸 1인가구 23평(3단지) 전세

연립주택/빌라, 

다세대/다가구,

고층아파트,오피

스텔

둔촌 주공(3단지) /

타 지역
둔촌 한산 둔촌 활동가 B

3 한OO 남 1989 26

5년 이상 

~ 10년 

미만

1992~1996, 

2001~2003
학생 고졸 부모

16평,22평

(1단지) 
자가 저층아파트 둔촌 주공(1단지) 둔촌 동북 - 거주자 C

4 유OO 여 1989 2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04~ 회사원 대졸 부모,형제 34평(4단지) 자가 고층아파트 둔촌 주공(2단지) - - 창덕 거주자 D

5 이OO 남 1987 28

20년 이상 

~ 30년 

미만

1995~ 무직 대졸 부모,형제 34평(4단지) 자가 저층아파트 타 지역 위례 동북 동북 거주자 E

생애

발달주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최OO 2001~2014(총 13년 8개월)

이OO 1982~1998(16년) 08-09(2년) 2014~ (2년)

유OO 2004 ~현재 (총 11년 6개월)

한OO 1992~1996(5년) 01~03(3년)

이OO 1995년~ 현재 (총 20년 8개월) 

[별침 –4] 제 2차 초점집단인터뷰(9월10일) 참가자 기초 정보  

2. 연령대 별 둔촌 주공아파트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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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성별 생년
연령

(만)

거주기간

(년월)
거주연도 직업

최종

학력
동거가족 주택규모 점유형태 이전주거유형 이전거주지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논문내 표기

1 송OO 여 1987 29

10년 이상 

~ 15년 

미만

1995~2003, 

2007~2011
프리랜서 대졸 부모,형제

18평(1단지) 

34평(4단지)

전세, 

전월세
연립주택/빌라 둔촌 주공(1,4단지) 둔촌 한산 - 거주자 G

2 한OO 남 1989 26

5년 이상 

~ 10년 

미만

1992~1996, 

2001~2003
학생 고졸 부모

16평,22평

(1단지), 
자가 저층아파트 둔촌 주공(1단지) 둔촌 동북 - 거주자 C

3 손OO 남 1954 62

10년 

이상~15년 

미만

2004 ~ 전문직 대졸
배우자

자녀
25평(2단지) 자가 고층아파트 타 지역 - - - 거주자 J

4 김OO 남 1960 57

20년 이상 

~30년 

미만 

1990 ~ 전문직
대졸

이상

배우자, 

자녀
34평(4단지) 자가 단독주택 타 지역 - - - 거주자 K

5 김OO 남 1985 32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06 ~ 프리랜서
대졸

이상
부모 34평(3단지) 자가 고층아파트 둔촌 주공(4단지) - - - 거주자 H

6 채OO 여 1973 44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06 ~ 전문직
대졸

이상
배우자 18평(2단지) 자가 저층아파트 둔촌 주공(4단지) - - - 거주자 L

[별침 –5] 보행 인터뷰 참가자 정보(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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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ce Attachment and Memory of 

‘Apartment Kids’ to an Apartment 

Complex 

- A Case Study of Dunchon Jugong 

Apartment Complex -

Rhim, Junha

Department of Environment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half of urban population in Korea live in the similarily-looking

apartment complexes that are ubiquitous over the urban space. “The

Apartment”, which is the synonym of western high-rise condominium,

has been enormously popular and a social symbol of the middle class.

At the same time, however, social perception of the apartment

dwelling has been ambivalent as to its desirability as a dwelling unit

and social consequences. While some view it from positive sid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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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zed that the apartment complex is a place where the emotional

bond among the residents is weak due to the excusive nature of its

spatial composition. They argue that apartment complex is not a place

where people can live long enough and take root and attach

themselves. However, he project of Hello, Dunchon Jugong Apartment

A project led by the baby boomers' children, the Apartment Kids

provides a different, explorable perspectives. The project shows that the

apartment residents may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the place and,

thus, a deep sense of unity with the place can be formulated. In this

project, the apartment kids, who should accept the reality of

'Heimatlosigkeit(homelessness)’ due to the planned clearance

reconstruction project, commemorate the past history of apartment

community while restoring memories of places attach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roject members, this study

interprets the image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apartment

complex recognized by the apartment kids and the memory of the place

that mediates the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It is assumed that this

image and memory give priority to the physical an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lace

attachment. The study collected the place attachment and place

memory of the apartment kids, and analyzed th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 By doing so, the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at the collectiv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kids as to their place attachment and memory to the

apartment complex. In order to pursue the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 walking interview,

participation observation were used. The data collected by the

methodology is not strictly categorized, so the coding work is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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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so that it can be utilized for the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the

place attachment and the place memory of the residents. The

categorized data were reconfigured to match the research purpose

through mapping that reproduces the attaching places and place

memory as visual images, and interpretation from existing theory and

new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hysical factors of the

apartment complex tha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place

attachment were derived by restoring and interpreting the memories

mediating the experience of the middle and the middle of the

individual in the daily life. Above all, the enormous scale of the

complex, the image of nature-friendly scenery, and the memories and

memories of the various facilities in the complex cause a special

attachment to Dunchon Jugong Apartment Complex(DJAC). Although

the original place memory is imperfect, the place has a unique

meaning as a result of reconstructing the past of the memorizing

subjects. It is through the total imageability of the visible scenery, the

place memory at home and the daily life performance in the outdoor

space. Place attachment depends on the passive behavior of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intentions of the planner, and the

resident's active and sensory experiences in the physical and spatial

structures give various place meanings.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attachment of the residents maintain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hysical elements including the landscape of the planned apartment

complex and the subjective experience-in-place of the residents.

The planned reconstruction project triggered the transition of place

memory and attachment to community. When memorizing the past

while restoring the memories of places where the apartment kids h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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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at the collective and social level, memories of “unique

sentiment” of people living in apartment complexes are mentioned.

Recollected memories associated with unique sentiment restore the ‘The

Sense of Community’ of the DJAC, which has been diluted due to the

reconstruction projects after competition and exclusion of memories

occurred. The Sense of Community is a place where the memorial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the place intersect between the members

surrounding the authentic placeness.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community attachment and forming an identity as the

apartment kids involves the risk of returning to a exclusive community

by suppressing various layers of memory about the plac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person through in -

depth and phenomenological interviews. There is no apartment that

can avoid the fate of rebuilding that destroys places as a bridge to the

past. The apartment kids of DJAC have a great number of memories in

the complex, but it soon recreates the memories of the place by

face-to-face meeting with the place to be demolished as a

reconstruction project moves on. In this way, residents and local

communities can reproduce the process of making the link in the

apartment complex through the memory of place, thereby exploring the

formation factors of place attachment in depth and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human in urban space.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has

limitation. It only focus on The apartment kids not dealing with other

control groups with different education, gender, generation, and

residential periods. Nevertheless, in order to overcome the existing

myth that critically perceive the apartment housing culture in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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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perspective,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e views as

manifested in real life experiences of the apartment kids.

………………………………………

Keywords : Apartment, Apartment Complex, Apartment Kid,

Placeness, Place Attachment, Place Memory,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Dunchon Jugong Apartment

Complex

Student Number : 2015-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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