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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 헌 목

  1960년대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의 건립 이래, 중산층을 위한 주

택 대량공급 정책에 의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는 이후 한

국사회에서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는 가장 

일반적인 재산증식 모델로 자리하는 동시에,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구별

짓기 기제로 작동하며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각종 병폐가 집약된 부정적 공

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가 처음 등장한 서구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는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고급화의 길을 걷는 한편, 보안 강화를 위한 각종 

첨단 전자장비의 도입과 함께 외부에 배타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로서의 성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렇게 현대 한국의 도시 경관을 장악한 아파트 단지, 특히 2000년대 이

후 등장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민족지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수도권 소재의 

한 도시에 위치한 ‘성일 노블하이츠’(가명)라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하

였다. 현장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

이 지닌 장소성을 고찰하고, 아파트 단지가 지닌 공간적 특징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입주민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처한 

현실적 조건들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성과 ‘아파트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우선 연구자는 한국사회에 아파트가 도입된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여 ‘아파트 단지’

라는 특정한 유형이 현재의 표준으로 정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을 풍

미한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영향 아래 근린주구 이론이 적용되어 탄생한 아파트 단지

는 근대화의 기치 아래 내달리던 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엄청

난 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고유의 공간논리를 거주자들과 연결시켜 그들

의 의식과 생활 전반의 구성에 관여했던 것이 아파트 단지였다. 반복적인 아파트 매

매가 주를 이룬 재산증식 모델이 형성되었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자신과 가족의 사

회적 궤적을 인식하는 현실감각이 탄생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절정에 달한 것은 2000년대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이었다. 1990년

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브랜드 아파트는 적극적인 광고 공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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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명품’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지

녔던 기존의 사회적 구별짓기 기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구별짓기의 기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표방하는 ‘가치’였다.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매

매가 주요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아파트의 가치는 곧 부동산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뜻했고, 주거지의 위계체계에서 정점에 가까이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거

주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여기에 추

가된 아파트 브랜드의 도입은 교환가치뿐 아니라 주거생활 자체에도 소위 고급 생활

양식으로서의 ‘가치’를 더하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브랜드 아파트 자체가 표방하는 것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

서와 달리 ‘아파트의 가치’는 저절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울 강남을 비롯

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이는 더욱 급박하고 당면한 과제

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는 점차 아

파트 단지에서도 ‘가치’와 관련한 집합적 실천을 요구했다. 그 전조는 이미 2000년대 

초·중반 노후 아파트 재건축 열풍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었다. 재건축 사업은 내 집 마

련의 꿈, 재산증식 기회 모색 등을 이유로 이 장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욕망이 ‘결정

화’되는 과정이었다. 이전까지의 아파트 건설과 달리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개입할 여

지가 열린 재건축 사업에서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이를 위해 그들은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조경 등 각종 공간 요소들의 배치를 뜻대로 이루어내

고자 목소리를 높여 집단행동에 나섰고, 브랜드가 없던 아파트에 브랜드를 부여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이는 입주 이후 단일한 삶의 공간에 함께 묶일 주거 

집합체의 공동성을 배태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아파트 단지의 공간배치와 관련한 집합적 활동에서 아파트

의 가치가 교환가치 중심으로 다루어졌다면, 본격적인 입주 이후의 삶에서는 다른 종

류의 가치들이 부각되었다. 그 중심에는 입주와 함께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사실, 즉 

아파트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영위되는 장소라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입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단

지의 각종 공간 요소들은 대다수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갔으며, 단지를 

대표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위 ‘직업 동대표’로 불리는 이들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이때 이 단지에서 등장한 한 소집단은 직접 발로 뛰어 

‘가치 있는 아파트’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믿음 아래 각종 활동을 펼친 끝에 결국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이후 그들은 단지 

내 공간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아파트 영어마을 조성을 시도하는 

등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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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활동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다. 2010년대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와 가계대출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하며 아파트 매매를 중심으로 한 재산증식 모델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에 따라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가치’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공유공간 관리나 아파트 단지 전반의 문제

를 좌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로 엮인 ‘생활공간을 둘러싼 가

치’가 부각된 것이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들이 다면화되면

서 가치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 역시 다양해졌고, 특히 거기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역시 복수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이 ‘집단’이라는 문

제였다. 결국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는 ‘가치’를 매개로 한, 아파트에 대부분의 자산

을 집중해 온 사람들의 집단적인 안전망 재구축 시도였다.

  하지만 ‘가치 있는 아파트’를 위한 기획으로서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성을 부각시키

고자 한 이러한 시도는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서 다룬, 뜻하지 않게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사례는 아파트 단지라는 집단을 바

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 주었다. 적어도 차량으로부터는 안전하리라 믿었던 단

지의 지상공간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단지에 내재된 많은 문제들을 노

출시켰다. 무관심의 문화가 토양이 된 단지 내 공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는 사고의 직

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계기였으며, 결국 브랜드 단지가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적 조건

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

고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 집합체로서 아파트 단지가 지향하는 ‘가치’들의 

경합 양상을 통해 브랜드 대단지에서 ‘아파트 공동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는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

게끔 한다. 직접적인 상품 가치에 대한 추구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

지만은 않았던 각종 삶의 가치들이 부각되는 양상은 그간 한국사회의 거시적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 한편 어린이 사망사고를 통해 드러난 ‘함께-있음’으로서의 집단 자체

에 주목하는 움직임은 다양한 관계와 가치들이 잠재해 있는 ‘아파트 공동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이 낳은 특수성과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채택한 공간문법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거기서 탄생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개된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한 곳에 집결된다.

n 주요 용어: 아파트, 아파트 단지, 게이티드 커뮤니티, 공동체, 브랜드 아파트, 공간, 

장소, 도시주거

n 학번: 2008-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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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수십만의 대도시 도심 한복판, 저층 주거지 사이로 솟아오른 11층 높이 총 
33개 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놓여 있었다. 갈수록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던 주택난을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행정 당국의 야심 찬 
계획에 의해 건설된 이 단지의 이름은 ‘프루이트-아이고(Pruitt-Igoe)’.1) 1952년 미
국 세인트루이스에 세워진 프루이트-아이고는 훗날 뉴욕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를 설계한 건축가 미노루 야마사키(Minoru Yamasaki)의 작품으로, 
3천 세대 가까이 수용 가능한 대단지였다. 20세기 전반을 풍미한 건축 거장 르 코
르뷔지에(Le Corbusier)가 구상한 이상―합리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이 그대
로 적용된 이 단지는 각종 편의시설 완비, 풍부한 조경, 커뮤니티 공간의 충분한 확
보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았다. 바야흐로 
아파트의 본고장인 프랑스를 위시해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고층 아파트 건
물로 이루어진 대단지가 도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던 시기
였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고 몇 해가 지나자 프루이트-아이고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
로 바뀌고 말았다. 개별 동 단위로 도시의 가로(街路)에 접하여 건설되는 일반적―
서구 기준으로―인 아파트와 달리 주변 도시 공간으로부터 폐쇄적인 단지 형태로 지
어진 프루이트-아이고는 점차 자족기능을 잃고 계획가들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앓기 시작했다. 기대와 달리 입주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점차 단지는 버
려지기 시작했고, 녹지를 비롯하여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제공된 공용공간
은 우범지대로 돌변하여 약탈과 방화 등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된 프루이트-아이고에 대해 결국 당국은 철거 결정을 내렸고 완
공 20년만인 1972년, 이 단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프루이트-
아이고의 실패는 주거와 관련하여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자 한 ‘모더니즘 건축’2)의 이상이 비현실적이었음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여겨졌

1) 아래는 프루이트-아이고에 대한 관련 논의들(Bristol 2004; Jencks 1984; 이경훈 2011)과 차드 프리
드리히(Chad Freidrichs) 감독의 다큐멘터리 『The Pruitt-Igoe Myth: an Urban History』를 참고
하여 구성한 내용이다.

2) ‘모더니즘 건축(modernist architecture)’은 20세기 전반, 르 코르뷔지에를 위시한 일련의 건축가들
이 제시한 이상을 바탕으로 한 건축 사조로, 기계적인 기능주의와 표준화에 입각하여 도시환경을 재
조직하고자 한 움직임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Ⅱ장 1절에서 더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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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루이트-아이고의 1단계 철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1972년 7월 15일 오후 3
시 32분’은 건축사가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에 의해 “모더니즘 건축이 사망한 
날”(Jencks 1984: 9)로 명명될 정도였다.
  그런데 이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하던 
순간, 한국에서는 반대로 모더니즘 건축의 이상에 입각한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 이
제 막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프루이트-아이고를 너무나도 닮은, 
고층 건물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
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 각지를 뒤덮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는 
가장 일반적인 재산증식 모델로 자리하는 한편,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구별짓기 기제로 작동하며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각종 병폐가 집약된 부
정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가 처음 등장한 서
구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본래 아파트 단지3)는 
서구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주거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
소득층 주거지로 등장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와 다른 의미를 부여받으며 발전해 
나간 것이 사실이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되
어 온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공간 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구
성원 대다수가 선호하는 중산층 이상의 집단 주거지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아파트 단지는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고급화의 길을 걷는 한편, 각종 첨단 전자장비의 도입에 의해 보안이 강화되며 외부
에 배타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성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어 출입이 제한된 주거단
지”(Blakely & Snyder 1999: 2), 즉 “주거단지 입구에 게이트와 이를 통제하는 게
이트 컨트롤 시스템(단지출입시스템), 그리고 단지 주변을 두르는 담장에 의해 폐쇄
적인 영역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김석경 2007: 61)를 가리킨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부에는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각종 생활편의 시설들이 함께 배치되어, 
동질적인 사회계급을 지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공간적 문법이 작동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커뮤니티가 위치한 근린주구(近隣主區)의 경계를 규정

3)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파트’라는 표현 대신,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아파트 단
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박인석(2013)의 지적대로 한국에서 ‘아파트’가 차지해 온 인기, 그리
고 ‘아파트’ 관련 문제로 여겨져 온 대부분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모두 아파트라는 주거형식 자체보
다도 아파트 단지라는 집합적 주거모델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의 기원에 대한 여
기서의 언급 역시 ‘아파트’와는 별도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18세기경 서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아파
트는 원래 도시 중산층의 주거지였던 반면, 20세기 초 등장한 아파트 단지는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결과 탄생한 집단주거지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에서의 집
합주거 등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손세관(2000)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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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이트와 담장은 내부의 주민들과 외부의 비거주자들을 물리적 측면에서와 함
께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구분하는 가시적 장벽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Low 
2003: 12).
  이 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4) 특히 2000년대 
초부터 도심 각지에 들어서기 시작한, 타워팰리스로 대표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의 등장은 엄격한 출입통제를 통한 공간적 배제라든가 내부 주민들만의 배타적인 
집단 형성과 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특징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타워팰리스 등장과 함께 주목받은 게이티드 커
뮤니티의 속성들이 실은 한국사회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발달 과정에서 이미 자연스
레 수용되어 온 측면―다소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0년을 전후해 지어지기 시작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소위 ‘브랜드 아파트’는 단지 
입구의 차량 출입구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동 출입구에 다양한 전자 출입관리시스템
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과 구별되는 영역성 확보를 추구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재건축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단지 외곽에 높은 담장을 설치하고 주변 경관과 차별화된 단지 내 조경을 시도하면
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주변의 도시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의 경계는 상징적 차원에서도 단지 바깥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장벽―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뒷받침된―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도시 환경에 배타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
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련의 건축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바 
있다(김석경 2004; 김지은·최막중 2012; 박인석 2013: 92; 박철수 2013: 139; 이경
훈 2011: 190). 한국의 단지들이 비록 출입통제라는 면에서 미국이나 남미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폐쇄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5) 많은 측면에서 게이
티드 커뮤니티의 공간문법이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 외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모델을 그대로 수입·적용하여 탄생했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보다는 한국의 특유한 도시화 과정이 낳은 산물인 아파트 단지들이 
2000년대 이후 고급화와 출입통제시스템 강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세계적 추세인 게
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과 ‘동기화(synchronization)’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삼성래미안, GS자이, 롯데캐슬, 대우푸르지오 등과 같은 브랜드 

4) 이와 관련하여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특징과 한국에서의 수용양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졸고(2012)
를 참조하시오.

5) 미국과 브라질에서의 민족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력한 출입통제라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게
이티드 커뮤니티의 양상을 다루고 있는 논의로 칼데이라(Caldeira 2000)와 로우(Low 2003)의 연구
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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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들이야말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한국적 변용형
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꽤 이른 시기부터 한국에서도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문법이 반영된 아
파트 건축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아파트를 다룬 연구들에
서 이에 주목하여 접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보다도 현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체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고찰한 학술연구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
상인(2009: 27)의 지적대로, ‘한국사회가 현대화로 돌입하면서 쏟아낸 가장 독창적
인 산물의 하나’인 아파트 단지의 확산에 대해 그동안 국내 학계는 뜻밖의 일로 간
주하거나 그에 대한 대안적 거주문화를 고민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 그러던 상황
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한국의 아파트 문화 전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접근
이라 할 만한 프랑스 지리학자 줄레조(2004, 2007)의 저작이 출간되면서 변화의 전
기를 맞았다.6) 이후 ‘아파트 주거의 사회학’을 표방한 전상인(2009)의 논의에 이어, 
세대론과 시각문화를 접목시켜 아파트의 과거와 현재를 재구성하고자 한 야심 찬 
프로젝트인 디자인 연구자 박해천(2011, 2013)의 연작 등 국내 연구자들의 본격적
인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실천적 입장을 취한 소장 건축학자들에 의
해 아파트 단지의 문제와 해법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물들이 발표되기도 했다(박인
석 2013; 박철수 2013).
  이처럼 아파트 단지를 다룬 학계의 성과가 점차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높이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이제야 비로소 아파트 단지라는 존재에 
대해 본격적인 성찰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기존의 학문적 접근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 전반을 다루려는 의도 아래, 아파트 주거가 지닌 구체적 삶의 
양태를 분석하기보다 주로 아파트 단지의 일반적 속성을 도출해내는 데 집중한 것
이 사실이었다. 물론 이 같은 접근방식은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익숙한 존재로만 
여겨져 온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고,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추상화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일반적인 존재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에 영향을 받아 지어졌고,7) 그 결과 대체로 비슷한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

6) 외부인의 관점으로 한국 고유의 아파트 단지들이 양산된 기제를 분석한 줄레조의 논의는 국내 학계
에 작지 않은 자극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전상인 2009: 27; 박인석 2013: 17-18 참조). 건축학과 
주거학을 중심으로 주로 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에서 진행되어 온 국내 학계의 논의는 이후 아파
트와 아파트 단지가 지닌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분과학문이 각자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다루게 되는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7) 뒤의 Ⅱ장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아파트 단지 건설에는 입지 선정 및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
지 많은 면에서 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그를 구체화한 각종 설계지침 및 규정이 크게 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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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도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유효성과 통찰력을 갖는 것 역시 사실이
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세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인 
아파트 단지는 규모와 입지를 비롯한 여러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장
소이기도 하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는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개별적 서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의 일반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 논의들은 아
파트 단지 혹은 입주민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상정하는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했
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복합적인 동학을 파
악하기 어렵게 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을 사회구조에 종속된 수동적인 주체 혹은 개
인주의적이고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존재로 그려낼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한
국의 도시들이 아파트 단지로 뒤덮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회문제들이 발생했으며, 
그 과정 자체가 도시와 사회에 관한 이상적 규범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떠한 주거공간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이 곧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적이라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미 현대 한국 도시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
트 단지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에 대한 직시이
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공간문법을 기반으로 생겨난 집단성과 삶의 양
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아파트 단지가 지닌 공간적 특징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입주민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처한 현실적 조건들을 진단하고, 그 속에
서 형성되는 집단성과 ‘아파트 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브랜드 
단지와 아파트 공동체라는, 얼핏 보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개체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징과 한국의 사회적 맥락이 엮이며 결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등장한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들은 게이티
드 커뮤니티로서의 공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처럼 물
리적으로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의 창출이 아파트 단지에 고유한 장소성을 형성하
는 한편, 입주민들로 하여금 나름의 공동성을 배태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평가가 중시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의 평판과 가치는 소중하게 여겨지며, 이를 높이거나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집합적 행동이 펼쳐지기도 한다. 동시에 이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와 무관한 것처럼 여겨져 온 ‘공동체’를 호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즉, 아파
트 단지라는 장소 자체가 ‘공동체’를 향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은 공간적 조건이라
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개되는 아파트 단지의 ‘가치’에 관한 경합은 ‘아파트 
공동체’에 관한 논의와 맞물리며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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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택한 접근방식은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한 집중적인 사례 연구이다. 일견 특정 단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지
나치게 미시적인 내용에만 집중하여 한국의 아파트 단지라는 큰 주제를 제대로 다
루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찍이 르페브르가 짚어냈듯이, 분석
을 위해 채취된 공간의 단편은 해당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하나의 관계만을 드러내
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르페브르 2011: 155-156 참조). 사
회에 작용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서로 침투하거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낸 
특정한 공간의 파편에는 사회적 실천의 켜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는 미시적인 차
원과 거시적인 차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훌륭한 분석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수도권 소재의 한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를 택해 문헌
검토와 참여관찰을 포함한 민족지적(ethnographic)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상론적 비평이 아닌 구체적인 민족지 사례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
정한 아파트 단지에서 펼쳐진 ‘공간의 이야기(spatial stories)’(de Certeau 1984)를 
풀어내는 작업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한국의 도시 어딘가에 실재하는 이 아
파트 단지의 이야기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한국사회 전반의 거시적 맥락
과도 맞닿아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주요 특징8)

  본 연구가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가 지닌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속성에 주목한 
만큼,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주요 특징들을 도출해내는 작업
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지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은 외관상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용 
양상을 보인다. 이는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수용되는 원인이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
이며,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코드와의 친화성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특성을 ‘빗장지르기(gating)를 
통한 공간분리’와 ‘공동체적 요소’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함께 작
용한 결과 등장하게 된 제반 양상을 ‘고유한 장소성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
고자 한다. 

8) 이 절의 주요 내용은 졸고(2012: 40-47)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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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빗장지르기(Gating)를 통한 공간분리 기제

  현대적인 형태의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
의 확산 원인에 관한 분석은 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
점에서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관한 초창기 연구자들인 블레
이클리 & 스나이더(Blakely & Snyder 1999)에 따르면, 미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
티의 확산은 위험으로 가득한 공공 공간(public space)으로부터 분리된, 안전하고 
사유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미국인들의 욕망을 상징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의 사례를 연구한 칼데이라(Caldeira 1999) 역시 도시 내 범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상류층이 그들만의 폐쇄적인 엔클레이브(enclave)를 형성하게 되었
다고 논하였다. 이들은 공히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대한 진단을 통해, 기존 
공공 공간의 소멸로 인한 사회의 소통 약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렇게 미국이나 브라질의 대도시에서처럼 범죄발생률이 높은―보다 정확히 표현
하면 ‘높다고 여겨지는’―지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방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등장이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의문
이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밀집한 지역인 미국 LA와 휴스턴 
지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범죄발생률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김석경(2007)은 양
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에 의해 안전
한 것으로 인식되는 폐쇄적 영역의 제공이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담장이나 게이트와 같은 출입통제 시스템
보다 예방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나 주변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다. 텍사스와 뉴욕 인근에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한 로우(Low 2003) 역시 1990년
대 이후 미국에서 실제 범죄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티드 커뮤니
티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범죄예방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보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물리적·상징적 차별화 욕구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듀퓌 & 
쏜즈(Dupuis & Thorns 2008)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된 ‘위험사회(Risk 
Society)’(Beck 1992) 담론은 실재하는 위험과 무관하게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서의 ‘빗장지르기 관행(gating practice)’(Dupuis & Thorns 2008: 153)
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의 실재 여부와 무관한 두려움의 생성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크
다. 이와 관련하여 글래스너(Glassner 1999)는 사회의 도덕적 불안을 자극하고 그
에 대한 상징적 대용물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미디어와 일부 전문가들을 ‘두려
움 행상인’으로 지칭하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실제보다 부풀려진 근거 없는 불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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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실천을 ‘두려움의 문화(culture of fear)’로 명한 바 있
다. 범죄예방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두려움
의 문화’가 갖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글래스너의 논의를 빌린 로우(Low 
2001: 47, 2003: 114)는 ‘두려움의 문화’로 인해 생성된 절도, 강도, 유괴 등에 대
한 다소 과장된 두려움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폐쇄적인 대신 안전한 물리적 환경에
의 추구를 더욱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을 단순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귀
결시켜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블레이클리 & 스나이더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분류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고려한 ‘보안영역 커뮤니
티(security zone community)’뿐 아니라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라이프스
타일 커뮤니티(life-style community)’, 고소득층을 위한 ‘위세 커뮤니티(prestige 
community)’ 등의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Blakely & Snyder 1999: 38-44 참조).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은 분
명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는 미국이나 남미 외의 다른 지역
들에서 등장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
다.
  예를 들어 월드롭(Waldrop 2004)은 인도 뉴델리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변화에 
직면한 카스트 제도가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통한 공간분리에 의해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카스트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던 과거의 공간분리가 전지구화
로 인한 인도 전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아 공간에 대한 경합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상위 카스트의 대응이 바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였다는 것이다. 월드롭에 따르
면, 인도의 전통사회에서는 카스트를 기준으로 한 사회·공간적 분리가 중시되었지만 
굳이 물리적 장벽을 동원해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특히 뉴델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기존의 카스트 
관계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이었던 ‘주인-노예
(master-slave)’ 관계가 임금지불을 바탕으로 한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로 변화하
면서, 이로 인해 과거 동일한 공간 내에서 상징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던 카스트 간 
분리를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경계에 의해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Waldrop 2004: 108).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적 질서를 과거의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주거공간의 분리가 채택된 사례는 아랍지역과 남아프리카공
화국, 러시아 등 기존 규범에 따른 공간분리가 비교적 강했던 지역들에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글레이즈 & 알카얄(Glasze & Alkhayyal 2002)이 연구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세기 중반 석유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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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등장하게 되었다. 서
구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서구 건축기술을 바탕으로 건설된 수도 리야드는 확대가족
(extended family) 중심의 전통적 아랍도시의 공간배치가 아닌, 도시화나 핵가족화
와 같은 변화가 반영된 신도시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리야드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주거단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넓은 부지에 전통적인 확대가족
이 한 데 모여 살 수 있도록 한 폐쇄적 주거단지였다. 글레이즈 & 알카얄에 따르면 
이는 각 핵가족들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확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생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현대식으로 변용된 주거단지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또 다
른 형태는 석유산업의 발달로 인해 대량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폐쇄적 주
거단지로, 특히 이슬람교가 아닌 타종교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엄격한 종교규제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곳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주거형태의 
재생과, 엄격한 이슬람 율법과 완전히 다른 사회적 제도가 적용되는 게이티드 커뮤
니티의 확산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규범의 보존을 시도한 사우디 
정부의 국가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다(Glasze & Alkhayyal 2002: 334).
  렌츠(Lentz 2006) 역시 자본주의 도입 이후 러시아에서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있어서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는 평등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소비에트 정권 
시기에도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원이나 전문기술자 집단 등 일부 엘리트계층을 위한 
공간 분리가 이미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특권적인 공간 분리, 즉 잘 경
비된 폐쇄적 주거단지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과거 소련인들에게 있어 부정적인 사회
적 분리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해당 거주인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읽혔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 도입 이후의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큰 거부감 없이 수용
되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Lentz 2006: 213). 오히려 러시아에서의 게이티드 커
뮤니티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후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유입과 맞물리며 환영받는 대상으로까지 될 수 있었다. 물론 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급증한 범죄율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책으로서의 고려 역시 러시아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확산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세계 각지에서의 ‘빗장지르기(gating)’를 통한 여러 공
간 분리 양상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기존 삶의 양식들이 
그대로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이질성이 커지며 증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전
지구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맞아 붕괴 위험에 놓인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 등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관상 유사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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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공간분리 기제에 있어서
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으로 인
한 도시공간의 물리적 변화 속에는 각각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조금씩 다
른 공간분리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요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빗장지르기로 표
방되는 물리적 경관 변화와 공간적 분리에 주목해온 한편으로, 그와 관련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주목한 연구들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테면 히글리아(Giglia 
2008)가 연구한 멕시코시티의 틀랄푸엔테(Tlalpuente)라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주민
들의 경우, 경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타자를 배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연친화적 삶
의 방식을 지향하는 일종의 대안적 커뮤니티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 커
뮤니티 역시 외부에 대한 폐쇄성이라는 점에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기본적 특징
을 갖고 있긴 하지만,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내부의 공동체적 결속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계급에 따른 공간분리가 강조되는 전형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와는 양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비교 연구를 수행한 최정민(2007) 역시 물
리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형태를 지닌 주거단지가 그 실제 작동양상에서는 해
당 사회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적 사상이 중
시되어 개인의 영역성이 강조되고 인종문제가 수반되는 미국과 달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근린 지역성이 강조되는 일본의 경우 단지 주민들만 이용 가능한 배타
적 도로 설치가 금지되는 등 게이티드 커뮤니티 특유의 폐쇄성이 완벽히 실현될 수
는 없다는 것이다(최정민 2007: 129). 또한 일본에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비교적 
주변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형태로 운영되며, 단지 내 행사에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는 것 역시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이 반드시 도시공간에서의 계급적 분리를 함의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 공간의 위축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
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일반적 형태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안과 범죄예방이 가장 강조되는 미
국의 사례연구에서도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관찰되는 공동체의 양상은 꾸준히 다
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처음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등장한 이
래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도시 내의 새로운 공동체”, “옛 공동체의 구현”, “당신의 
새로운 고향”과 같은 광고문구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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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들의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공략지점이었다(Blakely & Snyder 1999: 18).
  그러나 미국의 초창기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그렇지 않은 주거단지에서의 비교연
구를 수행한 윌슨-던지스(Wilson-Doenges 2000)는 건축업자들이 잡고 있는 마케
팅 포인트와는 달리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오
히려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 결과는 그리 정교하지 않은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분석에 의한 것이기에 주민들이 지닌 공동체 의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블레이클리 & 스나이더(Blakely & 
Snyder 1999)는 한국 아파트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단지 내 주택소유자
들로 구성된 HOA(Homeowner Association)가 갖는 중요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게
이티드 커뮤니티에서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단지 내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기구인 HOA는 입주민들의 참여와 의사소통
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유발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HOA의 활동이 공동체 의식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
는 주민들에게 있어 HOA는 사적인 재산권과 소유권 유지와 같은 사적인 목표에 바
탕을 둔 조직일 뿐 공적인 공동체의 확장형태로는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Blakely & Snyder 1999: 34-35).
  이러한 해석은 시민사회의 전통이 강했던 서구의 기준에 의한, 공적인 형태의 공
동체만이 유의미한 공동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
동체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기 힘든 현 시점에서 반드시 그것
만을 이상적인 형태의 공동체로 상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실제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굳이 앞서 언급한 멕시코시티나 일본에서의 사례까
지 가지 않더라도, 배타적 계급분리에 의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일반적인 서구에서
도 공동의 가치 추구에 기반한 다른 형태의 공동체 의식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우(Low 2003: 64)는 지리적 영역과 운영조직의 공유, 가치의 공
유 등 공동체의 주요 요소들이 또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도 하며, 이들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행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제한된 형태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로우에 의하면 이때의 공동체 의식은 긍
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의 공
동체 의식이 내부자들을 향해서는 안정감과 편안한 감정을 함께 제공하게 하지만, 
단지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할 가치가 없는 주변적 타자로 인식하게 한다
는 것이다(Low 2003: 65). 미국 애리조나에서의 사례연구를 수행한 로믹(Romig 
2005: 84) 역시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
(the fear of not fitting in)’에 대한 두려움이라 주장하면서, 주위를 의식하는 소비
와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선택되었다고 보았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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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는 동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과거의 신화적 공동체에 대한 향수와 
함께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향한 열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들을 통해 특히 주목할 점은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확산되는 과정에
서 공동체에 관한 서로 다른 이상과 현실이 조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케팅이나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엿보이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전통적인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한편으로, 실제 현실에서는 단지 내 공동체 의
식이 과거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형성·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국내 아파트 단지의 
마케팅 전략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바이기에,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의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조우 양상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통한 장소성의 구축

  앞서 살펴보았듯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과 관련하여 공동체라는 개념은 과
거 전통사회에서의 형태와는 다소 다른, 재정의와 경합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
이다.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일종의 유행처럼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으
며, 이는 더 나아가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갖고 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사회변혁을 
꿈꾸는 ‘공동체주의’9)의 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20세기 후반 이후 일어
난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의 배경에 어떤 정치·경
제·사회제도적 힘이 자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최근 공동체의 ‘인기’를 이해하
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바우만(Bauman 2001; 바우만 2009)에 따르면 공동체가 갖는 근래의 인기는 하
나의 중요한 사회적 사실로서 반드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자, 근대적 
삶이 점차 가속화되어 탄생한 ‘유동적 근대(liquid modernity)’에서의 예상 가능한 
반응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 이후 개인주의는 전통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의 해방이라
는 특징과 함께 불안전(insecurity)의 증대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르네상스 이후 서
구에서 진행된 개인화 과정에서 안전(security)과 자유(freedom)는 서로 맞교환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Bauman 2001: 22). 인간은 집단으로서의 전통사회가 제공하

9) 1980년대 서구 정치철학에서 등장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다룬 고전 이론들의 한계를 넘어 현실
사회에서의 공동체 재생을 위한 실천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1970년대 서구 지성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롤스(J. Rawls)의 의무론적·권리준거적 자유주의 이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1980년
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은 현대 자유주의 이론이 강조한 개인과 권리 대신에 공동체와 공동선을 강조
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 열풍을 몰고 온 샌델(Sandel)과 함께 매킨타이어(MacIntyre), 월처
(Walzer)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사회적 윤리와 도덕의 기초로서 공동체를 지
목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에 기초를 둔 자유주의의 이론적 모순과 현실
적 해악을 비판하였다(설한 2004: 23-24).



- 13 -

던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유지되던 안전을 내주는 대가로 개인 단위의 자유를 얻은 
셈인데, 바우만은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로의 사회·경제적 전환 과정에서 이전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던 자유와 안전 간의 평형 상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진단한
다. 따라서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근래 공동체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자유’와 ‘안전’이라는 인간적 가치의 필수불가결한 한 쌍 가운데, 안전에서 너무 멀
리 떨어진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바우만 
2009: 272).
  그러나 그가 진단하기에 최근의 공동체에 관한 주목―‘공동체주의’의 등장으로 대
표되는―은 ‘유동적 근대’에서 ‘개인화’가 지니는 역설적 본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어느 것도 확실치 않고 안전하게 기댈 곳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이 소속될 만한 집단을 
찾게 된다. 하지만 ‘유동적 근대’의 근본적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동체는 개개
인의 선택에 의해 탄생하고 개인들의 책임에 의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즉 모든 공
동체들은 추정된 공동체이자 현실이 아닌 기획이 되며, 개인의 선택이 있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오는 어떤 것이 된다(바우만 2009: 27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주의는 
일종의 ‘복음서’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때 공동체의 이미지는 ‘우
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갈등은 차치하고 차이점을 느끼게 할 만한 모든 것을 정화한
다. 세넷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연대감의 신화는 일종의 정화의식
일 뿐이다(Sennett 1996: 36).
  여기서 우리는 근래 공동체주의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몸’이라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삼 강조되기 시작한 몸의 우선성은 공동체 이미지―확
실성을 겸비한 안정감을 주는 공동체, 안전한 온실과도 같은 공동체―를 형성할 때 
몸이 이상적으로 보호되는 유형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경향에 강력하게 반영
되고 있다(바우만 2009: 293). 이러한 ‘자기 방어적’ 욕망에 기인한 공동체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안
전한 환경의 추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강조하는 생태공동체나 주변의 
해악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추구하는 공동육아·교육공동체 등이 공동체주의가 
낳은 스펙트럼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다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여 계급성에 
기초한 공간분리 형태로 표출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그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등장은 20세기 중·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전지구
화―혹은 신자유주의적 전환―로 인한 ‘장소’10)에 관한 인식 변화 속에서 흔히 ‘장소

10) 여기서의 ‘장소’는 인간의 경험 혹은 생활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물리적 지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장소’ 개념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케이시(Casey 1997)와 투안(Tuan 1977),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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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혹은 ‘장소의 소멸’(Augé 1995; Meyrowitz 1985; Relph 1976) 등으로 표현
되는 ‘탈장소화’를 넘어선, 이른바 ‘재장소화’의 여러 양상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카스텔(2003: 542)에 따르면, 정보기술과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달을 바탕으
로 등장한 ‘정보화 도시’에서는 그가 ‘흐름의 공간(the space of flows)’이라 명명한 
공간논리에 의해 일련의 사회적·공간적 위계가 형성된다. 이 위계구조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형태가 바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 코스모폴리탄의 삶을 영위하는 중·상
류층은 그들만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로 게이티드 커뮤니
티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시하라 나오키(2010) 역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인기를 전지구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장소’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최근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확산 속에서, ‘장소’의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뿌리내리
기(rooting)’라는 감각은 사람 간의 관계를 일정한 영역 내에서 완결되는 닫힌 관계
성에 수렴시키는 것, 즉 ‘둘러싸기’라는 감각으로 특화되었다(요시하라 2010: 294). 
이러한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이며, 이 안에서 ‘둘
러싸기’라는 감각이 주민 서로간의 근접성과 단지가 차지하는 영역성에 대한 애착으
로 동화되어 전통적 의미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다소 다른 공동체에 대한 감정을 낳
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세계적으로 이 같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대상이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를 신자유주의의 가치관과 공
동체주의의 가치관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요시하라의 관점이다. 앞
서도 언급했지만, 타자―그것이 예비 범죄자가 되었건, 위험을 야기하는 해로운 환
경요소가 되었건―와의 조우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여 자신들만의 엔클레이브를 만
들고자 하는 노력 등에서 공동체주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구성논리와 서로 공명
하는 부분이 있다. 비록 일반적으로 공동체주의가 현대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이상화
되는 반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반대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세계 각지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관찰되는 주
요한 특징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물리적·상징적 배제 기제를 통한 ‘고유한 장소
성의 구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게이트나 담장, 사설 보안업체 등을 활용
한 도시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간분리와 함께, 그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의 결합
은 그들만의 고유한 장소성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재장소화’에 의해 도시공
간에서 탄생한 고유한 장소성은 전지구적 논리에 따라 자유로이 이동 가능한, 이른
바 상류층의 ‘자발적 게토(voluntary ghetto)’(Bauman 2001: 116)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인종적·종족적 차이에 따른 차별 기제에 의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졸고(2013: 111-117)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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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통한 고유한 장소성

형성되어온 것이 전통적인 형태의 게토라면, 최근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게이트와 
담장이라는 물리적 장벽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적 장벽을 동원해 스스로 모여든 
주거 공동체, 즉 자발적인 형태의 게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이 같은 특징은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는 물리적 형태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동시에, 고유한 장소성에 기반을 두고 집단의 
공동성이 나타나는 여러 잠재적 계기들을 품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개별적 거주처럼 인식되는 한편으로, 기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
외로 많은 부분에서 집합적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들을 볼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로우(Low 2003)나 칼데이라(Caldeira 2000), 장리(Zhang 2010)의 민족지를 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 신중산층(New middle class)의 등장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
화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과 대응의 양상들이 다루어질 뿐, 특정한 주거 단
지에서의 장소성과 집단적 실천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경
우 외부의 시선에 의해 아파트 단지 자체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단지의 장소성이 부각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해당 단지의 평판을 높이
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등장하게 된다. 때로 이러한 시도는 앞서 밝힌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와 무관한 것처럼 여겨져 온 ‘공동체’가 호출되는 계기로 작용하기
도 하며, 바로 이 지점에 본 연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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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집단성과 ‘공동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특징을 고유한 장소성의 구축에서 
찾는다면, 이 같은 장소성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집단성
(collectivity) 내지 집단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공간분리 기제가 작동하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특징은 차별화된 영역성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공동체’ 인식을 함양하는 조건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에 아파트 단지가 수용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
의 중요한 출발지점이 된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자족적인 단지 구조를 취하며 
도입된 한국의 아파트는 처음부터 공간적 폐쇄성이라는 특징을 품고 있었고, 한국사
회는 이러한 특성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왔다. 그로 인해 물리적인 형태에
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속성이 상당 부분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서구와 달리 공간적 배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이 생각만큼 크게 나타나
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11) 대신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찰되는 공간문법은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성’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 점에서 빗장지르
기 기제와 그를 통한 폐쇄적인 공간구조의 형성은 본 연구의 주된 논의점이라기보
다 브랜드 아파트의 공동체성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기본 배경에 해당한
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루는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성을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건축가의 시선에서 아파트 단
지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박인석(2013: 297-303)은 호혜적 관계에 의한 
공동체와 시장적 교환관계에 의한 결사체를 대비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이는 양
태를 결사체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아마도 이러한 시각은 아파트에 비판적인 연구자
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갖고 있는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종의 회고적 인식에 의한―에 기초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관점이다. 여기서는 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전개하고 연구 질문의 도출로 이어가고자 한다.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공동체’가 주목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세기 이전까지 학자들은 사회조직으로서의 공동체

11) 한국의 도시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라 할 만한 공간적 배제가 가장 가시적
으로 드러나는 주거형태는 1990년대 말 이후 등장한, 타워팰리스로 대표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
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도입된 게이티드 커뮤니티 형태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졸고(2012: 
47-5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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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던 것이 사실이었다(강대기 2004: 39).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에서 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따로 특별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실체도, 특별히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 실체도 아니었고, 공동체에 대한 현대의 
일반적인 관념처럼 긍정적인 이상향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른바 ‘이성의 
시대’인 18세기 사회사상가들에게 있어 전통적인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했던 존재인, 중세 봉건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비판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최
협 외 2001: 11). 
  그러던 공동체에 관한 인식은 19세기 산업혁명을 겪으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
다.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분업화 등으로 인해 이전 사회에서 공동체에 의해 매개
되던 각종 미덕과 안정감 등이 파괴되었다는 위기의식이 싹튼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새로 얻은 ‘개인의 자유’와 ‘기계적 생산’ 대신 잃어버
린 ‘공동체적 삶’과 ‘형제애’에 주목하여, 이른바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었다”(신용하 1985: 12). 이에 따라 산업혁명 이후 전산업사회와 구분되는 산업
사회의 특징에 주목한 여러 사회이론가들은 각자의 관점과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전통적 공동체와 대비되는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농경사회의 자
연적인 결합관계에 의해 형성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산업사회에서의 계
약적 결합에 의한 ‘게젤샤프트(gesellschaft)’라는 사회유형을 분류한 퇴니스(Tönnies 
1957)는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들 초기 이론가들은 산업화를 거치며 변화하고 있던 당시 현실을 공동체 개념
에 직·간접적으로 기초하여 비판하고 이 개념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
시하고자 했다(최병두 2004: 61). 또한 이들은 산업사회의 황폐화된 인간성 회복을 
위해 개인보다 공동체가 선행함을 강조했고 산업화에 따라 등장한 근대성
(modernity)과 공동체는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특히 이는 20세기 
전반에 도시화와 관련한 일련의 영향력 있는 연구들을 수행한 시카고학파에게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이를테면 Gans 1982; Park 1952; Redfield 1955; Wirth 
1938). 이들은 고전적 공동체 이론가들의 분석을 받아들여 개인들의 사회적 삶이 노
동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전체에서 점점 더 분업화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총체적인’ 사회적 인간은 근대성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되며, 과거 공동체의 많은 측면들은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는 소멸된 것으
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시 대 촌락(전통적 공동체)이라는 시카고학파의 이분법적 접근
은 초기 사회이론가들이 제시한 이론의 한 단면만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논의에 적
용하였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카고학파의 뒤르켐 수용에 관한 코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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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1985: 24)의 비판에 따르면, 뒤르켐이 묘사한 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
회나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존재한 두 사회가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 순간에서 
하나의 사회가 지니는 두 가지 측면이었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특성으로 이해되는 
호혜적 관계나 친밀한 대면관계와 같은 요소들과 그에 대비되는 ‘계약적’ 요소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사회적 삶의 형성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Durkheim 1964). 하지만 시카고학파는 이러한 
보완적 측면을 무시하고 ‘공동체가 남아 있는 촌락생활’과 ‘공동체가 사라진 도시생
활’을 단순히 대비시키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코헨에 따르면 이 같은 뒤르켐에 대
한 ‘오독’은 크기나 규모와 같은 구조적 맥락이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기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점은 구조기능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
여주는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코헨의 비판이며, 흔히 ‘공동체’의 특
성으로 예시되는 대면 관계가 지배하는 단순사회라든가 평등주의 원칙의 지배, 내부
적 동일성 등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었다(Cohen 1985: 28-37 참조).
  또한 고전적 공동체 이론들은 근대 사회이론 일반에서 산업사회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의 공동체를 위한 이론적 틀과 실천전략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니긴 했지만, 동시에 실천적인 측면과의 연관성에서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최병두(2004: 63)에 따르면 이들 고전적 이론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현실 속에서 공동체의 이상을 역사적으로 실현시키지는 못했으며, 또한 개인
과 전체 간의 관계가 여전히 이원론적으로 남아 있거나 또는 공동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즉, 많은 고전적 공동체 이론들은 현실적 실천력
을 부여받지 못한 채 담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서구 정치철학에서 등장한 ‘공동체주의’는 이 같은 고전 이론들의 
한계를 넘어 현실사회에서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
었다. 1970년대 서구 지성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롤스(J. Rawls)의 의무
론적·권리준거적 자유주의 이론12)을 비판하며 등장한 1980년대의 ‘공동체주의자’들
은 현대 자유주의 이론이 강조한 개인과 권리 대신에 공동체와 공동선을 강조하였
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 열풍을 몰고 왔던 샌델
(Sandel 1982)과 함께 매킨타이어(MacIntyre 1981), 월처(Walzer 1983) 등으로 대
표되는 이들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사회적 윤리와 도덕의 기초로서 공동체를 지목
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에 기초를 둔 자유주의의 이론
적 모순과 현실적 해악을 비판하였다(설한 2004: 23-24).

12) 설한(2004: 23)에 의하면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의무론적 자유주의자들은 평등, 

자유, 자율성, 관용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근본적인 가치로 간주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러

한 가치들을 효용의 결과를 위한 도구로 보고 단순한 욕구의 합으로 자아(self)를 이해한 공리주

의자들에 맞선 논쟁에서 승리한 이들 의무론적 자유주의자들은 집단 목표에 선행하는 독립된 자

아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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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공동체주의는 그것이 지닌 실천적 함의로 인해 각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공동체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자원이 되었지만, 그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13) 1980년대 이후 공동체주의자들에 대해 제기된 대표적 비판 중 하
나는 이들의 공동체론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기득권을 지속시키고자 하
는 보수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에
서의 ‘해방’보다는 공동체 수호라는 이름 아래 구성원들의 동질성 확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
문에 내적 평등성이나 결속력만을 강조하는 소규모 공동체운동만으로는 그 외적 조
건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최병두 2004: 69). 또한 이들에게는 공동체 내 소
집단들 사이 혹은 공동체들 사이의 불평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충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무시해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 같은 비판들은 이미 시카고학파의 공동체 이
론에 대한 코헨(Cohen 1985)의 비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들인데, 이는 결국 
현대 공동체주의에서 이상적으로 상정하는 ‘공동체’ 역시 고전이론가들의 틀에서 크
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산업화 이래 공동체를 다루었던 이론가들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입
장은 공동체에는 특정한 기준이나 이념, 즉 집단의 ‘동질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과
거에 실재했던 어떤 집단적 형태―비인간적인 근대사회와 대비되는―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동체에 관한 고전적 논의를 비롯해 현대 공동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지닌 한계는 바로 이 지점에 기인한다. 공동체의 본질을 집단에 
내재한 동질성에서 찾고 거기에 근거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해당 공동체
의 구성원들은 집단의 동질성과 연관된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는 원자적 존재들로 
환원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각되는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
엇’을 나누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벗어나기 어렵다. 즉, 공동체
에 있어서 가시적인 무언가―민족이나 종교, 이데올로기, 혹은 ‘재산’과 같은―의 공
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로서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낭시(2005, 2010)와 블랑쇼(2005)는 기존 논의들의 전제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공동체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14) 먼저 논의

13)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관한 아래의 내용은 최병두(2004: 68-71)를 참고하였다.

14) 1983년, 장-뤽 낭시는 조르주 바타유의 저작들에 대한 독해를 바탕으로 “무위(無爲)의 공동체(La 
Communauté Désoeuvrée)”(1986년 책으로 출간)라는 글을 발표하여 동질성과 내재성을 전제하지 
않는, 일종의 역설적인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처음 제기하였다. 이에 같은 해 모리스 블랑쇼는 낭시의 
논의에 대한 응답으로 “밝힐 수 없는 공동체(La Communauté inavouable, The Unavowable 
Community)”라는 글을 발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18년 뒤인 2001년, 낭시는 “마주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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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발시킨 낭시에 의하면 근래의 “공동체에 대한 사유나 욕망은 근대적 경험에 
나타난 가혹한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뒤늦게 창조된 것”(낭시 2010: 38)이며, 따라
서 공동체는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회를 근거로 하여 새로 도래하는(à 
venir) 어떤 것이다.15) 그러면서 그는 동질성, 즉 집단에 내재한 공통의 속성을 전
제하지 않는 공동체, 집단구성원 간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공
동체의 개념을 강조한다. 
  낭시의 논의에서 공동체는 원자적인 자아들의 공간이 아니라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 위치한 존재들의 공간으로 드러난다. 그 전제는 인간들의 ‘사이’와 인간에 대
한 경험의 중심에 개별적 개체가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존(外存, exposition)’이 이
미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다(박준상 2010: 64 참조). 이때의 ‘외존’이란 “동일자가 타
자로, 동일자가 타자로 인해, 또는 동일자가 타자에게 향해 있거나 기울어져”(낭시 
2010: 26) 있는 편위(扁位, clinamen)가 작용하는 관계적 존재양식이다. 모든 행동
과 소통의 전제인 외존은 ‘자기(soi)’의 본질에 대한 재설정에서 출발한다. 낭시에 
따르면 자기에게 본질적인 것은 스스로의 실체 혹은 고유성이 아니며, 집단 내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데 있다. ‘자기로의-존재’라는 것은 사실 ‘외존으로
의-존재’이며 이들로 이루어진 집단, 즉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존재들이 자리 놓이
는 방식을 규정한 양태라는 것이다(낭시 2010: 186-187 참조).
  이러한 낭시의 사유는 집단의 공동성에 대해 주목하고 연구해 온 인류학의 작업, 
특히 최근의 성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16) 이를테면 낭시의 『무위의 공동
체』와 비슷한 시기에 멜라네시아의 사례를 통해 집단과 개인의 본질, 관계와 공동성
에 대해 탐구한 스트래선(Strathern)의 작업은 존재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
동성의 이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녀는 선물교환과 젠더 및 친족관계를 매
개로 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이라는 존재는 내부에 사회성을 품고 있으며 ‘관계’
가 위치한 복수의 지점(sites)들로 구성된다는 논의를 펼친다(Strathern 1988: 13). 

(La Communauté affrontée)”라는 글을 통해 보다 넓은 정치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확장하였다.
15) 낭시의 주저인 『La Communauté Désoeuvrée』의 한국어 번역서에서 사용한 ‘무위(無爲)’라는 표

현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역자 본인도 밝히고 있듯이 ‘무위’는 낭시가 염두에 두지도, 
참조하지도 않은 노장사상(老莊思想)의 맥락에 저자의 논의를 갖다놓기 때문이다(박준상 2010: 79).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같은 책의 영어 번역본인 『The Inoperative Community』(Nancy 
1991)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영어 번역본의 역자들은 한국어판에서 ‘무위’로 번역된 
‘Désoeuvrée’를 ‘inoperative’로 옮겼는데, 낭시의 논의에서 ‘Désoeuvrée’는 ‘아무 것도 하지 않
음’이라는 의미의 ‘undoing’이 아니라 ‘unworking’의 뜻에 가깝다고 봤기 때문이다(Nancy 1991: 
154). 이렇듯 낭시의 논의 전반에서 강조되는 공동체의 역설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는 
‘inoperative’라는 영단어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16) 사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첨언하면, 인류학에서 철학의 사변적 사유의 활용은 민족지 사례를 바탕으
로 한 인류학적 분석과 결이 맞게 엮일 때에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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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개인은 복합적인 정체성들의 파생물로 여겨지기에 ‘분할가능한(dividual)’ 것들
로 변환될 수 있다. 이처럼 자신과 주변을 이루는 복합적인 관계들의 구성물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스트래선의 논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존재로서의 
개인(individual)’에 관한 근대적, 서구적 인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모스(Mauss 1985[1938]) 이래 개인과 사회의 복합적인 관계망을 바탕으
로 자아와 개인에 대한 관념을 탐구해 온 인류학의 지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Gell 1988; Leenhardt 1979; Wagner 1991).17)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사
회관계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은 관계와
의 상호작용 속에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구성된 개체들의 집합체가 
바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집단의 공동성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모습을 드러내는가? 스트래선의 분석에 의하면 특정한 존재가 단일한 개체로 나타
나는 계기는 그 자체로 선택적 과정인 ‘행위’에 의해서인데, 이는 관계들에 내재한 
복수의 잠재성 가운데 특정한 요소들이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개체에는 
복수의 요소들과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행위에 의해 
선택적으로 취해짐으로써 해당 존재는 ‘가시화(visualized)’된다(Strathern 1988: 
15, 276-277 참조).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개인이 다양한 관계들로 구성되는 것처럼, 사회관계의 복합적인 소우주
(microcosm)인 집단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공동성의 문제를 사유하는 낭시의 공동체론이 제기한 전
제에 대한 인류학적 해석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낭시에게 있어 공동체는 개인의 
본질에 대한 재설정에서 출발하여, ‘외존’을 바탕으로 한 관계 자체에 의해 도래한
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질
성에 근거한 기획, 혹은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할 어떤 과제의 영역에 속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유한성을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한다(또는 공동체의 경험이 우리
를 만든다).”(낭시 2010: 78)고 볼 수 있을 뿐, 공동체는 특정한 과제로 추구될 수도 
없고 그 성과물에 기반을 둘 수도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체는 과거에 존재했지
만 현재는 상실해버린 무언가도 아니며, 어떤 점에서 공동체는 내재성에 대한 저항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이다(낭시 2010: 86). 이른바 
완성될 수 없는 실체를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의 원리에 의해, 공동체는 개체나 집단 
전체의 본질을 전제하지 않은 채 다만 관계 자체에 의해 발생하여 무엇으로도 환원
될 수 없는 ‘우리’, 즉 낭시와 블랑쇼가 ‘공동-내-존재(être-en-commun)’ 혹은 ‘함
께-있음(être-avec)’이라 부르는 무언가로 드러난다.

17)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예시와 논의는 오명석(2010: 29-3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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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낭시와 블랑쇼의 공동체론에 따르면 개개의 존재들은 어떠한 관념적, 제
도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과 집단을 하나의 동일성 내에 묶어내는 틀로 규정되
지 않으면서, ‘함께-있음’이라는 조건에 의해 공동체로 규정된다. 공동체에 관한 이
들의 논의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20세기에 
등장한 현실 공산주의가 보여준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드
리울 수 있는 전체주의의 그림자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를 ‘기획’
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동질성 
혹은 전체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공동성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
를 제기한다. 물론 이러한 역설, 즉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
(블랑쇼 2005: 48)라는 이들의 역설적 입장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진경(2007)의 
지적대로 낭시와 블랑쇼의 제안은 다소 피상적이기에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시도 자
체에 관한 통념적 비판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제안은 “공
동체를 구성하려는 시도 바깥에 공동체를 설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지닌 난점을 회피”(이진경 2007: 150)하게 만드는 문제를 갖는다는 것이
다.18) 
  하지만 공동체의 이상을 현실세계에 구현하려는 입장에 근거한 지적과 별개로, 현
실에 실재하는 집단 자체의 공동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낭시와 블랑쇼의 논의는 여
전히 유효하다. 특히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성이 높은 현대사회의 도시
민들이 보여주는 ‘단기적인 집단성’을 분석할 때 이들의 논의는 힘을 지닌다. 이들
이 제시하는 ‘공동체’는 장기적인 동질성과 의도적인 기획을 전제하지 않는 존재론
에 근거하며, ‘함께-있음’이라는 조건 아래 어떠한 경험의 계기를 통해 드러나는 실
체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특유의 집단이기주의와 
상품교환을 매개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사실로 인해 흔히 결사체로 인식되지만, 이
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단이 어떻게 동일성이나 전체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공동성을 이루어내는가라는 질문이 낭시와 블랑쇼의 문제의식이었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서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되물어져야 한다. 동
일성과 전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혹은 환원될 의지가 없는 타자들 사이에서 공동
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동체라는 대상을 ‘함께-있음’이라는 조건 자체로 조망
한다면 브랜드 아파트 단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개별적 

18) 이와 관련하여 이진경(2010)은 낭시와 블랑쇼가 사유한 존재론적 공동성의 문제를 현실의 차원에서 
행동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체와 구별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공동체란 공동체가 없는 곳에만 존재한
다”는 역설적 명제는 “존재론적 공동성이란 심지어 공동체가 없는 곳에도 존재한다”(이진경 2010: 
103)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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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처럼 인식되는 이들도 실은 ‘함께-있음’이라는 조건 아래 묶이는 ‘공동체’가 된
다. 이렇게 함께 묶인 공동체는 표면적으로는 공동성이라 부를 만한 무언가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잠재성의 공간이라 부를 만
한 이러한 집단에서 ‘공동체’는 그 존재의 조건, 즉 함께-있음을 근거로 도래하는, 
끊임없이 도래의 움직임을 갖는 무엇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잠재되어 있던 집
단의 공동성을 호출하여 ‘가시화’(Strathern 1988)하는 활동이 존재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여러 의제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존재인 한편, 그 입장들은 집단 전체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경합하게 된다. 가시적으로 공동성을 유지·창출하고자 하는 집합적 
움직임과 집단의 속성에 내재해 있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 호출되는 잠재성들이 
혼재된 사회적 공간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이다.
  앞에서 되물은 질문과 관련하여, 이 같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은 최근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 단지에서 등장하는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자
원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단지는 재산증식이나 사회적 지위 과
시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 본래 마땅히 가져야 할 
본질적 기능이 주거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
거를 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왜곡되고 유예되어 온 
공간이 바로 아파트 단지였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파트가 한국인들의 삶
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사회
적, 경제적 요인들이 변화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점차 변화의 도래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위에서 논의한 공동체의 기본 요건인 ‘함께-있음’이라는 자각과 함께, ‘더
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가치가 부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움직임들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실의 조건들과 맞물리며 다
양한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들을 추적하여 각각의 의미를 밝혀가는 과정들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본 연구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 발달 과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를 위한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의 현장연구(fieldwork)19)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

19) 다른 인류학 용어들처럼 ‘fieldwork’라는 단어 역시 여러 번역어가 존재한다. 한국 인류학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현지조사’를 비롯해 ‘현장조사’, ‘현장연구’, ‘당지(當地)연구’ 등 ‘fieldwork’를 가리
키는 용어는 다양하다. 본 연구가 채택한 번역어는 ‘현장연구’로, 이는 연구자가 최근 출간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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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는 문헌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가 어떤 역사
적 과정을 거쳐 한국의 도시환경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살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아파트 관련 단행본 및 논문, 정부기관의 발표자료 등을 검토했으
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아파트의 도입사(導入史)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2000
년대 이후 국내 건축학계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의 도시화 전반과 주거공간의 역사
적 변천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한 결과물들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존재는 
연구자의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문헌조사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안점을 둔 것은, 
서구사회에서 처음 등장하여 주목받던 시기만 하더라도 저소득층 주거지로 여겨졌
던 아파트 단지가 한국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통해 지금의 고급 브랜
드 아파트로 자리하게 되었는지 되짚어보는 작업이었다.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물리
적 형태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작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언론사, 은행 등이 발표한 각종 통계자료들도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도출된 결과물들은 본문 Ⅱ장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한
편, 다른 장들에서도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배경자료로 활용되었
다. 
  문헌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핵심적인 자료들은 2011년 초부터 2013
년 초까지 2년 가까이 진행한 현장연구를 통해 얻게 되었다. 연구를 위해 선정한 단
지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소재 도시인 ‘연주시 강산구 성일동’20)에 위치한 ‘성일 
노블하이츠’이다. 이 단지는 과거 5천여 가구로 이루어진 ‘성일주공아파트’가 있던 
10만여 평의 부지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 해당 부지에서 
2003년 시행된 재건축사업으로 성일주공아파트 단지는 ‘성일 노블하이츠’와 ‘성일 
로열카운티’라는 두 개의 단지―모두 합치면 90여개 동 약 9천 가구에 달하는―로 
분리되었고, 본 연구는 이 중 하나인 성일 노블하이츠를 연구대상 단지로 삼았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재건축사업 중 하나였던 당시의 재건축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인 ‘스타건설’과 ‘로열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주하여 진행하였고, 
2007년 완공되어 같은 해 8월 입주가 시작되었다. 

교과서인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이용숙 외 2012)에서 제기한 입장에 공감하기 때
문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현장’이라는 용어는 현대 복합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을 지칭하기 수월하고, ‘연구’라는 표현 역시 기존의 ‘조사’라는 표현이 지닌 부정적 뉘앙스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이용숙 외 2012: 22-23).

20) 대부분의 인류학 현장연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자 자신이 자문화(自文化)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특히 본 연구처럼 재산권 보호가 민감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사생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과 브랜드명, 인명을 
100%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수치 정보들도 정확한 값이 불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사치 
값만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조금 다른 값으로 바꿔 표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기본 정보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차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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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 노블하이츠는 약 60개동 5천여 세대로 이루어졌으며, 최저 17층, 최고 37층 
건물로 구성된 초고층 대단지이다. 단지 외곽을 두른 약 10미터 높이의 방음벽과 
단지 내부로 향하는 차량 출입구마다 설치된 게이트, 1천여 개에 달하는 CCTV 등
의 존재는 물리적 측면에서 이 단지의 공간적 폐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일 노블하이츠는 지상 전체를 공원과 같은 조경공간으로 조성하고 모든 주
차장을 지하에 건설하여 연주시 일대에서는 최초로, 국내 전체를 통틀어서도 꽤 이
른 시기에21) 소위 ‘차 없는 단지’를 실현한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공간 형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된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어 왔으며 따라
서 물리적 구조의 측면에서 성일 노블하이츠는 최근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살피기 
위한 연구대상으로 충분한 조건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 단지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도시의 중심부에 소재한 1천 세
대 이상의 대단지가 지닌 특징들을 공유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기·인천 지역
의 아파트 단지는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단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부동산 가격
에서 서울 중심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존재하고 이곳의 아파트 단지들에는 해당 도
시의 중산층 이상 계급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한다. 이는 해당 단지들로 하여금 
도시 내 주거의 상징적 위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며, 특히 대단지의 경우 이른
바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성일 노블하이
츠는 연주시를 대표하는 대단지 중 하나로 연주시 전체에 알려져 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들을 정점에 둔 한국의 아파트 위계에서 최상층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연
주시에서는 규모와 상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가 바로 성일 노블하
이츠인 것이다.
  이렇게 선정한 연구대상 단지가 한국의 아파트를 대표하는 서울 강남 한복판의 
유명 단지―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 등과 같은―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본 연구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본 연구가 갖는 중
요한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아무리 한국이 이른바 ‘아파트 공화국’(줄레조 
2007)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 단지로 뒤덮인 도시환경을 자랑한다 한들, 엄밀히 말
해 강남의 아파트 단지와 비(非)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다르다. 1960년대 이후 근대
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돈과 권력이 집중된”(강준만 2006: 9) ‘강남’이라는 지역
성 자체가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
性)’을 담보해주는 것과 달리, 강남 이외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주택가격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다종다양하다. 경제적·사회적 자원과 학력자본에서 강남이 최상

21) 참고로, 국내에서 이 같은 형태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반포 자이’(서울시 강남구)의 입
주는 성일 노블하이츠보다 1년여가 늦은 2008년 12월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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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강남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의 주류사회를 지배
하는 ‘위세경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강남을 향한 모방 기제(짐멜 2005b)
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만약 강남이라면 강남의 지역성 자체가 
해결해주었을 아파트의 ‘가치 상승’ 요인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
어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22) 또한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특유의 집단성
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영균의 지적대로 한국인들의 자산의 주요 부분
이 주택인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같은 단지 거주
자들은 아파트 가격을 유지, 인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이를 위해 공동
의 노력을 아끼지 않기”(양영균 2012: 41)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
이 펼치는 다채로운 활동양상과 삶의 궤적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들이 되었다.
  한편 연구자가 성일 노블하이츠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데에는 연구를 위한 
접근성 확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연구주
제 선정 및 연구과정과 관련한 연구자의 경험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2000
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각지에 들어서기 시작한 브랜드 아파트23)들을 밖에서 바라
보며 현대 한국사회의 공간분리를 상징하는 징후를 떠올렸던 연구자는, 2009년경 
우연히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였다. 이 과
정에서 처음 브랜드 아파트 단지 내부에 들어가 보게 된 연구자는 브랜드 아파트 
특유의 배제적인 공간구조가 주는 묘한 이질감을 ‘체험’하는 한편으로, 이 같은 공
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는 곧바로 2000년대 한국사회가 낳은 고유의 산물인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
로 한 본격적인 연구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연구자 본인이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중·상
류층이 살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서의 현장연구를 위해 연구허가를 얻어내기는 쉽
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연구대상을 물색하던 과정에서 다행히 개인적 인맥을 통해 
성일 노블하이츠 부녀회 임원진과 매우 가까운 사이의 주민을 만날 수 있었고, 이는 
기존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해 있던 성일 노블하이츠를 구체적
인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그를 통해 부녀회 임원 및 

22) 물론 그렇다 하여 강남의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
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언론보도들이 보여주듯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 역시 부녀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방어를 위한 여러 집합적 행동을 취한다. 여기서 연구자의 논지는 강남 입주민들이 ‘행
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 이외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강남이라면 하지 않을 집단 차원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23) 뒤의 본문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파트의 ‘브랜드화(化)’는 2000년대 한국의 아파트가 겪은 
다양한 변화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다(본 논문의 Ⅱ장 3절 참조). 특히 여기서 연구자가 언급
한 ‘브랜드 아파트’는 앞서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며 언급한 것과 같은, 각종 출입통제 시스템과 지
상공간의 공원화를 통해 주변 지역과 구별되는 특유의 영역성을 확보한 아파트 단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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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소개받았고, 이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점차 
관계망을 확대하여 주민들과의 공식적·비공식적 인터뷰를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친밀관계를 쌓은 가족에게도 연구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지인을 소개받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성일 노블하이츠를 구체적인 연구대상 단지로 선정한 연구자는 2011년 초 예비조
사를 진행한 데 이어, 2011년 5월부터는 본격적인 현장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처
음 소개받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부녀회와 각종 동호회 
등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의 작업은 같은 해 
여름을 넘기며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당초 한 차례씩 인터뷰를 가진 주민들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넓혀가려던 계획이 단지 안에서 더 소개해 줄 사람들이 없다는 
이들의 반응과 함께 벽에 부딪친 것이었다. 또한 부녀회 등 자생단체들에서도 단지 
생활에 관한 피상적인 이야기 이상을 듣기 어려웠고, 그 외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연구의 진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초기 연구계획이 벽에 부딪친 것은 본 논문의 Ⅳ장에서 다룰, 브랜드 아파
트 단지를 지배하는 ‘무관심의 문화’를 간과한 탓이었다. 사실 이는 인류학이 전범
(典範)으로 삼는 참여관찰 기법을 현대사회의 도시 공간 연구에 도입할 때 부딪치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으로 인류학은 주로 경계가 분명한 소규모 
집단을 연구해 왔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온 집단은 외부에 대한 경계가 분
명한 반면, 내부적으로 집단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활발히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대상자들과 어느 정도 라포(rapport)를 쌓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조건
은 참여관찰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는 인류학자들에게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
했다.24) 이를 활용해 다른 분과학문들이 얻을 수 없었던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건 인류학이 갖는 분명한 강점이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전통적인 인류학이 다룬 주제를 벗어나 현대사회의 다양한 양
상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인류학자들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건 사실이
었다. 이들은 과거의 인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집단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간적·공간적 배경만 현대로 옮겨왔을 뿐 연구주제와 소재 
면에서도 주류사회의 독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다루는 데 주력해 왔다. 
어찌 보면 이는 선배 인류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 생소한 ‘부족 집단’을 더 이상 찾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현대의 인류
학자들이 각자 나름의 ‘부족’을 찾아 헤맨 결과일 수도 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로 인해 인류학이 현대화된 각 사회의 ‘중심’

24) 현대 인류학에서 일종의 ‘신화’처럼 자리하고 있는 기어츠(2009)가 겪은 발리에서의 경험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28 -

에 접근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주변적 학문’으로 남게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25)

  그런데 이렇게 인류학이 강점으로 여겨 온 참여관찰 기법을 현대사회의 ‘중심’에 
해당하는 영역, 이를테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한 연구에 도입하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대 도시에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배경을 지닌 사람
들이 살아가는 주거지는 공간적 범위는 분명할 수 있으나,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면면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들은 같은 공간적 배경 아래 산다는 이유로 
서로 반드시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그렇기에 그
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직업이나 관심사처럼 공간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매개를 
통해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그들 
중 일부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집단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당 사회에서 ‘중산층 주거지’로 분류되는 공간의 거주자들은 
상대가 대학에서 온 연구자라 해서 자신의 속내를 쉽게 밝히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
의 삶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연구를 위해 찾아온 외부인이 묻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사회를 연구하
는 인류학이 주로 다루어 온 대상이 주로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
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인류학의 주
된 연구대상은 자신들의 주변적 위치로 인해 스스로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어줄 존
재가 필요한 집단인 경우가 많다. 반면 중산층 주거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이 사회적으로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며, 굳이 다른 경로를 취하지 않고서도 충분
히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포스트모
던 인류학이 고전적 민족지들을 비판하며 문제로 제기했던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
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Clifford & Marcus 1986; Geertz 1988; 로잘도 2000)가 
전도될 수밖에 없다. 서구 출신의 백인 인류학자가 비서구사회를 연구한 고전적인 
인류학 연구의 상황과 달리,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중산층 집단을 연구하는 
경우 양자 간의 권력관계에서 결코 우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된 권력관계는 현장연구 전반의 상황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게이티드 커뮤니티 관련 연구 가운데 

25) 각 사회의 주변적인 영역과 소수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학문적 관심뿐 아니라 인
간으로서의 애정을 갖고 접근해 온 인류학이 낳은 성과는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경향이 현대사회의 학문체계에서 인류학을 ‘주변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하게 한 주된 원인임은 
분명하며, 이는 인류학의 장점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다. 인류학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으로 인
해, 인류학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중심적 이슈에 대해 인류학자에게 입장표명의 기회가 돌아가
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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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규모의 민족지들을 보면 그 영향력을 엿보는 것이 가능하다. 2000년대 들어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주목받기 시작하며 인류학에서도 그와 관련한 세 권의 단행본 
민족지(Caldeira 2000; Low 2003; Zhang 2010)가 발표된 바 있다. 먼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기인한 도시 공간분리를 분석한 칼데이
라(Caldeira 2000)의 경우, 경제적 계급에 따라 셋으로 분리된 지역에서 수행한 현
장연구를 바탕으로 민족지를 작성했다. 이 연구에서 칼데이라는 서로 다른 경제적 
배경에 의해 각기 다른 공간에서 거주하는 세 지역 거주민들이 인식하는 범죄에 대
한 담론을 비교·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간분리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는 
브라질 대도시들이 말 그대로 책의 제목처럼 ‘벽의 도시(City of Walls)’가 되어버린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여 독자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 지역
에서 수집되어 자료로 활용된 민족지적 자료의 밀도 차이이다. 빈곤층 거주지역에서 
얻은 자료의 경우 연구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보여주는 반면, 
고급주거지에서 수집된 자료는 상대적으로 간결하게, 공식 인터뷰에 근거한 다소 피
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데 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방법
론 상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각각 미국과 중국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한 로우(Low 2003)와 장리(Zhang 2010)
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더욱이 두 인류학자 모두 칼데이라와 달리 고급
주거지에 집중한 연구전략을 택했기에,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모습은 더욱 피상적
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로우와 장리가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내놓았던 전작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극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각자의 전작에서 로우(Low 2000)는 코스타리카의 도심 공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
공공간의 전유에 관한 밀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장리(Zhang 2001)는 중국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유동인구’를 연구하여 그들의 공간 활용과 사회적 네트워
크를 충실히 분석한 민족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게이티드 커뮤니티 연구를 표
방하며 이들이 발표한 단행본에서는 전작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풍부한 상호작용을 
찾기 힘들다. 사실 이들의 민족지가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의 원인에 연구방법 상의 
한계만 존재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아무래도 개별 가구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선호하는 고급주거지의 특성상 집단 내 상호작용 자체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에서 보이는 자료―특히 
로우의 경우―가 대부분 개별 가구의 공식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다른 지
역 연구와 보이는 분명한 차이점이다. 물론 똑같이 도시 공간, 특히 접근이 쉽지 않
은 중산층 주거지에 관심을 가진 같은 인류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연구 성과
가 방법론으로 인해 퇴색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들의 민족지에서 보여주는 자료
의 피상적 성격은 각각의 저자들이 놓였을 연구 상황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었던 



- 30 -

결과로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류학이 강점으로 삼아 온 전통적 방법론이 이러한 
연구대상에서는 쉽게 먹혀들기 어렵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연구자의 현장연구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처음 소개받
은 주민들로부터 시작한 인터뷰는 거기에서 한두 가구 이상 더 확대되지 않았고, 주
로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된 인터뷰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더 소개해 줄 주민이 없다.”거나 “다른 주민이랑 얘기해봐야 이 이상 나오기 어려울 
거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부녀회나 각종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진
행한 연구 작업에서도 “이 좋은 동네에서 함께 모여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는 모임” 
이상의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연구자의 처음 계획이 가장 어긋난 부분
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과의 만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
다는 점이었다. 이를테면, 2011년 5월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처음 만난 뒤, 추후 구체적인 인터뷰 일정을 잡기로 했던 임준구 당시 입주자대표회
의 회장의 경우 한 차례 전화통화 이후 더 이상 연구자와 통화가 되지 않아 인터뷰
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수석총무였던 유도경씨 같은 경우, 
연구자와 통화를 통해 성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모 행사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아놓고도 정작 행사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연구자를 곤
란케 했다.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구자를 계속 피했으며,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인터뷰는 결국 진행할 수 없었다.
  연구자가 외부인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며 연구의 진행 여부 자체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져있던 2011년 가을, 마지막 시도라 생각하고 연구자가 취한 선택은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활동하던 한 자생단체와의 만남이었다. ‘성일노블 자율방범대’26)라
는 이름의 이 조직은 뜻밖에 연구자를 환대하며 준(準)구성원으로 받아주었고, 이들
과 함께 활동하며 성일 노블하이츠의 다양한 공간적·사회적 속사정들을 접할 수 있
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한 참여관찰을 통해 기존 연구과정에서 주민들이 들려주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후로는 왜 다른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외부자인 연구자에게 하지 않으려 했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27) 이어 2011년 겨울에
는 때마침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의 성원 중 한 명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
로 당선되면서 연구자의 운신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이들과의 관계를 바탕으
로 연구자는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다수의 민족지적 자료를 확보했으며, 2013년 4

26) 본문 Ⅳ장과 Ⅴ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조직의 성격과 활동 양상,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단지 내의 인적 네트워크―그 전에는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자
료가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27) 그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세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아
파트 단지의 ‘공공연한 비밀’이라 할 만한 이 자료들은 본문 각지에 녹아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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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을 마지막으로 성일 노블하이츠에서의 공식적인 현장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현장연구가 진행된 탓에 자료를 정리·분석하고 논
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다. 성일 노블하이츠가 수천 
세대가 살아가는 대단지인 이상, 같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주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접근경로로 인해 일부 집단의 편향적 해석이 
도드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대상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30대 남성’이라는 연구자의 개인적 조건 역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제약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반적으로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런 조건에서 연구자가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직접적인 참여관찰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
의 다양한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존재
였다. 성일 노블하이츠의 경우, 이미 입주 3년 전인 2005년경부터 포털사이트 Z사
와 Y사 사이트에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어 재건축 과정과 관련
한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해 왔다. 회원가입을 통해 입주민들만이 의견
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입주민 카페에서 주민들은 오프라인에서처럼 다른 사람
들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표출할 수 있었다. 이들이 
남긴 게시물과 댓글들은 글쓴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모두 기
록으로 남아 연구자에게 아파트 단지 전반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8년 동안 게시된 수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과 댓글들을 모두 읽고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렇듯 온라인 공간에서 얻은 자료들이 ‘현실 세계’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로 폄하될 이유는 하등 없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가상과 현실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인터넷 혹은 온라인 공간의 성격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 ‘가상(the virtual)’은 ‘현실(the actual)’의 반대일 뿐, ‘실재(the 
real)’의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들뢰즈 2005; 레비 2002; 이길호 2012). 연구자는 
이에 덧붙여, 오프라인 공간의 다양한 구성물들이 ‘현실’과 분리되지 않은 채 온라
인 공간의 일부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혼종적 조건에서 ‘가상’은 ‘현실’의 반대가 아
닌 확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종의 ‘사람으로 이루어
진 도서관(library-of-people)’(Teli et al. 2007)으로서, 현대사회를 연구하는 인류
학 연구자에게 문서고(文書庫)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보고
(寶庫)는 그다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 카
페의 경우, 세월이 흐르며 몇 차례 게시판 개편을 행한 탓에 과거의 자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는 데 꽤나 애를 먹은 경우가 많았으며, 게시물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마다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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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참여관찰’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료를 교차검토
(cross-check)함으로써 각 게시물에 담긴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연구방법상의 특징으로 인해, 본 연구가 분명한 장단점을 갖게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가 택한 것은 단점을 보완하
여 어중간한 민족지를 작성하느니, 차라리 강점을 극대화하여 나름의 색깔이 분명한 
민족지를 작성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개별 가
구의 일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집단으로서의 아파트 단지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본문 Ⅲ장 이후에서는 재건축 전후의 아파트 단지 현안과 관련된 사건의 
서술과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나갔다. 이처럼 사건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입주민들의 집단적 실천과 ‘아파트 공동체’를 두고 펼쳐진 상이한 가치들의 경합과 
충돌이 드러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 
지닌 장소성과 공동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연구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객관적 시각이다. 연
구자가 하나의 ‘입장지어진 주체(positioned subject)’(로잘도 2000: 37)로서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아파트 단지의 분석에 임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어
떤 방식으로든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
의 개인적 배경을 언급하는 것이 인류학 민족지로서 본 논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연구자 본인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아파트 단지
에 거주한 적이 없다. 일부 ‘실천적 지식인’들처럼 연구자가 속한 가족이 특별히 아
파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의도적으로 아파트 거주를 피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럴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을 갖추지 못한 계급적 배경 탓이었다. 이러한 개인
적인 배경 아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할 아파트 
단지에 대해 연구자는 늘 ‘외부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연
구과정 내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했다. 인류학 연
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는 특별히 적대적인 시선을 갖고 아파트를 보지 않으려 노
력했으며, 그렇다 하여 그러한 시각이 아파트 단지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연결된 것
도 아니었다. 연구자는 그저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삶의 모습을 있는 그
대로 추적하고 기록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
는 특정한 시각이 관찰된다면, 그것은 연구자의 개인적 선입견이 가미된 관점이 아
니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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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과 논문의 구성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도시 공간에서 아파트 단지라는 형태의 주거지가 확산하게 된 과정
과 원인을 논의한다. 개별 동이 도시 가로(街路)에 면해 건설되거나, 단지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저소득층 주거지로 건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중산층 이상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아파트 단지라는 한국사회 고유의 산물이 탄생하게 되
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둘째,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특정 단지에 대한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대
상 단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핀다. 성일 노블하이
츠는 2000년대 아파트 건설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탄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입주 이후 주민들의 삶을 설명하
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 불어 닥
친 재건축 열풍 전반을 살피고, 그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성일 노블하이츠 재건축에
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건들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힌다.
  셋째, 브랜드 아파트 단지 확산과 관련한 거시적 맥락, 그리고 성일 노블하이츠 
내부에서 전개된 삶의 미시적 맥락을 연결시켜 현대 한국사회에서 브랜드 아파트 
주거가 갖는 함의를 파악한다. 여기서 주로 다룰 내용은 대다수 입주민들이 경험하
는 공간구조물로서 아파트 단지가 지닌 특징과 함께, 집합체로서 아파트 단지의 ‘가
치’를 높이기 위한 일부 입주민들의 공간적 실천이다. 불과 수년 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까지만 해도 무리 없이 작동하던 한국사회 특유의 부동산 가격상승 
기제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된 200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은 브랜
드 아파트에서 보이는 집단성 혹은 ‘공동체성’의 의미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 및 ‘공동체성’과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이 
어떠한 맥락에서 진행되며 현실의 차원에서는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논의한
다. 성일 노블하이츠를 비롯해 국내 각지의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집합적 행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현실적 조건과 배타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현장연구 기간 동안 발생한 어떤 
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의 가치에 관한 경합이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를 하나의 진단적 사건(diagnostic event)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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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례(extended case)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아파트 
공동체’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각 장은 이러한 연구 내용들에 각각 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Ⅱ장은 첫 번째 연구 내용을 다루며, Ⅲ장의 논의는 두 번째 연구 내용을 다루
는 것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연구 내용과 네 번째 연구 내용은 본문의 Ⅳ장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며, Ⅴ장은 네 번째 연구 내용을 심화시키고 이에 대한 확장사
례 분석으로 이뤄진다. 본문의 전체 장들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과정에서부터 입
주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아파트의 ‘가치’와 공동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비전
들의 생성과 경합을 논의한다. 논문의 전반적인 서술 구조는 특히 Ⅲ장 이후 민족지
적 분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간적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에 도입된 아파트 단지의 고급화 과정을 다루면서 논문 전
체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이 단계에서 아파트 단지에 
관한 ‘공동체’의 문제는 아직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파트에 부여되는 
‘가치’의 변화에 대한 추적은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주거공간으로 인식되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단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제시한다. 이어서 재건
축 과정을 다루는 Ⅲ장의 내용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공동성이라는 문제가 이미 입
주 이전부터 조금씩 부각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때 공동성의 형성은 입주 이후 단
지의 상품 가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집합적 활동에 기인한다. 여전히 ‘가치 있는 
아파트’는 교환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가리키며, 교환가치를 높이기 위한 집단적 활
동으로서 공동체의 문제가 부각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입주 이후의 삶을 분석하는 Ⅳ장의 논의에서 아파트의 가치는 보다 다면화된다. 
입주 이전과 달리 아파트 단지가 삶이 영위되는 장소라는 사실로 다가오면서 다른 
종류의 가치들이 재조명되고 그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공동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물론 여전히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2000년대 말부터 찾아
오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 변화는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아파트 단지의 평
가 기준에도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가치 있는 아파트’를 내세우며 연
구대상 단지에서 전개된 각종 집합적 활동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집
단적 대응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각된 단지의 공동성, 즉 ‘아파트 공동체’의 
문제에는 여러 잠재적인 의미 차원이 내재해 있었다. Ⅴ장에서 분석한 진단적 사건
으로서의 뜻하지 않았던 사고는 이를 극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대두된 다양한 입장들의 아파트의 가치에 대한 경합 양상에 관한 논의는 브랜드 아
파트 단지가 위치한 현실적 조건과 ‘가치 있는 아파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전체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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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본 논문 전체의 구조는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일종의 
프랙탈(fractal)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문의 장들은 각각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의 배경 설명, 내용 전개, 주요 논지 도출의 형식적 배열을 유지하고 있
는데, 이러한 구조는 각 절의 내부에서도 반복되며, 논문 전체 구도 상으로도 Ⅱ장
에서 Ⅴ장에 이르는 순서배치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아파트 내부 장식에 관
한 분석에서 박해천(2011: 180)이 인용한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라는 
19세기 유전학의 명제를 다분히 의식한 결과이다. 곧이어 Ⅱ장에서 논의할 내용을 
살펴 나가다보면 파악할 수 있지만, 국내 아파트 발달 과정은 이 명제를 충실히 따
라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다루는 본 
연구의 외적인 형태가 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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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포아파트에서 브랜드 아파트까지: 아파트 단지의 고급화 과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에 아파트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타의 유형들이 탈락
하고 ‘아파트 단지’라는 특정한 유형이 현재의 표준으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장소성과 집단성이 형성
되는 데 있어 아파트 단지의 공간문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근대화가 
낳은 독특한 ‘한국적 산물’로서의 아파트 단지는 한국사회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
이자, 입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전반의 구성에 관여하는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취해 온 물리적 형태의 변천사와 함께 
그 과정에 작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래 아파트는 서구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거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주거지로 등장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와 다른 의미를 부여받
으며 발전해 나갔다. 공급의 효율성과 기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되어 온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공간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선호하는 중산층 이상의 집단 주거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입지와 평수에 따라 
일렬로 배열 가능한 일원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아파트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아파
트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재산증식과 사회적 지위 과시의 방편으로 간주되
었다.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된 결과 담장을 두르고 주위로부터 차별화된 고급 브랜
드 아파트라는 현대 한국사회 고유의 산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이 위치하
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서구사회에서 아파트가 등장하
게 된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일제시대와 전후 복구기를 거치며 한국에 도입된 다
양한 형태의 아파트들이 보여준 양상들을 고찰할 것이다(Ⅱ-1). 이어 7~80년대 급속
히 진전된 도시화 과정에서 효율성을 앞세운 대량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획일
적인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Ⅱ-2).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고급화 추세로 인해 아파트 단
지가 이른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변화 양상을 연구대상 단지
의 경관 검토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Ⅱ-3).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한국에 뿌리를 내
리는 과정은 또한 아파트에 부여되는 가치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기도 했다. 이 장의 
마지막 내용에서는 뒤이어 Ⅲ장부터 이어질 본 연구의 주요 논의와 관련하여, 아파
트의 가치 변화라는 측면에서 국내 아파트의 역사를 되짚어 볼 것이다. 아파트 단지
라는 물리적 형태가 정착된 이후 한동안 지속되어 온 부동산 가치 일변도의 흐름은 
2000년대 들어 변화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본 논문의 Ⅲ장 이후부터 
등장할 본격적인 민족지적 사례들이 펼쳐지는 무대의 배경이 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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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의 국내 도입 과정

 1) 서구의 도시 발달과 아파트의 등장

  현대 사회의 아파트와 같은 고층 집합주택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의 소규모 집합주택은 이미 공화정 말기부터 건축되기 시작하였
으며, 제정 시기로 접어들면서 인구의 과밀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서민층을 
위한 임대용 주택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손세관 2000: 82-86 참조). 특히 고대 로
마에는 ‘인슐라(insula)’라 불리는 4~5층 높이의 다층 집합주택이 있었는데, 오늘날 
주상복합건물과 유사하게 ‘1층에 점포가 딸린 임대용 집합주택’(Homo 1951, 손세
관 2000: 85에서 재인용) 형태로 도시 지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급된 인슐
라는 수도 로마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 80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산
계급의 거주지로 활용되었는데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네로 
황제 시기인 A.D. 64년 발생한 대화재를 전후로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축규제
들이 시행되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확대되는 도시 규모를 감
당할 수 없었던 탓에 도시 환경은 과밀하고 불결한 채로 남아 있었다.28)

  이렇게 보급되었던 서구의 고층 집합주택은 로마제국 붕괴 이후 도시 인구가 급
격히 감소하며 명맥이 끊어졌다가 중세시대 말부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모습
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일본어의 ‘ア
パート’를 거쳐 한국어의 ‘아파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영어 단어 ‘apartment’의 
기원은 프랑스어의 ‘appartement’에서 찾을 수 있는데,29) 실제로 ‘아파트’라 불리
기 시작한 집합주택이 처음 등장한 것 역시 프랑스에서였다. 이후 아파트는 5, 6층 
높이의 건물에 중산층과 서민층이 함께 거주하는 일반적인 주택 형태로 변화하였으
며, 1층에 위치한 상점가 위로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하층계급이 거
주하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손세관 2000: 208 참조). 이렇게 당시 프랑스에서 

28) 제정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대(B.C. 27~A.D. 14)에 이미 잦은 인슐라 붕괴를 방
지하기 위해 주택 높이를 60피트(약 17.8미터)로 규제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었다. 뒤이어 전체 로
마 시내의 절반 이상이 소실된 대화재 이후 공표된 법령에서는 70피트 이하로 기존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건물 사이의 공지(10피트) 확보 및 화재시 대피를 위한 발코니 설치의 의무화 등 새
로운 조항들을 추가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이현호 1997: 55; 손세관 2000: 
107). 이러한 규제는 집합주택의 형식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주택의 양적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한 불법건축의 난립을 막을 수는 없었다.

29) Wiktionary의 ‘apartment’ 항목(http://en.wiktionary.org/wiki/apartment) 참조. 서윤영(2007: 
267)에 따르면, 18세기 프랑스의 궁전과 대저택은 기능에 따라 몇 개의 공간군(群)으로 나뉘어 있었
고 그 각각을 ‘아파르트망(appartement)’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 아파트라 불리는 건물의 어
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アパート’는 다세대주택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한국에서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マンション’(mansion)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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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이 성행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마커스(Marcus 1999: 21)는 아파트가 
도시 생활이 지닌 기존의 공적인 성격을 유지·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가구가 거주하는 개별 단위로서의 아파트는 외부로
부터 격리된 자기 충족적(self-contained) 공간에 해당했지만, 전체 건물로서의 아
파트는 도시의 가로(街路)에 바로 접해 있는 형태로 건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즉, 고립된 단지 형태로 건설되어 도시 생활과 분리되는 모습을 보인 훗날의 아파트
와 달리 19세기 초의 아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공공생활을 강조하는 서구 근대 도시의 문화적 담론과 큰 마찰 
없이 독립적인 아파트 생활이 수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입기를 거쳐 서구사회에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저소득 노동자층의 주
거지로 정착된 것은 산업혁명의 영향 때문이었다. 19세기 본격화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도시의 인구밀도는 이전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그에 따라 심각한 주택 부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아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로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열악하고 과밀한 도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개념들과 계획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그 가운데 20
세기의 주거환경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념들로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
(Ebenezer Howard)가 제안한 ‘전원도시(Garden city movement)’와,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로 대표되는 일련의 건축가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모더
니즘 건축운동’을 들 수 있다.
  하워드는 1898년 출판된 『내일의 전원도시』(Garden Cities of To-morrow)에서 
도시와 전원의 성격을 함께 지닌 인구 3만 가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소도시를 건
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하워드 2006). 그의 제안은 곧바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켜 1899년에는 전원도시협회(Garden City Association)
가 설립되었고, 1903년에는 전원도시주식회사가 창설되어 런던에서 35마일 떨어진 
곳에 최초의 전원도시인 레치워스(Letchworth)가 건설되었다(김혜천 외 2002: 65). 
1919년 1차대전 종전 후에는 또 다른 전원도시 웰윈(Welwyn)이 건설되었고, 1945
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로 변형·수용되어 
세계 각지에 전원풍의 신도시가 건설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전원도시 모
델이 추구한 소도시 건설 중심의 해법으로는 점증하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도시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원도시 모델이 제안한 
녹지 중심의 환경친화적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대지에 최대한 많은 거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안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세기 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축가 중 하나인 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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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뷔지에는 1922년 발표한 “300만 인을 위한 현대도시”(Contemporary City for 
Three Million Inhabitants) 계획안과 뒤이은 일련의 저작들에서 ‘녹지 위의 고층
주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다분히 기능주의적이며, 기하학적 질서에 바탕
을 둔 건축을 추구한 그가 제안한 도시는 충분한 녹지공간과 공동시설에 수직적으
로 연결된 고층의 집합주택들로 구성되었다. 그의 주장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1928년에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각국 건축가들에 의해 CIAM(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이 결성되어 95개조로 된 아테네 헌장
(1933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르 코르뷔지에는 도시의 네 가지 기능으로 
주거·여가·근로·교통을 선정하여, 주거단위를 중핵에 두고 이들 기능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된 역할이라 주장했다. 녹지와 태양, 공간을 이상도시
의 목표로 하는 CIAM의 주장은 이후 각국의 도시계획이나 주택지계획 속에 정착해 
갔다(김혜천 외 2002: 65).
  특히 1920년대 이후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일(一)자형 아파트는 CIAM을 위시한 
모더니즘 건축운동을 주도하던 건축가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형식으
로 받아들여졌다.30) 건축가들은 일자형 아파트를 활용한 건물 사이의 간격 확보를 
통해 하나의 단지 안에 녹지와 외부공간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유럽과 미국 도시 각지에 일자형 아파트들로 구성된 공공 주택단지가 대거 등장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르 코르뷔지에 역시 자신이 설계한 이상적 고층 집합주택인 
‘위니테’(Unite d'Habitation)를 1952년 마르세유에 건설하면서 일자형 아파트를 채
택하여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위니테는 높이 62미터, 길이 135미터, 폭 24미터의 
거대한 일자형 아파트로, 1층은 필로티(piloti), 2층은 상점가, 옥상은 광장으로 구성
되었으며 나머지 층에 340가구 1,500~1,600명 정도가 생활하도록 설계되었다(김현
숙 2003: 62). 르 코르뷔지에는 이 같은 고층아파트 형식을 통해 일체의 공동체를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주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개의 위니테가 모여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구상하였다.31)

  그러나 이처럼 세계 각지로 확산되어 간 모더니즘 건축운동은 기계적인 기능주의
와 과도한 표준화에 입각하여 실제 도시생활의 복합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구상은 “모든 사람은 동

30) 현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냥갑 모양의 일자형 아파트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도시 공간 획일
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것이 처음 등장했던 20세기 초에는 사정이 달랐다. 일자형 아파트는 
가로와 광장, 중정(中庭) 등을 기본으로 하던 기존의 서구 도시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비용을 최소화한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이상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더 자세한 일자형 아파트의 일반화 과정에 대해서는 손세관(2000: 301-311)을 참조하시오.

31)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같은 르 코르뷔지에의 구상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아파트 단지 
도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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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유기적 조직체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하기에 동일한 요구들을 지니고 있다”
(르 코르뷔지에 2002: 146)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주거에 대한 
인간의 요구가 단순화되어 설정되었기에 주거계획에 사회·문화적 요구는 반영될 여
지는 없었다. 주거에 대한 인간의 요구가 보편화됨으로써 그에 대한 건축적 해결도 
보편화되었고, 하나의 주거유형을 반복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집단의 주거에 대한 요
구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었다(손세관 2000: 282).
  실제로 모더니즘 건축운동이 제시한 모델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들 역시 현실에
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르 코르뷔지에가 직접 설계·건축에 
나선 마르세유의 위니테는 완공 이후 일반 대중들의 거부반응으로 인해 한동안 낮
은 입주율을 보이며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수정·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건설된 브라질의 신 행정수도 브라질리아 역시 현실 생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거주민들의 사회적 삶이 훼손된 도시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말았
다(Holston 1989; 스콧 2010: 189-206 참조). 이들 사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익명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광장이나 가로 등의 공유 
공간이 무시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도시가 지닌 공공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여 당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더니즘 건축운동이 제시했
던 모델을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지나치게 단순한 구상이었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모더니즘 건축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20세기 초·중반은 산업화·도시
화가 가속되면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일로에 있던 와중에, 연이은 세계대전으
로 상당수의 주택들이 파괴되며 주택의 절대적 수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더니즘 건축운동을 주도한 건축가들은 과거의 화려한 양식적 
건축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중을 위한 주거문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인식한 이들이었
다. 그들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의 주거가 건축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
(손세관 2000: 280)할 수 있었고, 일부 지배층이 아닌 대중을 위해 적절한 도시환경
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모더니즘 건축운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1960년대에 제이콥스(2010)로 대표되는 비판자들이 적절하게 지적했
듯이,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해법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 측면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도시를 기능적으로 재조직하고자 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인간의 요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파악했고, 무
수히 많은 인간 개체가 모인 도시라는 공간이 지닌 다양성을 간과한 결과, 건축가 
혹은 계획가의 의도와는 어긋나게 운영되는 도시를 만들어냈다. 거기에 더해 고층주
거의 부작용을 지적한 행동학 및 사회병리학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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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도시의 공공 주거정책은 저층고밀 집합주택 위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처
럼 서구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모더니즘 건축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한계가 분명해지며 실패로 판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60년대 도입시기에서부터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논리가 기저에 깔려있던 한국
의 고층 집합주택, 즉 아파트는 다소 다른 운명을 걷게 된다. 뒤에서 더 자세히 논
하겠지만, 이는 한국에 도입된 아파트―보다 정확히는 ‘아파트 단지’―가 서구사회와
는 다른 사회·문화적 상징성을 획득해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2) 아파트의 국내 도입과 초창기 아파트들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단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발
간된 유일한 건축전문지인 『朝鮮よ建築』의 1925년 ‘建築雜報’ 란에 ‘同潤會의 아파
트먼트’32)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심우갑 외 2002: 161). 이어 1930년대 들어 
잡지 『삼천리』의 통권 13호(1931년 3월호)에서 경성에 지어진 단층 양식의 여성 합
숙소를 ‘아파-트’로 소개하면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글에도 
아파트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장림종·박진희 2009: 30). 특히 
새로 유입된 외래어들을 소개하던 잡지 『신동아』의 「모던語 點考」에 실린 ‘아파-트 
멘트’의 정의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아파-트 멘트(apartment): 英語. 一種의 旅館 혹은 下宿이다. 한 빌딩 안에 房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세를 놓는 집이니, 역시 現代的 都市의 産物로 미국에 가장 크
게 발달되었다. 간혹 夫婦生活하는 이로도 아파-트멘트 生活을 하는 이가 있지마는 
대개는 獨身 샐러리맨이 많다. 日本서는 略하야 그냥 「아파-트」라고 쓴다.

(「모던語 點考」, 『新東亞』 通卷18號(1933년 5월) 19쪽,
심우갑 외 2002: 164에서 재인용)

  잡지를 구독할 여력이 있던 식민지 조선의 식자층을 대상으로 ‘아파트’라는 새로
운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1930년대 무렵은 실제로 경성에 ‘아파트’라 불린 건물들

32) 한국에 아파트를 최초로 소개한 일본에서는 1910년을 전후해 초기 아파트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본격적인 집합주택이라기보다는 공동생활관이나 호텔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일
본에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주거의 복구와 이재
민 구호를 목적으로 동윤회(同潤會)라는 단체가 설립되면서부터인데,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이미 ‘마
치야’ 혹은 ‘나가야’라고 불리는 고밀도의 임대주택이 있어 아파트 수용에서 한국보다 거부감이 덜
했다고 한다(이현호 1997: 116-117 참조).



- 42 -

<사진 2-1> 충정아파트 (예전의 토요다아파트)

※ 사진 출처: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4052202

이 건설되기 시작한 때였다. 그 이전에도 1920년대 도심지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난 해소를 위해 건설된 ‘부영주택(府營住宅)’이나 일본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건립된 
‘요(寮)’와 같은 집합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1930년을 기점으로 ‘아파트’라 명명
된 건물들의 건축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아파트라는 명칭이 최초로 붙은 회현동 
미쿠니(三國)아파트(1930)와 현재 충정아파트로 불리는 토요다(豊田)아파트(1930) 등
이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이며,33) 이들은 대부분 일본인 자본을 통해 건립되었다. 하
지만 이 아파트들은 주로 식민지 조선에 부임한 소수의 일본인만을 거주대상으로 
한 일본식 주거의 변형에 해당했고,34) 게다가 1940년대 들어서는 연이은 전쟁으로 
주택 자재난이 심각해지며 건설이 위축되었기에 보통의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직·간
접적으로 경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서구에 기인한 현대식 도시주거의 산물이
자 당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던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주거형태로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해방 이전 한국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33) 참고로 2013년 현재, 충정아파트(지하 1층, 지상 4층)는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 가운데 한
국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건축물이다. 이는 이 건물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드물게 목재나 벽
돌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34) 이와 관련하여 장성수(1994: 58)는 일제시기 건립된 아파트가 주로 목재로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당시 개념이 일본의 전통적 도시주거 유형인 ‘나가야’를 2~3개 포개어 건설한다는 수준에 머
물러 있었기에 본격적인 의미의 아파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 43 -

  그 뒤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한국사회에 아파트라는 주택 
유형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행촌아파트(1956), 종암아파트(1958), 개명아파트
(1959) 등이 건설되면서부터이다. 행촌아파트는 해방 이후 한국에 지어진 최초의 아
파트35)이자 한국전쟁 후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기관 중 하나였던 한미재단에서 지
은 시범단지의 일부로, 지상 3층(지하 1층) 높이에 3개 동 48세대(14평형) 규모로 
지어졌다. 뒤이어 2년 뒤 건설된 종암아파트는 국내 자본에 의해 건설된 최초의 아
파트로, 4~5층 높이의 건물 3개동에 152세대(17.3평형) 규모로 지어졌으며, 민간업
체인 중앙산업이 건설한 것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
택영단이 인수하여 관리를 맡았다(전남일 2010: 241). 이 가운데 준공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테이프를 끊었고 국내에서 처음 수세식 화장실이 사용되는 등 여러 
모로 관심을 끌었던 종암아파트는 한국에서 서구식 공동주거의 시대를 연 최초의 
아파트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전남일 외 2008: 201).
  이들 초기 아파트들이 건설된 1950년대 말과 뒤이은 60년대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식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공존했던 시기로 볼 수 있
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의 시초가 된 마
포아파트와 빈민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난립했던 시민아파트들이 국가 주도의 계획
적인 주택공급 시책의 결과물이었다면, 같은 시기 영세 민간건설업체들이 지었던 많
은 소규모 아파트들은 좀 더 다양한 계획요소들을 보여주며 도시 공간에의 정착을 
모색했다. 여기서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내 아파트 도입 초창기에 적지 않
은 비중을 차지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1960년부터 1973년까지 지어진 총 
217개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보면 대한주택공사 9%, 기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24%, 
민간 67%로 나타났고, 대규모 자본을 요하지 않는 1개 동 규모로 지어진 경우 역시 
전체의 60%에 달했다(박진희 2004: 27-29 참조). 이와 함께 당시 대형건설사들의 
주요 국내 사업이 기반시설 건설에 치중해 있었고 아파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참여
한 건 70년대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60년대까지의 많은 아파트들이 주로 개인과 
영세 업체들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림종·박진희(2009)는 이렇게 1960~70년대에 건설된 소규모 아파
트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며 그 이후와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영세 민간업체들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

35) 2013년 현재 국내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행촌아파트와 종암아파트의 일부 동은 ‘아파트’에 해당하
는 건물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 1](개정 2011년 12월 8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의하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운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
택”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이 단층이던 1950년대 당시의 기준에서 본다면, 3~4층 높
이의 집합주택으로 새로 지어진 행촌아파트와 종암아파트가 서구식 주거생활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아파트’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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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동대문아파트 외관        <사진 2-3> 동대문아파트 내부 모습

※ 사진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0/2014021002568.html (사진 2-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905208 (사진 2-3)

발 없이 한정된 토지를 이용해 건물을 짓다 보니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기존의 가
로 구조와 주변 장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도시 공간에 자연스레 동화될 수 있
었다. 게다가 이러한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주변 이웃과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사용
하거나 별도의 커뮤니티 시설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규모가 작았기에, 이후 아
파트가 난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기존 공동체의 훼손 역시 크게 문제되
지 않았다는 것이다.36)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동대문아파트(1966), 홍제동 원일아파트(1970), 
아현동 현대아현아파트(1970) 등 60년대 후반 건설된 ‘블록형 아파트’들이다. 6층 
높이의 단일 주거동에 20~40세대가 거주하게끔 지어진 이들 아파트는 도심의 가로
에 맞닿아 들어서면서 도시의 기존 경관 및 사회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
었다. 특히 블록형 아파트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인 ‘가운데 마당’이라는 외부 공간, 
즉 중정(中庭)의 존재는 “외부 공간에서 주호(主戶)로 진입할 때 자연스러운 전이 공
간의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의 가능성”(장림종·박진희 2009: 
83)을 내재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옥상정원, 도시 하천 등 지형과의 유기적 조화
를 이룬 것은 60년대의 소규모 아파트들이 이후 건설된 관 주도 아파트들이 폐쇄성
과 획일성으로 인한 폐해를 낳은 것과는 달리, 지역공동체 조직 및 유지에 있어 주
목할 만한 측면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36) 이는 앞서 언급했던 19세기 초 프랑스 아파트와 기존 도시 공간과의 조화에 대한 마커스(Marcus 
1999)의 논의와도 접점을 갖는 내용이다.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국내에서 아파트 관련 문제로 지
적되는 사항들 중 상당수는 아파트 자체보다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 45 -

  하지만 이후 한국의 도시화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 다양한 형태의 소규
모 아파트들은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참신한 계획요소 등을 활용한 이들 아파
트들이 현재의 획일적인 아파트계획 관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긴 하지만 널리 영향
을 미치는 선례가 되기에는 소수자본의 단발성 시도라는 한계가 있었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체의 열악한 기술에 의해 속성으로 지
어진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했다는 단점이 있었다(전남일 2010: 268-271 참조). 
따라서 이들은 몇몇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라
는 인식이 더욱 부각되어 소규모 도시주택의 한 원형―어쩌면 단지형 아파트와 공존
하며 다른 주거 대안으로 가능했을지 모르는―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신 
현대 한국의 도시 환경에서 주인공을 차지하게 된 것은 70년대 이후 관 주도 개발
로 공급된 대단위 단지형 아파트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한 첫 번째 아파트이자 ‘혁명 한국의 상징’, 마포아파트가 있었다. 

 3) 마포아파트의 건립과 시민아파트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는 1962년 12월, 같은 해 공포된 대한주
택공사법에 의해 대한주택영단에서 이름을 바꾼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였다.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 따른 주택사업의 하나로 의욕적으로 추진
된 이 아파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아파트 도입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
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마포아파트는 10층 높이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중앙집중식 
난방 등을 설치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공동주택단지
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이 같은 마포아파트의 
계획안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언론에서는 열악한 전기 사정과 전반적인 자원 
부족 상황을 감안할 때 엘리베이터와 중앙난방은 무리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도 서울시 수도국에서 마실 물도 귀한 판에 무슨 수세식 화
장실이냐고 반대했다(대한주택공사 1992: 101). 결국 이 같은 여론의 반대에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건물 높이는 10층에서 6층으로 낮아졌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무산되었으며, 난방 역시 세대별 연탄보일러 시설로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는 6층 높이의 10개동 642세대가 마포구 도화동에 건설되었다.37)

  비록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립된 

37) 마포아파트는 두 차례에 걸쳐 건설되었는데, 우선 1차로 1962년 12월 Y자형 아파트 6개동이 450
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1964년 11월에는 2차로 판상형(일자형) 아파트가 4개동 192가구 규모로 
건립되었다. 건물 높이가 6층으로 정해진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무산되면서, 당시 서구에서 엘리
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6층이었던 점을 참고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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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아파트는 다른 주거지들에 비해 시설과 규모 면에서 여전히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시설들과 달리 계획안대로 설치된 수세식 화
장실과 입식 부엌은 서구식 생활의 편리를 상징했으며, 단지 내에 따로 마련된 놀이
터와 넓은 잔디밭 조경 역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6층이라는 높
은 층수가 만드는 거대한 건물은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으며 Y자형으로 지어
진 독특한 외형은 상징성을 부각시키기에 적합했다(전남일 2010: 260). 이처럼 여러
모로 기존 주거지에 비해 차별화된 시설은 마포아파트가 다분히 중산층 이상을 겨
냥해 지어진, 이후 이른바 근대식 주거의 전파를 위한 일종의 모델 역할을 맡았던 
주거단지였음을 보여준다.
  마포아파트의 건축에는 20세기 중반까지 서구를 위시한 세계 각지의 도시계획을 
지배한 모더니즘 건축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마포아파트가 건설된 1962
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이사였던 건축가 홍사천의 기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도시의 입체화는 도심지는 초고층을, 그 주위는 6층 정도의 <아파트>
를 그리고 불광동, 수유동쯤의 교외는 3층 정도로 하며, 정부의 융자로는 단층주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불란서는 1952년에 <말쎄이유>에 <르, 꼴뷰줴>[르 코르뷔지에]의 
제안에 의한 총면적 15,000평, 337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17층의 거대한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이것과 동일한 주택수를 단독주택으로 건설한다면, <아파트>의 약 100배
의 대지가 필요하다. 이 <아파트>의 대담성은 1,600인이라는 많은 인구를 한 집에 몰
아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안에 시장에서부터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코
뮤니티><쎈터>를 계획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말쎄이유>의 도심지가 아니라 교외에 
건립되었다.
  [......]
  교외에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자기의 뜰은 가질 수 없으나, 좀더 넓고 좋은 뜰
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포<아파트>의 좋은 환경을 보면 수긍이 갈 것
이다. 또한 온수, 난방, 수세식 변소 등의 향상된 시설은 단독주택으로는 값이 비싸므
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 교외에 <아파트>로 고층화시키므로서, 대지를 절약
하고, 좋은 환경에 향상된 시설을 가진 생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홍사천, 「住宅問題雜感」, 『건축』 8권 1호(1964년) 10쪽)

  1964년 대한건축학회지인 『건축』에 기고된 이 글에서 홍사천은 인구의 도시 집중
으로 인한 교통난과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입체화, 즉 고층화를 주장한
다. 그 준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르 코르뷔지에가 1952년 마르세유에 건설한 
‘위니테’―앞서 서구 도시의 발달 과정에서도 언급했던―인데, 여기서 위니테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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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마포아파트 단지 준공 당시의 모습

※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CET0035584

절약과 공동생활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주장은 위
니테에서 실현된 르 코르뷔지에의 계획안―‘녹지 위의 고층주거’ 개념으로 대표되는
―을 국내에도 적용하여 단독주택 건설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아파트 건설의 추진을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공동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
시에 이는 곧 아파트 건설을 통해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계획 방향과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정책은 당시 집권층의 생각 및 기본적인 정책 추
진방향과 그대로 맞물리는 것이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기치로 삼아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주거 분야에서 이 변화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간의 재조직을 통해 생활 전반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마포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치사(致辭)는 마포아파트, 더 나아가 아파트 전반에 대해 
당시 집권층이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했는지 드러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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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처럼 웅장하고 모든 최신 시설을 갖춘 마포아파트의 준공식에 임하여 본인
은 수도 서울의 발전과 이 나라 건축업계의 전도를 충심으로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도시(都是) 5·16혁명은 우리 한국 국민도 선진국의 국민처럼 잘 살아 보겠다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속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기 위해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성
공리에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시책도 국민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며 이제까지 우리나라 의식주생활은 너무나도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면
이 많았음은 세인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생활혁명이 절실히 요청되는 소이(所
以)가 있으며 현대적 시설을 완전히 갖춘 마포아파트의 준공은 이러한 생활혁명을 가
져오는 데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의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구래(舊來)의 고식적이고 봉건적인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인 집
단공동생활양식을 취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으로나 시간적인 면으로 대다한 절감을 가
져와 국민생활과 문화의 향상을 이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화는 주택난과 더불어 택지가격의 앙등을 초래하는 
것이 오늘의 필연적인 추세인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선 앞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이러
한 고층 아파트 주택의 건립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각광을 받고 건립된 본 아파트가 장차 입주자들의 낙원을 이
룸으로써 혁명한국의 한 상징이 되기를 빌어 마지않으며 끝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
로 완수시킨 대한주택공사 총재 이하 전임직원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
하는 동시 이 자리에 입주할 문화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길이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마포아파트 준공식 치사’, 대한주택공사 1979: 237-238에서 인용)

  이 치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의 기존 생활양식을 “너무나도 비경제적이
고 비합리적인”, “고식적이고 봉건적인 생활양식”이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생활혁명’의 계기로 마포아파트의 준공을 평가하고 있다. 이 지점에 이르러 드
디어 한국의 아파트는 처음 아파트가 탄생했던 서구에서와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된 셈이다. 서구의 아파트 단지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제공되었다
면,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단순히 주택난 해결의 역할을 넘어 근본적인 생활양식의 
변혁을 주도해야 하는 매개체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포아파트는 단순히 한
국에서 처음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소위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생활혁명
의 시금석이었으며 전 국민의 문화시민화(文化市民化)를 추동하기 위한 생활혁명의 
전시장”(박철수 2006: 10)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게 된 
것이었다.



- 49 -

  하지만 최고권력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 생활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층주택
에 대한 불안 등으로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결국 마포
아파트의 준공 직후 입주자는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 상
황에서 뜻하지 않게 마포아파트에서 연탄가스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아파트에 
대한 불신과 결합하며 ‘아파트에서의 인체실험’이라는 에피소드를 탄생시키기도 했
다.

  그 해 겨울 날씨가 유난히 추웠는데 이와 같이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빈집을 통과하는 파이프가 동파되기 시작했고, 마포아파트에서 처음으
로 연탄가스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모든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배기가 잘 될 
터인데 드문드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연탄가스 배출이 잘 안되어 입주자들이 불안해
하였다. 공사에서는 인체 기능과 가장 비슷하다는 모르모트 6마리를 구하여 여러 방에 
가둬놓고 실험을 했는데 가스 중독은 없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인간과 모르모트는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드디어는 인체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의 현장소장 등 직원들은 밤새 돌아다니면서 입주자들의 안부를 점검했고 야밤
중인 2시, 3시에도 입주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 
이러한 사태로 현장소장은 신경쇠약증에 걸렸고 건축부장은 시달리다 못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인체실험을 하겠다 하여 술을 마시고 가장 가스가 많이 샌다는 방에 
하룻밤 투숙을 했으나 이상은 없었다.

(대한주택공사 1992: 101-102)

  결국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연탄가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대한주택공
사 측의 홍보가 효과를 거두면서 차츰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게 되었다(장성
수 1996: 93). 게다가 당시로선 보기 드문 현대적인 조경 요소와 서구적인 이미지로 
인해 마포아파트는 많은 영화촬영 무대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마포아파트의 상징적 
가치를 더욱 제고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대적 주거가 
가져올 상징적 의미, 그리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대변”(전남일 
외 2008: 195)했던 마포아파트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아파트 단지’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국내 최초의 단지
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는 동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변에 담장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이기도 했으며, 단지 내부의 각종 근린시설 역시 외부인에게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김지은 2012: 10-11; 박철수 2006: 74 참조). 즉,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그 
출발에서부터 단지 외곽에 담장을 치고 외부인을 배제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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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는 마포아파트의 건설이 “도시 환경과 근린 환경에 대한 고려와 배려보다
는 다만 하나의 단지 안에서 생활문화의 혁신과 주거문화의 변혁을 우선적으로 모
색”(전남일 외 2008: 194)했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렇게 마포아파트가 나름대로 거둔 ‘성공’이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듯 본격
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중산층 대상의 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과도기적 
단계를 더 거쳐야 했다. 무엇보다 여전히 서울의 빈민 주거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
이었기 때문에 주택난 해결에 있어 중산층을 우선순위에 두고 아파트 건설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수만은 없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서울로의 유입인구가 급증했지만 
주택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결과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수십만의 인
구가 10만 채 이상의 무허가 불량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것이 서울의 상황이었다.38)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전반 서구사회의 사례가 보여준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층
을 위한 효율적인 주거대책으로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당
시 위정자들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마포아파트를 통해 한국에서도 아파트가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
했음을 감지한 행정당국은 마포아파트가 타깃으로 삼았던 중산층뿐만 아니라,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건설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정부 차원
에서의 대책이 1968년 9월 건설부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공공주택자금을 빈민가와 
불량주택 지구에 투입하여 세대 당 5~8평 규모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서
민들을 입주시키는 내용이었다(박종우 외 2005: 49). 이를 바탕으로 당시 가장 주택
난이 심각했던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량 확보와 무허가 불량주택 정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아파트’라 명명된 대규모 아파트 공급사업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1966년 부임 이후 엄청난 수의 저돌적인 공사 추진으로 ‘불도저 시장’으
로 불린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 동안 총 2,000동의 
시민아파트를 지어 판잣집 주민 9만 호를 입주시키겠다는 시민아파트 건립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모든 것을 속도와 물량 위주의 해법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분위기
를 반영한 것이었다(전남일 외 2008: 203).
  그러나 이 같은 시민아파트 건립 정책은 불과 시행 1년 만에 곧바로 문제를 드러
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시민아파트들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힘든 산등성이 지대
―기존의 불량 주거지가 밀집해 있던―에 지어졌지만 공사 부지에 대한 지질검사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사비 역시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자재 부족과 설
계 미비로 인한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1970년 

38) 당시 서울시가 실시한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에 의하면, 1966년 4월 기준으로 서울의 무허가 건물
은 13만 6,650동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무허가 건물은 1960년대 내내 매년 10~15퍼센트씩 늘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손정목 2005a: 246-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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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1)      <사진 2-6> 와우아파트 사고 현장 (2)

※ 사진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사진 2-5)

   국가기록원, CET0064778 (사진 2-6)

4월, 마포구 와우산 중턱에 건립된 와우아파트 1개 동이 붕괴되면서 33명이 사망하
고 4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뒤이은 경찰 조사를 통해 담당 공
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며 부실공사를 눈감아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시민아파트 건설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었음이 드러났
다.39) 실제로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 서울시가 ‘시민아파트 안전진단반’을 긴급 
편성해 그때까지 1년 동안 건설된 시민아파트 405개 동의 안전도를 검사한 결과, 
무려 86.2%에 달하는 349동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권기봉 
2012: 174). 결국 사건의 책임을 진 김현옥 서울시장이 경질되었고, 시민아파트 계
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압축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한국식 근대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이 사건은 동
시에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존재가 서구에서와 다른 운명을 걷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민아파트 건립이 중단되는 대신 
중산층을 대상으로 가격은 더 높지만 더 안전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거정

39) 시민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한 다른 요인으로 손정목(2005a)은 시민아파트 건립 계획에서 
상정되었던 입주자들의 생활수준과 실제 입주자들의 생활수준 사이의 괴리를 지목한다. 당초 시민아
파트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 무허가 불량건물 주민들은 이렇다 할 가재도구조차 없는 상태였기에, 
그들을 수용할 시민아파트의 구조는 처음부터 매우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훗
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 입주자들은 거의 장롱과 가전제품, 심지어 피아노까지 갖춘 중산층들이
었고 시민아파트의 구조는 이들의 생활용품 무게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손정목 2005a: 252-253 
참조).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어진 시민아파트의 실입주자 중 상당수가 중산층이었
다는 사실은 마포아파트 이후 아파트 생활이 선망의 대상인 근대식 주거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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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방향이 확립된 것이다. 사회 전반에 ‘근대화’의 기치가 나부끼던 상황에서, 근
대식 주거의 상징이던 아파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부는 아파트 자체
를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안전한 양질의 아파트
를 건립하는 것으로 시책을 정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아파트는 서구 사회
의 아파트가 가진 ‘저소득층 주거지’로서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작별을 고하게 된 셈
이다. 결국 이후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누구나 선망하는 고급 주택으로 자리 잡았
고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경제적 성공은 곧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다음 절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
하게 될 것이다.

2. 아파트 단지의 형성과 확산

 1) 1970년대 단지형 모델의 형성

  시각문화와 세대론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분석한 연구서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서 박해천은 한국의 아파트가 “과거의 아파트와 급진적으로 단절하고 문화적 우세종
으로 도약을 감행하던 특정 시점”(2011: 57)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그 시점은 바
로 1970년대 초로, 이 시기 한국의 아파트는 이전의 다양한 ‘실험들’과 작별하고 현
재의 대단지형 아파트에 이르는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70
년대 초가 국내 아파트 도입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시기였다는 점은 분
명하다. 저소득층 대상의 시민아파트 건립사업의 백지화를 가져온 1970년 4월의 와
우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아파트가 중산층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독립적인 ‘단지’라는 물리적 형태를 갖추게 된 것 역시 이때부터였기 때문이다.40)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단지(團地)’라는 말은 일본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단독주택이 되었건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되었건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모여 무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박철수 2013: 133). 
1950년대 전후 일본사회에 등장한 ‘단지’는 해당 입주민들을 가리켜 ‘단지족(団地
族)’이나 ‘단지처(団地妻)’라는 신조어41)가 등장할 정도로 새로운 근대적 주거모델의 

40) 와우아파트 붕괴 이전에도 중산층 대상의 아파트 건설은 계속 계획되고 있었다. 마포아파트의 성공 
이후 아파트 건설이 두 방향―저소득층 대상의 시민아파트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단지―으
로 진행되던 초기 시점에서, 예기치 않은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한국의 아파트가 나아가는 방향을 
한 가지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53 -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한주택공사 제1대 총재와 제4대 총재를 역
임했던 장동운(1992)은 한 회고록에서 1960년대 말 일본 방문 당시 일본에서 주목
받고 있던 ‘맨션’, ‘하이츠’ 등 주택분양 광고에 착안하여 한국에서도 고급 아파트 
단지 건설을 시도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당시 한국사회에 도
입된 ‘서구의 근대적 문물’들이 실상 일본을 경유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아파트 단
지 역시 일본의 경험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아파트 도입과 관련한 사료들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신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아파
트 단지 건설계획에 직접적인 영감을 제공했다고 표방된 것은 바로 미국에서 유래
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개념이었다. ‘근린주구’란 1929년 미국의 페리
(C. A. Perry)가 제안한 주거단지 계획개념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단지 규모(반경 약 500미터, 인구 5천~1만 명)에서 생
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및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김철수 2006: 111). 도로에 둘러싸여 구획된 도시의 한 블록
을 일반적 형태로 갖는 근린주구는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시설과 
상점들, 안전한 보행로 등을 갖추는 것을 이상으로 했다. 
  1960년대 마포아파트를 건설한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페리의 근린주
구 원리를 중심으로 단지계획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1965년 대한주택공사가 발간한 <한국의 주택현황>을 통해 확인된다(박철수 2013: 
141, 296 참조). 이 자료집에서 “커뮤니티의 의의와 형성”, “단지계획의 규모”라는 
이름의 절(대한주택공사 1965: 104-118)은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과 그 적용사례로
서 영국과 미국 도시들의 계획안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어 “단지계획의 
실제”라는 절(대한주택공사 1965: 118-138)에서는 단지의 규모와 각종 부대시설의 
예시를 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했을 경우의 계획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강수림(1991: 19)에 따르면 이 같은 근린주구 이론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의 기초가 되었으며, 7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을 위한 법적 기초가 되는 
주택건설촉진법(1972년)과 택지개발촉진법(1980년) 역시 이 개념으로부터 발전되었
다. 

41) 당시 등장한 ‘단지족’은 기존의 복잡한 시가지에 오밀조밀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 달리 새로 지어진 
단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뜻했고, ‘단지처’는 멀리 떨어진 직장에서 늦은 밤에야 귀가하는 남편
을 기다리며 좁지만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주거공간에서 잘 정리된 외부환경과 각종 근대적 설비기
기를 즐기는 부인들을 뜻했다(박철수 2013: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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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점은 ‘단지’라는 표현이 유래한 일본에서도 정작 단지의 황금시대는 길
게 잡아도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였을 뿐이었다는 사실이다(原武史·重松
淸 2010: 227, 박승현 2012: 230에서 재인용). 경제적인 급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의 
급격한 상승을 이룬 일본사회에서 단지의 협소한 주거공간은 일본인들에게 장점보
다 단점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1970년대 초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도시 각지를 채워나갈 아파트 단지의 시대가 막 열리고 있던 시기였다. 한국에서 사
용되는 ‘단지’라는 말이 일본에서 건너왔다 하더라도 이미 70년대 전반에 이르러 한
국의 아파트 단지와 일본의 단지는 서로 다른 행보를 걷게 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70년대 이후 이어져 온 ‘아파트 단지의 시대’에서 선봉에 섰던 건 1970년 9월 준
공된 이촌동의 한강맨션아파트와 1971년 완공된 여의도시범아파트, 그리고 이후 강
남아파트 시대의 서막을 연 반포아파트(1972~1974) 등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한 아파
트들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본격적인 ‘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며42) 건설된 최초의 
아파트인 한강맨션아파트(총 700세대 규모)는 이후 아파트 단지의 분양 및 건설 방
식에 있어 표준적 모델을 제공했다. 우선 분양 방식에서 한강맨션은 국내 최초로 
‘모델하우스’를 도입한 첫 번째 사례인데, 여기에는 한강맨션 건설이 다소 모험적인 
시도였다는 사실이 배경에 있었다. 하지만 주택공사 측에서도 이런 시도는 상당한 
자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었기에 착공 이전부터 분양광고에 돌입했고, 그 과정에
서 모델하우스를 지어 대중에게 선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대한주택공사 1992: 
118-120 참조). 결국 이처럼 모델하우스를 통한 선(先)분양-후(後)건설 방식으로 건
설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은 이후의 민간업체 아파트 건설에서도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한강맨션아파트는 단지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근린주구 이론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했다. 사실 근린주구 개념은 이미 마포아파트 건설에서
부터 계획 단계에서 시도된 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단지 규모와 최종적으
로 시행된 계획의 한계로 인해 이론이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했다. 그 이후 한강맨션
아파트를 비롯하여 비슷한 시기 이촌동에 함께 건립된 한강외인아파트와 공무원아
파트 등을 포함한 총 3,220호 규모의 ‘한강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린주구가 도입되었고, 이후 건설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42)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약 10년 전, 마포아파트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용 주택과 아파트를 지
어야 할 주택공사가 호화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문제”라는 식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
사 측은 주택개량과 주거기능 향상의 선구적 역할 수행하는 것 역시 공사의 사명이라며 여론 조성
에 나섰고, 그것이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며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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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한강맨션 단지 내부 <사진 2-8> 반포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CET0064779 (사진 2-7)

   국가기록원, CET0042200 (사진 2-8)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한강맨션아파트 이후 아파트 단지 건설에 본격적
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모델하우스와 근린주구 개념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적 폐쇄성’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모
델하우스는 박철수(2006)의 지적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방과 거실, 베란다―즉, 현관
문 안의 가족중심 공간―만을 아파트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 결국 모델하우스에서의 ‘환상’을 통해 심어진 인식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철저히 내부공간 중심으로 축소시켜 현관문 바깥의 공용공간을 생활공간으로 편입
시키지 않는 주택관의 형성에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박철수 2006: 35). 이 
같은 내부공간 중심의 주택관은 곧 단지 내부에서의 이웃관계에 무관심한 ‘가구 단
위의 폐쇄성’으로 이어졌다.
  한편 아파트 단지에 도입된 근린주구 개념은 계획의 본래 의도와는 다소 다른 ‘단
지 단위의 폐쇄성’을 야기하였다. 근린주구 개념에 의해 대규모로 조성된 하나의 단
지는 독립적인 생활환경으로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했다. 하지
만 이러한 의도에 의해 학교와 상가 등 근린주구 시설을 단지 내에 집중적으로 배
치하고 단지 외곽은 담으로 둘러싸는 방식은 아파트 단지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영역화하는 결과를 낳았다(전남일 외 2008: 221 참조). 이처럼 대규모로 
단지를 구성하고 이것을 단지 외부와 단절시켜 영역화하는 방식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가장 각광 받는 단지 구성 원칙이 되어 기존의 도시조직과 상당한 부조
화를 이루는 상황을 초래했다(전남일 2010: 273). 즉, 한국의 아파트 거주민들은 단
지 내부에서는 이웃에 대한 의식을 최소화하며 공동체 생활과 공용공간에 무관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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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단위의 폐쇄성을 경험하는 한편으로, 단지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주변 도시공간
과 단절되는 단지 단위의 폐쇄성이라는 ‘이중적 폐쇄성’―주위로부터 분리된, ‘우리 
집’과 ‘우리 단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1970년대 초,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중산층 대상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한 당시 시점에서부터 이 같은 폐쇄성이 의도적으로 추구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와 근린주구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중적 폐쇄성을 
낳은 원인의 전부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이며, 그보다는 이들 요소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사회·문화·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폐쇄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
건 간에, 아파트 단지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서 모델하우스와 근린주구가 만들어낸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 국내 아파트 단지들의 폐쇄성이 배태되는데 무시할 
수 없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들 두 요소가 아파트 단지
의 폐쇄성을 야기한 국내 아파트 건설의 제도적 관행과 직결된 여러 복합적 요인들
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절대적인 주택 수의 부족
으로 인해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해야 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서, 모델하우스와 시간이 갈수록 획일화된 근린주구 기반의 설계는 아파트 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관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르 코르뷔지에가 제안한 ‘녹지 위의 고층주거’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이상과 함께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초창기 한국의 아파트 
단지 건축을 위해 도입된 기본적인 이론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개념들
은 국내에 도입되면서 각 개념에 내재해 있던 건축에 관한 철학은 배제되고 단지 
기술적 차원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추구만이 살아남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서구의 
건축이론들과 한국의 아파트 단지 사이의 연관성을 논한 줄레조(2007: 165)의 지적
대로, 이론적 측면(건축 및 도시계획의 철학)보다는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
술적 방법론은 1970년대 이후 국내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을 지배했던 물량제일주
의와 획일적인 표준설계지침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주변 도시 공간으로부터 배타
적으로 영역화―근린주구 이론의 의도치 않은 효과에 의한―된 아파트 단지가 반복
적으로 양산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모델하우스를 활용
한 선(先)분양 관행을 통해 역시 순식간에 소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뒤에서 다시 논
하겠지만, 이 같은 속도 위주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아파트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들의 단지 바깥 혹은 현관문 옆 이웃에 대한 의식은 최소한으로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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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한강맨션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의 모델은 이
후, 강남 개발에 때맞추어 건설된 반포아파트(1972~1973)를 거치며 더욱 확산되기
에 이른다. 반포아파트는 가장 작은 평수가 22평, 가장 넓은 평수는 복층 64평으로 
지어져, 한강맨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중·상류층 대상 아파트 건설의 입지를 더
욱 확고히 하였다. 특히 반포아파트는 7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델로 자리하게 되는 ‘강남 아파트’ 시대의 서막을 연 아파트 단지로, 
“향후 10년간 동작대교에서부터 동쪽으로 번져나가게 될 ‘아파트 개발 전선’의 선봉
장”(줄레조 2007: 37) 역할을 맡게 되었다.
  뒤이어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강남 지역에 건설된 잠실 대단지(1975~1977)는 정부
가 주도한 택지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1960
년대 후반 이후 중산층을 위한 주거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던 정부는 강
북 지역에 밀집된 서울 인구를 강남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 강남에 각종 특혜들을 제공하여 개발을 촉진시켰다. 우선 강북 지역
의 택지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강남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강북과 강남을 잇
는 다리(1969년 12월 개통한 제3한강교, 현 한남대교)를 만들고 강북의 명문 중·고
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 집중적인 강남 개발사업에 나섰다(전남일 외 
2008: 212).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의 4.4퍼센트에 해당하는 총 
12개 지구 1만 2,000헥타르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되었는데(장성수 1994: 
165-166 참조), 특히 잠실 1단지는 ‘주택건설 180일 작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과 
6개월 만에 1만 1,800호를 건설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전남일 2010: 246). 이
는 다른 사회·문화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와 물량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한편 1970년대는 대한주택공사에 이어 1960년대의 대규모 인프라건설로 성장한 
민간 건설 대기업들 역시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개발에 나서기 시작
한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당시 급성장 중이던 현대건설은 1975년부터 강남에 최소 
32평, 최대 60평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하며 민간기업에 의한 고급아파트 시
대를 열었다. 특히 이 단지는 강남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들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상류층이 선호하는 주거단지로 인식
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말 이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강남 아파트의 거주자들
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정점”(박해천 2011: 63)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것이다. 
이어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은 19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반포-압구정-잠실로 이어
지는 동서 방향의 횡축에 더해, 압구정-대치-도곡에 이르는 남북 방향의 종축을 따
라 확장되며 아파트 숲으로 뒤덮인 서울 동남부의 경관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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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단독주택
4,154,902

(95.30)

4,381,772

(92.56)

4,652,127

(87.46)

4,719,464

(77.31)

4,726,933

(66.02)

4,337,105

(47.12)

4,069,463

(37.13)

아파트
33,372

(0.77)

89,248

(1.89)

373,710

(7.03)

821,606

(13.46)

1,628,117

(22.74)

3,454,508

(37.53)

5,231,319

(47.73)
연립/

다세대주택

146,220

(3.35)

164,718

(3.48)

161,795

(3.04)

349,985

(5.73)

602,855

(8.42)

1,070,528

(11.63)

1,265,989

(11.5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5,468

(0.58)

98,431

(2.08)

131,248

(2.47)

213,155

(3.49)

202,481

(2.83)

342,788

(3.72)

392,571

(3.58)

총 주택 수 4,433,962 4,816,413 5,434,176 6,271,265 7,357,287 9,570,395 11,472,401

 <표 2-1> 전국의 유형별 주택 수 현황 (단위: 호, %)

 ※ 출처: 윤주현 편, 2002, 『한국의 주택』, 통계청, p. 18.

  하지만 이 시기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주거 양식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택 유형과 
비교할 때 아파트 거주민은 아직 소수였다. <표 2-1>에서 볼 수 있다시피, 1970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에 33,000여 호에 불과하던 아파트가 10년 뒤인 1980년에는 37
만여 호로 10배 넘게 증가하긴 했지만, 전국의 총 주택 수 540만여 호 중에서는 불
과 7퍼센트 남짓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아파트는 1980년대를 거치며 
1990년에는 160만여 호(총 주택의 22.7%)로 증가했고, 다시 10년이 지난 2000년에
는 무려 523만여 호로 늘어나 전체 주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엄청난 규모로 확산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2) 198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의 확산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이후 또다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대규모 장기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한다. 여전히 대다수 도시 거주민들이 심각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
던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1980년 8월 발표한 ‘10년 내 주택 500만 호 건
설’이라는 계획을 통해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것
이다.43) 이 계획안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전국에 5백만 호의 주택을 건립함으

43) 당시 건설계획 입안에 관계한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임서환 2005: 101 참조), 
신군부 지도층은 혹시라도 북한이 침공할 경우 서울시민의 약 5분의 1이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적
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위기의식이 ‘10년 내 주택 500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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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주택보급률을 77%에서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임서환 2005: 101). 
그러나 500만 호라는 목표치는 1980년 당시 전국의 총 주택 수 543만여 호에 맞먹
는 엄청난 양이었기에, 1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달성한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을 통한 대량의 
공동주택 공급’이라는 1970년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정치권력의 정책 추진은 
강남을 넘어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중계동 등을 비롯해 전국, 특히 수도권 각지에 
엄청난 수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아파트는 어느덧 점차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남일(2010: 
359)의 지적대로 1980년대의 아파트는 택지가격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고층·
고밀도로 건설되었고, 배치 및 평면은 대부분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등 전반적인 주
거환경이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도 전문 건축가들의 설계 참여를 통해 획일적인 단지 계획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
존의 아파트 단지가 지닌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등장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아파트 단지, 특히 외부공
간의 고급화 경향을 미리 예시(豫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가운데 1980년대 전반에 건설된 대표적 아파트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국내 최초로 계획단계서부터 도시설계 과정을 거쳐 이전과 다른 개념의 시가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단지이다. 1983년 마스터플랜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에 따라 건설된 목동 신시가지는 동서 방향으로 도로 중심축이 설정되어 각
각의 주구는 모두 선형으로 이어진 중심 공간에 연계되었고, 그로 인해 근린주구 원
칙에 따라 배치된 단지에 비해 덜 폐쇄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공동생활 공간
으로서 외부공간 개념이 더욱 분명해졌고 이는 주거동의 배치 개념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주거지 계획에서 드디어 생활권과 도시의 유기
적 연결이 필요함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전남일 2010: 352 참
조).44)

  또 다른 사례로, 각각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등을 위
한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이후 민간에 분양된 아시아선수촌아파트(1986)와 올림픽선
수촌아파트(1988)를 들 수 있다. 두 아파트 단지 모두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새
로운 단지조성 기법이 도입되어 기존의 단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18

건설’ 계획 수립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44) 다른 한편으로, 목동과 상계동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은 기존에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던 도시 

빈민들에 대한 폭력적 재개발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의 문제
점과 그에 맞서 등장한 도시 빈민운동을 다룬 상세한 논의는 최인기(2012: 83-101)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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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동 1356세대 규모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주거동마다 층수에 계단식으로 차이
를 두어 특색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시켰고, 3개 동을 한 단위로 하는 ‘작은 마을’ 
개념에서 출발한 ㄷ자형의 클러스터 배치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공동생활 공간을 강
조하였다. 122개 동 553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지어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역시 내
향적 도시구조를 의도한 방사형 배치를 적용하고, 단지 내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전남일 2010: 
35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했다. 1970년대와 크게 다
르지 않은 ‘속도전’의 분위기가 우세했던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아파트들은 무미건조한 외관에, 같은 방향을 향해 일렬로 늘어선 획일적인 단지 배
치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외부공간 역시 늘어나는 자동차 수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성되는 등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주민 
공동생활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새로운 계획
기법이 적용된 목동 신시가지와 아시아·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같은 사례들은 단지 
내 주거환경 면에서는 괄목할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서의 변화였을 뿐이었다. 도시 전체와의 유기적 관계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입주민만
을 고려한 폐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이 같은 변화는 단지의 고급화를 더욱 추
동하는 한편, 단지 외부로부터의 배타성을 더욱 강화하여 훗날 국내 아파트 단지들
의 ‘게이티드 커뮤니티화(化)’에 기여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처럼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
지 않았다. 특히 더욱 심화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80년대 경제호황으로 인한 
시중 자금의 유동성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더욱 이끌었고, 결국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유례없는 급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
다.45) 이 같은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의 뒤를 이어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권 역시 
아파트의 대량공급을 통해 주택난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고, 이는 서울 
외곽에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46)

45) 1980년대 내내 주택가격이 상승일로에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기조를 유지
하고 있었다. 1981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1983년까지 40.6%가 오른 후 1987년까지
는 정체 상태에 있었고, 5개 직할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는 1983년까지 7.9%가 오른 후 
꾸준히 상승하여 1987년에는 25%까지 오르고 있었다(임서환 2005: 150). 그러던 주택가격은 1980
년대 말 이른바 ‘3低 현상’(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에 힘입은 국내 경기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인해 
1987년 이후 급등하게 된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988년에서 1989년 사이에 2배 이
상 급등했다.

46) 『제6공화국실록』(공보처 1992: 237-238 참조)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해득실이 갈린 국민들 간
의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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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라 명명된 새로운 주택건설계획에서 정부는 1992년까
지 목표치 중 절반에 가까운 90만 호를 수도권에, 나머지는 지방 도시들에 건설한
다는 계획을 세웠고, 특히 국내 최초로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여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가운데 수도권 90만 호 
건설의 주축은 서울 외곽에 건설되는 다섯 개의 신도시들이었다. 1989년 4월, 분당
(성남)과 일산(고양)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이어 1988년 말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던 중동(부천), 평촌(안양), 산본(군포)까지 포함시킨 5대 신도
시 개발계획을 내놓고 대한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들을 총동원하여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연평균 22만 호에 불과하던 
주택 건설량이 1988년 32만 호, 1989년 46만 호로 급증하였고, 1990년에는 사상 
최대인 75만 호를 기록하며 결과적으로 목표기한보다 1년 이른 1991년 8월 말까지 
200만 호가 건설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임서환 2005: 157).
  그러나 이렇게 불과 3~4년 만에 수십만 호의 주택이 수용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생긴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당시 내수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어 경
기안정화 시책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건설경기가 달아오르는 바람에 과열경기를 부
채질했고, 건설 노임의 인상은 제조업의 인력난과 전체 임금의 급상승을 초래했다
(임서환 2005: 157). 또한 자재부족으로 인한 불량 레미콘 사건이 불거지며 ‘분당의 
모래성’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부실시공, 부실공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
다. 다른 한편으로, 5개 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켜 서
울이 더욱 광역화되고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주거 외에 도시로서의 
다른 자족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도시는 수십만 인구가 거주하는 베드타운, 
즉 “모든 문화와 직업 생활권은 여전히 서울에 존재한 채 서울에서 지쳐 돌아오는 
사람들의 거대한 휴식처”(전남일 외 2008: 286)로만 기능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갖고 있었던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일차적 목
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물론 수도권 5개 신도시들이 
건설되던 1989년부터 1991년 초까지의 시기 동안에는 신도시에 대한 환상이 역설
적으로 부동산 열풍을 더욱 부추겨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그림 
2-1> 참조). 하지만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입주가 

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손정목(2005b: 316-318)은 1980년대 말 동구
권의 몰락 이후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예측이 이 계획의 숨은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한다. 
정보자유화의 바람 앞에 북한과의 정보교류가 조만간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측되던 상황에서, 비록 
전반적인 주택 수준은 열악할지라도 무주택자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보며 많은 한국의 무
주택자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전두환 정권의 500만 호 건설계
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이 주택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
사했음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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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지수(1986~1997년) (남우현 2011: 51)

 (기준, 2008년 12월 = 100.0)

시작되면서 1991년 4월을 고비로 급등하던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택가
격의 하향 안정세는 이후 1997년까지 이어졌다(윤주현 2002: 17). 이 같은 주택가
격 안정은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자리잡은 주택의 대량생산체제로 인해 60만 호 수
준의 연간 주택건설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꾸준히 지속되었기 때문
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시장의 안정세,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아파트 
건립 관행은 1997년 말 한국을 덮친 외환위기의 발발로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3) 아파트 단지 확산의 사회적 의미

  한편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틀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아파트 공급과 관련
하여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 있다. 그건 바로 이 시기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파트가 
실제로 선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통계청 집계 <사회조사>
의 ‘원하는 주택형태’ 항목을 보면, 1979년 6.5%에 불과했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1987년 18.3%를 거쳐 1992년 34.2%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97: 304).47) 특히 아파트에 대한 젊은층의 선호는 더욱 높아서, 1992년 기준으로 

47) 한편 같은 시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는 1979년 92.5%에서 1987년 79.3%, 1992년 63.3%로 감소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단위에서의 조사 결과로, 도시 지역(市部 혹은 洞部)만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진다. 결국 2004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단위에서도 각각의 선호도 
차이는 단독주택 48.6%, 아파트 47.9%로 좁혀졌고,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 53.6%에 달하게 되었다(통계청 2006: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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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택 희망주택 75 76 77 78 79 80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6

단독주택

거주자

단독주택 95 93.1 92.3 92.3 93.6 92.9 91.8 93.7 89.0 87.8 85.4 86.9 74.6 60.2 61.5 52.5 53.8 28.8 33.4 36.7

아파트 3.9 6.4 6.8 7.0 5,7 6.5 8.0 6.3 10.3 11.7 12.6 12.6 23.3 35.7 34.0 45.4 38.2 68.9 62.6 58.5

기타 0.8 0.5 0.9 0.7 0.7 0.6 0.2 0.0 0.7 0.5 2.0 0.5 2.1 4.1 4.5 2.1 8.0 2.3 4.0 4.8

아파트

거주자

단독주택 63.0 52.0 58.2 49.0 51.0 60.0 59.3 57.0 47.7 55.4 54.4 48.5 32.6 26.2 26.9 33.9 29.2 26.2 25.6 39.6

아파트 35.0 47.5 41.4 50.7 48.0 39.4 40.4 42.7 51.6 43.9 43.6 50.1 66.2 71.9 71.2 62.6 66.3 71.7 72.6 57.3

기타 2.0 0.5 0.4 0.3 1.0 0.6 0.3 0.3 0.7 0.7 2.0 1.4 1.2 1.9 1.9 4.5 4.5 2.1 1.8 3.1

30세 미만의 경우 절반 이상(52.8%)이 아파트를 원하는 주택으로 꼽기도 했다. 또
한 <표 2-2>의 ‘희망주택 유형’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주택금융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급증했으며 1990
년을 전후한 시기를 기점으로 단독주택을 누르고 가장 선호하는 주택 형태로 단연 
아파트가 꼽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48)

 <표 2-2> 희망주택 유형 (1975~1996년)

 ※ 출처: 한국주택은행, 융자주택실태조사(강인호 외 1997: 105에서 재인용)

  이렇게 한국인들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
나는 아파트가 제공하는 생활양식이 기존의 주거형태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지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중앙난방 
등 아파트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서구적 생활양식은 한국인들이 직·간접적
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편리로 다가왔고,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함께 증가한 핵가족으로의 가족 형태 변화도 아파트의 수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었다.49) 1980년대 이후 발표된 대중소설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을 수집
하여 분석한 박철수(2010: 71)도 아파트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사회에 아파트가 확산되며 여러 문제
점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주택 내부의 생활조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아파트가 제공하는 안락함과 편리성이 한국인들에게 절대적이자 보
편적인 가치로 수용되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현아(2012: 
99-100)의 지적대로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사실상 주거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

48) 한국인들의 엄청난 아파트 선호에 관한 사회적 통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이 집계한 ‘원하는 주택형
태’ 결과에서 아파트 선호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청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연령별 선호도의 차이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50대, 특히 
60대 이상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대로 평균값의 하락에 반
영된다. 주택시장에서의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3,40대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아파트에 대
한 선호가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표 2-2>에 나타난 주택은행의 주택금융 수요실태
조사 결과가 주택시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49)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서구적 생활양식의 상징으로서의 아파트가 가져온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함한희(2005: 54-60)와 전남일 외(2009), 박해천(2011: 209-256)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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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구매 가능한 수많은 단독주
택의 절대적 열악함에 근거한 상대적 우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 이면에 주거 선택의 폭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한
국사회에서 아파트의 확산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상기시켜 준다. <표 2-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총 주택 수의 증가는 대부분 아파트 건설을 통해 
달성되어 왔고, 그 중심에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
이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는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신규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이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하향여과
(filter-down)되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는 가설, 즉 주택여과과정(house filtering process)에 대한 이론이 자리하고 있었
다(하성규·김연명 1991: 26). 하지만 1980년대 말을 기준으로 이 가설에 대해 실증
적 검증에 나선 국토개발연구원(1988)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주택가격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등했던 실제 한국의 현실에서 이 가설에 기반을 둔 정책은 서민주택의 해결에 거
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를 대량 건설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국내 주택정책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의 계층만을 수혜대상으로 했으며, 1970년대 
말 이후 정립된 한국의 독특한 아파트 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본을 갖
추지 못한 저소득층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높은 진입장벽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60년대 말 이후, “파행적 시장모델”(하성
규·김연명 1991: 31)50)에 근거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갖는 
독특한 상품으로서의 위치로 인해 아파트 매매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용하게 된 재산증식 모델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 마련된 주택정책은 신규 아파
트 위주의 공급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이때 공급되는 아파트는 구입자의 자금부담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에 지불능력을 갖춘 중산층에 편향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었다(권현아 2012: 104-105 참조). 게다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량과, 한국사회
로의 도입 초부터 받아들여진 서구식 생활양식과 근대성의 상징으로서의 이미지는 
아파트를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높은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이자 일종의 위세재

50) 하성규와 김연명(1991: 30-31)은 시장모델을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통해 표면적 목적과 
다른 소득계층간 불평등의 확대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을 ‘파행적 시장모델’로 명
명했다. 시장메커니즘에서 파생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주택 등의 적극적 국가 개입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겼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은 시장모델에 가
까웠다. 하지만 분양가 통제나 독특한 청약제도의 존재, 그리고 공공부문(대한주택공사)이 사실상 민
간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장모델이라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주택정책이었
다. 프랑스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부르디외(Bourdieu 2005)가 지적하고 있듯이, 주택이라는 상
품의 독특한 성격 탓에 완전한 시장모델에 따라 작동하는 주택시장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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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ige goods)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입지와 평수에 따라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신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아파트는 이미 1970년대 초 반포아파트 분양 때부터 투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 신청률은 40~70 대 1에 
이르는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아파트 가격은 날이 갈수록 급등했다(전남일 
외 2008: 259).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리어 
분양가가 시장거래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책정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
층에게 싼 분양가의 아파트는 얼마든지 사서 되팔 수 있는 교환가치재로 부각되었
고, 이로써 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전남일 외 2008: 260). 이처럼 한동
안 상승일로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 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90
년대 초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단기간에 걸친 대량 공급 이후였는데, 이 과정
에서도 작지 않은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수십 
년에 걸쳐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접한 아파트 매매를 통한 재산
증식의 ‘성공담’은 이후 아파트 매매를 한국사회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재산증식 모
델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의 자산축적 방식과 생활양식의 재조직
에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아파트 수용 과정을 다
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이를테면 박철수 2006; 박해천 
2011; 전상인 2009; 줄레조 2007).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중간계
급, 즉 중산층의 양성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충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는 것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줄레조에 따르면 이 과정은 권위주의 국
가에 의해 가격이 통제된 아파트의 대량 공급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중간계
급을 대단지 아파트로 결집시킬 수 있었던 한편, 이들에게 주택 소유와 자산 소득 
증가라는 혜택을 주어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줄레조 
2007: 147). 더 나아가 전상인(2009)은 의도였든 아니든 한국 자본주의의 압축적 성
장 과정에서 아파트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병리를 어느 정도 호도하고 은
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택 측면에서 산업
화의 과실이 아파트에 집중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적 기회이자 성취의 대
상이었던 아파트를 획득한 중간계급이 한국사회의 “이념적 좌경화를 막는 결정적인 
방파제 역할”(전상인 2009: 136)을 맡았다는 것이다.51)

51) 이러한 주장들이 일견 지나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정치적 보수화
는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결과로서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1980년대 말에 일련의 인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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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박해천(2011)은 아파트 자체의 역할―주체화(subjectivation)를 수
행하는 ‘장치’로서의 아파트―에 주목한, 흥미로운 관점을 내놓는다. 그에 따르면 한
국 현대사의 특수한 산물인 아파트가 갖는 의미는 대량 복제를 통한 특정 주거 모
델의 확산뿐만 아니라, 그 모델에 내재한 새로운 습속의 확산까지 포함하는 것이었
다. 즉, 한국의 아파트는 “감각의 생산양식을 구축해 거주자들이 특정한 시각성의 
논리를 체화하도록 독려했고, 일상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독특한 구별짓기의 인지
적 알고리즘을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박해천 2011: 67)는 것이다. 박해천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아감벤(2010)의 ‘장치(dispositif)’52) 개념을 끌어와서 
“장치로서의 아파트”에 주목하는데, 그 작동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세
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감벤은 “장치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장치’라는 단어가 “푸코의 사유 전
략에서 결정적인 전문용어라는 가설을 제안”(아감벤 2010: 15, 강조는 연구자)하면
서, 국가나 주권, 법과 같은 일반 범주나 관념적 실체를 다루기를 거부했던 푸코에
게 있어 일반적 성격을 지닌 조작적 개념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장치’였다
고 주장한다. 사실 자신의 저작들에서 ‘장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한 정의
를 한 적 없었던 푸코는 『성의 역사』 1권의 출간 이후 가진 한 인터뷰에서 “장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이 [장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포착하고자 한 것은 담론, 제도, 건축 상의 정비, 
법규에 관한 결정, 법, 행정상의 조치, 과학적 언표, 철학적·도덕적·박애적 명제를 
포함하는 확연히 이질적인 집합입니다. [......] 장치 자체는 이런 요소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네트워크입니다. [......] 따라서 장치는 늘 권력의 게임에 기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나고 또 그것을 조건짓기도 하는 지식의 한 가지 또는 
여러 제한과 연결됩니다. 지식의 여러 유형을 지탱하고, 또 그것에 의해 지탱되

들이 수행한 경험적 연구(문옥표 외 1992)에서 나타난 아파트 거주 중산층의 정치의식(임봉길 1992 
참조)과 1990~2000년대를 통틀어 보수정당을 선호했던 아파트 밀집지역의 투표 결과는 이들의 성
향을 잘 보여준다.

52) 한국어에서 ‘장치’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dispositif’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아카데미 프랑세
즈 사전 9판 참조, http://www.academie-francaise.fr/le-dictionnaire/la-9e-edition).

    [법률] 최종선고 - 판사의 결정을 담은 최종 판결(문).
    [군사] 작전 수행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조직한 수단들의 집합체.
    [기술] 메커니즘이나 장비를 이루는 부품들을 배열하는 방식, 그 메커니즘이나 장비 자체.
    오늘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dispositif’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기 시

작한 학자는 푸코로, 아감벤은 푸코의 용법에 위에서 소개한 사전적 의미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
다고 본다(아감벤 2010: 24). ‘Dispositif’는 ‘구조’ 혹은 ‘시스템’이라는 사회과학의 다소 경직된 개
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양창렬 2010: 92), 따라서 이 단어의 번역어인 ‘장치’
는 구체적인 기계나 도구를 가리키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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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력관계의 전략들, 바로 이것이 장치입니다.
(Foucault 1991[1977], 아감벤 2010: 16-17에서 재인용)

  이처럼 지식과 권력의 개입과 실행을 위한 복합적인 네트워크이자, 어떠한 효과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기제와 실천 전체를 가리키는 푸코의 ‘장치’ 개념을 아감벤은 
더욱 범용적인 개념으로 벼려내고자 한다. 그 결과, 이미 푸코에게서 매우 넓은 범
위를 포괄하던 ‘장치’라는 용어는 아감벤에 이르러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아감벤 
2010: 33)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개념화 작업을 위해 아감벤은 먼저 ‘장치’라는 
용어의 신학적 계보를 추적하여, 마치 신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방식과 같
이 “인간의 행동, 몸짓, 사유를 유용하다고 간주된 방향을 향해 운용, 통치, 제어,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 앎, 조치, 제도의 총체”(아감벤 2010: 31)가 ‘장
치’이며, 따라서 항상 특정한 주체화 과정을 내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러한 장치들의 무한한 증가와 그에 따른 주체화 과정의 무한한 증식, 즉 “장치들의 
거대한 축적과 증식”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장치의 주체화 과정은, 인간이라는 생명체로부터 어떤 ‘분열’을 
통한 ‘인간적인 것’의 산출에 기인한다는 것이 아감벤의 주목 지점이다.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생명 그 자체―인간성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특성들―로부터 분리하고, 또 
주위 환경과 맺는 무매개적인 관계로부터 분리하여 인간을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 아닌 ‘인간적인 존재’로서 인식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가
능성과 함께 ‘장치’들의 가능성도 등장하게 되는데, 아감벤은 장치들을 통해 “인간
은 자신에게서 분리된 가장 동물적인 행동을 무화시키려 하며, 존재로서의 존재를 
향유하고자 한다”(아감벤 2010: 38)고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장치의 
근원에 ‘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욕망을 분리
된 영역에서 포획하여 주체화하는 것이 장치에 내재한 잠재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감벤의 설명을 규율사회에서 장치들이 어떻게 순종적이지만 자유로운―
혹은 자유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신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푸코(2004)의 논의와 
연결시킨다면, 장치가 갖는 힘은 곧 그것이 지니는 주체화의 능력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아감벤은 생체권력(biopower)에 관한 푸코의 논의를 이어받아, 인간은 장
치에 의해 스스로 예속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를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아감벤 2010: 41). 이를 다시 “장치로서의 한국의 아파트”라는 박해천의 
명제와 이어보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아파트라는 ‘장치’의 주체화 기제를 이해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한 많은 비판자들이 지금까지 제기해 온 것처
럼 사람들의 욕망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에 투영되어 아파트 숲으로 뒤덮인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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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거꾸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아파트가 거주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일상의 논리를 체화하도록 했고, 그 결과 7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
에 새로 등장한 ‘신(新)중산층’의 정체성을 생산해내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파트의 ‘장치’로서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단순히 권력에 의한 인간의 수
동적 주체화로 받아들여 비판하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한 입장이다. 이 절의 
도입부에서 논했듯이 실제 한국에서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주거양식으
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어떠한 물리적·법적 강제력에 의한 것도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임은 물론 분명하다. 그런데 장치로서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이때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장치가 지닌 역할의 기저에 위치한 ‘인간
적인’ 욕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감벤에 의하면 인간이 지닌 욕망을 포획하고 
가공하여 권력의 목표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장치에 의한 주체화의 핵심이다. 
즉, 아파트라는 장치가 아파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체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의 아파트가 사람들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포획했음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서구식 생활방식에 대한 욕망, 이를테면 현대식 부엌, 핵가족 생활에 편리
한 공간배치, 이웃의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도시생활에 대한 갈망 등 
산업화 이전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부터 구별되는 여러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매
개물로 아파트만큼 효율적인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 즉 아파트를 ‘장치’로 보는 관점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라는 존재
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위와 관련하여 주로 정책적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온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아파트 문
제에 관한 박해천의 논의를 첨언하면, 아파트를 둘러싼 상품화의 논리를 제도적으로 
교정―이를테면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주택정책 전환,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하자는 믿음, 즉 단순히 ‘나쁜’ 아파트의 자리
를 ‘착한’ 아파트로 대신하자는 아파트 비판자들의 논리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박해천 2011: 66-67 참조). 무엇보다 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고유의 공간논리가 그 거주자들과 맺고 있는 일련의 관계들을 파
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가 낳은 독특한 ‘한국적 
산물’로서의 아파트, 보다 정확히는 아파트 ‘단지’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욕망이 투영
된 결과물인 동시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의식과 생활 전반의 구성에 
관여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바로 그 양방향의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지금 이 시점
에서 아파트 단지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논의한 
아파트의 국내 도입과 아파트 단지의 확산 이후의 변화 양상을 더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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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이루어낸 ‘도약’은 한국의 아파트에 ‘브
랜드化’로 상징되는 또 다른 층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과 최근의 변화

 1) 브랜드 아파트 시대의 개막

  1990년대 초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실행시기를 거치며 자리 잡은 주택 대량생
산체제는 그 뒤로도 한동안 지속되어 60만 호 수준의 연간 주택 건설량이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윤주현 2002: 17). 그런데 이 시기 건설된 아파트들은 주로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들이었던 반면, 그에 걸맞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층의 증가는 공급량
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수도권 각지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인 1997년 말, 한국사회 전반을 강타한 외환
위기(IMF 구제금융 신청)의 발발은 미분양 사태로 고전하던 대다수 건설업체들을 
더 큰 위기로 내몰았다. 한국경제가 엄청난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정책들, 특히 주상복합건물 관련 규제 완화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한국의 아파트 변천사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다.
  우선 정부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최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1998년 6월)하고, 상업용지 내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폐지(1999년 2월)하면서 
도심 각지에 초대형·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되는 길을 열었다(박현구 외 
2007: 11 참조). 본래 ‘주상복합건물’이란 “단일기능의 건축물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위락, 쇼핑, 문화 등의 다양한 활동
이 가능하도록 복합된 건축형식”(하성규·전희정 2003: 29)으로, 한국사회에서 주거
양식으로 선호되는 건물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90년대 말 위에서 언급한 규제완
화 정책들과 함께 대기업 건설사들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최고급 주거형태로 
재탄생하였던 것이다. 대우건설이 여의도에 건설한 41층 높이의 트럼프월드(1999)를 
시작으로, 삼성물산의 타워팰리스(2002), 현대건설의 하이페리온(2003) 등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은 각종 첨단설비와 다양한 부대시설, 차별
화된 입주자관리를 도입하면서 편리함에 고급이미지를 추가하였다(홍형옥·채혜원 
2004: 95).
  이러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성공은 아파트의 ‘고급화’ 경향을 본격적으로 가
속화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안
전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도입되어 주거지의 폐쇄성을 강
화시킨 전자보안장치들은 이후 일반 아파트단지들에도 보편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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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거주가 주는 기존의 불안감 역시 마케팅 과정에서 조망권과 특권의식의 강조
를 통해 희석되면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초고층 주상
복합아파트는 2000년대 초중반 각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나기에 앞서 고유한 브랜드―‘타워팰리스’로 대표되는―에 부여된 특권적 상징성의 
구현에 성공함으로써, 비슷한 시기 도입되기 시작한 다른 아파트 브랜드들이 이후 
본격적인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여는 시초가 되었다.53)

  특히 아파트의 ‘브랜드화(化)’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의 아
파트가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맥락에서 겪은 다양한 변화를 무엇보다 잘 드러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과거 1960~70년대에는 아파트 자체가 드물었기에 단순
히 지역명(예: 마포아파트, 종암아파트 등)을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식별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이후 민간건설사들의 아파트 건설이 확대된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공사명(예: 대우아파트, 쌍용아파트 등)이 활용되었고, 여기에 지역명을 함께 부르
는 정도(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아파트 이름의 전부였다. 그러던 아파트 이름에 
각 건설사별 고유의 브랜드가 붙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기존
의 아파트 시장이 완전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였다. 1977년 부동산 투기 규제
를 목표로 도입된 이후 1981년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을 뿐, 20년 넘게 유지되며 한
국 주택시장의 독특성을 만들어 온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판
매가를 자유로이 책정할 수 있게 한 반면 건설업체들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촉발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90년대 중반 미분양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성향에 대응하여 각 건설사들은 아파트 실·내외를 차별화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도
는 공사비 제한으로 인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이후 분양가 자
율화시대에서는 민간기업의 주요 생존, 경쟁전략으로서의 아파트 품질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세분화된 ‘다품종 소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신중진·임지영 2000: 
21).
  이렇듯 아파트 시장이 국가와 건설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공급 양상을 벗어나 소
비자들의 수요가 중시되는 이른바 ‘소비자 중심주의’가 강조되는 변화를 겪게 된 것
은 사실이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신중진과 임지영(2000: 30)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건설사들의 차별화 

53) 미국의 트럼프그룹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을 붙인 ‘트럼프월드’를 예외로 친다면, 국내 아파트들 
가운데 처음 브랜드를 사용한 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니라 1999년 롯데건설이 서초동에 
분양한 ‘롯데캐슬 84’와 삼성중공업이 구의동에 분양한 ‘쉐르빌’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연 것은 2002년을 전후한 시기에 TV광고 공세를 통해 인지도를 쌓은 삼성물
산의 ‘래미안’과 GS건설의 ‘자이’의 사회적 파급력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대표적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가 선취했던 특권적 상징획득과 관련하여 일종의 학
습효과―특정한 주거단지에 부여된 차별적 요소를 하나의 특정 브랜드로 표상해내는―가 작용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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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내부마감재의 고급화와 첨단화에만 주력하여 수요자들, 즉 실제 입주민들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주거요구와는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대신 각 건설사들이 더욱 주력한 것은 고유의 브랜드 도입을 통한 마케팅 차원에서
의 고급화·차별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건
설업체들은 거액의 브랜드 개발비와 광고비를 책정하고 톱스타들을 동원하여 TV와 
신문 지상에서 치열한 광고전을 펼쳤다.
  이 같은 아파트 브랜드 경쟁과 관련하여, 총 64개 건설사들의 브랜드들을 정리하
여 소개한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전쟁』(고영환 외 2007)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
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상품광고에 있어 단일 품목(아파트)의 광고로서는 
가장 짧은 시기 동안 가장 많은 수의 광고모델이 동원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2000년대를 통틀어 국내 연예계에서 제법 인지도를 쌓았다 싶은 인물이라면 어린 
아이돌 스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 광고모델을 거쳤다는 것이다. 아파트 
광고하면 쉽게 떠오르는 톱스타 광고모델(이영애, 김남주 등)에서부터 일일이 언급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화배우와 탤런트, 그리고 영화감독(임권택), 록스타(윤도
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 역시 다양하다. 또한 각각의 브랜드 이름 역시 차별화와 
고급 이미지 강조를 위해 난해한 한글 음차와 온갖 외래어 조합으로 만들어져 작명
자의 설명 없이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54) 이처럼 주택이라는 상품
의 실재적 가치를 넘어 ‘상징적 이미지와 기호의 논리’(보드리야르 1998)를 바탕으
로 탄생한 수많은 아파트 브랜드들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명품’에 대한 선망 
심리를 자극하고,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갖고 있던 기존의 사회적 구별짓기 기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55)

  이처럼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아파트 시장이 민간 주도의 자율시장
으로 변화하면서 2000년대 초·중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명품 느
낌’을 주는 난해한 이름의 브랜드를 도입한 건설사들은 그에 걸맞게 최고급 실내 마
감재와 첨단 설비를 도입하여 아파트라는 상품의 고급화를 추구하였는데, 전남일 외

54) ‘e-편한세상’(대림건설)이나 ‘푸르지오’(대우건설)처럼 상대적으로 의미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한 브
랜드도 있는 반면, ‘래미안’(삼성물산)이나 ‘자이’(GS건설), ‘위브’(두산건설)처럼 보는 것만으로는 뜻
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아파트 브랜드이다. 참고로 ‘래미안’은 미래(來), 환경(美), 사람
(安)을 뜻하는 각각의 한자를 합쳐 외래어 느낌을 낸 이름이며, ‘자이(Xi)’는 eXtra Intelligent(특별
한 지성)의 약자를 가리키고, ‘We've’를 발음한 ‘위브’에서 ‘-ve’는 Live, Have, Save, Solve의 끝
음절과 ValuE의 처음과 끝 글자를 딴 것이라 한다(고영환 외 2007; 채완 2004: 242 참조).

55) 2000년대 등장한 수많은 아파트 브랜드와 각각의 광고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
위를 벗어나며,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이현수 
외(2004)의 논의와 홍윤영 외(2004)의 연구를, TV광고에 대해서는 장혜원(2008)과 권현아(2012)의 
연구를 참조하시오. 특히 권현아(2012)의 연구는 TV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실제 건설된 아파트
의 단지계획 사이의 직접 비교에 근거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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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파트 2000년 1월 2005년 7월 상승률

강남권
5대 브랜드 아파트 1,147 2,845 148%

기타 아파트 1,013 2,550 152%
가격 차이 134 289 216%

비강남권
5대 브랜드 아파트 543 1,182 118%

기타 아파트 535 924 73%
가격 차이 8 257 3,213%

(2008: 302)의 지적대로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몇 배로 전가되어 분양가가 갑
자기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000년
에서 2005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은 2배 내외로 뛰어올랐으며, 그 상
승폭은 특히 강남권에서 더욱 컸다. 또한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5대 브랜드 
아파트(래미안, e-편한세상, 아이파크, 자이, 푸르지오)와 기타 아파트 사이의 가격 
차이이다. 강남권의 경우 2000년 평균 평당 134만원이던 가격 차이가 5년 뒤에는 
289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벌어졌으며, 비강남권의 경우 가격차가 8만원에서 257만
원으로 무려 30배 이상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일부 메이저 건설사들이 지은 브랜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
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표 2-3> 브랜드 아파트 평당 가격 변화 (단위: 만원)

출처: 2005년 부동산뱅크 9월 21일 보도자료, 이보라·박승국(2012: 2)에서 재인용.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브랜드 
도입 이전에 건설되어 브랜드가 없었던 단지들 사이에 개명 열풍이 불고,56)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입찰한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등 아파트 시장은 바야흐로 본격적인 ‘브랜드 아파트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1960년대 도입 초기부터 사회적 구별짓기의 기제로 활용되어 온 한국의 아파트는 
이제 브랜드라는 새 이름을 달고 고급·첨단설비로 무장한 채 그 역할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2) 아파트의 ‘게이티드 커뮤니티화’와 성일 노블하이츠의 경관57)

  특히 2000년대 이후 국내 아파트의 고급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브랜
드 아파트들의 ‘게이티드 커뮤니티화’ 현상이다. 앞서 Ⅰ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게이
티드 커뮤니티라 불리는 주거단지 형태의 급속한 확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56) 부동산 뱅크 2005년 8월 25일 기사, “아파트 이름이 운명 바꾼다” 참조.
57) 이 절의 내용 중 일부는 졸고(2012: 47-54)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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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의 도시공간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 중 하나였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한국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주
거형태가 바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이다(남영우·김정희 2007). 무엇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주된 특징으로 꼽히는 빗장지르기를 통한 공간분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주거단지가 바로 이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기 때문이다. 조은진
(2007)의 지적대로,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방어적이면서 구심
적인 공간구성은 강한 배제의 이미지와 상징을 만들어낸다. 단지 중앙에 배치된 정
원 공간을 핵심으로 하여 단지 자체가 외부로부터 단절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이
루고, 이러한 구조가 “열려 있되 닫힌 공간”이자 하나의 “자기충족적 삶의 공간”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조은진 2007: 125). 이 같은 공간배치뿐 아니라 전자출입시스
템과 입주민만을 위한 출입증, 경비원들의 신분확인 등 철저한 출입통제 시스템 역
시 이곳의 공간적 배제를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동시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폐
쇄성은 입주민들로 하여금 “방어적 공간과 주민공용시설의 사적 공간화”(최정민 
2008: 68)를 선호하도록 하였고, 단지 내의 다양한 부대시설은 그들만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활발한 근린활동을 가능케 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경희·채혜원 2004).
  이처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장점으로 부각된,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배치와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부대시설들은 2000년대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 단
지들에도 대부분 적용되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58) 외부차량과 외
부인의 진입 차단을 위한 전자출입시스템이 도입되어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주변 도시공간으로부터 단절된 측면이 강했던 아파트 단지들의 배타적 폐쇄
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단지 구석구석마다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동안 단
지 내부를 감시하게 되었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관리상황실과 연결할 수 있는 전자
경비시스템 역시 구축되었다. 이렇듯 빗장지르기(gating)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
서 주거단지의 폐쇄성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양식인 아파트 단지로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김석경(2004)의 
지적대로, ‘인텔리전트 아파트’라는 단어의 보급과 더불어 이루어진 각종 보안장치
들은 어느새 한국사회 전반에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보급을 촉진시켜 온 것이다.
  물론 앞선 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거 한국의 아파트들이 단지 단위의 폐쇄성을 
구현하며 배타적 성격을 지녀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정도는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아파트 단지들의 물리적 폐쇄성을 다

58) 과거와 비교하여 범죄율이 특별히 더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중반 한국사회 
전반에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Ⅳ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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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김지은(2012: 44)의 연구를 보면, 물리적 차원에서의 출입통제가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1970~80년대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들은 정문초소와 각 동의 출입구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와 도보
를 통한 단지 내부로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다가 80년대 말 자동차 보
급이 늘어나면서 90년대 건설된 아파트들은 단지 입구에 정문초소와 바리게이트를 
두고 외부 차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각 동 출입구에는 개별인식시스템을 설치하
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59) 이어 2000년대에는 단지 전체에 통합경
비시스템이 적용되어 외부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이 더욱 철저히 관리되기에 이르렀
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브랜드 아파트들이 보여준 폐쇄성의 면모는 별도의 물리적 영역성 
구현과 그 내부에서의 배타적인 커뮤니티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아파트들은 
단지 외곽에 높은 담장을 설치하고, 차별화된 단지 내 조경을 시도하면서 주변 지역
과 구별되는 영역성 확보에 나서게 되었다. 우선 조경 측면에서 모든 주차장을 지하
에 건설하여 지상으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 한 보차분리(步車分離) 시스템을 도
입한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확보한 지상 공간에는 고급 수목을 심고 인
공 실개천이 흐르는 산책로를 배치하여 마치 공원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물리적 공간에 의한 영역성은 그를 바탕으로 한 나름의 
공동체 의식이 배태되는 환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국내 도심에 위치
한 상당수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헬스클럽이나 볼링 동호회, 노래교실 등 단
지 내 입주민들만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전상인 2009: 101-116 참조).
  아래의 내용에서는 최근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찰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화’
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대상 단지인 성일 노블하이츠의 
물리적 특징 및 입주민 활동을 개관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현장연구를 수행한 ‘성일 
노블하이츠’는 수도권 소재 도시인 연주시 성일동에 위치해 있던 ‘성일주공아파트’
를 재건축하여 지어진 단지로, 200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7년 완공되었다. ‘노
블하이츠’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최
상위권에 위치해 온 스타건설이 2000년대에 런칭한 브랜드이며, 다른 유명 건설사

59) 아파트 경비와 관련하여 신문기사 검색을 해보면,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이미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에서부터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68년 4월 29일 기사, “마
포아파트서 殺人” 참조). 하지만 외국인 연구자의 시선에서 한국의 아파트를 바라 본 줄레조(2007)
와 렛(Lett 1998)도 지적하고 있듯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주 업무는 출입통제였다기보다는 입주민들
의 생활편의 지원 쪽에 가까웠다. 그러던 국내 아파트 단지들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것은 
대략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의 일로(매일경제 1992년 4월 16일 기사, “無人 경비시스팀 도입”; 
동아일보 1993년 8월 11일 기사, “아파트 無人경비장치 첫선”), 경비실을 없애는 대신 비밀번호와 
출입카드 등을 이용해 입주민들만 주동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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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톱스타 모델을 활용한 적극적인 광고전략으로 인지도를 
높여 왔다. 비록 성일 노블하이츠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아파트 단지―
‘반포 자이’나 ‘반포 래미안’과 같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간배치와 관
련한 특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국내 브랜
드 아파트 단지의 대략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데에는 충분할 것이다.
  성일 노블하이츠가 위치한 성일동은 연주시 전체를 통틀어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에 해당한다.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시청과 시립도서관, 예술회관 등 주요 공공
시설이 위치해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쇼핑시설과 근린공원, 멀티플렉스 극장, 
종합버스터미널, 각종 금융기관,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 역시 단지 주변에 밀집
해 있어 이 지역은 이른바 ‘연주의 강남’으로 불리기도 한다. 교통 측면에서도 서울
로 향하는 지하철 역사가 근접해 있으며, 주요 고속도로에도 쉽게 진입이 가능한 지
역이어서 자가용이나 광역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쉽게 오갈 수 있는 편의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도시 중심부의 가장 ‘노른자위 땅’에 들
어서는 경향은 연주시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도시들에서 관찰되는 사실로, 주로 
교외에 고급 주택단지가 위치한 미국이나 영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60) 이
는 도심 개발 과정에서 행정, 소비, 교통, 주거, 교육 등과 관련한 자원이 특정 지역
에 편중되어 온 한국의 도시화가 낳은 결과이며,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중심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좋은 입지에 더해,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지니
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도시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각적으로 차별화된 영역성의 확보
라 할 수 있다. 다른 많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성일 노블하이츠 역
시 단지 외곽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일 노블하이츠는 약 
2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최저 17층, 최고 37층의 아파트 약 60동―약 5천여 세대가 
입주 가능한―으로 구성된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로, 높이와 넓이에서 주위를 압도하
는 경관을 과시한다. 또한 대로에 인접한 단지 외곽에는 약 10미터 높이의 방음벽
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서 가시적·상징적 장벽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1) 또한 단지
로 들어오는 3개의 차량 출입구마다 게이트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을 제어하고 있으

6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고의 Ⅳ장 1절을 참조하시오.
61) 다수의 국내 아파트 단지들, 특히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도로와 인

접한 단지 외곽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음벽은 일
차적으로 소음 차단을 위한 기능적 목적에 의해 설치되지만, 그 높이와 규모가 주는 위압감은 아파
트 단지를 주위로부터 물리적·심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지니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
훈(2011)은 국내 아파트 단지들의 방음벽을 타인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도시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에 기인한, 자발적 게토의 징표로 해석한다. 소음뿐 아니라 사람과 풍경을 모두 막아서는 거대
한 방음벽은 도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적인 공간만은 자연의 고요함을 간직하길 바라는, 이기적
이며 모순적인 ‘한국형 쾌적함’의 표상이라는 것이다(이경훈 201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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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외부 차량의 경우 정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브랜드명이 표기된 화려한 장식의 정문을 지나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경관이 펼쳐진다. 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은 지하로 
이어진 차도를 따라 단지 전체의 지하 1층과 2층에 걸쳐 건설된 지하주차장으로 진
입하게 되어 있는 반면, 도보로 단지에 들어선 사람들은 마치 공원처럼 조성된 지상
의 조경공간을 거닐게 된다.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강원도 등지에서 옮겨온 
고급 수목들이 심어져 있고, 각지에 산책로와 분수대, 인공 실개천 등이 조성된 지
상공간은 방음벽 바깥에서 보는 인상―방대한 단지 넓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고층 건물들 탓에 답답해 보이는―과는 완전히 다른, 아늑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
다.62) 이러한 조경으로 인해 단지 내부의 미관과 함께 주민들의 보행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실제로 단지를 거닐다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걱정 없이 
공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산책 나온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단지와 바로 인접한 공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씩 위치해 있으며, 단
지 중심부에는 유치원과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에어로빅실, 골프연습장, 입주자회의
실, 부녀회실, 탁구장 등을 자체적으로 갖춘 ‘커뮤니티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사
실 국내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일정 규모(300세대) 이상이 되면 이 같은 주민공동시
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택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63) 법규를 보면 각
종 주민 편의시설들과 심지어 담장까지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기호(2012: 292)의 지적대로 아파트 도입 초창기에 신규 아파
트 단지가 만들어질 때 이들을 주변 지역으로부터 별도로 구획되고 보호된 공간·범
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노블하이츠
를 위시한 최근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공통적으로 단지 중심부에 ‘커뮤니티센터’라 이
름붙인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각종 시설들을 배치하고 있
다는 사실인데, 이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즉 

62) 성일 노블하이츠는 건폐율 약 20%, 용적률 약 350%로, 비교적 낮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에 비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같은 경향은 근래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주거단지 내
에서 녹지 및 외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나날이 선호되고 있다(전남일 2010: 
294-295 참조).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단지를 찾는 방문자들 대부분이 “밖에서 보
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나누어지며, 각각
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부대시설(주택법 2조 8항): 주차장, 담장 및 단지 내 도로, 관리사무소(50세대 이상), 휴게소(300
세대 이상)
b. 복리시설(주택법 2조 9항): 놀이터(50세대 이상), 근린생활시설·경로당(100세대 이상),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 문고(30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 유치원(2,0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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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현을 위한 공간배치에 주안점을 두는 최근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단지 내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직한 골프동호회, 
헬스동호회, 볼링클럽, 축구클럽, 탁구클럽, 등산동호회, 노래교실 등 다수의 친목모
임이 활동 중이다.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미 본격적인 입주 전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져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아파
트 입주민만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갖추고 있
는데, 입주 이전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들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로 아파트 시세정보를 공유하고 단지 내 각종 현황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표시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단지 전반의 관리는 각 분야별 외주업체들이 맡고 있으며, 이들과의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주민들의 투표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체결된다. 특히 외주업체
들 가운데 경비업체는 단지 외곽 담장에 해당 업체의 로고를 부착하여 전문 보안업
체가 이 단지의 경비 일체를 맡고 있음을 알리고, 각 게이트와 요소마다 설치된 통
합관제실 초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단지 내부와 외곽에는 1천여 대에 
달하는 CCTV가 설치되어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으며, 단지 중심부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생활문화지원실’에는 경비업체와 다른 별도의 관리업체 직원들
이 근무하면서 과거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라 불리던 곳에서 행하던 각종 관
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일 노블하이츠는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평온한 공간이다. 단지 내부
에 들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게이트와 담장 바깥의 온갖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고요함이 단지를 가득 메우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물론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학
교와 직장으로 향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인파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저녁 8~9시 
즈음에는 운동 삼아 단지 전체에 조성된 보행로를 따라 걷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주
민들을 흔히 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공간인 아파트 단지가 시끄러울 일
은 거의 없다. 단지의 고요함은 무엇보다 지상공간에서 차량 소리를 들을 일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간혹 이삿짐 차량이나 쓰레기수거 차량이 도보 통행로로 
조성된 지상 데크(deck) 위로 올라올 때에나 자동차 소리가 들릴 뿐, 단지 내 소음
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내는 소리가 전부이다. 사람들은 각기 제 갈 길을 갈 
뿐이며 단지에서 마주치는 서로에게 관심을 줄 일은 없고, 전자장치가 자동으로 열
어주는 차량 출입구와 주동 출입구를 지나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러
한 풍경은 한국의 도시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면 어디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묘사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단지의 모습에 관한 것일 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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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노블하이츠의 속사정은 또 다른 층위의 서술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과거 같은 
자리에 위치했던 성일주공아파트에서 지금의 성일 노블하이츠에 이르기까지는 재건
축이라는 격변의 과정이 있었고, 이는 그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되는 장소성의 
단절을 야기했다. Ⅲ장 이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과 
그 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전개된 각종 활동들은 입주(예정)자들이 새로운 장소성
을 바탕으로 아파트 단지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복합적인 무대 위에서 펼쳐졌
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즉 2000년대 중후반은 한국의 아파트 역사를 통틀어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함께 한 때이기도 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아파트 단지에 부여되는 ‘가치’의 변화였다.

 3) 아파트에 부여되는 가치의 변화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매매는 가장 유력한 재산증식의 방편으로 인
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이 아파트 도입 초창기부터 받아들여
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서구의 경우와 비슷하게 ‘저소득층 주택’ 혹은 ‘질 낮은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초 이후의 일이었다(대한주택공사 1992). 정부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단지형 아파트들이 보급되면서 아파트는 서
구식 생활방식의 상징이자 사회적 지위 과시의 도구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가 중·상류층을 유인하게 된 데 대해 전상인(2009)은 한국에서 아파
트 주거의 특징이 임대 위주가 아니라 소유 중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사실에서 
원인을 찾는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이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 그
리고 부동산 영역으로 몰리며 아파트는 사고파는 것이라는 인식, 즉 아파트의 상품
성이 높이 평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에는 시세차익이 무려 5~6
배에 달했고, 1980년대 이후에도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파트 매매였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67 참조). 여기에는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했던 기능에 대한 선호와 그에 따른 실수요의 증가도 있었지
만,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970년대 말 이후 강남과 여의도 등에서 민간업체들의 아파트 건설 참여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아파트 투기 붐이 한국사회를 뒤덮기 시작했다. 일례로 1977
년 민간건설사인 삼익주택이 여의도에 지은 목화아파트는 45:1의 분양 경쟁률을 보
였으며, 뒤이어 삼익이 지은 화랑아파트 분양은 무려 70:1의 경쟁률을 보이기에 이
르렀다. 당시 아파트 분양권 당첨은 실수요보다는 전매가 주목적이었는데, 화랑아파
트 당첨자는 당시로서는 큰 돈인 150~250만원64)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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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임서환 2005: 86 참조).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1970년대 중·후반 중동 건설 수익의 유입과 함께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한 통화량 증가 정책이 집행되며 유동성이 팽창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력을 
갖춘 가구가 늘어나는 한편, 도시화와 함께 핵가족이 보편화되며 가구 수 자체가 늘
었다. 하지만 이처럼 급증한 주택 수요를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
면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주택시장에서 지속된 것이었다. 이러한 배
경 아래, 이후 몇 차례의 부침이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매매는 주요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
승 흐름을 보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동산 시장가치를 떼어 놓고는 
논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아파트에 있어 사용가치보다도 교환가치를 우
선시하는 관점은 2000년대까지도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90년대 초 제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아파트 가격 조정기(그림 
<2-1> 참고)와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급락을 겪으면서도 ‘대세 상승’에 대한 
사회 전반의 믿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리어 2000년대 초 경제위기 극복 이
후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65) “‘부동산 투기는 비
용 대비 효율이 높은 투자’라는 경험칙”(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71)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는 다른 한편으로 아파트 단지에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
던 다양한 ‘가치’들이 부각된 시기이기도 했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보는 시각이 
노골적으로 부동산 시장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브랜드 아파트 도입 이후에
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시장가치와 더불어 주거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조짐은 90년대 중반 미분양 사태 심화에 따른 건설사
들의 차별화 전략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낸 바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대 각 
건설사들 사이에 고유의 브랜드 도입 열풍이 불며 한층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아파
트라는 상품의 경쟁은 단위주택뿐만 아니라 단지 차원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
(전남일 외 2008: 303). 획일적이었던 주동 디자인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고, 단지 내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한편 외부공간에서의 조경 역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파트 TV광고의 변화였다. 2000년대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이미지 전달에 주력해 온 브랜드 아파트 광

64) 참고로 1976년 처음 출시된 현대자동차 포니의 출고가가 약 230만원이었다.
65) 2000년대 초 아파트 시장의 급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Ⅲ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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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은 대략 2007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다소 다른 전략을 택하게 된다. 주지하다
시피 이들 광고는 실제 아파트 주거와 무관한 광고 내용, 거액의 광고료 지출에 따
른 분양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새
로 등장한 광고들은 스타 마케팅 일변도에서 벗어나 현실의 차원에서 브랜드 아파
트 주거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중산층 핵가족 중심의 가족주의나 상층
계급 취향의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활동’ 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 이들 광고는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2000년대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성공에 대한 인식과 
결부시키려는 시도였다.
  예를 들어 2008년 방송된 한 브랜드 아파트의 광고는 해당 단지에 살아가는 가족
의 모습을 지금까지 아파트의 주요 고객층을 점유해 온 전형적인 중산층 핵가족으
로 그려냄으로써 표준적 삶의 이상적인 상징으로서의 모습을 제시한다(권현아·백진 
2013: 110). 다른 브랜드의 광고에서는 세련되고 따뜻한 ‘커뮤니티’를 강조하는데, 
권현아와 백진(2013: 111)에 따르면 이때의 커뮤니티는 아파트에 결여된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하자는 규범적 차원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취한다. 소속 자체가 특권이
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로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과 ‘세련된 취향’을 갖춘 
그 구성원들이 단순한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라 문화자본을 갖춘 ‘진짜’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고에 등장하는 삶의 형
태들이 다름 아닌 브랜드 아파트 단지 주거를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
이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광고를 비롯한 상징조작에 의해 이전에 비해 더 정교
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중·상층계급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과 브랜드 아
파트라는 물리적 공간을 연결시킨다(부르디외 1995 참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삶의 가치들이 달성되는 공통적인 배경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부대시설과 특화된 조경공간이라는 사실이다. 바쁜 일상 속에 생활의 여유를 
찾고, 활기찬 취미생활이 가능하며, 이웃들과 어울리는 활동은 모두 이러한 공간에
서 전개된다. 이는 브랜드 아파트 등장 이후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경관 변화와 깊
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전까지와 달리 단지 내에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지상공
간의 공원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고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으로 여겨진다. 브랜드 도입과 함께 추가된 
단지의 공간요소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새롭게 강조된 가치들을 보장하는 매개물인 
것이다. 본 연구의 후반부 논의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이는 곧 이들의 존재가 입주 
이전 마케팅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 이후 생활에서도 단지 내의 집합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2010년대 들어 아파트 단지에 부여되는 가치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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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지수(1996년~2013년)

 (기준: 2011년 6월 = 100.0, 출처: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를 바탕으로 연구자 구성)

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의 인기를 예전 같지 않게 만들었다.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1999년 이래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던 아파트 가격은 2008
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한국사회 전반에 내려앉은 경제 불황과 함께 아
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의 흐름은 일시적인 가격 조정에 불과하며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는다는 반론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주택 수요 연
령대(35~54세)의 인구수 감소, 지난 수년 동안 급증한 가계대출의 위험도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2010년 즈음이 한국 아파트 시장의 ‘역사적 고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만만찮은 것이 사실이다.66) 확실한 것은 아파트 매매를 매
개로 한 재산증식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66) 이 같은 논쟁은 2015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경제학자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인류
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 더 논의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보다도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합적 실천에 어떠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정도로만 다루고자 한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가
운데 상승폭에 차이가 있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가격 측면에서 훨씬 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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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 아래, 아파트 단지에서도 더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체적 가치가 강
조되는 현상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서 아파트의 가치
가 예전 같지 않아진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아파트 단
지에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온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위시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
원사업’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을 위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2012~2013년)을 진행하는 등 
행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추구하는 아파
트 단지의 미래는 앞서 언급한 ‘공동체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관련 
공식 자료집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3a, 2013b).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아파트는 재산 늘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
이자 이웃과 소통하는 장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뜻한 시골 마을의 정겨움을 아
파트 공동체에서도 되살릴 수 있다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갈등들은 상
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머리말 중에서, 강조는 연구자)

  지금 서울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웃과 함께 공터나 옥상에 
텃밭도 가꾸고, 단지 내 방치되어 있던 도서관이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서 
기증과 비품 기탁으로 북 카페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정을 돈독하게 가
꾸는 공동체 공간으로 아파트가 새롭게 그 기능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집』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간사 일부, 
강조는 연구자)

  이 같은 변화의 조짐에 대해 2015년 현재의 시점에서 섣불리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 공동체 관련 사업에 지원한 아파트 단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기존에 
프로그램이 진행된 단지에서도 입주민 전체의 호응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공동체’라는 화두를 다시 던
지며 부동산 가치 일변도였던 아파트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파트에 관한 사회적 담론의 핵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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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것은 누가 뭐래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교환가치이다. 앞서 살펴봤던 
브랜드 아파트 광고에서 부각된 ‘주거의 가치’ 역시 부동산 시장가치와 완전히 다른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공동체의 복원을 앞세워 다소 전통적
인 방식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입장은 시장가치 중심의 기존 시각을 
개선 대상으로 여겨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전술했듯이, 단순히 ‘나쁜 아파
트’의 자리를 ‘착한 아파트’로 바꾼다 해서 아파트 단지가 야기해 온 작금의 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놓여 있는 
실제 현실의 문제 틀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고파는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아파트가 삶의 터전
으로 새삼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부여되는 가치들이 한층 더 
복합적이고 다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가치들 외에도, 최근의 상황은 특히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다른 가치들이 부각되는 양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Ⅲ장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러
한 다양한 가치들이 뒤섞이고, 때로 오인되며, 경합하는 양상을 살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서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등
장했던 아파트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산층 육성책을 거쳐 최근의 브
랜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깔끔한 조경의 녹지공간과 하늘높
이 치솟은 고층 아파트들의 집합체인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약 90년 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르 코르뷔지에가 제안했던 ‘녹지 위의 고층주거’ 개념이 2000년대 
한국사회에 와서 그 꽃을 피우게 된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처럼 Ⅱ장에서는 다소 
거시적인 관점으로 아파트의 역사와 연구대상 단지의 현재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았
다면, 다음 Ⅲ장에서는 먼저 성일 노블하이츠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
다 미시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바탕이 된 여러 맥락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화가 만들어 낸 화려한 산물인 브랜드 아파트의 
맨얼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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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건축사업과 아파트 가치 상승: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사례

  앞서 Ⅱ장에서 살펴 본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한국의 대도시들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아파트 단지로 뒤덮이는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과거 
7-80년대 지어졌던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재건축을 거쳐 새로 도입된 브랜드 아파
트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규 건설과 달리 아파트 재건축은 사업방식에 따
라 정부 혹은 자본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입주예정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정부나 건설
사가 아니라 입주예정자들로 이루어진 ‘조합’이라는 조직이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들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재건축 과정은 거기에 개
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욕망이 경합하고 충돌하는 갈등의 장이 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욕망의 잔존물들은 모든 건설 과정이 완료된 이
후에도 남아 아파트 단지라는 주거 공간이 담아내는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
을 끼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성일 노블하이츠의 전신인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특히 입주예정자들의 욕망과 갈등이 
드러나고 해소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조합과 건설
사, 그리고 입주예정자들 사이의 엇박자로 인해 순탄하지만은 않은 과정을 겪으며 
진행되었다. 내 집 마련의 꿈, 재산증식 기회 모색과 같은 이유로 재건축 아파트 분
양을 받은 사람들은 큰 돈을 투자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중인 단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이를 
위해 그들은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각종 공간 요소들의 배치를 뜻대로 이루어내
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일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된 2000년대 초 아파트 시장을 
점검하여 아파트 재건축 전반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Ⅲ-1). 이어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 쟁점이 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과정을 입주예정자
들이 지닌 욕망의 결정화(結晶化)라는 동학에 기초하여 분석한다(Ⅲ-2). 마지막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에 맞선 입주예정자 집단의 대응에 대한 미시적 기술
을 통해 입주를 전후한 시기에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전개된 내부 정치의 양상을 살
펴보도록 한다(Ⅲ-3).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특정한 아파
트 단지에 겹겹이 쌓여 온 공간적 실천들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현재 한
국의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아파트 재건축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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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지수(1997년 7월~1998년 12월)

 (기준: 1997년 7월 = 100.0, 출처: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1. 2000년대 초 아파트 시장과 재건축 열풍

 1) 2000년대 초 아파트 시장의 변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원화가치 폭락과 실업률 증가, 고금리 등 악화 일
로로 치달은 국가 전반의 경제 여건은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얼어붙은 경
기와 함께 주택 수요의 급감은 주택 가격의 급락을 가져왔고 결국 IMF 경제위기 첫 
해인 1998년 말, 전국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라 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년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그림 3-1> 참조). 지속적인 상
승추세에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하락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이때가 처음
이었고,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위치해 온 이른바 ‘부동산불패 신화’의 종식―적어도 1999년 전후의 시점에서는―을 
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경기를 살
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시행된 것이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轉賣) 허용, 소형 평수 의무 비율 완화, 취·등록세와 
양도세 완화,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들의 완화 혹
은 폐지였다. 특히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온 분양권 전매의 전면적인 허용은 
유동성과 환금성 확보가 용이한 분양권을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시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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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한 1999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저금
리 기조가 유지되며 은행권을 벗어난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초래된 주택공급 부족 상태가 맞물리며 아파트 가격
은 상승세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2000년 하반기 들어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됨과 동
시에,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의 평당 
아파트 분양가는 2001년 초 693만원에서 2001년 말 765만원으로 올랐고, 평당 분
양권 시세 역시 734만원에서 827만원으로 상승했다(김대중 2005: 218). 2002년 1
월부터는 불과 3개월 만에 평당 가격이 105만원이나 오르는 등 아파트 가격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 부문에 대한 은행권의 대
출 규제가 풀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 시
장의 분위기는 더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5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모두 합
해 서른 차례 이상의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내놓으며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잡고자 
노력하였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5·23 대책(2003)
을 필두로, 종합부동산세 도입(2005년 시행)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
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10·29 대책(2003)의 
발표 및 시행은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에 걸쳐 한동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은 2005년 들어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한 노무현 정부는 다시 8·31 대책(2005)이라 이름 붙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부
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실시 등의 
정책을 내놓았고,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3·30 대책(2006)을 발표하며 
시장에 대응하였다.67)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내내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각종 대
책 발표에 맞추어 단기적인 안정세만을 보였을 뿐,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급등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규제정책들은 별다른 효과 없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 권문찬(2010: 37)의 지적대로, 노무현 정부는 
아파트 가격급등의 원인을 악의적인 투기세력의 개입에서 찾고 개발이익 환수 강화
나 보유세 부담의 증가 등 주택구입자들의 수익을 낮추기 위한 수요억제 정책을 많
이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2000년대 초 주택시장의 급
등을 야기한 복합적인 원인들―저금리 기조의 불가피한 지속, 소득양극화 심화, 중
대형 아파트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68)의 구매력 및 수요 증가 등―을 제대로 파악하

67) 노무현 정부 시기 발표된 주택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권문찬(2010: 21-39)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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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지수(1996년~2007년)

 (기준: 2007년 1월 = 100.0, 출처: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를 바탕으로 연구자 구성)

여 대처하지 못한 채, ‘강남 대 비(非)강남’ 혹은 ‘소수의 부자 대 다수의 서민’ 등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 기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균형발전을 천명하여 추진한 다양한 개발정책들은 지방의 지가 상승을 
야기하는 한편, 임동근의 지적대로 “강남대체지라고 하여 발표한 여러 신도시들 역
시 강남의 외곽을 더욱 확대시켜 강남의 중심성만 강화하는 등”(2007: 153)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2007년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무려 2.5배 가
까이 급등하면서(<그림 3-2 참조), 2000년대 초·중반의 아파트 시장은 그 이전 어느 
시기와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곧 대다수 한
국인들에게 이른바 ‘부동산불패 신화’의 귀환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분위기를 
낳았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용이해졌기에, 조금 부담스
러워도 대출을 받아 일단 아파트를 구매하고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리라
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이 시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비추어 볼 때 이
러한 판단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68) 베이비붐 세대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
로, 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코호트(cohort)를 지칭한
다(김용하·임성은 2011: 37). 한국의 경우 1955~1963년에 출생한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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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 높이, 더 비싸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열풍

  이처럼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하락을 딛고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
로 오를 수 있었던 중심에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열풍이 있었다. 앞서 Ⅱ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과거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주택공급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었
고, 이는 결국 아파트 단지들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많
은 건물들을 짓다 보니 각종 시설과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건축 후 불
과 20년 남짓 지난 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2000년 전후에 와서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재건
축을 시급히 요할 정도로 노후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수도
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의 중심에 재건축이 놓이게 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
제완화 등 제도적 측면의 변화가 뒷받침했기 때문이었다.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며 처음 제도화된 재건축
사업은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당시 도입
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하면,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건물들 가
운데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을 시행했을 
때 소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 증가가 예상되거나, 구조적으로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건축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규정
이 재건축사업 자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밀려 1993년 3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은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구조적 결
함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개정된 법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나누면서 각
각 200%, 300%, 4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였는데, 정작 종별 지정을 따로 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전체의 용적률을 400%로 완화한 셈이 되
어 결국 용적률 300% 이상의 고밀도개발을 본격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했다(최
근희 2004: 155).69)

  그 뒤 몇 차례 규정 변화에 이어 IMF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폭
적인 재건축 규제완화가 시행되었다. 소형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 건설 의무비율 
폐지와 양도소득세 완화, 용적률 관련 건축법 완화 등 각종 제도 변화가 이어지며 
아파트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이 대거 사라지거나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되었지만 좋은 입지를 지니고 있던 저밀도 아파트 단지들이 각광을 
받으며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급증하였다. 그 시작은 용적률이 100% 내외에 불과했
던 서울 강남 지역의 저밀도 소형 아파트 단지들―1980년을 전후로 건설되었던―이

69) 1990년대 진행된 재건축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성규(1997)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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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점차 다른 중대형 아파트들과 수도권 전체로 재건축 바람이 번져가기 시작했
다.
  이와 같은 재건축 열풍은 소형 평형대의 감소로 인한 전셋값 폭등을 야기했을 뿐
만 아니라,70) 용적률 증가로 창출된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아직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수명 단축71)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갖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시행
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 더 이상 택지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현실에서 재건축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7조원 규모로까지 확대되며 침체된 건설경기를 
끌어올렸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기에 이르렀다.72)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재건축 열풍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2000년 
이후 아파트 값이 다시, 아니 오히려 1990년대 이전보다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1년 이후 회복세를 
되찾은 아파트 가격은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등하게 된다. 여기에는 시
중의 자금 흐름을 재건축 아파트로 유도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함께, 지역주민 표를 
의식해 재건축 투기를 부채질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배경으로 있었
다(박태견 2005: 48-58 참조). 일례로 2003년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5.23 주택
가격 안정대책’에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을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로까지 확대하였는데,73) 이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를 근거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로 몰리는 시
중 자금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토건지향적 개발주의와 지역의 이해관계가 손을 맞잡고 

70)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시행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폐지는 재건축사업이 대형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도록 하여 전셋값 폭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 건설업계
의 공방 끝에 2001년 12월 1일자로 이 제도는 재도입되었다(최근희 2004: 155).

71) 1990년대 이후의 재건축과 재개발 붐은 한국 주택들의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했다. 박철수(2006: 70)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수명은 14.8년으로 일본의 2분의 1, 독일
의 4분의 1, 프랑스의 6분의 1, 미국의 7분의 1, 영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
히 주택 수명이 짧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용적률 증대로 인한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 주민들과 건설사의 사적 이익 추구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곧 주거 안정성 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72) 당시 한 신문기사(한국일보 2001년 4월 29일, “[부동산] 재건축아파트 ‘로열층’ 잡아라”)에 따르면, 
동시분양에 들어간 서울지역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재건축 아파트로 집계되기도 했다.

73) 앞서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허용
(1999년 3월)하였으나 점차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오용되면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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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영역화의 정치’(박배균 2009)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건축을 부
채질하는 데 일조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재건축 열풍이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재건축사업 자체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상승 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세대수와 평형만큼 아파트 단지 전체의 자산가치
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긴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면 기존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의 조
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
축 추진 소식만으로도 가격이 뛰어올랐다. 아래의 인용문은 당시 분위기를 적나라하
게 보여준다.

  며칠 전, 강남의 어느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참 이상한 풍경을 보았다. 번듯번듯
한 강남 거리에 좀 덜 어울리는 허름한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가
을바람을 타고 화사하게 휘날리고 있었다.
  “경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21세기형 주거공간, ○○○-”
  건설회사 이름을 붙인 경축 플래카드, 꽉 막힌 도로 위, 버스 창에 턱을 괴고 무심
하게 쳐다보다 보니 문득 이상한 것이 있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말일텐데, 그게 그렇게 경축까지 
할 일인가? 그건 그렇고 건설회사는 뭐가 좋다고 자기네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경
축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일까?’
  아하, 그러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안전진단 통과란,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의미
하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 이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어서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다. 안전진단 불합격을 놓고 통과라는 말을 붙여 가며 아파트 입구에 경축 플래
카드를 붙인 것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드디어 재건축 프리미엄을 붙여서 아파트를 비
싸게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 일을 맡게 된 
건설회사는, 또 그 틈에 일거리를 맡아 돈을 벌게 되었기에 경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 ......(하략)......

(김은식, 「명 재촉하는 사회」, 『논(論): 위험사회』 2003년 겨울호, 52~54쪽)

  이 같은 분위기 아래 2003년 8월에는 마침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평당 가
격이 2000만원을 돌파했으며, 이어 2003년 9월에는 과천과 송파구의 아파트들도 
‘2000만원 클럽’에 합류했다(박태견 2005: 55-56). 이에 정부는 재건축 관련 용적률 
강화와 기준시가 인상이라는 규제를 들고 나왔고, 덕분에 뜨겁던 재건축 열기를 어
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용적률 강화에 따라 재건축 이후 저밀도지구(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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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용적률은 270% 안팎, 저층택지지구는 180~200%, 중층단지(3종 주거지역)
는 250% 이하, 기타 2종 주거지역은 200% 이하로 규제되었다(김대중 2005: 226). 
용적률 하향 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자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성일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된 배경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놓여 있었다. 성일주공아파트가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
과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획득한 2000년대 초는 IMF 외환위기 극복 
이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때였으며, ‘부동산 불패신화’의 귀환과 
함께 한국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재산증식 모델로 부동산 투자가 일체의 의문 없이 
다시 굳어져가고 있던 시기였다. 앞서 Ⅱ장 말미에서 논했듯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
는 상징적 측면에서 ‘브랜드化’를,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化’를 
완성해 가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었다. 한국의 아파트가 이처럼 여러 측면
에서 ‘절정기’를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성일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결정되었다.

 3)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과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성일 노블하이츠는 국내 건축 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연주시 성일주공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여 건설되었다. 10만여 평 
이상의 넓은 대지면적을 가진 해당 지역은 1978년 말 연주시 강산구 성일지구라는 
명칭의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고, 약 2년간의 공사 끝에 5천여 가구가 입주 가능
한 5층짜리 아파트(10~17평) 120여 개동 규모로 1980년 준공되었다. 이후 20여년 
뒤인 2003년부터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 90여개 동 약 9천 가구를 지어 2007년 완
공되었다.
  수도권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었던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추진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1998년 말 전체 주민의 87퍼센트로부터 동의
를 받아 설립된 성일주공 재건축조합은 199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곧바
로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IMF 외환위
기로 인해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4개 건설사들로 구성된 단일 
컨소시엄만이 시공사 선정에 참가했고, 복수업체의 응찰을 원했던 조합이 이를 반대
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성일주공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추진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주민들과 조합 간의 갈등으로 더 큰 난항을 겪게 되었다. 재건축 사업방식에는 시공
사와 조합의 책임범위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확정지분제)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들을 두고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이 생긴 것이었다. 먼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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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는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점 기준으로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시
공사는 공사비만 받아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공사간접비용과 공
과금 등은 조합이 부담하는 대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 역시 모두 조합이 
가져가게 된다. 반면 지분제는 계약시 조합원의 무상지분을 미리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시공사가 재건축 제반 과정과 전체 경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
행하는 대신 계약시 확정된 조합 지분 이외의 모든 이익금을 시공사가 가져간다. 각
각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74) 도급제를 주장한 조합과 지분제를 주장한 다른 주민
들 간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은 점차 늦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류하던 성일주공 재건축사업은 2001년 6월 개최된 총회에서 스타건설과 
로열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다시 추진된다. 도급제와 지분
제를 놓고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던 조합이 일단 시공사 선정부터 하는 것으로 방
향을 정하게 된 것은 재건축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기로 한 연주시의 방침 때문이었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자 
연주시는 당초 최대 350%에 달했던 재건축 용적률을 2002년 1월부터 250%로 대
폭 낮추기로 했다. 결국 2001년 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용적률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피할 수 없었던 조합은 도급제에 반대하는 주
민들을 설득하여 우선 사업승인부터 받는 쪽으로 합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업방식 결정과 관련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서 조합이 추진한 도
급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계속 조합을 압박하였다. 비
상대책위원회는 도급제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각
종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분양이 조합의 의도
대로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성 역시 비상대책위원
회가 우려한 부분이었다. 반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제한적인 지분제 대신, 다
소 위험이 있더라도 도급제를 채택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졌고,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매도청구소송75)에서 패하며 

74) 재건축사업은 규모가 크고 시일이 오래 소요되기에 공사기간 동안 많은 변동요인들이 등장할 가능
성이 높다. 도급제의 경우 조합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될수
록 조합의 입장에서는 도급제가 유리하게 된다. 반면, 지분제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 위험요소를 모두 시공사(건설사)가 떠안게 되기에 조합 집행부의 사업수행 능력이 미심쩍고 사업
성이 의심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정적인 지분 확보가 가능하며 추가부담금 위험이 없
는 지분제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75)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은 공익을 위한 공공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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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업방식은 도급제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림 3-3> 재건축 추진절차 (출처: 닥터아파트 www.drapt.com)

익 및 사적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매도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매도청구권은 “주
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김동근 2012: 47)로, 매도청구소송은 이를 행
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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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대로 사업방식을 결정한 조합은 2001년 12월, 최고 37층짜리 아파트 96개동에 
약 1만여 가구를 짓기로 한 성일주공 재건축 사업안을 연주시에 제출하였지만 보류
되고 말았다. 사업안을 심의한 연주시 건축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계획대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난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조망
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이었다. 용적률 하락을 피하기 위
해 빠른 사업승인이 필요했던 조합은 곧바로 가구수를 1천 가까이 줄이고, 각각 초
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약 1만여 제곱미터씩 단지 내에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동시에 용적률 350%를 확보하면서 사업성 또
한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명칭은 ‘베스트시티’(가명)로 정해졌는데, 당시 건설
사들 사이에 고유한 아파트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이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의 단지명이 붙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성일주공 재건축사업이 스
타건설-로열건설 컨소시엄에 의해 수주되는 바람에 어느 건설사의 브랜드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미 고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로열건설과 
달리 스타건설은 아직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주민 이
주와 철거 과정을 거쳐 2004년 여름 시행된 동시분양(일반분양 약 3,500가구)은 평
균 2.2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3순위에서 모든 가구가 마감될 정도로 성황리
에 진행되었다. 평당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6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정해졌으
며, 워낙 대규모의 분양이 이뤄진 탓에 주변에서 건설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베스트시티와 겹치지 않도록 분양을 연기할 정도였다.
  이후 3년간의 공사를 거친 베스트시티는 2007년 여름, ‘성일 노블하이츠’와 ‘성일 
로열카운티’라는 두 개의 대단지로 나누어 완공되었다.76) 이로써 봄이면 벚꽃이 만
발하여 연주시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벚꽃놀이 명소이기도 했던 성일주공아파트는 
최고 37층의 초고층 아파트들과 함께 높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비롯한 고급 식재들
로 조경된 고급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지금까지 간략히 
정리한 일련의 사건 전개들로는 모두 포착해 내기 힘든, 공간과 장소의 재구성을 수
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과연 어떠한 힘과 욕망, 그리고 사물들의 배치
과정이 개입하여 있던 것일까.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을 통해 성일 
노블하이츠 재건축의 동학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76) 당초 ‘베스트시티’라는 단일 단지였던 성일주공 재건축 단지가 두 개의 다른 단지로 나뉘게 된 데
에는 여러 사정이 존재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 및 분석은 뒤이어 Ⅲ장 2절에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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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의 동학

 1) ‘결정화’의 관점에서 본 탈장소화와 재장소화

  본 연구는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탈장소화와 재장소화
라는 관점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특정한 ‘장소’로서의 노후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과정을 통해 해체되고, 다시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새로운 ‘장소’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진행되는 장소의 해체, 즉 탈장소화는 물리적인 공간 형태의 변모와 함
께 공동체의 해체와 재편 과정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이른바 ‘네트워크의 사
회’(카스텔 2003)로 상징되는 최근의 양상―전지구화의 기치 아래 각종 자본과 첨단 
기술이 집약적으로 동원되는―에서 탈장소화는, 인간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을 지리적
인 근접성과 명확한 경계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공동체 양식으로부터 탈중심화된 
네트워크 형태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인다(Castells 2001).
  이와 관련하여 카스텔은 탈장소화와 재장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영역적 
배치의 관계 맺기, 즉 ‘장소의 공간’과 ‘흐름의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카스텔 2003: 494-555 참조). 그에 따르
면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s)’은 형태와 기능 등이 물리적 연속성을 지닌 경계 
내에서 자족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구축된 공간이
다. 반면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은 정보기술과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달을 
바탕으로 등장한 ‘정보화 도시’에서의 공간으로, 지식 기반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된 ‘흐름’들로 구성된 공간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다.77)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스텔은 흐름의 공간을 조직하는 공간논리의 대두가 장소의 공간이 지닌 중요도를 
약화시켜 장소의 의미나 역동성을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카스텔 2003: 555). 흐름의 
공간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회의 의사소통 통로가 붕괴 위협에 직면하는 한편, 사회 
전체가 (전자)네트워크로 연결된 비역사적 공간의 연속으로 바뀌고 말 것이라는 것
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상징적·물질적으로 차단된 일부 계층만의 공동체, 즉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은 주거 단지의 등장은 이 같은 양상이 공
간적으로 현시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카스텔 2003: 541 참조).
  이처럼 카스텔이 흐름의 공간을 대표하는 특징들로 제시한 비역사성과 무장소성, 
획일성 등은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 내지 소멸을 강조한 논의들(Augé 1995; 

77) 이때의 ‘흐름’에 대해 카스텔은 “사회의 경제적·정치적·상징적 구조 하에서 사회 행위자의 물리적으
로 분리된 지위들 간에 목적적이고 반복적이며 프로그램 가능한 상호작용이나 교환의 연속”(카스텔 
2003: 536)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생활을 지배하는 과정의 표
현으로서 흐름을 통해 작동하는 사회적 실천의 물질적 조직이 곧 ‘흐름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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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rowitz 1985; 렐프 2005)과 궤를 같이 한다. 이를테면 메이로비츠(Meyrowitz 
1985)는 전자미디어와 장소감각(sense of place)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물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전자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상호작용이 인간의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하여 ‘장소감각의 상실(no sense of place)’을 가져오
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렐프(2005) 역시 산업화로 인해 점차 획일적으로 변해가는 
경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단이나 공동체의 전통적인 장소 정체성과 분리된 
‘장소에 대해 진정하지 못한 태도’가 등장하면서 ‘장소상실(placelessness)’이라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오제(Augé 1995)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실천과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탄생한, 익명성과 현재성(actuality)이 지
배하는 ‘비장소(non-place)’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78)

  그런데 카스텔을 비롯한 이들의 논의가 ‘전통적인 장소’와 다른 새로운 공간성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 위주로 이루어졌기에 갖는 한계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획일성과 비역사성, 장소상실 등으로 재장소화된 새로운 공간의 성격을 규정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재론의 여지가 있다. 새롭게 등장한 공간성을 결과로서의 
현상에만 주목하여 이를테면 ‘장소의 공간’과 ‘흐름의 공간’의 대비라는 이분법적 구
도로 파악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79) 일찍이 르페브르가 지적한 것처
럼 공간은 그 자체로 “무수히 많은 측면과 움직임들의 기여로 이루어진 과정의 산
물”(Lefebvre 1991: 110, 강조는 연구자)이기에, 탈장소화와 재장소화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발생과 거기에 부여된 의미의 변화 과정을 재구성하여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공간이 역사적, 정치·경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작
용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경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우가 ‘공간의 사회적 생산
(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Low 2000: 127-128)이라 명명한 것과 같은,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분석틀이 요구된다는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는 르페브르와 로우의 명제
를 바탕으로 장소화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접근할 때 간과하기 쉬운 지점이 존
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장소 혹은 공간의 ‘물질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장소의 물질

78) 이들 가운데 오제의 ‘비장소’는 전통적인 장소의 변모라는 현상에 대해 접근할 때 단순히 인간미가 
풍기는 장소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제에 따르면 비장소에서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실천과 다른 형태의 상호작
용일 뿐, 나름의 공간논리에 따라 작동하면서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을 야기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간에서의 새로운 인식과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장소의 특징과 적용 사례들에 대한 더 상세한 검토로는 졸고(2013)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79)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건축을 통한 브랜드 아파트 단
지의 등장을 단순히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의 변모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발
생한 많은 과정들을 놓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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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의 주장대로 장소는 “사물의 위치 설정과 사물이 수행하는 차
이의 체계”(어리 2012: 226)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며, (인간)주체와 그들의 고유한 
인간적 의미와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여기기보다 일련의 사물과의 관계
에서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다(Hetherington 1997: 185-189 참조).80) 즉 인간과 사
물을 포함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존재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장소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간은 사회적-
물질적 관계가 끊임없이 형상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한편, 인간의 실천과 물리적 
요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담론의 연합체로 구성된다. 
  특정한 공간의 생산 과정은 이 같은 맥락, 즉 과정으로서의 공간(spaces as 
processes)과 과정 속의 공간(spaces in processes), 그리고 공간/장소의 사회-물
질적 혼종성에 주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혼종적 공간성의 변
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간은 인간과 사물의 다양한 관계 배치에 의해 모습을 드
러낸다. 즉 인간과 사물의 집합적 관계는 공간적 조건들을 배태하고, 공간들은 인간
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위한 틀(frame)로 작용한다는 것이다(Koch 2004: 175). 이러
한 관점은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을 사회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물질적 측면을 포함
하여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야기된 탈장소화와 재장소화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
의 사회-물질적 혼종성의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다.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장에는 행
위자들의 욕망과 사회관계, 그리고 다종다양한 사물들이 복합적으로 관계해 있기 마
련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결정(結晶, crystal)’과 ‘결정화(結晶化, 
crystallization)’라는 은유를 제안하고자 한다.81) 이때 ‘결정’은 혼종적 공간성에 대
한 로 & 몰(Law & Mol 2001; Mol & Law 1994)의 논의 가운데 ‘유체(fluid)’라는 
은유에서 고안한 것이다. 로 & 몰은 공간과 공간을 이루는 각종 요소들의 양태를 
변이성(mutable/immutable)과 이동성(mobile/immobile)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고, 

80) 물론 이 같은 접근방식이 공간의 물질성을 절대화하고 그에 대비되는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분석을 
등한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르페브르(2011: 158)의 지적대로 공간을 수동적인 용기(容器)
로 간주하다보면, 공간 내부에 관여하는 사회적 관계(계급 관계를 포함)를 들춰내는 대신 공간 ‘그 
자체’, 즉 공간의 물신성이라는 함정 속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르페브르를 
필두로 한 하비, 카스텔 등의 이론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공간에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이 내
재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그들의 논의에서 공간 자체를 낳은 보다 미시적인 구성원리
―특히 물질성과 관련하여―가 결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공간과 관련한 논의에서 ‘공간’ 
자체가 빠져 있는 것 역시 모순일 수 있다.

81)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은유가 갖는 단점과 한계 역시 분명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레이코프 & 존슨(Lakoff & Johnson 1980: 5-6)의 지적대로, 인간의 사고 과정은 일반적으로 은유
적이며, 이론의 측면에서도 어리의 주장처럼 “이론상의 논의는 대부분 어떤 메타포를 다른 메타포로 
대치하려 할 때 생겨나며, 특정한 메타포가 다른 메타포에 승리를 거두어야 마무리된다”(어리 2012: 
46). 이 논의에서 연구자는 은유가 갖는 단점보다도 장점에 주목하여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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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바탕으로 각각의 공간성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유체’의 은유로 표시
되는 공간은 공간의 각종 구성요소들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안정적인 배열관계가 
해체되면서 유동적인 변이 형태를 보인다. 그와 함께 공간요소들의 새로운 배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 연구자는 주목한
다.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결정’은 유체 상태의 용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인 ‘결정화(crystallization)’를 통해 생성된다. 마치 용액으로부터 결
정핵(crystal nucleus)을 중심으로 일정한 방향성에 따라 몇 가지 구성물질이 결정
을 이루어내듯이, 유체 상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망들로 구성된 아파트 재건축이
라는 무대의 용액에서 특정한 형태의 ‘결정’―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취한―이 형성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화 작용을 유도하는 몇 가지 매개체들은 ‘결정
핵’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 같은 관점을 채택하여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 전반
을 아파트를 둘러싼 ‘욕망의 결정화’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파트 단지의 비
가역적인 공간적 특징을 감안할 때,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과정을 ‘결정화’라는 은
유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을 지닌다. 박철수(2013: 148-149)의 지적대
로 아파트 단지에는 공간으로서의 ‘가역성(可逆性)’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전반의 변화에 맞춰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기능이 유연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소규모 필지와 달리, 아파트 단지의 건축은 수년 동안의 집중적인 건설과정에 의해 
진행된 뒤로는 물리적 형태가 굳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 과정을 ‘결정화’로, 아
파트 단지를 ‘결정’이라는 은유로 보는 것은 무리한 비유가 아니다. 이를 통해 재건
축으로 해체된 성일주공아파트라는 기존의 장소가 어떤 결정핵들의 어떠한 작용에 
의해 재건축에 개입한 관계자들의 욕망을 구체적인 공간 형태로 구현해내게 되었는
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성일주공아파트와 ‘장소’의 해체

  1980년 성일주공아파트 단지가 처음 건립된 때만 하더라도 이 단지는 연주시에서 
손꼽히는 주거지였다. 연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거 단지인 동시에, 아파트라는 서
구식 주거공간의 첨병으로서 성일주공아파트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컸다. 하지만 점
차 시간이 흘러 연주의 다른 지역에도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들이 들
어서면서 성일주공아파트가 지닌 상징성은 점차 퇴색되어 갔다. 오히려 단지가 건립
된 지 십수 년이 지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성일주공아파트는 다른 더 좋은 주
거지로 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낡은 저층아파트가 밀집한 노후 단지
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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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1980년대 초 성일주공아파트 단지 건립 초기의 모습.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건립 초만 하더라도 이 단지는 규모에서 

주변 지역을 압도하는 주거공간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 소식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5천여 가구에 달하는 기존의 성일주공 입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아
파트 재건축이 진행되어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들로 단지가 탈바꿈하면 기존 입주
민들, 즉 재건축 조합원들은 미리 산정된 무상지분율을 바탕으로 확보된 평수에 더
해 어느 정도 추가분담금을 지불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그대로 입주가 가능하
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입주민들 가운데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평형별 세대수와 새로 
지어지는 단지의 평형별 세대수가 갖는 차이 때문이었다.
  이 차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재건축이 진행되어 기
존 조합원들이 인정받게 되는 무상지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 무상지분율 = (총수입 - 총지출) ÷ 평균분양가 ÷ 대지면적 × 100
     (총수입 = 대지면적 × 용적률 × 평균분양가, 총지출 = 공사비 + 부가가치세 + 제경비)

  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무상지분율은 용적률과 평균분양가, 지출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100~170%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무상지분은 기존 대지지분에 무상지분율을 곱한 값이 된다. 만약 무상
지분율이 150%로 정해졌다면, 20평의 대지지분82)을 소유한 조합원은 30평의 면적
을 무상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성일주공아파트의 경우 보통 18~21평 정도의 

82) 대지지분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누어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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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세대수 비율
19평형 약 200세대 2.2%
26평형 약 600세대 6.7%

30평형대 약 6,000세대 66.7%
40평형대 약 1,800세대 20.0%
50평형 약 400세대 4.4%
합계 약 9,000세대 100.0%

<표 3-1>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이후 평형별 세대수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재건축 사업승인 당시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분율은 
약 110%였다. 따라서 성일주공 조합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무상지분은 20평에서 
23평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표 3-1>83)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재건축 이후 지어진 성일 노블하이츠와 
로열카운티의 평형별 세대수에서 30평 미만은 약 800세대에 불과했다. 결국 약 5천 
세대에 달하는 기존 성일주공아파트 입주민들 가운데 무상지분만으로 입주할 수 있
었던 이들은 소수였고, 나머지 입주민들은 적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만 입주
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대다수를 차지한 30평형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략 6천에서 7천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내야만 했는데, 기
존 입주민들 가운데 이 정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
다.84) 결국 그들의 조합원 지분은 시세차익을 노린 서울과 연주 일대의 중산층 일
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일반분양 이후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여 입주에 성공한 한 입
주민의 아래 인터뷰 내용은 조합원 지분 변화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일반분양 때, 그러니까 재건축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3천 세대를 더 짓고 원 조
합원들은 선택을 미리 했어요. 조합원 5천명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옛날 아파트
가 십 몇 평형대였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거기서 토지보상비를 받고, 거기서 내가 
34평을 가든지, 25평을 가든지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고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빼고 남은 3천 세대 정도를 갖고 일반분양을 하
는 거예요. 그때 일반분양자들은 선택에 제한이 있었어요. 이미 조합원들이 좋은 

83) 다른 수치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평형별 세대수는 표기하
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84) 이처럼 재건축 이후 재입주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는 소문이 퍼지면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는 추가분담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형편의 입주민들이 기존 시세보다 비싼 값에 집을 팔 수 있는 
기회이며, 이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외부인들은 주로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소유권과 조합원 자
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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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좋은 동은 다 가진 상태에서, 저층이랑 시끄러운 도로변 쪽 거기만 일반분
양을 한 거죠. [......] 당시는 부동산이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분양을 하자마
자 P(프리미엄)가 3천만원 정도 붙었죠. P가 3천, 많은 건 5천, 7천까지도 갔어
요. 저희 같은 경우도 먼저 일반분양을 노렸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 그
런데 바로 조금 지나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분
양가보다도 더, 그때 부동산 규제가 확 되면서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2004년 
말, 2005년 초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일반분양 때 모델하우스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4평형
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부동산이 호황이니 조금만 기다리
자, 겨울에 비수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반분양 받아서 안 좋은 층 살 바
에는 기다렸다가 조합원분을 매수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이 와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반분양은 전매가 안됐으니 제외하고 
일반분양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입주를 해야 해요. 그런
데 조합원은 전매가 가능했죠. 그래서 조합원 거를 노렸어요. 조합원 중에서 동
호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매가 한 번이었거든요. 그
런데 일반분양했을 때, 그러니까 2004년 여름에, 그때는 부동산이 호황이었으니
까 P가 막 붙고 서로 너도나도 사고해서 많이 리사이클이 됐죠. 5천 세대 원 조
합원 중에서 60% 정도가 그때 리사이클이 됐던 거 같아요. 저희는 좀 지난 상태
에서 겨울 되니까 비수기 되고 이런저런 규제되기 시작해서 가격 떨어지고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다니면서 부동
산을 돌았죠. 보니까 이미 조합원들 빠질 거 다 빠졌다, 남은 거 별로 없다 했는
데 원 조합원 한 분이 내놓은 걸 저희가 사게 되었어요.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게 
그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딸들이 내놓지 말라는 걸 할아버지가 내놓았던 거거든
요. 부동산 규제 시작되고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우셨던 거죠. 더 
떨어질까봐. 그럴 바에야 프리미엄이라도 약간 있을 때 팔자, 일반분양보다 5백 
정도 더 받고. 저는 그런 분들 나올 거라 예측을 했고,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 분양권을 사게 됐어요. (박용진, 남, 30대, 2007년 입주)

  앞서 Ⅲ장 1절 말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4년 여름 진행된 성일주공 재건축 
‘베스트시티’ 동시분양은 시세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그러
자 전매가 금지된 일반분양권 외에 조합원 분양권들이 이른바 ‘프리미엄’ 혹은 ‘P’
라고 불리는 웃돈 수천만원이 더해진 채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6~7천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기존 조합원 입장에서 이는 좋은 기회였고, 당시 부
동산 호황 속에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는 
합리적인 투자기회였다. 결국 일찌감치 재건축 추진 소식을 접하고 2000년 전후부
터 성일주공아파트를 구매한 ‘외부인’들과 함께, 재건축 분양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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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또 다른 ‘외부인’들이 더해지며 결국 입주 이전에 성일
주공에서 삶을 영위했던 ‘원주민’의 3/4 가량은 분양권 전매를 마치고 성일주공 재
건축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되었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를 떠나 간 사람들과 함께, 성일주공아파트 단지라는 ‘장소’
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벚꽃의 상실’이다. 인문학적 의미에서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Heidegger 1958: 19, 렐프 2005: 25에서 재인용)
시키면서 “사람들이 그 형상과 의미를 결정하는 사회적 실천의 산물”(Berland 
2005: 258)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렇게 장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물’의 역할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소는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존재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배열 양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Heatherington 1997).
  특히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인간이 인식하는 장소감각(sense 
of place)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무’가 갖는 역할은 중요하다. 장소성에 관한 잉
골드의 논의가 보여주듯, “나무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듯이 사람들 
역시 나무의 삶과 밀접히 관계”(Ingold 1993: 168)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앞둔 성
일주공아파트의 장소성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 역시 벚나무라는 존재였다. 재건축 
이전 성일주공아파트를 소개한 신문기사들을 봐도 벚꽃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음
을 볼 수 있다.

* 성일주공아파트: 전국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아름답게 벚꽃이 핀 동네. 벚나무 
천여 그루의 화려한 자태가 극치를 이룬다. 
(중앙일간지 A일보 2001년 4월 X일 기사 중에서, 인터넷 검색결과 노출 방지를 
위해 기사 일부의 표현은 수정하였음)

* 연주지역 아파트 녹지 중 으뜸은 역시 강산구 성일주공아파트 단지다. 5천여 
세대가 사는 성일주공은 9천여 세대의 서울 잠실주공 등에 이어 국내에서 X번째
로 큰 아파트 단지다. 물론 연주에서 최대 규모다. 규모만큼이나 성일주공의 녹
지 또한 탁월하다. 가히 “연주의 자랑거리”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 시늉만 내듯 단지 외곽에만 녹지를 갖춘 대부분의 다른 아파트와 달리 성
일주공은 단지 안이 울창한 숲과 같다. 수령 30년 이상의 벚나무 등 여러 수종이 
단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지역신문 연주일보 2000년 10월 X일 기사 중에서, 역시 기사 일부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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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성일주공아파트는 어느덧 가난한 사람들
이 삶을 영위하는 쇠락한 아파트가 되어 갔지만, 단지와 함께 나이를 먹은 벚나무들
은 성일주공의 장소성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갔던 것이었다. 단지 곳곳을 채운 수
백 그루의 벚나무들 덕에 매년 봄마다 만개한 벚꽃이 만들어 낸 장관은 성일주공을 
“전국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아름답게 벚꽃이 핀 동네”로 자리매김하게 했던 것이었
다. 그리고 이렇게 벚꽃으로 아름다웠던 성일주공 단지에 대한 기억은 과거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재건축하기 전에는 연주의 벚꽃놀이 명소라 불릴 만큼 정말 예뻤어요. 연주 사
시는 분들은 성일주공 벚꽃이 어땠는지 잘 아실 겁니다. 대공원보다 예쁜 마을이
라니.. 전 그런 곳에 살았어요. (인터넷 카페 게시물)85)

  가장 내 기억에 남는 벚꽃축제로는, 어릴 적 우리 옆 단지인 성일주공에서 거
리에 가득 청사초롱을 밝혀두고 길게 포장마차를 세우던 나날들이 있었다. 음식 
연기가 퍼져나가 꿈결처럼 벚꽃들이 되어간 기억을 아름답게 그려본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

  연주 성일동 B시장 앞에 있었던 성일주공 아파트..
  이제는 몇 년 전에 지어진 이름도 기다란 아파트들로 숲을 이루었다.
  봄이면 커다란 벚꽃이 너무 멋졌었는데..
  가끔 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
  그 많던 벚나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

  의도적으로 녹지를 배제한 공간이 아닌 이상, ‘장소’는 “나무가 그곳에 있기 전부
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Ingold 1993: 167). 이는 
또한 장소의 시간성과도 관계하는 문제이다. 특정한 장소가 나무의 등장과 함께 장
소성을 획득한다면, 나무의 변화와 함께 장소성 역시 변화하게 된다. 성일주공아파
트 역시 마찬가지여서 입주 초기 근대적 주거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은 차츰 퇴색한 
대신, 같이 나이를 먹어 간 벚나무들이 아파트 건물들의 쇠락을 상쇄하며 ‘벚꽃놀이 
명소’로서의 장소성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렇기에 재건축으로 인한 ‘벚꽃의 상실’
은 성일주공이라는 장소의 상실 내지 해체를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것이었다. 예
전 성일주공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벚꽃구경 삼아 단지를 
찾았던 사람들에게도, 재건축 이후 벚나무가 사라진 성일 노블하이츠는 더 이상 성
일주공과 동일한 ‘장소’가 아니었다. 

85) 신문기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정보의 보호를 위한 인터넷 검색결과 노출 방지를 위해 모든 
게시물의 표현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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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이후 성일 노블하이츠에 입주한 사람들 역시 성일주공 벚꽃에 대한 향수
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 역시 재건축 과정에서 사라진 
벚꽃들을 그리워하고 단지 안에 예전의 벚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
만,86) 바로 그 벚꽃들을 매개로 한 벚꽃놀이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재건축 이전에 성일주공을 구매하여 전세를 놓았었고, 그 결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와 동시에 입주한 가족과의 아래 인터뷰는 예전 벚꽃
과 벚꽃놀이에 대한 현 입주민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아들: 예전에 주공은 안에 벚꽃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에 벚꽃이 없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들어요. 예전에 여기 벚꽃축제를 아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런 아쉬운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벚꽃축제 때 주공이 쓰레기 판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금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

어머니: 단지 안이 다른 나무로 깨끗하게 채워졌잖아. 대신 벚꽃은 밖에서, 밖으
로 내보내서 너무 좋잖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얘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여기 살아서 벚꽃축제 때 놀러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만약 이 안에 
벚꽃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만 즐기게 되는 거겠죠. 

아들: 그럼 (바깥)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겠지. 벚꽃 때문에 막 들어오겠지. 
어머니: 지저분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많다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재건축 이전 성일주공아파트에서 열렸던 벚꽃축제는 입주민뿐 아니라 다른 사람
들도 단지 안에 들어와 즐길 수 있었고, 단지 차원에서 포장마차들을 들어오게 하여 
방문객들에게 술과 고기 등을 팔게 했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었던 벚꽃축제는 과거 성일주공아파트에서도 거주했던 일부 입주민들에게 단지가 
시끄럽고 지저분해지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 일례로, 성일 노블하
이츠 입주 이후 예전 벚꽃축제가 그립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입주민 동호회 카페 게
시물에 달린 댓글에서 한 입주민은 “나는 우리 아파트 벚꽃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꽃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술주정뱅이들만 보이
는 곳보다는 지금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아파트가 더 좋아요.”라며 부정적인 견
해를 보인 바도 있었다. 또한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령 지금 아파
트 단지 안에 벚나무가 많다 해서 그것이 바로 예전과 같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벚꽃축제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공간이 ‘아파트 단지’라는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주거단지임은 분명하지만, 예전 단지 안 벚꽃은 모두가 즐

86)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처럼 성일주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벚나무들은 성일 노블하이츠로의 재건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 벚나무의 재등장은 벚꽃놀이의 추억이 아닌 아파트
의 경제적 가치상승이라는 다소 다른 맥락을 배경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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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벚꽃축제를 가능케 하는 반면, 현재 단지 안 벚꽃은 설령 존재하더라도 “우리
만 즐길 수 있는” 벚꽃이 된다. 성일주공이라는 아파트 단지와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에게 공간 인식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장소인 것이
다.
  이렇듯 상당수의 기존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워 단지를 떠나고, 매년 봄
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던 벚나무들이 단지를 떠나고, 5층짜리 건물들이 2~30층짜
리 고층건물들로 탈바꿈하면서 성일주공아파트라는 장소는 해체되었다. 같은 자리에
는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소가 재건축 과정에서 작용한 동학
(dynamics)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재건축에 개입한 여러 주
체들의 욕망이 결정화(結晶化)되었고, 바로 이 결정화의 논리에 따라 사람과 사물은 
새로운 배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3) 결정화(結晶化)의 논리 Ⅰ: 재건축 과정의 쟁점

  2004년 여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동시분양 이후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던 2005
년 말,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베스트시티’) 입주예정자들이 포털사이트 Z사에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목: 베스트시티를 바라보며.. (2005.11.8)
어제 업무차 베스트시티 공사현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려다보니 베스트시티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건물이 보이는 걸 보니 나중에 입주하면 연주에서 
우리 아파트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더군요. 27층이 가장 높게 올
라간 골조인데 단지 앞에 고층건물이 없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
이 연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베스트시티 입지가 좋은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입지 좋은 곳, 비싼 땅에 올라가는 아파트인 만큼.. 연주의 명품을 기대해 봅니
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기 좋은 단지를 만든다면 만족감도 더 하리라 생각됩
니다. 이제 입주까지 21개월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명품아파트에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보이는 입주 이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이 글을 올린 게시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었다. 여러 모로 연주의 중심
지에 해당하는 좋은 입지, 대단지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87) 서울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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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통 편의성 등은 이들이 ‘베스트시티’를 선택한 주요 이유였고, 베스트시티가 
연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리라는 기대 속에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갔다.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할 만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기 좋
은 단지를 만든다면”이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건설 전문가도 아닌 일반 입주자
들이 아파트 단지 건설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과연 이 글의 게시자
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
  사실 2005년은 베스트시티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이후의 기대만큼이나 각종 근
심거리로 골머리를 앓던 시기였다. 그 중심에는 공사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막연한 
판단에 근거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10만여 평에 이르는 대지에서 
이뤄진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골조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5년 초, 
공사 현장 외곽을 두른 펜스 너머로 차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수십 동의 고층 
건축물은 주변을 압도하는 한편으로, 다소 괴기스러운 분위기마저 연출해내고 있었
던 것이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수직으로 솟아오른 시커먼 시멘트 덩어리들은 공사
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촘촘하게 배치된 고층 아파트 수십 동―수만 명이 거주하
는―이 시내 한복판에 들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끔찍한 상상을 하게끔 만
들었다. 또한 높은 용적률 탓에 동간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단지 내부 분위기도 답
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라는 소문도 퍼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보이는 
동간거리에 대한 우려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었다.

  요 며칠 전 지나가다 잠깐 내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그날 밤 마누라한
테 말도 못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습디다. 왜냐고요, 너무 빡빡하게 지었어
요. 내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유언장에 이렇게 남길까 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
도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2005년 12월말 게시물)

  휴~ 답답해지려하네요. 건너편 건물 8층서 내려다보고 너무 우거진 숲 같다 싶
은 생각에 착잡했는데.. 그래도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은 틀리겠지 
하고 집에 와서 팜플렛 보고 길이 한번 재보고 덮었는데... 같은 생각인 분이 계
시다니... 더욱 답답해지네요. (2005년 12월말 게시물에 달린 댓글)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단순히 입주 이후 생활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
실이었다. 2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장만한 ‘내 집 마련’의 즐거움, 혹은 

87) 일반적으로 1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넓은 주차 공간, 풍부한 녹지 공간과 조경시설, 잘 
갖춰진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기에 선호된다. 또한 2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초등학교를 의무적으
로 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방대한 건설 규모 탓에 믿을 만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을 담당한다
는 점도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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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부동산 ‘투자수익’이 충분하다면 교통체증이나 좁은 동간거리로 인한 불
편함 따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2005년과 이어진 2006년 당시
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아파트 매입자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했고,88) 거기에 
더해진 성일주공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입주예정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
기에 충분했다. 비슷한 시기, 역시 Z사 카페에 올라온 아래 게시물은 당시 입주예정
자들이 갖고 있던 구체적인 고민의 내용을 잘 보여준다.

제목: 힘 빠져요.. ㅜ.ㅜ (2005.8.24 게시물)
어차피 입주할 거니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맘이 답답해질 때가 많네요.
지난 주말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이제 서른 갓 넘은 나이인지라 서로 재
산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긴 하지요. 그래서 재산증식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고, 
의견 교환을 해봤더니.. 우리 아파트를 아주 많이 저평가하는 분위기더라고요.
[......]
오늘 글 올라온 거 보니 34평을 3억 정도 보던데..
제가 계산해보니 저 같은 사람들은 33평 분양가 약 2억 3천만원, 중도금 대출이
자 약 1천만원, 취득세 및 소득세가 1천만원이 약간 넘고, 샤시 하는데 300만원 
등.. 다 따지면 순수 매입금액만 2억 5천이 넘는데..
그리고 입주할 때 또 대출을 받는다면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텐데..
연주의 강남이라는 곳이.. 국내 최대 단지라는 곳이.. 3억 나간다면 금융이자보다 
약간 더 오른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ㅜ.ㅜ
제발 내가 분양받은 게 실수한 게 아니기를 아침부터 간절히 바래봅니다.

  임동근(2007: 143-144)이 지적했듯이 2000년대 초중반은 90년대 말 IMF 외환위
기 이후 대량생산·대량고용·고임금을 바탕으로 한 포드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중산층’으로 불리던 이들이 각자의 경제 전략을 통해 ‘자산계
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고금리를 배경으로 안정적인 고
용 환경에서 급여를 아끼고 모아 열심히 저축하여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끝나고, 주
식·채권·연금·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자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여 기
존 자산을 유지·확장하는 것이 중산층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혹은 중산층 진입을 
위한 ‘막차’에 올라타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이른바 ‘주식과 
부동산 지식의 대중화’가 전개되면서 재테크 관련 서적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고, 상
대적으로 적은 종자돈을 가진 이들은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로, 더 많은 자본을 소

88)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000년대 초중반의 전체적인 상황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
였지만, 2005년만 놓고 보면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인 하락 혹은 정체 상태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
었다. 앞서 1-1)절의 <그림 3-2>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로 가격상승이 주춤한 때였으며, 그로 인해 거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상당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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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이들은 부동산으로 몰려갔다. 이러한 2000년대 이후 저금리 시대에서의 각종 
‘투자 열풍’을 박해천(2013)은 다음과 같이 복잡한 수학문제 풀이에 비유하기도 했
다.

  여태껏 고도성장 시대의 산수와 수학 문제를 풀어온 사람들에게 이자율 4퍼센
트는 외계인의 암호나 다름없는 수치였다. 중산층 아버지들이 받아든 수학 문제
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분양가 자율화와 저금리 시대의 수학 
문제는 확률과 성장률과 금리, 코스피 지수와 평당 분양가, 아파트 시세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하는 다변수 방정식이었기 때문이다. (박해천 2013: 55)

  이 같은 분위기, 이를테면 “부자 되세요.”라는 명제를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이제
는 더 이상 남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3-40대 직장인들의 일상
적인 대화도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힘 빠져요.”라는 게시물을 올린 입주예정자 역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주로 나눴고, 이미 분양받은 베스트시티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 때문에 낙
담하였음을 볼 수 있다. 워낙 대규모로 진행된 성일주공 재건축은 연주 일대에서는 
큰 이슈였고, 좋든 싫든 이 지역에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던 이라면 
누구나 성일주공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
분은 공사 현장만 보고 내린 막연한 판단과 거기서 파생된 안 좋은 소문에 근거하
여 성일주공 재건축을 대체로 저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평가 분위기는 
당시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되던 조합원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이라는 구체적 실
체에 반영되어 있었고, 일부 거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
격으로도 거래되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하였다.
  이에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프리
미엄 하락’으로 대표되는―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이 기대한 것은 베
스트시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대단지 아파트의 힘, 즉 머릿수의 힘이었다. 2005
년 9월 중순, 연주시 근방의 각 지역별 부동산 전망을 분석하여 카페에 올린 아래의 
게시물에서 한 입주예정자는 ‘커뮤니티’의 힘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때의 ‘커뮤니티’
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 입
주예정자로서, 유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인터넷 카
페의 힘이 강한 집단,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힘’이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는 가장 핸디캡이 용적률과 교통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재건축 치고 용적률 낮은 곳은 없으며, 대단지 치
고 주변 교통량이 적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답답하다는 소리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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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데 그건 완공 후에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연주시에서 
실 거주와 투자가치 조건을 이렇게 완벽히 갖춘 곳은 없습니다.
단, 어느 지역이 커뮤니티가 탄탄하여 가치상승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만의 성역을 쌓으며 입소문이 난다면 두 마리의 토끼
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말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우리만의 노력으로 성을 쌓아 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최고 단지의 탄생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게시물)

  앞서 논의했듯이 부동산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도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평판이 아파트 단지라는 상품의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2000년대 이후의 분위기였다. 게다가 1990년대 말 이후 
전국적 인프라를 거의 완벽히 갖춘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각종 정보와 관심사를 쉽
고 빠르게 온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
황에서 9천 세대에 가까운 성일주공 재건축 입주예정자들이 주변의 소문에 휩쓸리
지 않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베스트시티의 단점보다 장점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
에 나선다면 자신들의 단지를 향한 부정적 평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들
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의 홍보전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구성
하는 공간요소들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특히 입주 이전 공사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은 지하철 환승역 위치, 
보일러 및 엘리베이터 업체 선정, 조경 문제와 같은 건들이었고, 이들은 성일주공 
재건축이라는 결정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결정핵’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지하철 
환승역의 경우, 새로 지어질 베스트시티라는 장소가 주변의 다른 공간과 어떠한 연
계 관계를 맺을지에 관여하는 중요한 문제―그를 통해 입주 이후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 여겨졌던―였다. 2005년 당시 연주시를 지나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
의 건설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개별 역사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가 시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 베스트시티와 인접한 
구역에 지어지기로 했던 환승역의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베스트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지속적으로 시청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
원을 넣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항의전화를 하여 정책 결정자들을 압박하였다. 결
국 이들의 여론몰이에 굴복한 연주시는 환승역 위치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입장
을 선회하게 되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보일러 및 엘리베이터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한 건이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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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 환승역 위치 변경 관련 건으로 시끄러웠던 2005년 여름 무렵, 건설 중인 아파
트 단지에 A업체의 보일러와 B업체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이라는 조합과 시공사 
측의 안내문을 받아든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은 이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보일러 
업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C업체의 보일러를 놔두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업계에서 
최고급으로 인정되는 D업체의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왜 하필 A업체와 B업체의 제품
을 선정하였냐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A업체와 B업체가 베스트시티 시공을 맡은 스
타건설과 로열건설의 계열사였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입주예정자들의 눈에 
이 결정은 재벌건설사들의 계열사 밀어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되도록 
최고급 설비를 설치하여 단지 평판을 끌어올려도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
도 올라갈지 불확실한 판국에, 이 같은 결정은 점점 쌓여가던 입주예정자들의 불만
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결정이 나게 된 배경에 재건축조합의 무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며 입주예정자들, 특히 Z사 포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서 활동하던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이미 2004년 말, 아파트 난방방식을 정
하는 과정에서 개별난방에 비해 난방비 절감이 가능한 지역난방 시스템의 도입이 
좌절되면서 조합의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보일러와 엘리베이터 
업체 선정 건을 통해서도 조합이 계속 시공사 측에 끌려 다니는 모양을 보이자 조
합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재건
축 사업방식이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로 정해져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재건축 초창
기에 도급제를 반대했던 이들의 주된 논리 중 하나가 조합의 무능에 대한 우려였음
을 감안하면 조합에 대한 이들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제목: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2005.9.30 게시물)
우리 카페에서 누누이 예전부터 강조해 온 입주민의 마지막 자존심인 보일러 기
종 선택 문제는 어찌 되가는 걸까요? 조합이 지금에 와서는 시공사가 최종 결정
할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도 아
니고 그렇다고 지분을 보장받는 재건축 확정지분제 사업장도 아닌데 공사 중인 
모든 권한을 조합원에게 불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
우리는 도급제 사업장입니다. 즉 공사 중에도 조합의 의지에 따라 일반 택지개발
지구보다 더 좋은 단지, 또는 더 낙후된 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 
갑의 입장인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A보일러만은 안된다고 사업초기부터 
그렇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인 건설회사의 입장은 요지부동인 듯 합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많습니다만 조합의 무능이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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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지하철 환승역 건과 마찬가지로 시공업체 변경을 위해 조합원 대상 설문
조사 실시, 조합 및 건설사에 항의전화 등으로 대응하였지만, 결국 원하는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 지하철 건에서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시 관계자들과 
달리, 계열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시공사의 의지를 꺾지 못했던 것이었
다.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해당하는 조합 지도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상황에서 일
반 조합원들의 항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러한 일련의 사건은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대(對)조합 투쟁의 직접적인 
단초가 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의 무능에 대한 불만이 조합의 비리 의혹
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한편 교통체증과 좁은 동간거리에 대한 우려로 저평가된 베스트시티의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이 또 하나 초점을 맞춘 것은 조경 문제였다. 어차피 아파
트 단지의 규모를 줄일 수도 없고, 전반적인 설계 구도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의 조경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 상책이라는 인식이 퍼져갔던 것이다. 보통 아파트 단지 공사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성일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통한 
조합원들의 개입이 가능한 도급제 사업장이었다. 따라서 조합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
다면 얼마든지 단지 내 조경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이들은 보았다.

제목: 소문이...(울 아파트) (2005.12.16)
우리 아파트 대외적으로 소문이 어찌 났는지.. 영 안 좋은 거 같네요. 부동산의 
‘부’ 자에도 관심이 없고 모르시는 양반들도 성일동은 너무 좁아 사람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어떻게 하면 인식전환이 될까요? 아이고 머리야..ㅠㅠ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위의 게시물처럼 베스트시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에 대한 
걱정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카페에서 적극적
으로 활동하며 모임 전체에서 오피니언 리더 격에 해당했던 회원들이 대책으로 내
놓았던 방안은 대부분 조경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우리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에
는 없고 지하에 위치하여 그만큼 지상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거나, “쾌적한 단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적극
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등 단지 내 녹지조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
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야기가 나온 건, 
과거 성일주공아파트 시절 단지를 가득 채웠던 ‘벚꽃’의 행방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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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 수목 이식에 관한 카페 게시물(2005년 12월)에 달린 답글 중에서)
A: 우리 단지에 있던 그 수많은 벚나무들이 정말 궁금해요.
B: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제대로 살아 있는지도...
C: 음.. 저도 항상 궁금증이... 그 많던 벚나무들이며, 울창했던 수목들.. 일부 매

각되고 작은 수목들은 옮겨 놓았다는데 모두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요.
D: 제가 예전에 지나다닐 때 성일주공에선 그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제일 부러웠

습니다. 필히 잘 살려서 옮겨 심어야죠.

  이전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일주공아파트는 벚꽃과 벚꽃축제로 유명한 단지였
다. 그러다보니 같은 단지를 재건축하여 지어지는 베스트시티 역시 예전의 추억을 
살려 또다시 벚꽃을 아파트 단지의 명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일
부 입주예정자들은 벚꽃을 다시 옮겨 심을 경우 “프리미엄이 1500에서 2000만원은 
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고, 다른 일각에서는 “꼭 집값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좁은 동간거리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벚꽃이라 보았다. 그런
데 이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수백 그루에 달하는 왕벚나
무들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사실이었다.
  당초 성일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벚나무를 비롯한 수십 종의 나무들은 연주
시내 대형 공원과 공사 현장 근방에 옮겨 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재건축 공사 직
전이던 2003년 9월 한 지역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89) 재건축조합이 단지 안에 
있던 수목 약 4천 그루 전량을 연주시에 기증하여 조경수로 재활용하기로 하고, 대
신 연주시에서는 약 3억원에 달하는 이식 비용을 대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이 과정에서 벚나무의 경우 고목이 많아 이식하면 고사할 우려가 있고, 또 이식 
비용이 워낙 비싸기도 하여 시에서 기증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다. 문제
는 천여 그루의 벚나무 가운데 약 300그루는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에 옮겨 심어져 
있었지만, 나머지 수목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Z사 카페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일자, 조합 측에서는 나무를 옮기
는 과정에서 고사하여 베어버린 경우는 있어도 이를 판매해 따로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사라진 벚나무들의 소재 파악에 대해서는 조합 역시 알지 못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었다.
  결국 사라진 벚나무 수백 그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채, 2007년 여름 완공된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단 한 그루의 벚나무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
게 한동안 시끄러웠던 벚꽃 관련 이슈가 사라진 것은 비슷한 시기에 그보다 훨씬 

89) 아파트 정보보호를 위해 기사 제목 및 내용과 출처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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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이슈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이었다.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업체 선정, 
벚나무의 행방 등의 문제를 단번에 덮어버린 이 초특급 이슈는, 바로 ‘베스트시티’
라는 기존의 단지 이름을 각 건설사의 고유 브랜드로 변경하는 문제였다.

 4) 결정화(結晶化)의 논리 Ⅱ: 베스트시티에서 노블하이츠로

  앞서 Ⅲ장 1-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일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이후 단지 이름이 
‘베스트시티’라는, 건설사와 무관한 명칭으로 정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기존에 단일한 단지였던 성일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스타건설-로열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하여 짓게 되면서 어느 한 쪽의 브랜드를 따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고, 아직 
스타건설이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도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조
합이 정한 ‘베스트시티’라는 명칭에 대해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모두 따로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은 채 통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차츰 공사가 진행되고, 아파
트 외벽의 색상이나 문양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베스트시티라는 이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다. 아래에 인용한 
게시물과 댓글들은 2005년경 Z사 카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단지명과 관련한 고민
을 잘 보여준다.

제목: [질문] 우리 아파트 외부 벽체 페인트 마감색은 정해졌나요? (2005.7.4)
베스트시티 페인트 색깔이나 외벽 문양이나 심벌마크 정해진 거 있나요?
[......]
문양에 ~~마을, ~~마을 하는 것도 정겹다기보다는 왠지 우리 베스트시티와는 어
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멋진 문양과 페인트 색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
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댓글 중에서)
A: 개인적으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베스트시티/로열 베스트시티’ 로
고를 타 아파트처럼 건물 상단 옆에 표기하였으면 좋겠네요. 멀리서도 스타, 로
열인 걸 확인할 수 있도록요. 베스트시티만 표기한다면 어느 건설사가 만들었는
지 모를 수도 있고,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걸 알리려면 브랜드명도 넣어주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B: 제 생각으론 베스트시티 문구를 기본으로, 스타/로열을 영문으로 넣는 게 낫
다고 보입니다. 1,2단지 나누자는 게 아니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베스트시티 로고만 넣으면 ~~마을, ~~마을 하는 거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냥 덩치만 큰 대단지로 남기보다는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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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2단지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치를 극대화시
키자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1,2단지 모두 스타, 로열의 브랜드를 영문으로 넣으
면 좋고요. 베스트시티는 마을 개념으로 보고, 베스트시티를 스타와 로열에서 지
었다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과 그에 달린 댓글에서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스타건설과 
로열건설이 베스트시티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이 시기 비
슷한 내용의 게시물에 의견을 개진한 다른 입주예정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로 
지어지는 베스트시티가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인 만큼, 1기 
신도시(1980년대 말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에서 시도된 ‘○○마을’과 같
은 형태처럼 이제는 다소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파트 단지 명명은 지양해야 한다
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공사인 스타건설과 로열
건설의 사명을 병기해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만 있었을 뿐, 각 건설사의 고유 브랜드
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찾기 힘들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베스트시티라는 이
름 아래 9천 세대가 하나로 뭉친 거대한 단지가 지닌 규모의 위력이었다. 이는 위의 
댓글들에서 건설사 이름의 표기가 베스트시티를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자는 것이 아
니라는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2006년 초, 아직 고유 브랜드가 없던 스타건설에서 새로 아파트 브랜드를 
런칭할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스타건설
의 브랜드가 없던 상황에서야 회사 마크만 아파트 외벽에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여겨졌지만, 스타건설이 새 브랜드를 런칭할 경우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
다. 이미 기존에 브랜드를 운영해 온 다른 건설사들의 경우를 볼 때, 각 건설사들이 
가장 공을 들여 짓는 ‘고급’ 아파트 단지들에 해당 건설사가 심혈을 들여 홍보중인 
브랜드가 부여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렇기에 만약 베스트시티에 스타건설의 신규 브랜드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베스트시티가 스타건설이 시공한 단지들 중에서도 상대
적으로 ‘급’이 떨어지는 단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브랜드 도입 
이전에 건설된 단지들도 브랜드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사실을 언론
에서 접해 온 입주예정자들은 베스트시티에도 브랜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로열건설이 시공을 맡은 구역의 입주예정자들
도 뜻을 같이 하여 로열건설의 기존 브랜드인 ‘로열카운티’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
에 이르렀다. 이에 인터넷 카페에서도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브랜드 도입이 갖는 
의미를 설파하는 게시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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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짝퉁... (2006.2.9)
여러분들은 제품을 구입하실 때 메이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짝퉁이든 보세든 Made in China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명품은 메이커, 브랜드네임, 마킹이 가격의 절대적인 
좌우를 합니다. 만일 백화점에서 명품이라고 하면서 브랜드 마킹이 없는 제품을 
고가에 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제품이 명품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이
커, 마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타, 로열 분양받으신 분들과 조합원들은 단순히 시공사만 스타, 로열을 보고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시공사에 이에 걸맞는 브랜드네임을 기대하고 분양에 참여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베스트시티란 이름을 아파트 단지 명으로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가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시티는 입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이
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조합과 시공사에 관철될 수 있도록 스타, 로열 건설사 이름 및 브
랜드 마크를 아파트 외벽 및 붙일 수 있는 모든 곳에 붙여야 하며, 여기에 추가
로 아파트 외벽 색상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스타나 로열카운티로 보이려면 기존의 스타아파트 이미지에 맞는 색상으
로, 기존의 로열카운티의 이미지에 맞는 색상으로 칠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브랜드 네임도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구요. 베스트시티를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단지로 구분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
브랜드 가치는 보일러나 엘리베이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며 
꼭 시행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짝퉁아파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짝퉁보다는 명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입주예정자는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브랜
드가 없는 아파트를 ‘짝퉁’,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를 ‘명품’에 비유하면서 브랜드 도
입을 관철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미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아파트 구매자들에게 
아파트 선택 기준 1순위로 ‘브랜드’가 자리 잡은 현실에서(채완 2004: 233), 건설사
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했던 베스트시티라는 기존의 이름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박소진과 홍선영(2009: 46)의 논의대로 아파트의 브랜드화는 상층의 과
시욕을 부추길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양한 계층에게도 신분상승의 욕망과 과시
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명품’을 소비하는 행위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주된 수단인 것처럼, 한국사회의 상품체계에서 정점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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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라는 상품 중에서 ‘명품’에 해당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그 
어떤 소비 행위보다도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인 것이다. 
  물론 브랜드 아파트가 실제로 그만한 가치를 지닌 ‘명품’인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다수의 비판적인 언론과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아파트의 브랜드화와 그를 뒷받침하는 화려한 광고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 지닌 
한계를 은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허구적 장치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김태동·김헌
동 2007; 권현아·백진 2013). 또한 거의 모든 대형 건설사들이 고유 브랜드를 도입
한 실정에서 아파트 단지에 부여된 브랜드의 유무 자체가 아파트의 가치를 보장한
다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대부분의 아파트 구매
자들이 브랜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브랜드 아파트가 실질적인 이득을 가
져다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2000년대 
후반의 어느 순간, 대략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무리 없이 작동하던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제가 뒷받침하고 있었다.90) 브랜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적어도 구매자의 이자 비용은 분양가 대비 입주 시 가격 상승분으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다.”(박해천 2013: 110)는 믿음은 곧 현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기제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아파트에 부여된 브랜
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일주공 
재건축의 경우에서처럼 ‘베스트시티’라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단지 이름
만 갖고서는 입주 이후 충분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
가 가뜩이나 교통체증과 동간거리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소문에 시달리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서 브랜드 도입은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많은 요소들―지하철 환승역, 보일러와 엘리베이터, 
벚꽃 이식 등―은 브랜드 도입과 비교하면 하찮은 문제에 불과했다. 아파트 브랜드
야말로 재건축이라는 결정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정핵이었던 것이다.

제목: [고민] 진정한 아파트 가치상승... (2006.2.24)
각설하고, 지금 우리 아파트에 있어 가장 가치를 상승시켜 줄 요인이 어디에 있
겠습니까? 주변에서 보는 분양아파트.. 사실 어떤 보일러를 쓰는지 어떤 엘리베

90)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브랜드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을 금전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는 박해천(2013)의 논의는 눈여겨볼 만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완성되지 않은 
상품에 먼저 비용을 지불하는 선분양제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
종의 ‘신용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가 아파트 브랜드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광휘를 선사하고, 구매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그 광휘를 미래
의 자산 가치에 대한 보증으로 착각하고 상품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박해천 2013: 110)이
야말로 이 거래의 핵심이다. 그 중간 장치로서 모델하우스가 갖는 ‘마법과도 같은 힘’에 대해서는 
박철수(2013: 161-192)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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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설치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일러
에 이렇게 민감해야 될까요? 대기업 보일러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한들 우
리 아파트 가치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브랜드며 단지 조경은 다릅니다. 브랜드 네임에 따라서 그리고 단지 조경
에 따라서 1억 차이 나는 거 우습습니다. 우리 현장은 강남재건축 현장이 아닙니
다.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연주 성일재건축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초반 상승
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저 그런 단지로 전락하면 치고 올라갈 
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미연에 방지코자 스타건설의 뉴 브랜드 적
용과 로열카운티의 사자 마크91)를 부착해 단지의 차별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달고 안 달고 1-2억 차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생
각을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입주시에 매물이 넘쳐나고 수요자가 없어 가
격이 하락되면 주위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겠지요? 역시 성일은 교통 막히고 용적
률 높아 발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이런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퍼진다면 
우리 아파트의 장밋빛 미래는 약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인터넷 카페 게시물 역시 같은 관점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인
용문 가운데 언급된 ‘단지 조경’은 단순히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나무를 옮겨 심
고, 조경을 아름답게 꾸미느냐의 일반적인 조경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새로 도
입할 브랜드를 최대한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브랜드 로고를 아파트 외벽에 표시
하고, 단지 정문과 각 주동 출입구에도 브랜드가 부각된 차별화하는 것이야말로 새
로운 ‘조경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강남재건축 현장이 아니라 연주 성일재건
축 현장”이라는 점도 베스트시티 입주예정자들이 브랜드 도입에 필사적이었던 주된 
원인이었다. 앞서 Ⅱ장 3-1)절의 <표 2-3>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강남이 아닌 지역에
서는 브랜드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더욱 높았기 때문이었다. ‘강남’이라는 지역 프
리미엄이 없는 연주시와 같은 수도권 도시의 아파트 시장에서 브랜드는 더욱 중요
한 이슈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 브랜드 도입 쪽으로 굳어지자 곧바로 이들은 지하철 환승
역 건이나 보일러 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스타건설과 로열건설 측은 “베스트시티와 자신들의 브랜드는 ‘컨셉’이 다르다”는 이
유를 들어 이들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입주예정
자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91) 본 연구에 등장하는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가명인) 로열카운티의 ‘사자(lion)’를 상징으
로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는 적어도 2015년 현재로선 없음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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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브랜드 변경 요청 거부 소식이 전해진 게시물에 달린 댓글 중에서)
A: 컨셉이 다르다는 것은 즉, 너네는 우리 전력의 30%정도만 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사자 마크가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인
데.. 고양이라도 달고 싶으면 함 의견을 모아보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B: 정답이네요. 너네는 강남도 목동도 아니니, 애초에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그 많은 분양수익금을 꿀꺽 삼키고 연주 떠나면 그만인가?

C: 사자 마크가 왜 중요한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면.. 조형물 및 내부, 외관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마
킹입니다. 우리가 건설사보고 선택한 단지입니다. 그런 단지에 인정을 못 받
는다면 이 또한 넌센스이지요.

D: 로열, 스타는 울 아파트 시공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의 단지가 될 수 없다
는 판단이죠.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닌데 심혈을 기우려 시공하려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조합이 생각을 잘 했어야 했는데.. 스타, 로열이 우리 아파트 잘 시
공할 수 있도록 스타·로열로 아파트명 했어야... 발을 못 빼게!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베스트시티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시작한 사업
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높은 지명도를 
자랑해 온 로열건설의 ‘로열카운티’ 브랜드와 스타건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신규 브랜드를,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베스트시티에 부여할 경우 자신들
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나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었다. 결국 공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으로 넘어가야만 했다. 당초 브랜드와 관련한 건에 미온적이었던 조합 
측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여론이 브랜드 변경으로 들끓자 총대를 메고 건설사
들과의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자간의 협상 끝에 2006년 3월, 기존
의 베스트시티에서 로열건설의 로열카운티와 스타건설의 신규 브랜드―이후 ‘노블하
이츠’(가명)으로 정해진―로 단지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었
다. 대신 브랜드 도입으로 인해 적용되는 변경사항 일체의 비용은 조합 측이 부담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92) 그리하여 기존에 약 60개동 5천여 세대로 이루어진 베스
트시티 1단지는 ‘성일 노블하이츠’로, 약 40개동 3천여 세대로 이루어진 베스트시티 
2단지는 ‘성일 로열카운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93)

  이렇게 브랜드 변경 건이 마무리되자, 일각에서는 원래 하나로 묶여 있던 베스트
시티가 ‘성일 노블하이츠’와 ‘성일 로열카운티’로 분리되면서 9천 세대에 달하는 성

92) 브랜드 변경과 관련한 이후의 진행사항은 조합과, 조합에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
다. 논의의 흐름상 이에 대해서는 뒤의 3-2) 절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93)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단지 구성은 연구대상지의 실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구대상 아
파트 단지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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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공 재건축 단지가 지닌 ‘대단지의 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등장하기
도 하였다. 잠시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리밖에 모르는 베스트시티라
는 이름에 비해 온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의 힘”을 내세운 이들의 주장 앞에 대단
지의 분리 우려를 내세우는 목소리는 소수 의견으로 묻혀 갔다. 설령 단지가 둘로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재건축 과정에서처럼 입주민들이 결속하여 뜻을 
모은다면 9천 세대 대단지가 갖는 위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지지를 받
았다. 브랜드 변경은 성일주공 재건축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지하철역과 보일러 업체 선정, 조경 문제 등을 거쳐 브랜드 변경에 이르는 쟁점들
은 성일주공아파트라는 장소가 해체되고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또 다른 장소로 다시 
결정화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결정핵들이었다. 이들은 재건축에 개입한 다양한 주체
들의 욕망을 특정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성일 노블하이츠가 현재
의 모습을 갖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끌어내어 조합과 건
설사 측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다음 절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시기에 이들
이 다음 타깃으로 잡은 대상, 즉 재건축조합 비리에 맞서 이들이 펼친 활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재건축조합 비리와 입주자협의회 활동

 1) 비리 의혹과 조합 특별감사 추진

  지금까지 살펴본 재건축 과정상의 각종 쟁점들이 처리되어 온 방식을 보면서 많
은 입주예정자들은 조합의 대응 능력에 대해 점차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서 
Ⅲ장 1절 말미에서 논한 것처럼 성일주공 재건축사업은 건설사보다 조합의 책임이 
더 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업방식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당시 우려
되었던 사항들―조합의 무능, 추가부담금 발생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
이 커졌던 것이었다. 일례로, 2005년 초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공사대금 
외에 추가부담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져갔으며, 이에 대해 조합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추가부담금 발생 우려보다 더 큰 문제는 Ⅲ장 2절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난방
방식, 보일러 및 엘리베이터 업체선정, 브랜드 변경 등의 문제에서 조합이 조합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지역난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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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어쩔 수 없었다 쳐도, 2004년 여름 진행된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이 상당한 수입
을 올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더 평판이 좋은 업체의 
보일러를 채택하지 않느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5년을 전후하여 다수의 재건축 사업현장에서 각종 비리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
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94) 성일주공 재건축 역시 조합과 건설사 간의 비리가 존
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갔다. 성일주공 재건축 과정에서의 각
종 잡음들이 조합의 무능 탓이 아니라, 조합 지도부의 부패 탓이라는 것이었다. 특
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장 이인임씨와 부조합장 염흥방씨가 비리에 직접 연
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급기야는 2005년 여름부터 포털사이트 Z사에 개설된 입주예정자들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을 통해 몇몇 입주자들이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
르렀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9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비리예방과 감독을 위해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합원 나성환씨의 
공식 제안으로 2005년 10월부터 조합에 대한 특별감사추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었
고, 2005년 11월 말 유금상씨를 위원장으로 한 특감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을 정비한 2006년 초, 특별감사의 공식 제안자이자 특감추진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나성환씨는 카페에 올린 아래 글을 통해 입주예정자들
의 협조를 호소하였다.

[알림] 조합 특별감사 이제 시작입니다. (2006.2.14)
조합특별감사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1. 우리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특별감사 요청 성원인 조합원 1/10 약 600명의 
서면동의서 접수 운동을 전개합니다.
2. 서면동의서 작업과 병행하여,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발코니, 보일러, 조경 등 
전 입주예정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
여, 우리의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사현장 방문 등 
입주예정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보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특별감사는 조합을 교체하고자 함도 아니며, 과거를 
단죄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
과 권리를 수호하여, 성일주공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함입니다.

94) SBS 2005년 4월 12일 보도 “수백억대 재건축 비리 적발”, 연합뉴스 2005년 4월 25일 기사 “경찰, 
‘재건축 비리’ 서울 전 지역 수사 확대”, YTN 2005년 6월 22일 보도 “잠실 재건축 비리 사실로 드
러나” 등 2005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재건축사업장 각지에서 발각된 비리로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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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감사 요청 성원인 600명의 동의서를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
다. 특별감사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특감동의서 외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
으로 날인한 위임장 제출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는데, 대다수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1년 이상 특감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끝에 2007년 7월, 600명의 동
의서를 확보한 특감추진위원회는 법적 대리인을 맡은 별도의 법무법인을 통해 재건
축조합 측에 공식으로 특별감사 실시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수차례의 특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고문 변호인단을 통해 계속해서 
특감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 사이 드디어 성일 노블하이츠가 완공된 2007년 8월부
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입주 이후 속속 드러난 아파트 단지 내의 각종 하자들은 특
별감사에 무관심했던 다른 주민들까지 조합에 등을 돌리고 특감을 지지하게 만들었
다. 지하주차장 일부 구역에서는 물이 차고 벽면에 물기가 생겨 곰팡이가 피는 문제
가 발견되었고, 특히 특정 하청업체가 창호 시공을 맡은 3천여 세대에서는 창호 설
치가 제멋대로 되어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실생활의 불편은 특감추진위원회의 단지 내 홍보전
과 맞물리며 조합 측에 점차 거센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여러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특감 요청 성원수를 확보하고, 입주를 
전후한 시점에서 반(反)조합 정서가 단지 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건축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활동한 많은 사람들의 열성적인 활동이 있었다. 이들은 
특별감사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표하고자 했던 ‘입주자협의회’를 
만들어 시공사와의 협상에 지지부진했던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고 직접 협상에도 나
서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후의 진행사항이 보여주듯 조합이 재건
축 과정 전반의 관리·감독에 상당히 소홀했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활동이 없었더
라면 성일 노블하이츠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2015
년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 역시 인정하는 사실이다.

 2) 입주자협의회 설립과 활동

  입주를 한 해 앞두고 조합 특별감사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한창이던 2006년 여름, 
포털사이트 Z사 입주자동호회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성일스타·로열 입주자협의
회’(이하 ‘입주자협의회’)가 처음 발족하였다. 입주자협의회는 성일주공 재건축 과정
에서 조합원뿐 아니라 3천여세대에 달하는 일반분양자들의 권익 역시 대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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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구성된 단체였다. 기존에 활발히 활동해온 
특별감사추진위원회는 규정상 조합원만이 참가자격을 가질 수 있었기에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조직이 요구된 것이었다. 그를 위해 특
별감사추진위원으로 활약해 온 김도진씨가 제1대 입주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조합원 
대표 나성환씨와 일반분양자 대표 강양구씨로 구성된 복수 부회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리고 Z사 카페를 처음 만들고 카페지기 역할을 수행해 온 최은지씨가 총무를 맡
게 되었다.
  입주자협의회는 이미 진행해 온 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준비 외에도, 2006년 3월 
확정된 바 있는 브랜드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경사항―재건축 과정에서 이는 
‘브랜드 특화’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었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브랜드 
런칭 이전에 완공된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단순히 해당 건설사가 지었다는 이유로 
다른 변화 없이 단지 이름만 새 브랜드로 바꾸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였기 때문이었
다. 그렇기에 입주자협의회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완공 전인 (구)
베스트시티의 이름만 ‘성일 노블하이츠·로열카운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
관 역시 누가 보더라도 스타건설과 로열건설이라는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노블하이츠와 로열카운티 아파트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 특화’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전체 입주예정자들에게 투명하
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고, 그 외에도 이들은 벽지와 마감재 등
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샘플하우스를 2006년 안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입주자협의회는 2006년 하반기 내내 공사현장 앞 
인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크고 작은 집회를 열었다.
  브랜드 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사와의 협상주체였던 조합이 입주자협의
회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조합 역시 나름대로 시공사와
의 협상을 통해 브랜드 특화 및 재건축사업 마무리를 진행해 나가고자 했으나, 입주
자협의회로 대표되는 다른 ‘강성’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미온적인 대응만을 반복하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었다. 각종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내용
만 조합원들에게 전해졌을 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
지지 않은 게 현실이었기에 조합에 대한 불신은 입주자협의회로 하여금 적극적 대
응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 아래 입주자
협의회는 특별감사 추진을 통해 조합을 압박하는 한편, 브랜드 특화와 관련해서는 
연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각 건설사들의 서울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시
공사 측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 같은 입주자협의회의 압박 속에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협상이 2007년 전반기 
내내 진행되면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주출입구와 주동 출입구에 브랜드 로고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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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컨셉에 맞게 외벽 색상 변경, 건물 외벽 상단에 LED 조명 설치 등의 특화안
이 논의되었고 차례대로 현장에 적용되어 갔다. 이러한 ‘브랜드 특화’ 과정에서 가
장 큰 이슈가 되었던 건 건물 외벽의 석재 마감 여부였다. 입주자협의회 측에서는 
새로운 브랜드에 어울리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 전체 건물 저층부 외벽에 대리석을 
두를 것을 주장한 반면, 시공사 측에서는 비용부담과 공사기간 소요를 문제로 들어 
반대했다. 한편 조합에서는 석재마감 비용으로 40억원 가량까지는 부담할 수 있지
만, 나머지는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이 우려되므로 단지 전체의 저층부를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완공이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석재마감을 추가 진행할 경우 입주
자들이 겪게 될 불편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역시 문제였다.
  결국 2007년 7월 초, 기나긴 협상 끝에 조합과 시공사는 단지 외곽에 위치한 주
동(전체 단지의 약 30%)에 대해서는 저층부 석재(대리석)마감을 하기로 하고, 나머
지 단지 내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뿜칠’(spray coat)이라 불리는 작업을 통해 석재
마감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이 보
유하고 있던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하기로 하였고,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정식 입주 이
후 공사가 진행됨을 고려하여 각 입주세대에 이에 대한 입주자동의서를 받는 작업
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정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입주 시작과 비용문제 등 현실적
인 상황을 고려한 합의 결과였다.
  한편 이렇게 브랜드 특화 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2007년 7월 중순경, 입주자협의
회는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입주 이
후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싸움을 준비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입주와 동시
에 크고 작은 하자들이 발견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에 대한 투쟁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각종 하자들은 시공사에 대한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 탓이며 그 
배후에는 조합 전반의 비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입주 직후인 2007년 8월, 조합에 요구한 설계·시공자 및 컨설팅업자와의 선
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십여 가지 항목의 자료공개가 거부되
자 결국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우선 200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주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합과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열렸다.95) 150명 내외의 입
주자들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조합이 특별감사를 즉각 수용할 것과 시

95) 입주 이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이 계속되었던 건, 조합 정관상 전체 세대의 50% 이상 입주가 완료되어야 정식으로 입주자대표
회의 선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성일 노블하이츠의 정식 입주자대표
회의가 처음 꾸려진 것은 이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07년 11월말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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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조속한 하자 보수공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에도 성일주공 재건축조합과 관
련한 비리 수사를 실시할 것은 요구하였다. 이어 한 달 뒤인 2007년 10월 말에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고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
에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에 맞서 조합은 조합장 이인임씨가 검찰청 
앞 집회 참가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모독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입
주자 5명을 고소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8년 2월, 조합장 이인임씨가 검찰에 의해 구
속 기소되었다. 주된 혐의는 입주와 동시에 문제가 되었던 창호 하자로 인한 것이었
다. 검찰 측 발표에 따르면 조합장은 모델하우스 안에 특정 창호업체의 계약부스를 
불법으로 독점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업
체는 시공단가를 10% 가량 높이는 방식으로 로비에 사용한 돈을 메웠고, 그로 인해 
피해 입주자들은 세대당 약 40만원씩 돈을 더 내는 피해를 본 셈으로 밝혀졌다. 뒤
이어 1년 뒤인 2009년 6월에는 부조합장 염흥방씨와 재건축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A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현장소장 A씨가 시공사 측으로부터 하도급
을 받은 모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8억 5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고, 그 일부를 다시 조합장과 부조합장에게 건넸다는 것이었다. 1년 전 밝혀진 
창호 관련 비리와 별도로 이번 건을 통해서도 각각 7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조합장과 부조합장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조합 최고위 임원들의 구속으로 성일주공 재건축 관련 비리의 전모는 모
두 밝혀지게 되었다. 그 중심에 조합 특별감사를 추진하고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
구한 입주자협의회(이후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들
은 왜 때로 생업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재건축 비리를 파헤치는 활동에 열성
적이었던 것일까. 우선 이들의 활동을 가능케 한 배경으로,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인 
건설업체와 시행사인 조합 집행부 외에 다른 ‘일반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정부와 건설사 주도로 대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
가 건설·공급되어 온 1990년대까지의 상황과 달리,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공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인터넷 환경은 
입주예정자들이 위치한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이들의 결집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을 보장하였다.96)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나름대로 재건축 관련 법령들을 공부하고 부동산 지식들을 학습하여 자
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96) 실례로, 초대 특감위원장을 수행한 유금상씨 같은 경우 입주 이전까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인
터넷 카페 활동만을 통해 재건축 비리 감시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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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대부분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였을 뿐, 부
동산 투기 위주로 삶을 영위해 온 ‘투기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운영하는 점포의 운영을 다른 가족에게 맡기고 시청 청사와 
건설사 앞으로 가서 자신들이 지불한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이른바 자산 중심 경제로의 
전환 기조에 돌입하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보다 부
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져갔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즉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생활비를 제하고 나
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생업보다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투자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터
넷 카페에 글을 쓰면서 다른 입주예정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조합과 건설사를 상
대로 한 집회에 나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이들은 본 것이다.
  물론 다소 강성 성향의 이 같은 입주 이전 활동에 대해 입주예정자 모두가 동의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특별감사와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해 평판이 좋지 못했던 조
합이 시종일관 수세에 몰린 것 역시 아니었다. 입주를 마치고 조합 비리의 실체가 
밝혀진 순간만 놓고 보면 입주자협의회로 대표되는 조합 반대파가 승리를 거둔 것
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입주 이후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 조합의 반격, 그리고 끝나지 않은 싸움 

  입주가 처음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07년 10월, 드디어 성일 노블하이츠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먼저 
각 동별로 입주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를 선출하고, 동대표들로 이루어진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97) 성일 노블하이츠 ‘생활문화지원실’(이하 ‘관리사무소’)은 선거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맡게 될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인사에 대한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고, 이들은 곧 활동에 들어갔다.

97) 2015년 현재, 500세대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민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간선제(동대표들에 의한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
뀐 건 2010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2007년 입주를 시작한 성일 노블하이
츠 역시 간선제 방식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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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이 있었던 10월말의 어느 날, 포털사이트 
Z사 카페에 올라온 부녀회장98) 이경옥씨의 글은 단지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
게 되었다. Z사 카페와 함께 포털사이트 Y사에도 개설되어 있던 입주자 카페에서 
카페지기를 맡고 있던 한재성씨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선관위 위원장의 
유권해석에 의해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는 이유로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
용의 글이었다. 입주자협의회를 거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던 
Z사 카페에는 곧바로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항의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쟁점은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재성씨의 배경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참가
자들의 피선거권 박탈, 크게 두 가지였다. 입주 이전 입주예정자들의 친목 및 정보
교류를 목표로 개설되어 활동해 온 Z사 카페와 Y사 카페 가운데 약 4:1 정도의 비
율로 Z사 카페의 규모가 더 컸었는데, 문제는 Y사 카페의 경우 그동안 조합비리 의
혹에 맞서 싸워왔던 Z사 카페 중심의 입주자협의회와 사사건건 반목해 왔으며 상대
적으로 친(親)조합 성향을 보여 왔다는 것―일부에서는 ‘조합의 나팔수’라고까지 비
아냥거릴 정도로―이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관리업체―생활문화지원
실(관리사무소)을 운영하는―가 입주 직전 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선정되었다는 사실 
역시 선관위 위원장 선임 배후에 조합이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그렇기에 Y사 
카페의 카페지기였던 한재성씨의 선관위 위원장 선임은 Z사 카페 구성원들의 입장
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된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쟁점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과연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
느냐의 여부였다. 이들의 피선거권 박탈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구성
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자체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사전선거운동 운운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조
항인데,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만 해당되
는 것이고 그 외의 선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선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한재성씨가 조합에 우호적인 성향을 줄곧 보여 왔다는 과거의 행적과 관
리소장과 조합 간의 유착 의혹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결정은 조합과 조합이 
뒤를 봐주는 관리소장이 한통속이 되어 꾸민 짓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건 바로 다음날 추가 발표된 한재성 선관위 위원장의 입장
이었다.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참가자들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내용을 정식으로 공고

98) 아파트 부녀회 결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입주와 동시에 일부 여성 입
주민들이 부녀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활동 중인 부녀회는 주로 Z사 카페 회
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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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전에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부녀회장 이경옥씨의 선관위 위원 자격을 박
탈하며 부녀회 활동 역시 선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시키겠
다는 통보였다. 이에 격분한 일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단지 내에서 관
리소장과 선관위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부녀
회 회원들과 함께 한재성씨의 선관위 배제 요청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항의 방문하
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 자리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같은 장소에 역시 일행을 
대동하고 나타난 한재성씨와 항의 방문자들 사이에 폭언과 언성이 오간 끝에 폭행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다툼 끝에 상대에 밀려 넘어진 이경옥씨와 그 광경을 보고 
졸도한 다른 부녀회원이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실려 가고, 한재성씨 또한 격분한 방
문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부녀회 측은 30대 중반의 한재성씨가 어머니뻘에 해당하는 부녀회원들
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힘으로 밀어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Z사 카페에 올리며 
선관위의 부당함을 여론에 호소했다. 반면 Y사 카페에는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을 
바탕으로 한재성씨가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올라와 부녀회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비난했다.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7년 11월초 열린 선관위 임시총회
에서 부녀회장이 제안하여 가결(7인의 구성원 중 5인의 동의)된 ‘연주시 강산구 선
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선출 위탁의 건’―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강산구 선거관리위
원회에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성일 노블하이츠 선관위 위원장인 자신의 허락 없이 일부 선관
위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관리소장이 임의로 날인한 공문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
장한 한재성씨의 공문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이어 한재성씨는 부녀회장 
이경옥씨를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하고, 일전의 관리사무소 항의방문에서 발생
한 폭력사건에서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이경옥씨를 비롯한 입주자 7명을 경찰에 고
소하였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아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선관위 임
시총회가 다시 한번 열렸고, 결국 선거 파행을 막기 위해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참가
자들의 피선거권 박탈을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 한재
성씨가 지닌 선관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입주자들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협상이 행해진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부터 진행
된 동대표 후보자들의 등록과 추천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부조합장 염
흥방씨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 임원들이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임시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서는 아직 조합청산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이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반면, 한재성씨는 자신이 피해자였던 폭행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동대표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당선되더라도 선거사무 방해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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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양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대
표 선출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각 동별로 총 60여명의 동대표들이 당선되
어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어 동대표들 중 40명의 지지를 얻은 이학수씨가 제1대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 역시 매끄럽지는 않
았다.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자 그 이전의 입주자협의회 부회장 출신이었던 
이학수씨가 바로 한재성씨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7인의 입주자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한재성 위원장은 이학수씨가 동대표 자격에 미달되어 회장 선출 자체가 
결격이라고 주장했고, 만약 입주민 전체의 과반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면 이
를 인정해 주겠다고 버텼다. 이에 이학수씨를 지지하는 동대표들은 개별 세대를 방
문하여 총 3,400여 세대―전체 입주세대의 3/4에 해당하는―의 동의를 받아냈고, 결
국 최종적으로 이학수씨의 회장 자격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입주 초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자, Z사 
카페와 Y사 카페 사이의 진흙탕 싸움에 지쳐 ‘아파트 일’에 등을 돌린 입주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대다수 입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해 왔고, 조합의 재건축 비리에 맞서 싸운 첨병 역할을 맡아 온 Z사 카페에는 입주
민들의 실망을 표출하는 게시물들이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했다.

A: 저도 Z사 동호회에 애정을 갖고 집회도 참석하고 지역 모임에 참석도 하며 
입주 전부터 우의를 다져 왔습니다. 그러나 늘 첨병에서 강성인 분들이 카페를 
주도하고 앞에서 방패막이를 하시니 그 투명성과 순수성에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
니다. 글도 리플도 늘 나서는 분이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시니 선뜻 나서고 싶
지 않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늘 흙탕물 속에 끼어들거나 글 쓰지 말라 제게 말하
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반감이 더 하는 법, 누구를 목표삼아 측면 지원하
는 분들이 좀 감정을 자제하고 도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 반대파를 아우르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차만별의 주민들이 공존
하는 이 아파트를 위해 일할 자격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공익을 위해 일
하고 싶다는 뜻을 품고 대의명분을 얻고 싶다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타협을 시도하고 유화정책을 썼는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
여줬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성은 
강할수록 상대도 거기에 상응하는 강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
연적인 분열과 후유증을 낳고 선량한 주민을 볼모로 양극화를 양산시키는 것 외
에 남을 것이 없을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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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Z사 동호회.. 처음에는 유용한 정보도 많고 입주민들의 따뜻함도 많았죠. 하
지만 극한대립.. 짜증만 나네요. 대다수의 조용한 입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D: 제발 싸우지들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 하루 한두 번 꼭 들어와서 3
년간 눈팅만 하던 주민입니다. 이곳은 제 친구와 친척들이 약 10여 가구 입주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눈팅만 하지요. 하지만 마음에선 모두 같은 
목소릴 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집값 떨어지겠다고 욕들 합니다. 제발 
싸우시려거든 조용히 좀 싸웁시다. 뭔 자랑이라고 문자를 한 통도 아니고 한밤중
에 몇 통씩 보내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입주 초 재건축조합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구)입주자협
의회)로 대표되는 조합 반대파 간의 대립에서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의 문제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일하게 법적 근거
를 지닌 자치기구로, 관리비 집행과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전권을 지닌 막강한 조직
이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관리비를 약 15만원 정도로 가정할 때, 성일 노블하이츠
처럼 5,000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에서는 매년 걷히는 관리비만 90억원에 달할 정
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루는 예산 역시 엄청난 규모이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
를 장악한다는 것은 이후 아파트 관련 현안 처리에 있어 확실한 주도권을 쥘 수 있
게 됨을 의미했고, 그렇기에 양측은 일체의 양보 없이 격렬히 대립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대표를 확보한 것은 임
시 입주자대표회의 쪽 세력이었다. 물론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이들을 지지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동대표 선출이 입주민들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같은 동에서 더 많은 수의 추천인을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다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동에서는 후보 혼자 단독 출마
하여 당선되는 등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더 많은 수의 동대표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조합 임원진에 맞서 입주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이들의 동대표 출마
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과정 자체에서 잡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합 반대파에 호의적이었던 입주민들의 실망이 점차 커져갔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실망이 아파트 현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그
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제1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에 대한 조합
의 반격, 그리고 조합 반대파의 내부 분열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안일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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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대응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하는 데 실패한 조합은 선거 이후에도 집요하게 새로 선출
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공격하였다. 조합은 청소업체나 단지 내 어린이집, 피트
니스센터 등을 운영하는 외부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와 회장이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입주 이후 발견된 하자사항 중의 하나였던 쓰레기장 부실
에 대해서도 조합이 공사비용을 대려 하는데 회장이 막는다는 소문을 유포시키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이미지를 깎고자 노력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회장불신
임 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모으려고까지 하는 등 조합의 공격은 만만찮았다. 이에 
대응하여 그 배후에 입주 전 조합이 선정한 관리업체가 있다고 본 이학수 회장은 
2008년 3월,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였다. 관리소장과 조합 간의 유착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던 상황에서 조합의 영향력
으로부터 무관한 업체를 새로 들여오고자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조합의 공격 이상으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한 것
은 다름 아닌 내부 분열이었다. 우선, 취임 초인 2008년 1월의 첫 번째 회의에서 
임원진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동대표들에게 회의참가비를 지급하기로 한 결
정99)이 발표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자기 시간을 따로 내서 아파트 일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임원진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
비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게다가 입주 이전 입주
자협의회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참여자 모두가 별도
의 보상 없이 일했던 게 사실이었기에, 입주 이후 일선에서 물러난 과거의 ‘활동가’
들을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이 같은 결정은 과거 그들이 비판했던 조합의 이
기적인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망스러운 행태로 비춰졌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2008년 4월의 부녀회 인준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입주 초부
터 활동해 온 부녀회는 동대표 선거와 같은 단지 안의 시끄러운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인준을 요청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제출한 부녀회 회칙과 사업계획서에 대해 이학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의를 제
기하며 인준을 거부했던 것이다.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부녀회는 바자회 
및 알뜰시장 개최, 재활용품 판매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 다시 아파트 전반을 
위한 부녀회 활동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학수 회장은 입주자대
표회의가 아닌 자생단체가 관장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감독할 방안이 없기 때
문에 전체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부녀회만의 이익으로 귀속되어버릴 우려

99) 이 회의에서 동대표들을 위한 ‘거마비’ 조로, 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들에게 매회 3만원씩 참가비
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회장에게는 월 7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그리고 수석 총무에게 월 50만원, 
일반 총무들에게 월 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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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지적하며 인준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경옥 부녀회장은 Z사 입주민 카
페에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서로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
에서 이학수 회장의 부녀회 인준 거부에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학수 회장에 의해 
부회장으로 지명된 한소유씨는 입주 초만 하더라도 부녀회에서 활동했었는데, 동대
표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부녀회에서 나와 통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
었다. 그런데 이후 통장 선거에서 낙선한 한소유씨는 이 결과가 부녀회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지 않은 데 대해 앙심을 품은 부녀회장이 낙선 운동을 벌인 탓이라 
오해했고, 그러던 차에 2008년 초 각 세대에 발송된 특정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광고우편물이 부녀회장과의 사전 계약에 의해서라 주장하며 부녀회 인준의 부당함
을 이학수 회장에게 설득했다는 것이다. 부녀회장은 이러한 사정을 공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입주민들에게 호소했지만, 이학수 회장은 이를 부인하였다.
  결국 이학수 회장과 이경옥 부녀회장의 갈등 끝에 부녀회 인준은 거부되고, 부녀
회장이 사임하고 부녀회를 떠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아파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사
실상 단지 내 수익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에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1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이학수 회장이 당선되는 데 있어 부
녀회의 역할은 작지 않았고, 부녀회 측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
치고자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에서는 수익사업이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걸 반대하여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갈등은 
부녀회가 아파트 전반에 나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다른 단지들과 달리, 처음부터 
부녀회의 영향력을 축소시켜버리는 바람에 이후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상승’뿐 아니
라 각종 단지 내 현안들의 의견수렴에 있어 부녀회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
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주 이전 조합을 상대로 한 투쟁과 입주 초 선거 
때만 하더라도 같은 편에 서서 활동했던 이들이 이권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서 대다수 입주민들이 이에 환멸을 느끼고 아파트 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 결과
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점차 민심을 잃어 간 제1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으로부터 여론이 돌아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입주 초부터 말썽이었던 창호 하자처리 과정에서 발생했
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창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재건축조합장
이 구속된 2008년 2월 이후, 단지 내에서는 피해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A창호피해
보상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온 바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7
월, 피해보상위원회 측에서 관리사무소에 피해자 접수를 위해 단지 전체에 안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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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학수 회장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 알려지자,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단에 대한 여론은 더욱 급속히 싸늘해졌다.100) 이처럼 창호 하자 등 각
종 하자 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취임 초의 포부와 달리 조합을 상대로 한 투쟁도 지지부진한 모습
을 보이자 회장단의 무능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 2009년 2월, 이
학수 회장은 임기를 미처 다 못 마친 채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자신의 당선에 공을 세운 부녀회장과의 갈등이 보여주듯, 제1대 이학수 회장의 리
더십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편이었다. 그런데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능을 
지적하며 단독 출마하여 당선된 제2대 김도진―제1대 입주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회장 역시 성일 노블하이츠의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2010년 겨울, 역시 자진사퇴한 김도진 회장의 뒤를 
이어 또다시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101) 입주 이후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
록 아파트 단지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극심한 내부 혼란에 시달리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이 같은 혼란이 입주 초부터 이어지면서, 입주 전부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
로 투쟁하여 브랜드 특화 등 많은 성과를 얻어냈던 주요 인물들이 아파트 일에서 
손을 떼게 되는 문제 역시 발생하였다. 입주자협의회와 그 뒤를 이은 임시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비리 의혹에 맞서 특별감사를 추진하고 항의 집회들에 
참석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행동해 온 ‘동지’들이 입주 후 각종 이권 다툼에 
휘말려 서로를 헐뜯고 현안 해결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실망한 다른 ‘활동
가’들102)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주 전 투쟁에 직접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성공적
인 재건축사업 진행을 응원해 온 대다수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안에 무관심해지는 
것 역시 한순간이었다.
  이렇게 뜻있고 경험 있는 입주민들이 점차 입주자대표회의를 떠나고 주민들의 관
심도 약해지면서,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는 조합 임원진 출신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들이 점차 장악해 갔다.103) 결국 입주 초 처리해야 할 

100) 이학수 회장이 창호 피해자 접수와 관련한 안내 방송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온갖 소문이 무
성했지만, 끝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회장이 자진사퇴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더 이
상 추궁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101) 2011년 1월 실시된 보궐선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Ⅳ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02) 초대 특감위원장을 맡았던 유금상씨나, 조합비리에 대항해 최전선에서 싸운 나성환씨, Z사 동호회 

카페의 초대 운영자였던 최은지씨 등 초창기 활동가들 다수가 여기에 해당했다.
103) 뒤의 Ⅳ장 2-2)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무관심”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지나치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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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매우 많았던 시기에, 그 일을 맡아 해야 할 인물들이 사라져 버렸고 아파트의 
주요 현안들이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몇몇 소수의 뜻에 의해 정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버린 주된 원인은 입주 이전 입주예정자들의 
뜻을 모을 수 있었던 아파트 단지의 ‘공간-물질적 요소들’이 더 이상 관심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뒤이어 Ⅳ장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단지 내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물질적 요소들―이를테면 공유 공간과 관련된―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점차 방치되어 가거나, 경제적 이권만을 노린 일부 인물들에 의해 용역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뜯어내기 위한 대상으로 자리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내의 이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순수 정치’의 차원에서만 
접근되었으며 공간 자체에 관한 관심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성일 노블하이츠 단지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욕망
이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새로운 장소로 ‘결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
서 작용한 동학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
한 노력에 다름 아니었으며, 입주 이후 실제 삶의 편의에 관한 고민은 크게 고려되
지 않았다. 이를테면 특정 업체의 보일러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해서 반드시 생
활의 편의가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브랜드 이름을 다시 
부여한다고, 그리고 그 브랜드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장식을 더한다 해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한’ 공간보다는 ‘사고
팔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아파트라는 ‘상품’은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로서의 행동 양상을 보이게끔 했다. 입주 전후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투쟁 역시 상품 구매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제대로 된 A/S를 요구하는 ‘소비자 운
동’과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닮아 있기도 하다. 
  결국 아파트 단지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실제 생활공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직접 인식하게 되는 건 입주 이후의 일이다. 지난 Ⅲ장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이 보여
준 ‘소비자’로서의 행태를 다루었다면, 다음 Ⅳ장에서는 삶이 영위되는 장소로서 아
파트 단지가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주 이후 성일 노블하
이츠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삶의 양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기 위한’ 공간으로
서 아파트 단지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다로운 동대표 자격 유지 조건, 입주 초 회장들의 리더십 부재와 그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내홍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뜻있는 동대표들이 자리를 내놓고 자신의 생활로 돌아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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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파트의 가치와 공동체성 증진: 입주 이후의 집합적 실천

  입주가 시작되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9년 9월의 어느 날, 포탈사이트 Z사에 
개설된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 카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목: 성일노블에 살다 다른 곳으로 오니 성일이 너무 그리워요
글쓴이: 홍진호-2202동, 날짜: 2009.09.28
  너무 급하게 집 팔려고 하지 마세요. 용적률 안 좋다고 하지만 살면서 동간거리 
좁다고 느끼지 못했고, 조경만큼은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훌륭하고 차도와 인도가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어 아이들이 밖에 나가 좀 늦게 들어오거나 인라인, 자전거
를 타러 나가도 걱정이 안 되고요. 정말 아이들 뛰어도 차가 없어 덜 걱정이고요. 
아이를 성일노블에서 키우는 건 정말 좋습니다. 또한 교통이 좋아 차가 없어도 연
주시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지요, 백화점 가깝지요. 이런 성일에 살다가 사정상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지금.. 성일노블에 살 때도 좋았지만 떠나보니 성일
노블이 더 좋아 보이네요. 전세 살다 떠나시는 분들 다른 곳으로 가시면 더 잘 느
끼시겠죠. 살아보니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우려했
던 사항들은 짧은 동간거리나 교통대란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인
이나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걱정 섞인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던 이런 문제
들은 입주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위의 게시물 내용처럼 입주 이전 부정적인 우려
는 불필요한 걱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기대를 가졌던 부분들은 실제 삶의 편의
로 다가왔다. 많은 면에서 입주민들에게 성일 노블하이츠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아
파트로 경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낀 편의사항들은 전적으로 개인 내지 가구 단위의 경험을 기
준으로 했다. 수천 가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거 공간으로서의 성일 노블하이츠는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과 혼탁한 내부 정치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
다. 그런 와중에 일부 입주민들은 많은 이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파트 단지를 
삶의 공간으로 다시 가꾸고 집합체로서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섰
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다양한 가치들이 재조명되었고, 같은 생활공간인 아파트 단지를 공유하는 입
주민들의 ‘공동성’이 부각되었다. 여기에는 아파트 매매를 중심으로 한 재산증식 모
델이 예전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변모한 한국사회의 거시적 현실이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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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입주 이후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펼쳐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라는 프레임을 활용해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일 노블하
이츠 입주민들이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아파트 단지의 장점들을 살펴보고(Ⅳ-1), 그 
속에 내재된 문제들을 주민들의 무관심에 비롯한 공적 영역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Ⅳ-2). 이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성일 노블하이츠의 변화를 위해 
‘봉사’와 ‘가치 상승’을 내세워 활동한 입주민 집단의 사례를 분석하고(Ⅳ-3), 마지막
으로 그와 같은 선상에서 최근 전개된 아파트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움직임의 양
상을 고찰한다(Ⅳ-4).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물리적으로 빗장을 두른 거대한 마을인 
브랜드 아파트에서 추구되는 공동체성의 맥락을 검토하고, 현대 한국 도시사회에서 
브랜드 아파트 단지 주거가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볼 것이다.

1.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1)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앞서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건축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걱정했
던 부분 중 하나는 성일 노블하이츠와 성일 로열카운티를 합쳐 약 9천 세대에 달하
는 대단지로 인해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공 후 수년이 지나도록 입주자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 누구도 출퇴근 시간대에 일반적인 도심 지역에서 경험하는 수
준의 교통체증 외에는 특별히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동시에 서울로 통하는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은 ‘교통의 요지’로서 성일 노블
하이츠의 입지를 새삼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
격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입주 이후 1년여가 지난 2008년 9월, 성일 노블하이츠 33평형이 최고 3억 6천만
원 선에서 매매되었는데,104) 일반분양 당시 같은 평형대의 분양가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1억원을 훌쩍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재건축 기간 동안 주변 부동산 업계에서 예상했던 대략 3억원 선의 
매매가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스타건설이라는 대형건설사와 노블하이츠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주는 상징성, 편리한 교통, 근방에 시청과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

104) 한국감정원(www.kab.co.kr) 제공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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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는 점 등은 완공 이전의 저평가를 무색하게 만들며 성일 노블하이츠를 명실
공히 ‘연주의 강남’으로 불리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를 긍정적
으로 평가한 건 입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주의 중심이 지금은 여기에요. 몇 년 전에 A백화점이 이 동네에 막 들어왔잖
아요. 그때부터 지역의 흐름이라는 게 이쪽으로 넘어왔고, 지금은 여기가 연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아파트는 서울 강남에 비유하자면 
반포 자이아파트 정도에 해당하죠. [......]
  지금은 연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아파트다,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삼동(가명) 쪽 아파트도 깨끗하고 좋지만, 연주시의 가장 
중심은 여기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다 자부심이 있
고, 연주 외곽만 가도 여기 되게 부러워해요. (박용진, 남, 30대, 2007년 입주)

  친구들이 놀러 오면 뿌듯한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경이 일단 잘 되어 있고, 또 옆에 시장도 있고, 큰 병원도 있고, 
주변에 CGV에, 쇼핑센터, 로데오 이런 게 정말 살기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친구들이 부러워하죠. (이진숙, 여, 40대, 2007년 입주)

  이처럼 고급 아파트 단지가 도심에 들어서고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을 입주민들이 쉽게 확보하는 한국의 경향은 주로 교외에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그런데 이런 영미권의 양상이 서구
사회 전반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상 같은 서구사회라 하더라도 프랑스를 위
시한 유럽대륙,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에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급 
주택단지가 도심에 들어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권
의 ‘교외화(suburbanization)’와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한 피시만(2000)의 
논의는 한국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피시만에 따르면 19세
기 중반 이후 등장한 영국과 미국의 교외지역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동기에 토대
를 둔 앵글로아메리카 부르주아지의 의식적 선택에 따른 문화적 창조물이었다. 애당
초 영국의 부르주아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작업장과 주거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심 거주를 선호했는데, “폐쇄된 가정 중심의 핵가족”(Lawrence 
1979)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가 등장하면서105) 중산층의 작업장과 주거를 분리시키

105) 피시만은 이 시기 영국 부르주아지가 열망했던, 폐쇄적이면서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형은 
강력한 반(反)도시성과 보호받는 가족이라는 관념을 주장한 복음주의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이었다고 분석한다. 가족은 노동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도시를 떠나 시
골의 자연세계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피시만 200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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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감성적 추동력을 형성하여 교외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적인 변화는 신흥 부르주아지가 경제적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상류층 귀족의 문화
적 가치를 수용했다는 사실이었다. 휴이슨(Hewison 1995: 153)의 논의대로 가장 심
층적인 영국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점은 귀족적 삶을 상징하는 전원생활에 대한 
선호였으며, 이는 곧 도심에 위치한 작업장과 달리 삶의 본거지로서의 주거공간은 
교외에 두고자 하는 성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자유방임적 시장원리를 선호한 
영국의 도시개발 분위기도 교외화를 촉진하는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뒤이어 도시화가 진행된 미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대륙 도시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 즉 노동계급
과 하위 중산층을 도심에 남겨둔 채 고급 주거단지가 교외에 들어선 영미권과 달리 
노동계급을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고 도심 주거지를 부르주아지가 차지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106) 무엇보다 이는 도시 재개발과 주택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한 국가권
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프랑스 파리의 ‘오스망化(Haussmannization
)’107)로 대표되는 도시의 공간 재조직 과정에서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
하여 도심의 대로변에 중산층 주거지로서 화려한 아파트들을 건설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복음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영국과 달리 가족생활과 도시문화의 쾌락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보았던 프랑스의 부르주아지는 구 귀족층의 특권이었던 도심
의 극장, 무도회, 카페, 레스토랑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프
랑스에서 ‘교외화’는 주로 노동계급이나 하위 중산층이 주변부로 이동하는 것을 지
칭하게 되었고,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는 광대한 파리의 대로는 중산층의 문화적 가
치와 정부가 주도한 권위적 계획의 결합을 상징했다(피시만 2000: 151-152 참조).
  주택시장과 도시 개발에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였
고, 그 결과 도심 각지에 중산층 주거단지들이 들어서며 각종 생활편의까지 제공되
었다는 사실은 Ⅱ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아파트들이 대로에 접해 
늘어선 형태로 도심의 공간 재구성이 진행된 유럽대륙의 도시들―프랑스 파리로 대
표되는―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주변 도시환경으로부터 격리된 대규모의 아파트 단

106) 19세기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도시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 및 재편은 
상층계급의 분리에 대한 욕망에 기인하고 있었다. 상층계급은 하층계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동질적인 계급으로 구성된 주거단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가 영미권과 (유
럽)대륙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을 뿐이었다. 최근까지도 이어진 이러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등장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졸고 2012 참조).

107) ‘오스망화’는 19세기 중반 파리 지사를 역임했던 오스망(Haussmann) 남작이 주도하여 파리에서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프랑스 제2제정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의 전폭적
인 지원 아래 오스망은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수많은 공공건물을 짓는 한편,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도
시 외곽으로 옮기고 도심에 시내를 관통하는 다수의 대로(Grand boulevards)를 건설하여 19세기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도시로 파리를 탈바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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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도심에 들어섰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차이, 즉 “도심에 위치해 있
으되 도시로부터 분리된 주거지”라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지닌 특성은 영미권에
서 진행된 ‘교외화’와 맞물리며 단지 내부공간을 주변과 차별화된 공간으로 가꾸게 
되는 배경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박인석(2013: 21)의 지적대로 이미 1970년대 이래 
한국의 아파트 단지 개발 전략은 도시 환경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도 단지별로 
녹지와 놀이터, 주차장을 갖춘 꽤 괜찮은 ‘동네와 집’을 가능케 해 온 것이 사실이
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이후 아파트의 ‘고급화’ 과정에서 진행된 괄목
할 만한 조경의 발달은, 단지 내 외부공간의 극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영미권의 교외 
중산층 거주지에서 추구된 “정원 속의 가족”이라는 이상을 나름의 독특한 형태로 
구현해내게 된 것이었다.
  이미 Ⅱ장 3절에서 아파트의 고급화를 논하며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이후 브
랜드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지상 공간의 공원화에서 핵심은 모든 주차장을 지하로 
옮겼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상 공간에 고급 수목과 인공 개천, 산책로 
등을 배치하며 입주민들로 하여금 마치 숲 속 정원이나 공원을 거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끔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부공간이 지닌 장점은 연구과정
에서 만난 모든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
이기도 했다.

  너무 살기가 좋죠. 일단 차가 1층에 없다는 거, 그게 아주 제일 좋아요. 차가 없
으니까 일단 공기가 맑고요. 또 아파트 단지 조경 특화시킨 거, 공원 같은 분위기
잖아요.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또 자전거 타기가 너무 좋아요. 차가 없으니
까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요, 공원 같잖아요. 너무 좋아. 그
리고 우리 아파트가 나무가 많아서 외부보다 온도가 1도, 2도 정도 낮대요. 그래
서 들어오면 시원해요. 나무가 많아서 시원해요. 어디 다른 데 아파트가 이만큼 비
할 데가 없어요. (오윤자, 여, 50대, 2007년 입주)

  나는 불편하고 그런 건 못 느껴요. 그냥 좋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지금도 걸
어갈 때 보면 아, 진짜 공원 같아서 참 좋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가을 되면 단풍 
들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아파트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비해서 높아 보이지 않아요? 
도시적인 느낌, 고층빌딩, 그런 느낌도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멀리서 봐도 굉장
히 웅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모르는 분들은 촘촘한 게 답답하겠다
고 그러는데, 근데 안에서 보면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잖아요. 안에서 보면 공원이
지, 공원. 건물 사이 좁다는 느낌도 안 들고, 일단 조경을 잘 해놓아서 그런지 그
런 느낌 싹 가시죠. (박선아, 여, 50대, 2007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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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교통체증 우려와 함께 재건축 기간 내
내 저평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짧은 동간거리 문제 역시 완공 이후 입주민들에
게는 아무런 불편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용적률(약 350%)이 높아 답답하리라는 입주 
이전의 걱정은 지하로 내려 보낸 주차장과 낮은 건폐율(약 20%)을 활용한 조경으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성일 노블하이츠를 비롯하여 최근 지어진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양상에 대해, 박철수(2013)는 총체
적인 주거환경의 질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주차장이 
모두 지하로 내려가면서 녹지의 총량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고밀도 개발로 이전보다 
훨씬 증가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로 이를 나누면 개인에게 배분되는 양
은 보잘것없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더욱 가속화된 고밀도 개발의 경향은 주거환경의 질적 악화를 은밀
하고 교묘하게 은폐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박철수 2013: 254).
  연구자 역시 본 연구를 처음 시작하던 단계에서는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에 공감
하고 있었지만, 실제 단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현장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에서 만난 입주민들 중 누구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나빠졌다고 보지 않았으며, 연구자 본인이 
경험한 바로도 지상 공원화가 주거환경의 악화를 교묘하게 은폐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적어도 물리적 공간의 측면에서는―할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아파트 단지의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외부공간에서 보이는 주거환
경의 악화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공간 배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사회적 
실체로서의 공간을 구성하는 한 축인 입주민들의 무관심에 기인한다.108) 문제는 물
리적 공간과 사회적 영역 간에 설정되는 관계맺기 방식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성일 노블하이츠의 외부공간 이야기로 돌아오면, 적어도 지상의 시선에서는 
의외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단지 내부를 거닐
다보면, 일부러 고개를 치켜들고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이상 최고 37층에 달하는 
건물들의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의식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에 아파트 단지 하면 떠
올리기 쉬운 획일적인 건물 배치가 주는 단조롭고 불편한 감정 역시 느끼기 쉽지 

108) 물론 이는 박철수 역시 분명하게 짚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전
용면적 확보와 전용공간 충실화에만 관심을 둔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태는 건축과정과 실생
활에서 사유공간의 절대적 우세를 야기한다(박철수 2013: 249-260 참조).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살
펴볼 것처럼 단지 내 ‘지상의 공원화’ 자체가 입주민들의 일상적 경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생
각보다 크다. 한편으로 이는 한국의 도시민들이 일상에서 녹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
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는 방법이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주택상
품을 사적으로 구매하는 것 외에 달리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 공공공
간의 현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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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조감도를 통한 시선으로 보는 것과 실제 보행자의 시
선으로 보는 것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드 세르토(de Certeau 1984: 92-93)의 
명제는 여기서도 통용된다. 입주 이전 짧은 동간거리에 관한 우려는 막연한 추측에 
바탕을 두었을 뿐이었고 입주민들이 실제 체험하는 공간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것
이었다.
  물론 입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비
교에 근거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전 단지와 성일 노블하이츠가 갖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지상에 차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이삿짐 차량이나 쓰레
기 수거차량이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편
의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경험된다. 지하에 주차장이 배치되면서 단지 전체가 전부 
연결되다 보니 우천시에도 단지 내의 웬만한 곳은 지하를 통해 우산을 펴지 않고도 
갈 수 있다거나, 밤이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책로가 되어 멀리 가
지 않고도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의 편의는 
다양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의 입장에서 지상에 차가 
없다는 사실은 성일 노블하이츠를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인식하게 하였다. 젊
은 엄마들은 아이가 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밖에 나가 놀아도 안심할 수 있었으
며, 아이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자전거를 탄다거나 캐치볼을 하며 노는 등 자연스럽
게 외부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109)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이
런 풍경은 평화롭고 행복한 단지 생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단지에 차가 없으니 차 피해 다닐 일도 없고, 오고 갈 때 애들이 밖에서 노는 
거 보면 보기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야구공 갖고 캐치볼 하고, 운동 자유롭게 하
는 모습도 좋고, 애들 노는 모습도 귀엽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모습도 보
기 좋고. 전체적으로 보기 좋아요. (김영호, 남, 20대, 2007년 입주)

  전반적으로 성일 노블하이츠는 ‘유사(類似) 전원생활’의 느낌을 제공하는 단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가 만난 한 50대 여성 입주민은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의 생활이 ‘완전한 전원생활’이 주는 장점을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단점은 상쇄시
킨다고 보기도 했다. 적당한 선에서 ‘자연’―그것이 비록 인공적 형태로 도입된 자연
이라 하더라도―을 만끽할 수 있으면서, 아파트가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편리한 주거
생활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성일 노블하이츠뿐 아니라 최

109)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단지 안에 차량이 들어오는 ‘예외적인 경우’가 이러
한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 단지라는 이상이 붕괴되는 사건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만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Ⅴ장 2절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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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지어진 다른 많은 단지들에서도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시키기 위해 주안점을 두
는 사항이기도 하다.110) 소위 ‘공간형식의 유토피아’(하비 2001) 기획으로서, 브랜드 
아파트 단지는 현대 한국의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기술이 합치된 이상적인 주거공간
을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디자인을 통한 유토피아적 기획
은 조경 이상의 중요도를 지닌 ‘안전’에 대한 추구를 통해 완성되고자 한다.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입주 이후 두 달여가 지난 2007년 10월, 한 입주민이 Z사의 입주자 카페에 성일 
노블하이츠의 경비용역을 다룬 지역신문의 기사 하나를 스크랩해 올렸다. 기사의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인터넷 검색결과 노출 방지를 위해 기사 중 일부 표현 수정).

제목: 성일 노블하이츠 경비용역 ‘화제’ (연주일보)
“아파트에 경비원이 없어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지 중 하나인 연주시 강산구 성일동 노블하이츠에 ‘경비원’이 
아닌 ‘경호원’이 등장해 화제다. 경비용역업체 (주)홈세이프 직원 23명이 그 주인공.
[......]
홈세이프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정장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짜 경
호원처럼 주민들을 대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주민들도 이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아파트 
부녀회 김진경(35) 총무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진
다”며, “처음에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이젠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

  위의 기사가 스크랩된 게시물에 대해 다수의 주민들은 동조하는 댓글을 달며 환
영했다. 이를테면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근무함으로써 “뭔가 격이 다른 아파트 분
위기”를 낼 수 있고, “주변에 대한 홍보 및 위압감”을 주는 한편, “요즘 강남고급 
주상복합은 모두 저런 추세”라며 연주 최고의 아파트 단지를 꿈꾼다면 당연한 처사
라는 등의 반응들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아파트 
단지를 홍보하는 효과를 유발하기에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전반적인 반응은 호평 일
색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주민들이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들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되었는데, “예전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거의 경로당 수준”이었다는 식의 언급까
지 등장하며 그들은 새로 경험한 경비용역업체를 주로 60대 이상 연령대의 남성들 

110) 헤럴드경제 2014년 4월 24일 기사, “도심속 전원생활... 그린 디자인 아파트단지가 뜬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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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였던 기존의 전형적인 아파트 경비원들과 비교하였다.
  이처럼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정장 착용이 성일 노블하이츠를 기존의 ‘보통 아파
트’들과 차별화시키는 상징적 기호로 받아들여진 데에는 2000년대 이후 주거영역으
로까지 확장된 민간경비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1970년대 말 이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움직임은 기존에 국가가 
독점해 온 치안활동 역시 시장에 넘기며 민간경비 영역의 성장을 촉진하였고, 이들 
민간경비업체가 관할하는 공간은 기업 소유의 상업공간을 넘어 점차 주거공간에까
지 확장되었다(Shearing & Stenning 1981, 1983; 김성언 2006 참조). 한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2002년 들어선 서울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는 외부에 
폐쇄적인 첨단보안시스템과 전문 민간경비업체가 결합된 ‘격리된 보안추구형 주택지
구’(김성언 2005: 357-365 참조)의 전형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강남과 목동 
등지에 들어선 다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도 타워팰리스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
입하며 그 뒤를 따랐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일반 브랜드 아파트들 역시 민
간업체들과의 경비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단지 내 치안활동을 맡겼다.
  물론 성일 노블하이츠를 위시한 국내의 브랜드 아파트들에서 타워팰리스를 비롯
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처럼 엄격한 공간 배제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차량의 경우 단지 출입구의 자동 개폐기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반면, 사람
의 경우는 단지 자체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비업무를 전문 민간업체가 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 측면에서 해당 
단지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도구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계약한 경비업체의 로고를 
아파트 외벽을 비롯한 단지 각지에 부착한다거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원들에게 
정장 차림이나 경찰을 연상시키는 별도의 유니폼을 착용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방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내외적인 상징, 즉 이른바 ‘안전의 미학(aesthetics of 
security)’(Caldeira 2000: 292)111)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크다. 국내 주택시장의 위
계상 더 상위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을 향한 모방 기제(짐멜 2005b)이
자 하위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 차별화된 구별짓기 기제로서, 전문 민간업체의 경
비 담당은 입주민들에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버금가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다는 자부심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상징적인 만족감 외에 일상의 차원에서도 민간업체의 경비업무 수행은 입주 초기
부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일례로, 입주 후 만 2년이 채 안
된 2009년 초 시행된 ‘귀갓길 동행서비스’는 많은 주민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111) 칼데이라에 따르면 담장이나 장벽, 전자화된 보안장치 등은 도시생활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등장
한 미학적 코드로서, 단순히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사회적 지
위를 표현하고 과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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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가 서비스 시행 중입니다 (글쓴이: 통합관제실)
밤늦은 시간, 집까지 바래다 드려요.
아파트 입주자를 가족처럼 - 범죄예방 위해 동행서비스 제공
날씨가 따뜻해지고 경제악화로 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
간대에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늘 경계의 대상입니다. 저희 홈세이프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는 여성, 학생 
및 어린이들을 각 세대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귀가 서비스 신청은 도보 시에는 각 출입구에 신청을 하시면 즉시 달려가
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에서도 요청만 하시면 즉시 출동하여 세대
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홈세이프가 되겠습니다.

  성일 노블하이츠 공식 홈페이지 및 입주민 카페를 통해 서비스를 안내한 이 게시
물에 대해 “진짜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 “재벌가 등 특별한 사람들만 경호원이 따
르는 줄 알았는데 좋은 아파트에 사는 덕이다.” 등의 호평이 잇따랐다. 또한 다른 
사례로, 단지 외곽에서 입주민의 중학생 자녀가 불량청소년으로부터 그날 구입한 운
동화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자 신고를 받은 경비업체가 대응한 일도 있었다. 운동화
를 뺏긴 학생의 학부모가 경비업체에 이를 신고했고 직원들이 출동하여 인상착의만
으로 근처 오락실에서 가해자를 잡아 운동화를 돌려받았던 것이다.112) 이 소식을 전
해들은 주민들은 나이 든 아파트 경비원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며 기뻐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가 민간경비업체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내외적인 상징성의 측면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직·간접적인 경
험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이 같은 전문 경비업체와 함께, 입주민들의 ‘안전한 아파트’에 관한 인식을 구성
하는 또 다른 주요 축은 단지 각지에 설치된 CCTV의 존재이다. 성일 노블하이츠에
는 전체 1,000여개에 달하는 CCTV가 설치되어 단지 각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단지를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 중인 CCTV의 존
재는 불편한 감시의 눈초리가 아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첨단서비스로 주민들에
게 받아들여진다.

112) 사실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의 형사법상 지위는 일반인에 불과하기에 아무리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민간경비원이 범인을 직접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가해자에 해당하는 불
량청소년은 그런 법적 조항까지 알지는 못했고, 그저 경찰처럼 보이는 차림의 경비원들(당시 경비업
체는 정장 착용을 했던 입주 초 업체가 아니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였고, 해당 업체의 유
니폼은 경찰 스타일의 복장이었다)이 들이닥치자 지레 겁을 먹고 운동화를 내줬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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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CCTV가 있긴 있지만 사각지대가 굉
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들어오면서부터, 경비실 
통과될 때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 편한 거 같아요.” 
(이진숙, 여, 40대, 2007년 입주)

“여기는 방범시설이 군데군데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내에 들어오면 불안감은 안 들어요.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주, 여, 50대, 2007년 입주)

  하지만 아무리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운영된다 하더라도 CCTV는 촬영되는 사람
들의 초상권과 정보자기결정권113)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조현빈·조호대 2010: 274). CCTV에 의해 촬영된 화
면은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을 넘어 관리자의 의도에 따라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
기에 개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CCTV는 
일반적인 감시와 달리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성격을 지닌다. 정진수(1999: 100)의 
지적대로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한 감시는 감시되는 사람도 감시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므로 쌍방적이지만, CCTV의 경우 감시되는 사람이 감시하는 사람을 볼 수 없
기에 ‘일방적’이며, 따라서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피감시자가 순응할 것을 잠재적
으로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영국과 함께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국가”(이희은 2014: 
222)인 한국114)에서 CCTV는 사생활 노출의 위험보다 안전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
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감시의 대상이 되어 카메
라에 촬영될 수 있지만 범죄예방을 위해, 그리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의 가해
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CCTV를 통한 감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러한 CCTV의 필요성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 공간―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높은―에서도 요구된다.115)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터뷰 내용

113)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란 개인 관련 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으로 불린다(조현빈·조호대 2010: 274).

114) 2010년 국가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거주자는 하루 평균 83.1차례 CCTV에 찍힐 
정도로, 한국에서 CCTV는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다(이희은 2014: 222).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의 방범용 CCTV는 3만 5107대가 설치되어 2008년에 비해 2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경향
신문 2011년 9월 19일 기사, “‘감시사회’로 가나··· 방범 CCTV 2년 사이 4배 증가” 참조) 

115)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한 원선영 외(2009)의 연구에 따
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66.2%, 중복응답 허용)가 ‘CCTV 설치 강화’를 꼽았다.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규(2011)의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51.7%, 단일응답)가 범죄예방을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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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한 주민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여 CCTV의 중요도
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에 살던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게 되
면, 주차장이 어두워요. 그럼 나도 모르게... 직장 다니다 보면 어쩌다 새벽 2시, 3
시에도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게 마음이 더 안정되고, 사람 소리가 
나면 괜히 막, 그 사람 없을 때까지 차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CCTV가 있어도, 
CCTV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니
까, 그거를 알게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후다닥 달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CCTV가 많기도 하고, 차를 세
워도 일부러 CCTV 주변에 세우고. 차를 타러 갈 때도 일부러 차 사이사이로 안 
가고, 탁 트인 길로, 통로로 일부러 다녀요. 혹시 모르니까. 그럴 때는 CCTV가 많
다는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많이 안심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브랜
드를 따라 오게 되지 않나 싶어요.” (이진숙, 여, 40대, 2007년 입주)

  바우만(2010)의 지적대로 서로 낯선 이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 공
간에서 미지의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도시민들의 삶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동시
에 불안과 공포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설령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없더라도 낯
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불가능하기에 불안을 야
기하며, 여기에 미디어를 통해 가중되는 낯선 이에 의한 범죄에 대한 공포가 더해지
며 이방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된다.116) 위에서 인터뷰를 인용한 주민의 경우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취약한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
해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CCTV에 대한 갈구는 낯선 이에 대한 공포에 기인하며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소지는 그러한 공포를 경감시키기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여겨질 뿐이다. 또한 스스로 잘못한 일이 없는 이상 CCTV에 
의한 감시의 대상에서 본인은 제외된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의 생각에 
아파트 단지 각지에서 24시간 내내 작동중인 CCTV는 단지 밖에서 들어와 몰래 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외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단지의 정식 입주민
인 ‘나’, 그리고 ‘우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주민들은 그러한 감시의 대상
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 필요한 사항으로 ‘CCTV 증설’을 꼽기도 했다.
116) 미디어에 의한 공포의 증폭에 대해서는 글래스너(Glassner 1999)와 알타이드(Altheide 2003)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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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배제를 위한 장치로서의 CCTV에 관한 인식―외부인의 배제와 내부인의 
자발적 동조―과 관련하여 바우만과 라이언(2014)은 현대 세계의 감시체계가 중앙 
집중적이고 규율에 초점을 둔 ‘판옵티콘(panopticon)’으로부터 이른바 ‘밴옵티콘
(ban-opticon)’으로 성격을 달리하며 변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본래 밴옵티콘은 
서유럽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아감벤(2008)의 ‘추방(ban)’ 개념과 푸코
(2003)의 ‘(판)옵티콘(opticon)’ 개념을 연결하여 비고(Bigo 2006)가 제안한 용어이
다. 정보기술과 생체측정학의 결합으로 탄생한 밴옵티콘은 고도로 발달한 프로파일
링 기술을 통해 피부색과 억양 등의 기준으로 배제되는 집단 범주를 다수자들로부
터 분류해내고 이들에 대한 감시를 수행한다. 판옵티콘 형태의 감시에서는 전체 인
구가 감시자의 시선에 노출된다면, 밴옵티콘에서는 특정한 소수 집단이 그들이 장차 
저지를지 모를 행위를 빌미로 감시되고 추방된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
수 집단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놓아두는 것이 밴옵티콘의 특징이라는 것이
다.
  바우만 & 라이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고가 논한 밴옵티콘이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 일반적인 현상이란 꼼꼼한 설비를 
갖추어 다수를 ‘감시 안에 머물게 하던’ 예전의 감시가, 이제는 소수가 ‘정상사회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감시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바우만 & 라이언 
2014: 96-97). 이때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경비하는 CCTV는 밴옵티콘 장비의 가장 
흔하고 정형화된 표본으로서, 장차 ‘질서’가 유지되는 ‘정상적인’ 사회를 어지럽힐지 
모를 행위를 빌미로 특정한 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한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이 같
은 성격을 지닌 CCTV에 대해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일반 아파트는 연세 있는 분 혼자 (경비)하는데, 여기는 좀 더 첨단서비스로 다
양하게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시스템이 바로바로 돼서, 관제실(일반 아파트의 경
비실을 여기서는 이렇게 부른다) 가보면 화면이 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가는 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CCTV 다 있으니까 덕분에 위험한 일들도 방지될 수 있을 거 
같고. [......] 다른 아파트들처럼 만약에 다 열려 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약간 불편해도 그게 좋
은 거 같아요. 사람이 좋은 데 살려면 그런 건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박선아, 여, 50대, 2007년 입주, 강조는 연구자)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에 의해 일상생활이 감시되는 현대사회를 ‘감시사회
(surveillance society)’로 명명하고 분석한 연구에서 라이언(Lyon 2001)은 감시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조를 일종의 오케스트라로의 참여에 비유한다. 현대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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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시체제에 의한 속박이나 관리를 거의 의식하지 않으며, 특
정한 이유로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한, 정교하게 발달한 감시 시스템을 두려
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참여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연주자
들’은 자발적으로 사회라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감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 지휘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Lyon 2001: 7). 따라서 오케스트라에서 탈락하여 
밴옵티콘의 감시 대상에 오르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주변에 배치된 CCTV들을 오히
려 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고마운 존재로 여긴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이들 
CCTV를 위시한 첨단 감시시스템의 존재는 앞서 살펴본 민간경비업체와 함께 자신
들이 살아가는 단지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의 다
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는 단지 안에서 이웃
과 함께 하려는 주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3) 이웃과 함께 하려는 시도

  장마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2011년의 어느 여름날, 성일 
노블하이츠 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한 노인정에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새벽부터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주로 50대 이상 여성들로 구성된 이들은 미리 준비한 
200마리의 닭고기들에 찹쌀과 인삼을 넣고 삶기 시작하여 오전 11시경 200인분의 
삼계탕을 완성했다. 시간에 맞춰 노인정을 찾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준구 회장의 축사
를 시작으로 수십 명의 노인들은 삼계탕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일동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수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김
영수 의원의 부인은 먼저 자리를 뜬 김 의원을 대신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 행
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만났다. 노인들 외에 관리업체 직원 수십 명도 점심시간에 노
인정을 찾아 식사를 함께 했고,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비업체에서는 
대표로 두 명의 직원들이 와서 22인분의 삼계탕을 커다란 통에 담아 가져가기도 했
다. 오후 2시가 다 되어 자리가 파한 가운데, 삼계탕 준비를 도맡은 여성들은 수백 
개의 그릇들을 설거지하느라 바빴고, 이날 행사에 기여한 노동력 가운데 유일한 남
성이었던 연구자는 수십 개의 탁자들을 다시 창고로 옮기느라 온 몸이 땀에 젖었다. 
입주 이듬해인 2008년 여름부터 성일 노블하이츠 부녀회 주최로 매년 진행되어 온 
‘초복날 노인정 어르신 삼계탕 대접’ 행사의 풍경이었다.
  입주 초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의 갈등117)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
로 가라앉은 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117) Ⅲ장 3-3)절에서 다루었던 부녀회 인준 과정에서의 갈등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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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위에서 소개한 초복날 삼계탕 대접 행사와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회’처럼 해마다 개최된 행사들 외에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교
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회 등과 같이 매주 혹은 격주 단위로 진행된 
행사들을 통해 부녀회는 입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중 
노래교실과 영화상영회 같은 경우는 성일 노블하이츠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커뮤니
티센터에 대규모 모임이 가능한 약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무대로 삼아 열린다. 
노래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마다, 영화상영회는 격주로 초등학교가 한 달에 
두 번 쉬는 토요일118)에 맞춰 역시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두 행사 공히 매번 150
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4-1>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노래교실의 모습

※ 사진 출처: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 카페 (포털사이트 Z사)

  노래교실은 성일 노블하이츠와 같은 대규모 고급 단지에서 많은 입주민들에게 실
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녀회의 고민에서 탄생한 
프로그램이었다. “청소업체나 재활용업체 등 전문 용역업체가 존재하기에 일반 아파
트 단지에서처럼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청소 활동에 나선다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상황”119)에서 “요새 부녀자들 모으기 제일 좋은 게 노래교실”이라는 아이디어
에 착안했다는 것이다. 실제 노래교실이 처음 시작된 2008년에는 200명 가까운 주

118) 2015년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중인 주5일 수업제는 2012년 이후부터 실시되었다.
119) 부녀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다른 한편으로, 부녀회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일 노블하이츠 

부녀회가 다른 단지 부녀회와 달리 재활용품 판매 등과 같은 수익성 사업에 소극적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주 초 이권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발생했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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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참가하는 등 단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노래
교실이 주로 4-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영화상영회는 유치원
생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아래 부녀회장과
의 인터뷰 내용은 영화상영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부녀회의 생각을 보여준다.

  영화상영회는 주로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와요. 한 170명 정도? 부녀회에서 돌
아가면서 담당하는 당번이 있어요. [......]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요. 극장처럼 큰 
화면에서 보니까 집에서 TV로 비디오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또 엄마들 입장에
서도 토요일 10시에 애들 내보내면 청소하기도 좋고 한숨 돌리기도 좋은 점이 있
죠. 아이들이 보기에도 다른 애들한테 ‘우리 아파트는 영화상영도 한다’라고 자랑
하기 좋죠.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애들 보는 영화 위주로 상영하는데, 한국 영화는 
욕이 너무 많이 섞여서 고르기에 좀 그래요. (부녀회장과의 인터뷰)

  아무래도 연령단계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에서 펼쳐지는 주요 행사들은 중·고등학
생이나 직장인보다는 주로 가정주부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
인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과 학원 활동으로 인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
고, 직장인들의 경우 역시 바쁜 일과 탓에 아파트 행사에 쉽게 시간을 투자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행사에 참가하는 어린이뿐 
아니라 해당 아이의 부모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화합
을 도모하는 주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격주로 진행되는 영화상영회 외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아파트 전체 행사의 또 다른 예로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다. 매년 어린이날마다 부녀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성일 노블하이
츠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성일 노블하이츠를 
대표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
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까지 참석하는 이 행사에는 4~500명가량의 어린이들이 참
가해 왔다. 참가 어린이들은 아파트 단지 각지에 흩어져 매년 새로 주어지는 주제에 
맞춰 그림을 그려 제출하고 취합된 그림들 가운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거행된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주최를 맡은 부녀회장의 
개회사와 행사의 후원을 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이와 함께 
외부에서 초청된 풍물놀이패가 단지 각지를 돌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
고 부녀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 라면 등 간식거리를 싸게 판매
하는 천막들이 설치되고, 외부 업체를 섭외하여 얼굴 페인팅을 해주거나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부스가 마련되기도 한다. 심사를 위한 그림들은 대략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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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성일 노블하이츠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회의 모습들.

이날은 단지 곳곳에 전년도 대회에 제출된 그림들이 전시되는 한편,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부대행사들도 함께 열린다.

※ 사진 출처: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 카페 (포털사이트 Z사)

경까지 접수되어 오후 5시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된다. 가족들이 함께 즐
길 거리가 많이 있고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림그리기 대회
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이웃관계 및 공동 활동에서 중요한 결절지점으로 작
용하는 것은 입주민 카페로 대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성
원과 오프라인 집단의 성원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온라인 커뮤니
티는 공동체성의 형성에 있어 보완적 매개체가 된다(홍성구 2009 참조). 이미 본 논
문의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건축 단계에서부터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입주(예정)
자 카페는 각종 의제를 이슈화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
할을 수행했다. 입주 이전 아파트의 상품가치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활발한 상호교류가 발생하며 주민들 사이에 
나름의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에서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홍성구(2009: 254)의 지적대로 공동체적 관계가 반드시 물
리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의 축적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
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파트 입주민 카페의 활동은 이전에 비해 점차 약화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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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입주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물리
적 공간을 통해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빈
도가 줄어드는 동시에, 입주 초 입주민 카페의 주요 이슈가 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이다(홍성구 2009: 247 참조). 하지만 입주민 
카페는 주민들의 공동 대응을 요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활성화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120) 
  입주 이후 일상의 차원에서 입주민 카페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각종 
취미 동호회 활동이다. 성일 노블하이츠에는 주민들이 직접 조직한 골프동호회, 헬
스동호회, 볼링클럽, 축구클럽, 디지털카메라동호회, 등산동호회 등 다수의 친목모임
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등산동호회와 볼링클럽, 그리고 축구클럽은 격주 
혹은 매달 정기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호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5명 내외, 많게는 30여명 이상의 회원들을 보유한 이들 동호회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 가운데 비슷한 취미를 공유한 이들 사이에 친목을 도
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단지 전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동호회 모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입주 초 결성된 
모임의 초창기 멤버로 합류한 회원들 외에 신규 회원을 찾기 힘든 것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40대 입주민들, 특히 여성들과
의 대화를 통해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저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편하게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가 없어요. 정말 없어
요. 저도 몇 개 기웃거려 봤는데 제 나이에 맞는 것도 없고, 저도 나이가 40대니
까. 게다가 사고가 이렇게 좀 건전하게, 그게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좀 불만이죠. 별로 끌리는 동호회가 없어요.
  한 번은 XX동호회에 기웃거려 본 적도 있는데 나이대가 안 맞더라고요. 전부 
부부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만 어울리다보니까 주로 50대, 60대도 계시고. 또 시간 
많은 분들 위주니까 끝나고 약주하시고, 몰려서. 한 번 나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
잖아요. 글쎄 운동시간보다 뒤풀이가 더 길어요. 술 마시고, 음담패설하고. 신선한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또 OO동호회에 기웃거려 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문
제가 좀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OO동호회는 말리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주변에서도 아직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다 보니까 동호회 함부로 가
입할 나이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주희, 여, 40대, 2007년 입주)

120)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집단적 대응을 요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 역시 온라인 입주민 카페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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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직장인들에게 여전히 회사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특성 탓에 직장인들이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
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40대 이하의 직장인들의 경우, 다른 이들과 
함께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면 직장 내의 동호회나 인터넷 동호회를 알아보는 경우
가 일반적이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모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단지에서 형성된 동호회는 주로 50대 이상의 회
원들 중심―자영업자나 주부들 위주―으로 활동되는 모습을 보이며, 위의 인터뷰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 가입할 의향이 있어 모임을 찾는다 하더라도 자신과 연
령대와 성향이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발을 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취미 
동호회 문화에서 ‘뒤풀이’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결국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동호회들은 
기존 멤버들이 의식적으로 신규 멤버 확보를 위한 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초창기 
멤버들 중심의, 다소 폐쇄적인 형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 주거지 단위에서 펼쳐지는 각종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꼭 아파
트 단지에서만 그렇다기보다는 한국 도시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는 것이 
옳다. 특히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 과정에서 정주성이 낮았던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
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기에 사회생활에서 ‘지역’ 혹은 ‘동네’
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저층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를 비교대
상으로 놓고 볼 때 각종 이웃관계 및 지역을 매개로 한 활동이 전자 쪽에서 훨씬 
더 활발하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사회적 상식이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서
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한 행동규범처럼 인식된다. 이는 아파트 입
주민들이 누리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아파트가 지닌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2. 아파트 단지와 공적 영역의 부재

 1) 아파트 단지에서의 무관심의 문화

내레이터: 주택가와 아파트에서 각각 10년 이상 거주한 두 사람. 자신의 거주지에
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그 반응을 살핀다.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의 반응을 보자.

(건물 앞에서 아이와 함께 나오는 부부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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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중년 여성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무반응)
(젊은 남자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당황하며 고개를 돌림)
(아이와 함께 탄 중년 남성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당황하며) “...네.”
내레이터: 이웃의 인사에 그냥 모른 척 하거나, 당황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

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주택가.
(주민들과 단순한 인사뿐 아니라 추가로 일상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모습 등장)
[......]
PD: 어디에 누가 산다는 걸 몇 집 정도 아세요?
아파트 거주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밑의 층만 알고요.
저층 주택 거주자: 아이고, 저 몇 번지에 누구 사는 거 다 알죠. 누구네 집 뭐가 

얼마고 다 알죠. 단독에서는 다 알죠. 단독에서는 다 아는데 아파트 살면 정
말 모르는 것 같아요. 단독은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모르겠더라고요.

- SBS 스페셜,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2011년 6월 12일 방송) 중에서

  다소 정형화된 이분법적인 구도로 그려진 측면은 있지만, 위에서 소개한 TV 프로
그램의 장면들은 국내 아파트 단지에서의 일반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아
파트 단지, 특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웃이나 아파트 전체의 일에 대
해 무관심한 것이 보통이다. 이를테면 누군가 새로 이사해 왔을 때 이웃에게 이사 
떡을 돌리는 한국의 전통적 행위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이웃을 만났을 때 같은 동
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인사를 건네야 한다거나 하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
는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에 대한 ‘무관심’을 지
키는 것이 일종의 ‘예의’이자, 당연한 행동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해야 하고, 그것이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공유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다.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난 사람’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사고 패턴을 
‘무관심의 문화’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
는데, ‘문화’라는 표현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문화’라는 개념의 기원이 인류학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류학 내에서는 고전적인 ‘문화’ 개념이 갖는 문제점―
고정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으며, 분명한 경계만을 상정하는 것과 같은―으로 인
해 사용을 기피해 온 것이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트너의 지적대로 지
난 수십 년 동안 인류학자들이 문화 개념의 부적합성에 관한 논의에 집중해 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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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은 인류학이 빠져버린 ‘수렁’을 피해 문화 
개념을 나름의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Ortner 2006: 12). 문
화 개념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여 인류학자들이 이를 멀리하는 사이, 문화 개
념이 가질 수 있는 생산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놓쳐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
다는 것이다. 결국 인류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문화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가 
지닌 문제121)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문화 개념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
와 행동이 역사나 권력 문제와 같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문화적 틀에 의해 
어느 정도 제약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Ortner 2006: 14-16 참조).
  본 연구에서 지칭하고자 하는 ‘무관심의 문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사회·정
치·경제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일련의 행동 및 사고 패턴으로서 무관심의 문화122)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동 양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아파트 단지에서 관찰되는 여러 양상을 정적인 상태로 보겠다
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베이트슨의 적절한 지적대로, 문화 개념의 활용은 
“정지 상태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비평형 상태에서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
망”(베이트슨 2006: 148)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무관심의 문화’ 
역시 아파트 단지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고정적 상수로서 
논의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내의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무관심의 문화
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때 나타나
는 무관심의 양상은 크게 ‘아파트 단지의 집단적 현안에 대한 무관심’과 ‘이웃에 대
한 무관심’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양상은 자신이 속한 집단 자체와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여겨지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들 중 
먼저 후자의 형태, 즉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관하여 아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자.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쪽에서 먼저 다가오진 않더라고
요. 그래서 입주하면서부터 같은 층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도 먼저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차 한 잔 하러 오세요, 라고 말하면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거에요. 직장 다니니까. 근데 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오고 

121) 문화의 고전적 정의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민족적 고유성
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문화론이나 문화를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경제적 관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중적 한국문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권숙인(1998, 1999)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122) ‘문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워낙 다양하기에, 어떤 정의를 택하느냐에 따라 문화 개념의 사용이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문화 개념을 유연하게 활용
하고자 하며, 이에 부합하는 정의로 황익주(2008)의 제안을 택하여 따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문
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학습되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동들로 발현되는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들을 총칭”(황익주 2008: 126)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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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도 못 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앞집 아들이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에요. 그리
고 굉장히 성실한 부부처럼 보여서, 그래서 한번 식사나 같이 하자고 몇 년 전부
터 말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 알면 또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오버해서 알게 되면. 남
들도 그러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술 한 잔 하자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 같아요. 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
다보면 밖에 말이 새어 나갈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럴 때는 상대방을 모르는 게 좋
아요. (한정미, 여, 2007년 입주, 강조는 연구자)

  주민들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유가 바로 “시간이 없어서”이다. 특히 직장생활로 바쁜 입주민들의 경우 이웃과의 
교류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
른 한편으로 굳이 시간을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만약 
이웃과의 교류가 가져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 주민들은 시간을 따로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생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인석
(2013: 47-53)의 지적대로 아파트 단지는 공간구조상 각종 생활환경에서 가족 외의 
타인과 직접 마주할 일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다. 경비원이나 관리사
무소 등을 통한 일방적인 관계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웃과 안면을 익히고 생활의 일부를 공유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
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이웃에 대한 서로간의 무관심을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인터뷰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끼리 잘 아는 사이
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술 한 잔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생기고, 밝히고 싶지 
않은 집안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긴다. 친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굳이 
이웃과 관계를 엮어 불편한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옛날 아파트’에서는 이웃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기억하기도 하는데, 이 점에서 이웃간 교류가 없는 ‘요즘 아파트’는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예전에 5층짜리 주공아파트 살았을 때는 그래도 아줌마들끼리 대화가 많았었는
데 지금 사는 여기는 같은 층 앞집 정도만 알지, 아래층이나 위층에는 누가 사는
지 잘 몰라요. 부모님도 많이 나다니시는 편이 아니고. 예전에는 같은 동이 아니더
라도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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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여기가 더 편해요. 전에 살던 데에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막 하잖아요. 
물론 그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거의 서로 모르니까 더 이상 평가
하고 그러진 않죠. 엄마도 많이 얘기해요. 여기가 더 살기 좋다고. 주민들이랑 대
화 별로 없는 걸 더 좋아하세요. 서로 대화 안하고 그런 게 너무 좋다고. 각자 할 
일 하지, 서로 관심 갖는 게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서 딱 맞춰서 사느라 여행도 자주 못가고 그러는데, 사람들 만나서 얘
기 듣게 되면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죠. 또 요즘 추세가 프라이버시
를 중시하는 쪽이기도 하구요. (정윤정, 여, 30대, 2007년 입주, 강조는 연구자)

  친밀한 이웃관계는 따뜻한 정이 오가는 호혜적 관계의 바탕이 되지만, 보기에 따
라서는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밀한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이는 상당한 불편으로 다가올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도시 거주자들은 짐멜(2005a)의 지적대로 대도시 생활이 주는 혼
잡과 마찰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적당한 거리두기와 사회적 관계의 ‘객
관화’를 행동규범으로 취하게 된다. 도시생활이 주는 ‘인지적 과부하(cognitive 
overload)’ (Milgram 2002)123)의 처리를 위해 도시민들은 자극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거리두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파트 단지는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를 벗어나 꼭 필요한 선에
서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위의 인터뷰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시피, 소비 수준에 의해 삶의 질이 평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에게 ‘은근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슷
한 평형대의 주택들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유사한 경제
적 여건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 준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한 수준에
서 형성되는 만큼, 같은 단지에 산다는 것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
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끼리 각자의 세부적인 생활양식
과 소비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서로 삶의 질을 비교할 기회는 원천 봉
쇄될 수 있다. 결국 아파트 단지를 지배하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도시생활에서 거
리두기의 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보이는 무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123) 밀그램(Milgram 2002)은 짐멜의 논의를 이어받아 도시민들이 도시생활로 인해 받는 과잉 자극을 
‘인지적 과부하’라는 개념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도시민들의 선택을 논의했다. 그에 따
르면 도시민들은 다수의 사회관계로 인한 사회적 자극과 신체에 직접 부과되는 각종 시각적·청각적 
자극의 과부하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행동 선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자극 자체의 
유입을 막기 위한 여과장치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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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주민들은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아파트 단지라는 집단 자체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수백에서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상당한 규모의 지역사회이기
도 한 아파트 단지에는 각종 지역적 현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자체에 무관심한 주민들의 태도는 ‘무관심의 문화’를 이루는 또 다른 형태인 아파트 
단지의 집단적 현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무관심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무관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일하게 법적 근
거를 지닌 자치기구인 동시에, 입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가 수백에서 수만에 달하는 입주민들
이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입주자대표
회의의 올바른 운영이라는 지적 역시 관련 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곽
도·은난순·하성규 2004; 박광재·백혜선·서수정 2001; 하성규·서종균 2000).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영역은 ‘아파트 단지의 집단적 현안에 대한 
무관심’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대다수의 입주민
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큰 관심
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같은 주민들의 무관심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불투명한 운
영을 낳고,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폐쇄적인 운영이 주민들의 무관심을 조장하는 악
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권에만 관심을 둔 소수 동대표들의 손아귀에 놀아
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성일 노블하이츠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Ⅲ장 후반
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입주 초 입주자대표회의를 처음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은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입주민들
로 하여금 아파트 현안으로부터 관심을 끊고 거리를 두게끔 하였다. 그런 와중에 초
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인사들이 업무능력 부족과 비리 의
혹으로 연달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사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권을 노
린 동대표들의 다툼 속에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되었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요식적
인 절차만 밟아 자리에 오른 일부 동대표들은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애로사
항을 해결하기보다 각종 위탁업체들과의 뒷거래를 통해 관련 사업의 계약을 체결해
주고 커미션을 수수하는 데 더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갔다.



- 158 -

  입주 초만 하더라도 조합비리에 맞서 문제제기를 해온 이들의 동대표 비중이 결
코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 데에
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동대표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
웠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에 의하면 매달 열리는 동대표 회의
에 3회 이상 불참시 동대표 자격을 박탈하게 되어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대표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경우가 제법 발생했던 것이었다. 여기에 이권에만 눈이 먼 일부 동대표들의 전횡
에 실망한 뜻있는 동대표들마저 자리를 떠나며 결국 입주 초 60여명에 달하던 동대
표의 수는 점차 줄어들어 40명대로 축소되었고, 소위 ‘직업 동대표’들에 의해 입주
자대표회의가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사게 되었다.
  이른바 ‘직업 동대표’는 아파트 동대표를 마치 자신의 직업처럼 삼아 아파트의 각
종 이권문제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124) 이들
은 대개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 등 주요 직책을 맡아 각
종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여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자신의 수족 부리듯 다룬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덕택에 이들은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동대표 자리를 쉽게 꿰차고 아파트 단지의 주요 현안들을 좌지우지한다. 성일 노블
하이츠의 경우 역시, 대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입주 3~4년차에 접어든 2010
년 즈음 적지 않은 수의 동대표들이 직업 동대표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입주 이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다수 주민들과 괴리된 채 자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 과정
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용역업체 선정과 같은 아파트 현안들이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돌
아가든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응대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
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보여준다.

  동대표 선거할 때 보면 솔직히 뭐라 그러지... 후보 나와서 서로 경쟁하시는 분
들, 그런 분들 약력이나 이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밀어드리고 싶다 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약력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된 분들 
있으면 밀어드리고 싶어요. 여기 무슨 의사, 박사들도 많이 산다고 들었는데, 정작 
그런 분들이 자기 이력을 가지고 이런 데 관심 갖고 나서가지고 하셔야지, 관심들
이 굉장히 없는 거 같아요. 저도 나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몇몇 분들이 나서서 이끌어 주민들이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124) ‘직업 동대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며, 한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
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해보면 특히 
2010년대 들어 ‘직업 동대표’ 관련 문제가 이슈로 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59 -

거 같아요. 추천할 만한 분들도 없고. (신유진, 여, 40대, 2007년 입주)

  위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무슨 의사, 박사” 관련 언급을 실제로 의사 면허나 박
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동대표에 나서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
다. 사실 한국의 직업생태계 구조상, 의사나 변호사, 교수와 같은 이른바 전문직 종
사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추가로 아파트 단지에서 봉사직―엄연히 말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라는 자리는 봉사직에 해당한다―을 맡아 수행하기는 불가능
에 가깝다. 여기서 “의사나 박사 같은 분들이 관심 갖고 나서야한다”는 이야기는 최
소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 그러니까 동대표를 직업처럼 
여기는 이들이 아니라 아파트 바깥에 따로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일
에 관심을 갖고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의미한다.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들에 대한 불신 속에,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신뢰감 있는 인물이 나서주기를 바라
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인터뷰 내용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의 
다른 단면도 드러내고 있다. “저도 나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하고는 다른 분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 즉 누군가 아파트를 위해 발 벗고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본
인 스스로가 그 일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이 보통의 입주민들이 지닌 입장이다. 하
지만 자신은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아파트 일에 나서기 어려우니 대신 다른 직장
인 혹은 자영업자가 ‘직업 동대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에 나서기를 바
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내가 따로 직업이 있기에 나설 수 없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직업이 있는 다른 사람 역시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직접 
동대표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동대표 선출 과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라
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동대표들이 멋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든 말든 직업 동대표들이 아파트 현안을 
좌지우지하든 말든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관심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2011년 1
월,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는 이러한 주민들의 무관
심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진사퇴한 제1대 이학수 회장(재임 2007.12~2009.2)의 
뒤를 이은 제2대 김도진 회장(재임 2009.3~2010.12) 역시 비리의혹으로 자진사퇴하
여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는 이전까지와 달리 직선제 방식에 의해 진
행되었다. 2010년 6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주민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성일 노블하이
츠에서도 처음으로 직선제 회장 선거가 도입된 것이었다. 회장 후보로는 2기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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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수석 부회장이자 전임 회장 사퇴 이후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임준구씨와 
함께, 역시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를 역임했던 박상문씨가 출마하였다.

<사진 4-3> 2011년 1월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홍보 현수막

※ 사진 출처: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 카페 (포털사이트 Z사)

  처음 실시되는 직선제 회장 선거를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여준 난맥상을 
바로잡을 기회로 여긴 일부 주민들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입
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125) 선거 며칠 전, Z사 입주민 카
페에 올라온 아래 게시물은 이들의 바람을 잘 보여준다.

제목: 1단지 입주민들께 드리는 글 (2011.1.18)
오는 일요일 동대표회장 직선제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주민 직선제로 주민들의 권
리는 물론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함으로서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살림을 할 
것이라 보며,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도 신뢰도 받을 수 있는 경사스
런 일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번 직선제 주민투표는 아파트발전과 주민들의 재산상승가치에도 큰 몫을 차지하
는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므로 많은 변화와 함께 좌우될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야만 잘될 수 있다는 참여 의식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귀중한 내 한 표가 입주 때부터 고장 난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125)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직업 동대표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속에서도 일부 주민
들은 아파트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나름의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논의의 흐름
상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의 Ⅳ장 3절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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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주민으로써 정말 입주민을 위한 동대표회장이 선출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Ⅲ장 후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대표 선출은 해당 동에서 더 많은 수의 
추천인을 확보한 후보자가 자동으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들 동대표들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자연스레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 구성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웠지만, 각 세대당 1표씩 투표하
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이었다. 위에서 소개한 게시물에 달린 아래 댓글들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A: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투표만 강요하면? 좀 그렇네요.. 
B: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만 하는 건가요? 합동연설회나 유인물 배부가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일에 관한 현수막만 몇 개 걸어놨지 
보통 입주민들은 선거가 있다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이
나 소견이 담긴 선거안내문을 세대별로 배부하고 방송도 하여 많은 세대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C: 후보자 공청회도 없고, 공약도 거의 비슷하고 누가 조합 관련 인물인지, 전 회
장(1대, 2대)들은 왜 사퇴하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
습니다. 사진을 통한 이미지 투표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처음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가 가진 문제점
과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상황에서, 회장 선거 방식만 직선제로 바뀌었다 해서 이들이 
갑자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를 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무관심한 입주자들에게 충분
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책임을 방기하는 
형편이었다.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을 중심으로 기존 동대표들 가운데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할 인사들이 선발되었으나, 이미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다지 투명
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선관위 또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에 나
서지도 않았던 것이다. 위의 게시물이 올라온 건 선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도, 선거공보물 배부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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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는 ‘조직 동원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많은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단지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을 동원해 단지 내에 영향력을 가진 몇몇 소수 단체들―부녀회나 노인
회, 각종 동호회 등―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결국 2011년 1월의 보궐선거는 12.2%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며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361표를 획득하여, 253표를 얻는 데 그친 박상문 후보를 따돌린 임준구 후
보의 승리였다.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석 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동
원력에서 앞설 수 있었던 점이 임준구 후보를 승리로 이끈 동인이었다. 새로 회장에 
당선된 임준구씨는 2011년 12월까지 약 12개월간의 임기 동안 혼란에 빠진 제2기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 전임 회장
들의 발목을 잡은 거듭된 비리의혹이라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과 얽히고설킨 각종 
용역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 역시 그의 몫
이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법 개정과 함께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참여
를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앞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를 바탕으로 
구성된 선관위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지만, 설령 그들이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제대
로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을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서 관할하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도 투표율 50%를 간신히 넘기는 한국
사회에서 일개 아파트 단지의 선거에 높은 관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주민
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각종 현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그를 바탕으로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가 야기하는 문제는 실생활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가장 대표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 단지 내 공유공간과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이다.

 3) 공유공간 관리의 문제

  박인석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유별난 인기를 얻어 온 이유 중 하나로 “아파트 
단지가 제공하는 공간 환경에 대한 선호”(박인석 2013: 19)를 꼽는다. 1960년대 이
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시 공간 개선을 위한 투자가 도로나 전력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에 집중되고 공공공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온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건설이 높아지는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채우는 대안이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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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는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 없이 아파트 단지라는 환경적으
로 ‘괜찮은 동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대단히 편리한 방안이었다. 결국 도시의 공
공공간이 녹지와 각종 편의시설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인들―정확
히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갖춘 중산층 이상―은 이를 사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
고, 그 수요에 부응한 것이 아파트 단지 개발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공공재의 투자 없이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
하기 위한 공간기획”(박철수 2013: 145)의 산물이자, “열악한 도시 공공공간 환경이
라는 사막 속에 자리 잡은 사설(私說) 오아시스”(박인석 2013: 24)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양질의 공간 환경
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중·후반까
지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은 획일적인 계획 관행에 의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주택 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었고, 특히 단지 내에서는 공용공간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전용공간의 충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126) 이는 곧 사적
공간의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공공간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전체 도시 공
간에 대한 한국사회 전반의 인식이 아파트 단지 내부로 그대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에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이었음
은 역시 앞서 Ⅱ장 후반부에서 논한 바와 같다.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왔던 기
존의 외부공간은 지하주차장의 전면 확대와 함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관으로 
탈바꿈하였고, 단지 내 주민들 간의 교류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센터의 도
입으로 대표되는 각종 공동생활 시설들의 확충 또한 함께 진행되었다. 그런데 중요
한 것은 이와 같은 공용공간의 변화가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하
지만 아파트 단지를 지배하는 ‘무관심의 문화’는 단지 내 공유공간이 제대로 관리되
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심지어 훼손되기까지 하는 양상을 야기한다.
  이 같은 사례는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급 아파트
를 표방하며 건설 단계에서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아예 
철거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단지 내 곳곳에 설치되
어 있던 쉼터의 철거였다. 입주 초만 하더라도 단지 안에 총 40여개나 있던 쉼터가 
점차 철거되어 불과 2~3년 사이에 30개가량으로 줄어들고 말았던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쉼터의 철거는 애초에 설치된 위치 자체가 잘못된 탓일 수도 있다. 설계 당

126) 이 같은 경향을 낳은 가장 큰 원인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분양평형을 계산하는 한국
의 아파트 공급 제도에 기인한다. 이 제도 아래에서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확대는 
곧 개별 가구가 사용하는 전용공간의 축소를 뜻했으며, 이러한 시장 상황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전용
면적 확대와 공용면적 축소를 계획적 과제로 삼게 하는 관행을 야기했다(박철수 2000: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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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람들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미관상의 고려에 의해 설치된 쉼
터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흉물스런 모양새로 변하고 말기 때문
이다. 그런 경우라면 보존보다는 철거가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엄연
히 사람들이 사용하던 쉼터가 철거되는 경우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북쪽 
구역에 위치해 있던 쉼터가 철거된 사례는 철거 결정과 처리 과정에 나타난 실제 
사용자들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아파트 단지의 북문 근방에 위치한 이 쉼
터는 보행자 출입구와 가까워 평소에도 주민들의 이용이 제법 있는 편이었다. 그런
데 이곳에 사람들이 여럿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불만을 가진 바로 근처 동의 
동대표―임원진과 가까워 입주자대표회의 안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의 지시로 해
당 쉼터는 관리사무소에 의해 철거되고 말았다. 그런데 철거 작업이 일체의 공론화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철
거 이후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전에 이 쉼터를 즐겨 이용한 주민들 역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었다. 
  공유공간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는 조명시설과 조경수 관리 미비였다. 단지
가 워낙 크다보니 조명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지만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또한 기존에 설치
된 조명시설도 관리 미비로 인해 엉뚱한 방향을 비추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
까지 발생했으나 이런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듣기 힘들었다. 이 같은 
조명시설 미비가 아파트 단지의 밤을 어둡게 만들었다면 조경수 관리 문제는 아파
트 단지의 낮을 칙칙하게 만들었다. 성일 노블하이츠를 비롯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최근 경향은 지상공간에 고급 수종을 식재하여 ‘단지의 공원화’를 달성하는 데 있었
지만, 이렇게 애써 심은 나무들은 매년 수십 그루씩 죽어나갔다. 공유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간적 조건 자체의 한계와 역시 주민들의 무관심 탓이었다.
  브랜드 아파트 등장 이후 공유공간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유공간은 여전히 사적공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남향 아파트 선호’와 관련
한 이경훈(2011)의 지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는 한국사회
의 유별난 남향 선호로 인해 건물이 햇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런
데 이렇게 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해가 잘 들게 하기 위해 ‘마당’, 즉 공유공간은 
하루 종일 그늘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유공간의 희생을 대가로 사적 공간의 채
광을 주장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태”(이경훈 2011: 178)인 남향 아파트의 선호 탓에 
아무리 지상공간에 조경을 잘해 놓아도 그것이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 시공사에 의해 식재된 나무들이 말라죽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입주민
들의 입장에서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을 택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찾아 실행
에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공유공간에 무관심한 주민들이 절대 다수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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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단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리어 기존의 관행대로 소나무가 
죽은 곳에 다시 소나무를 심는 무의미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아파트 단지의 현실
이다. 일례로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도 입주 당시 심은 소나무들이 불과 1~2년 만에 
말라죽자 소나무 70여 그루를 다시 심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 심은 소나무들 
중 1년 뒤까지 살아남은 건 고작 여섯 그루에 불과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요 현안
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그를 
감시한다면 이와 같은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현안에 대
한 무관심이 보편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양상의 주된 원인은 다른 주거 공간와 달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인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별로 없이 지원만 받는 일방향 관계”(박인석 2013: 53)
가 성립되어 있다는 데 있다. 박인석(2013: 52-53)의 지적대로 아파트 입주민은 우
편물이나 택배를 받는 일에서부터 쓰레기 수거, 외부공간 청소, 겨울철 제설에 이르
기까지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와 직접 접속할 일이 없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생활서
비스 사이에는 중간조직으로서 관리사무소가 존재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용역업체
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유공
간만을 생활공간으로 간주하는 현상”(박철수 2000: 91)이 팽배해 있기에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갖기 어렵다. 그 어느 주거 형태의 거주자보다 ‘소비자’로서의 의
식이 강한 곳이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불한 아파트 구매금액, 혹은 
임대금액에 공유공간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아파트 생활이 가구 단위의 ‘개폐식 삶’(전상인 2009)을 넘어 보다 나
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어 공유공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차치
하고서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는 ‘무관심의 문화’로 인한 양상들을 성
일 노블하이츠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다른 많은 아파트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도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일반적이었고, 아파트 단지의 각종 현
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무관심했다. 이처럼 만연한 무관심 속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갔으며, 그들이 응당 책임져야 할 공유공간은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라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의식
의 차원에서는 개별적인 각각의 가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국 아파트 단지라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 공적 영역과 관련한 의식과 실천이 부재하는 지역적 조건이 탄
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공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움직임이 있었다. 이 활동의 중심을 이룬 일부 주민들은 
‘자율방범대’라는 아파트 단지 바깥의 집단 형식을 빌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아파트’를 일구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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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와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1)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의 출범 배경

  이 절에서 사례로 다룰 ‘성일노블 자율방범대’는 입주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2009년 1월 결성된 아파트 자생단체이다. 본래 자율방범대란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
자로 조직된 경찰 협력단체로서,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취
약지역 순찰 및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자율조직이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각 동·리 단위로 실시한 야경제도에서 유래한 자율방범
대는 1990년대 이후 각 파출소 산하의 주민 자율단체로 재편되었으며, 현재는 경찰 
지구대별로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최응렬·박진희 2011: 3; 이영남 2012: 367 참조
).127)

  이렇게 지역사회 내의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가건물을 사무실 겸 활
동거점으로 삼아 운영되는 일반적인 자율방범대 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단지
별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저층주택 지대를 순찰하는 보통의 자율방범
대와 달리 아파트 자율방범대는 단지 내에서 순찰임무를 수행하면서 방범활동을 펼
친다.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 역시 다른 아파트 자율방범대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내의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으며, 일주
일에 두 차례씩(2014년 기준)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1~3개씩 조로 나누어 순찰조
끼를 걸치고 야광봉과 손전등 등을 든 채 단지 전체를 순찰한다. 2009년 출범 이래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10~20명 내외 규모로 인원수가 유지되어 왔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규모가 증가하여 3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자율방범
대 결성 초창기에는 주로 남성들(40~60대 초반까지의 직장인 및 자영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주로 40~50대)의 합류가 많아져 활동 인
원의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전반의 경비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사설 경비업체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단지 구석구석을 돌아
보며 치안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2015년 현재의 활동 양상만 보아서는 자율방범대를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 자생단
체들 중 하나로 여길 수도 있지만,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작은 조직의 역할은 조직의 크기를 넘어서 왔다. 자율방범대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127)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4,055개이며, 자율방범대원

으로 참여 중인 인원은 101,367명으로 한국의 경찰인력과 비슷한 수준이다(박주상·정병수·백석기 

201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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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노블하이츠의 각종 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단지에 크고 작은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
니었다. 그리고 성일노블 자율방범대는 보통의 자율방범대와 성격도 출범 배경도 다
소 달랐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자율방범대가 처음 꾸려진 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입주 초기의 혼란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제1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부터 
마찰이 빚어지고, 후에 조합 수뇌부의 비리가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합 임원 출
신이나 그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해 가면서 아파트 주요 
현안들이 뒤로 밀리게 되었음은 이미 Ⅲ장 후반부에서 다룬 바 있다. 결국 입주 전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투쟁해 온 ‘활동가’들이 차츰 입주
자대표회의를 떠나게 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창설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였다. 이른바 직업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좌지우지 해가는 와중
에 일부 뜻있는 동대표들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위해 ‘입으로만 하는 봉사가 아닌 몸
으로 하는 봉사’를 실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자율방범대였
던 것이다. 
  이렇게 출범하게 된 자율방범대는 2009년 1월 말, ‘성일노블 자율방범대’라는 이
름으로 창단식을 갖고 곧바로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주로 당시 동대표 자리에 
있던 이들이 처음 논의를 시작하며 중심이 되었고, 그 외에 이들의 권유로 합류하게 
된 각자의 지인들과 인터넷 카페 공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 초기 멤버로 함께하였
다. 이후 까다로운 동대표 자격 유지 조건―앞서 살펴본 3회 이상 회의 불참시 자격 
박탈 등과 같은―으로 인해,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혼탁한 운영을 참지 못해서 등
의 이유로 동대표를 그만 둔 인원이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동대표 직위를 유지한 
자율방범대 회원은 소수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초창기 자율방범대 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재건축 과정에서
부터 조합과 시공사를 향해 목소리를 내어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들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다보니, 소위 직업 동대표들이 장악한 입주자대
표회의의 입장에서 자율방범대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과
거에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자율방범대 참여자들이 현재 입주자대
표회의를 상대로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투쟁’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금 당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돌아가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
아 떠났을 뿐이지만,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 자신들의 자리를 노릴지 모르는 잠재적
인 위협세력이라는 것이 직업 동대표들의 생각이었다. 
  이에 대해 자율방범대 측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순수한 ‘봉사’ 활동에만 집
중할 것임을 표방하였다. 그를 위해 자율방범대는 2010년 2월, 성일동 전체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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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대와 연합하여 아파트 단지의 내부 정치가 아닌 방범활동 자체에 주목적이 있
음을 강조하였다. 뒤이어 2010년 여름에는 ‘성일동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으로 연주
시 강산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정식 등록128)하여 봉사활동 조직으로서
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이 결정에는 ‘봉사’로서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견제로 차츰 조직의 동력이 약해지며 
자율방범대 인원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원을 지키고 신규 인원을 충원하고
자 하는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129)

  그로 인해 2010년 여름 이후 순찰 당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밤 9시에 집합하여 
한 시간 가량 단지 내부를 순찰하고, 밤 10시에 인근 파출소에서 성일동 자율방범
대와 합류하여 활동기록부에 서명과 사진 촬영―당일 활동을 인증하기 위한―을 마
친 뒤 10시 반까지 마무리 순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90분 
남짓한 이 시간 동안 이들은 어떤 활동을 펼치는 것일까? 다음 절에서는 성일노블 
자율방범대가 구체적으로 수행해 온 주요 활동들을 검토할 것이다.

 2) 자율방범대의 주요 활동

  
  아파트 단지 환경이 좋고, 워낙 넓고 방대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안 좋은 애들이 
들어와서 구석에 숨어 못된 짓 하기 좋아요. 쪼끄만 여자애가 남자애들이랑 같이 
담배 피우는 것도 있었고, 구석에서 본드 마시고, 심지어 여름에는 콘돔이 발견된 
적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는 그런 애들 없다고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순찰 도는 거죠. 우리가 완장 찬 것도 아니고, 뭘 바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순
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더 애정을 갖고 예방하려고 돌아요. 
실제로 수상한 애들 발견해서 주의를 주면, 조금 있다 다시 가보면 나가고 없어
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는 순찰 돈다, 그러면 애들이 신경을 쓰죠. 경비업체가 있

128) 1990년대 이래 한국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은 점차 법제화되어 국가의 관
리에 놓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1995년 교육부의 제6차 교육과정부터 초·중·고교생들의 교내
외 봉사활동이 강조된 이후, 1996년에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발
표된 바 있었다. 이후 민간 영역에도 자원봉사 붐이 불면서 전국에 전체 247개의 지역자원봉사센터
가 생겨났고, 2005년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는 학생뿐 아니
라 일반인들의 자원봉사 전반이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이라는 사이트에서 체계적으
로 관리되고 있다.

129) 2012년 이후 다시 인원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2009년 출범 초만 하더라도 20명 이상의 인원수를 
자랑하던 자율방범대는 2010년 여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10여명 안팎으로 규모가 감소하
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자율방범대 측이 아파트 단지의 ‘내부 정치’에 관심이 없음을 표방
하며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수한 탓이었다. 자신의 생업과 여가시간을 포기하면서
까지 아무런 지원이나 대가도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
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단체로의 정식 등록은 ‘봉사활동 점수’라는 유인책을 활용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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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도 단지 넓은 거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다 관리하기에는 힘들어요. 
(성일노블 자율방범대 대장 김민철씨, 남, 60대, 2007년 입주)

  위에서 소개한 인터뷰 내용은 자율방범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순찰활동의 성
격과 자신들의 활동에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각종 첨단 경비시스템 등
으로 인해 절도나 강도와 같은 범죄행위가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상 방범의 대상은 주로 비행청소년들이다. 공원처럼 꾸며진 지상 공간 덕택에 
바깥 주변지역에 비해 월등한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 안으로 외부에서 온 ‘안 좋
은 애들’이 들어와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때 단지 내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일 가
능성은 배제되는데, 이러한 판단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 비행청소년 가운데 노
블하이츠 입주가 가능한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사회적 상식과 함께, 행여 입주민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부류
가 있더라도 적발시 본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할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면 감히 단지 
내에서는 ‘못된 짓’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지 안에 숨어 모여서 담배를 
피우다 발각된 청소년들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 아이들’이었다는 경험적 사실 역
시 이들의 판단을 뒷받침했다.130)

<사진 4-4> 단지 내 방범 사각지대에 설치된 철조망의 훼손과 부탄가스 발견.

두 사진 모두 단지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뒷면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설치된 철조망 인근에서 촬영되었다.

(좌측 사진은 연구자 촬영, 우측 사진은 자율방범대 제공)

130) 물론 발각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입주민 자녀였을 수도 있다. 그들이 “너네 여기 살아? 
그럼 몇 동 살아?”라고 캐묻는 ‘어른들’의 추궁 앞에 내놓기 가장 좋은 대답은 “밖에서 왔어요.”이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와 연구자 모두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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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방에서 우리 아파트가 숨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자율방범대의 상
황 판단은 역시 또 다른 경험적 사실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사진 4-4>의 좌측 사
진을 보면 원래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에서 왼쪽 절반 정도가 잘라져 나간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지나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 구석으로 파인 공터를 발견할 수 있
다. 아파트 단지 구조상 이런 장소가 심심찮게 존재하는데, 이런 곳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안 좋은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이들 장
소에서 <사진 4-4>의 우측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빈 부탄가스 통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여름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콘돔과 휴지 등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자율방범
대로 하여금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감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그로 인해 단지 
외곽부의 방범 사각지대뿐 아니라 각지에 위치한 놀이터, 구석진 곳에 위치한 벤치 
등은 자율방범대 순찰시 반드시 일일이 확인을 요하는 지점들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계도와 감시 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두 
차례에 불과한 활동 시간―그마저도 대원수가 감소했던 2011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주 1회에 그쳤다―만으로는 실질적인 계도 효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
에 없다. 앞서 소개한 인터뷰 내용에서처럼 ‘성일 노블하이츠는 주민들이 순찰 도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퍼져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율방범대의 순찰시간을 알아
내어 해당 시간을 피해 아파트 안으로 숨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측
면에서도 자율방범대의 계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충돌을 빚는 경
우 역시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를 보자.

  순찰 도중, 커뮤니티센터 인근 벤치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둘이 함
께 있는 모습이 자율방범대에 목격되었다.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고 여자가 그 앞
에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남자의 손이 치마를 입은 여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엉덩이 쪽으로 향하는, 남들이 보기에 다소 민망한 모양새였다.

여성대원 A: (남녀를 먼저 발견하고) 아유, 쟤들 봐라.
남성대원 B: 얘들아, 거기서 뭐해? 여긴 주택지니까 안 돼. 너네 이 아파트 살아? 

여기서 나가라.

  소리를 들은 남녀가 돌아보았다. 어두운 탓에 학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젊은 여성 C: 이 아파트 살거든요? 아저씨가 뭔데 뭐라 그러는 거에요?
B: (발끈하며) 말하는 버릇하고는... 여기서 산다고 다 그러고 있어도 되는 줄 알

아? 여기서 그렇게 문란한 행위하고 그러면 안돼.
C: 우리가 뭘 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언성이 높아지며 방범대원들과 여자 사이에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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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너네 자꾸 이렇게 대들고 그러면 보안팀 불러서 처리할거야. 파출소 한번 가봐
야 정신을 차리지.

C: 우리가 뭘 했는데요? 우리가 왜 파출소에 가요?
B: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경비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기 커뮤니티센

터 마당 쪽이에요. 직원들 데리고 내려와 봐요.

  그 뒤로도 실랑이가 더 이어졌다.

B: 저거 말하는 거 봐라. 너 몇 동 몇 호 살아?
C: 몇 동 사는지 알아서 뭐하게요?
B: 어느 부모 자식인지 얼굴이나 확인하려고 그런다.

  얼마 후 경비업체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눈치를 살피던 젊은 
남자는 여자를 달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와 B 사이의 설전은 계속되었다. 그
사이 직원들이 나타나자 남자가 여자를 억지로 데리고 물러서며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여자는 B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화
를 내며 따졌다.

C: (남자의 손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했길래요? 우리가 여기서 키스를 
했어요? 포옹을 했어요? 아니면 섹스를 하기라도 했어요? 

B: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위 사례는 단지 안에서 다소 문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던 젊은 남녀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개입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
었다. 밤 9시가 넘어서까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들, 후미진 구석에 모여 
대화를 나누던 남학생들, 으슥한 벤치에 함께 있던 중·고등학생 남녀 커플 등, 자율
방범대가 순찰 도중 훈계한 청소년들은 지시에 따라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사례에 등장하는 남녀가 이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건, 아무래도 
실제로는 이들이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대학생)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
의 입장에서 어엿한 성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로 사귀는 남녀
가 함께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잔소리를 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사적인 데이트에 간섭하는 ‘꼰
대’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사례 속 여성은 “너네 이 아파트 살
아?”라는 질문에 당돌하게 “이 아파트 살거든요?”라고 되받아쳤던 것이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입장에서 이들의 행동은 아파트 단지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
히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이 개입하기 전 남녀의 모습은 야심한 시각의 시
내 공원과 같은 곳에서라면 용인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 단지라는 주거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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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용납될 수 없는 성격의 행동이었다. 이들 남녀는 설령 그들이 성인이라 하더라
도 자율방범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커뮤니티 내부의 질서에 부합할 수 없는 계
도의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동호수를 따져 물음으로서 남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가족의 부모-자식 간 문제로 확장시키고, 
경비업체 직원들을 호출함으로써 단지의 ‘공식적 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젊은 남녀, 특히 여성 쪽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결국에는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은 남자 쪽의 후퇴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계도 활동을 통해 단지 내의 이상적인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자율방
범대의 의도가 항상 관철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단지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를 두고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자율방범대의 활동에서 이러한 계도 활동 못지않게 큰 비중을 지니고 있으
며 이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은 단지 내의 
각종 시설들에 대한 하자점검이었다. 지상공간의 공원화를 위해 조경된 나무들이 제
대로 자라고 있는지, 설치된 조명시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쓰레기 분리수거
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같은 단순한 시설점검에서부터 CCTV나 경비초소의 위치 
조정에 관한 것까지 이들의 시선은 아파트 단지 내 대부분의 시설들에 걸쳐 있다. 
이들은 “객(客)이 아닌 주인의 입장에서” 각종 시설물들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진으로 찍어 관리사무소나 경비업체에 개선을 요구한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 등장 이후 단지 내 외부공간이 상당
부분 ‘고급화’되었다고 하나 입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은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아래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 중 일부이다.

- 단지 내 조명시설 점검
 (순찰 도중 옆으로 기울어진 채 쓰러진 조명등을 발견하자 곧바로 사진 촬영)
  이런 일에 관리사무소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조명등이 확
실하게 뿌리가 박혀있어야 하고, 그걸 다 관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질 않으니. (자율방범대 대장 김민철씨)

- 필로티 파손 신고
여성대원 F: (부서진 필로티 천장 부위를 가리키며) 어? 이거 부서졌네!
남성대원 D: 이사하는 차가 지나가다 받았나보네. 저 옆에 벽면도 저번에 부서졌

던 걸 교체한 건데. 사진 찍어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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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초소 위치 조정
  (순찰 중 단지 서쪽 보행자 출입구에 설치된 경비초소를 가리키며) 원래 이 초
소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더 안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우리가 방범 돌다가 
발견하고 얘기해서 이리로 옮긴 거죠. 여기 초소는 이 자리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역할을 해요. 실제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도 밤에 이렇게 초소 위에 경광등 
돌고 있으면 멀리서 보고 못된 짓 못하거든요. 여기 옮겨오기 전에는 여기로 들어
오는 길에 간간이 나쁜 애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 돈 뺏고, 그러다가 여기 
초소가 생기고 나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자율방범대원 D씨, 40대 남성)

- 펜스 보강
  단지 서쪽 보행자 출입구 옆으로 설치된 펜스의 십여 미터 아래로 단지와 인접
한 중학교 운동장이 위치해 있다. 현재는 펜스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역
시 자율방범대의 건의로 원래 한 겹으로만 있던 것을 보강한 것이다. 이 조치는 
정식 순찰시간 외에 우연히 이 펜스에 아이들이 매달려 놀기도 하는 모습을 본 자
율방범대원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 가로등 신규 설치
  (단지 중앙부 순찰 중) 여기 가로등도 우리가 새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 전에는 밤에 젊은 애들 와서 담배 피우고, 패싸움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그 
바람에 어른들도 다니기 불안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로등 있어야 된
다고 관리소에 얘기해서, 시설과장이 직접 나와서 살펴보고 설치한거에요.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관리직원들)도 다 나와서 확
인해 보고 필요하다 싶으니까 해주는 거죠. (자율방범대원 E씨, 50대 남성)

- 단지 내 휴게 공간 살리기
  단지 중앙부의 산책로에서, 원래 산책로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가로등 
3개를 길 가까이로 옮겨 설치한 것 역시 자율방범대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가로등이 안쪽에 있어서) 어두우니까 애들 숨어서 담배피우고 그랬는
데,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안 나왔죠. 근데 밝아지니까 이제 주민들이 밤
에도 저렇게 나와서 쉬고 있어요.” (자율방범대원 D씨, 40대 남성)

  이외에도 시설물 점검과 관련한 다수의 사례가 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처음 결성
된 2009년에만 CD 3장 분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관리사무소에 제공했을 정도였다. 
앞서 Ⅲ장 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 입주와 동시에 다수의 공사 하자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하자의 상당수는 시공사에 대한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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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비리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 조합장과 부조합장 등이 비리 관련 건으로 구속
되고 나서도 하자 처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내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은 대다수의 다른 입주민들 역시 아파
트 단지에 팽배한 ‘무관심의 문화’로 인해 누구도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다수의 아파트 구성원들이 하자가 발생한 공간 요소들에 대
해 그저 무관심하거나 불편을 감수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기존에 알려진 하자 문제들을 재차 부각시키는 데 그치
지 않고 숨겨진 하자들을 찾아내고자 하였고, 단순 하자들 외에도 설계상의 구조와 
실제 주민 생활 간의 간극을 지적하여 공간의 개선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들의 활동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매주 한두 차례씩 
퇴근 이후 따로 시간을 내어 아파트 단지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례로 자율방범대 핵심 멤버 중 하나인 정영호씨(남, 40대, 2007년 입주)는 격일제
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순찰일이 
야간 근무와 겹치는 날에는 따로 직장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 자
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정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지 
않은 야근 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수 년 동안이나 열심히 활동해 온 것이다. 다른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직장 근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혹은 자
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문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닫고서라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
여했다.

 “내가 언제 다른 데로 이사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는 동안에는 이런 거 열심
히 찾아보고 그럴 거에요. 지상에 차도 없고, 운동하기 좋고, 그런 곳인데... 더 살
기 좋은 아파트가 되어야 가치도 올라가죠.” (자율방범대 대장 김민철씨)

 “솔직히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또라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또라이가 몇 명만 
더 늘어도 우리 아파트는 바뀔 겁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에 자극을 주기 위해 말 
그대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야근하면 한 번에 10만원 넘게 나오는 걸 포기하고 
여기 오는 거니까.” (자율방범대원 정영호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에 무관심한 대다수 주민들과 달리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이들은 단지 안에서 ‘자기임명적 공인(self-appointed 
public character)’(제이콥스 2010)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온 셈이다. 제이콥스에 따
르면 도시 주거공간의 안정적 생활은 이른바 ‘공인(public character)’을 자임하는 
사람들에게 상당 부분 좌우된다. 이때 공인이란 폭넓은 집단의 사람들과 자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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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스스로 공인이 되는 데 충분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
해 특별한 재능이나 지혜를 갖출 필요는 없다(제이콥스 2010: 105). 자율방범대 구
성원들 역시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
파트 단지에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을 제대로 관리해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 것은 직접 발로 뛰는 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아파트’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사실 이러한 하자점검이나 시설변경과 같은 문제들은 아파트 단지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는 각종 위탁업체들과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입주민들의 대표협의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 업무이다. 그럼에도 자율방범대가 이 같은 활동에 집중해 온 것은 
응당 그 역할을 해야 할 관리주체들이 제대로 그 일을 못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그 중심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자
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구성원들 중 상당수는 입주 초만 하더라도 동대
표로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다.

 3)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감시와 도전의 성공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초창기 자율방범대 운영의 중심인물들은 재건축 과정에
서부터 조합과 시공사를 향해 목소리를 내어 온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보니 이른바 
직업 동대표들이 장악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기에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는 잠재적인 
위협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성일노블 자율방범대가 성일동 자율방범
대와 연계하여 공식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한 것 역시, 외부로 연을 확장하여 자신들
의 세력을 불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자율방범대가 아무리 겉으로 ‘순수한 봉
사’를 내세운다 한들, 이들에게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의 활동 취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장악이라는 ‘의도’가 완전히 없
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어
떻게 규정하든 간에,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동대표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의든 
타의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외’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에서 
2010년 중반까지 그들이 펼친 활동을 보았을 때, 자율방범대가 처음부터 입주자대
표회의를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했듯이 자율방범대 인
원 중 동대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혼탁한 운영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다른 자
생단체들과는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인준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카
페에 인원모집 공고를 내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분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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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을 찾습니다.” 등의 언설을 강
조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의 ‘가치’131)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율방범대가 점차 활동을 해나가면서 마주한 아파트 단지의 현실은 그들
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금 눈을 돌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 관리사무소는 
본연의 관리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자신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눈치를 먼저 살피고 있었고, 여기에 주민들의 무관심이 더해지며 아파트 단지
의 공용공간은 점차 황폐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를 대표하는 조직인 입주자대
표회의는 각종 용역업체 선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길 궁리만 할 뿐, 관리업체의 감독
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제2대 김도진 회장의 자진사퇴로 실시된 2011년 1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이미 Ⅳ장 2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무관심”에서 다룬―는 자율
방범대의 입장에서 ‘썩어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
다.132)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선거방식과는 달리 주민 직선제로 선거가 치러
지는 만큼, 그동안 아파트 현안에 관심이 없었던 대다수 입주민들에게 성일 노블하
이츠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실을 알리기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 구성원이자 동대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박상문씨가 회장 
후보로 출마했고, 다른 두 명의 구성원들은 회장 선거와 함께 실시된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결과는 그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율방범대를 대표하여 출마한 박상문씨는 41.2%의 득표율
(득표수로는 당선자와 100여 표 차이)에 그치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석 부회
장을 역임한 임준구씨에게 패하고 말았다. 두 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서
도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고, 대다수 입주민들이 여전히 입주자대표
회의에 무관심하다는 사실 또한 저조한 투표율(12.2%)로 재차 확인되었다. 회장 당
선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고, 인터넷 카페에 기존 회장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투표를 독려했던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조직 동원력을 앞세운 기존 
세력을 꺾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려했던 대로 자율방범대가 잠재적 
위협요인이었음을 확인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직접적인 방해공작에 나서
기 시작했다. 자율방범대의 회의 참관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날짜를 일부러 

131) 이때 ‘가치’에 대해서는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절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132) 입주자대표회의로 재진입하기로 한 자율방범대의 결정에 대해 한 대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

다. “동대표가 되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어야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방범 열심
히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진입도 못하고 밖에서 떠들면 소용이 없어요.” 그때까지 펼쳐 왔던 
비공식적인 활동만으로는 자신들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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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순찰일과 겹치게 잡고, 동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자율방범대 구성원
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자율방범대 참여인원은 십여명 수
준으로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11년 후반기, 순찰활동
을 마치고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의 아래 대화내용은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D: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보면 말도 아니에요.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기 
직업 없는 사람들이 동대표 나와서 일 꾸미고, 직업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E: 아파트가 잘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와 관심이 필요해요. 이런 직업 
동대표들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F: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만 해도 수상해요. 어디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고 있
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 확실한 회사가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바로 옆
에 회장실 만들어서 맨날 나오던데, 일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D: 우리가 이러는 것도,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니 우리도 악이 생기는 거에
요. 썩은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항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율권을 발동하
는 거죠. 솔직히 방범대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상황이 그럴 수밖
에 없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단지에서는 방범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E: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동네에서부터 잘 이뤄져야 하는데, 동네에서도 이러니 
도시가,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F: 우리 방범대가 좀도둑 위주로 잡아야 하는데, 내부 도둑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네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방범을 해야 되니, 아이고...

(자율방범대 대원들과의 순찰활동 후 뒤풀이 자리에서의 대화)

  이렇듯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자율방범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와 도전
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선거가 보궐선거였기에 1년 뒤 다시 회장 선거가 있다는 점
에 착안한 이들은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였다. 포탈사이트
에 ‘성일노블하이츠지킴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비리의혹을 꾸준히 올려 주민들에게 이런 별도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지역 신문사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또한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법률대응에 나섰다. 일례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
는 과정에서 회장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로 B업체와의 계약을 강행하자 연
주시 강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했다. 기존에 1억 4천만원으로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던 A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회장단은 제대로 된 입찰과정 
없이 B업체와 입찰가 3억 7천만원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무려 2.5배 
이상 많은 입찰가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 회장단에 맞서 자율방범대는 구청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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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을 냈고, 구청 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8조’133)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자율방범대가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현 회장단의 문제점을 다른 입주민
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렇게 다시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제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예정된 
2011년 12월이 다가왔다. 회장 선거에 앞서 먼저 각 동별 동대표 선거가 진행되었
고, 자율방범대에서도 4명의 인원이 각자 거주하는 동에서 후보자로 나서 동대표에 
당선되었다. 그들 가운데 이번에는 이명훈씨가 회장 후보로 출마했고,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인원이 감사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기존 회장단 측에서는 뜻하
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현직 회장인 임준구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대표 선
거에서 두 차례나 연달아 떨어지고 만 것이었다. 두 명의 후보가 맞붙은 동대표 선
거에서 임준구씨를 누르고 당선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졌는데,134) 
재선거에서조차 다른 후보가 임준구씨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자율방범
대 측은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자기 동에서조차 두 번씩이나 떨어졌겠냐”는 반
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내심 재선을 바랬던 임준구씨 대신 기존 회장단에서 수석
총무를 지낸 유도경씨가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고, 여기에 지역 초등학교 출신
으로 동창 조직을 등에 업은 허지훈씨가 제3의 후보로 도전장을 던졌다. 
  선거가 3자 구도로 펼쳐지게 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는 이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기존 회장단과 가
까운 사이였으나 관계가 틀어지며 등을 돌리게 된 여성 동대표 박영선씨와 손을 잡
아 ‘여성 표’를 체계적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펼치는 한편, 인터넷 카페와 공식 선
거포스터 등에 지금까지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전의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이 상당부분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래의 사례는 기존 회장단의 비리감시에 대해 자
율방범대 활동이 거둔 성과를 다소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133)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
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게끔 되어 있다. 성일 노블하이츠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다.

134) 동대표 선거 당일 아침, 후보자의 부인이 남편을 돕는다고 선거홍보물을 재차 세대별 우편함에 넣
었는데, 이를 임준구씨의 측근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CCTV 판독까지 가는 끝에 선거법 위반(선거당
일 선거운동 금지) 판정이 내려진 것이었다. 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대표만이 출마할 수 
있었기에 임준구씨 입장에서는 동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우선이었다.



- 179 -

  선거 당일 오후 4시경,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장 바깥에서 선거 
감시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자율방범대원 A씨와 연구자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화가 난 듯 소리를 지르며 투표장으로 다가왔다.

남성 K: (큰 소리로) 여기 관리소 직원들도 나와 있어?
A: 나와 있죠. 이 안에 다 와 있어요.
K: 그런데 왜 전화는 안 받아? 아까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아무도 안 받던데.
A: 아, 전부 여기 나와 있어서 그래요.

  바깥이 시끄러워진 걸 알아챈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이 투표장 밖으로 나왔다.

직원: 무슨 일이세요?
K: 나 관리소장 좀 만나야겠어. 어디 있어?
직원: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K: (출력해 온 종이 한 장을 흔들면서) 이건 뭐야? 관리비 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직원: 아,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맞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갔겠죠.
K: 그럼 이거 OO일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격앙된 목소리로) 그동안 내가 일 

때문에 해외 나가 있어서 몰랐는데, 이거 뭐야? 난 컴맹이라 우리 딸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고 뽑아줬는데 이게 대체 뭐냐고?

A: 어디 봐요. 아, 이거... 이거 예전 거에요. 
K: (투표장 벽에 붙은 선거벽보들을 종이로 치면서) 맨날 이렇게 선거만 하면 뭘 

해! 맨날 똑같은 놈들 나와서 맨날 이렇게 비리 저지르고 그럴텐데!
A: 그게 다 전 회장이... 그래서 지금 선거하잖아요.
직원: 저기 아저씨, 여기 지금 선거중이니까 그런 얘기는 저쪽으로 나가서 하세요.
A: 그래요, 이리 오세요.

  A씨와 연구자가 K의 팔을 이끌어 지하주차장으로 나왔다.

K: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맨날 선거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관리비 줄줄 새고, 
비리 생기고 그러는데!

A: (K가 가져온 신문기사를 가리키며) 이거 다 우리가 올린 거에요. 인터넷 카페 
보시면 성일노블하이츠지킴이라고, 제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아파
트 자율방범대 아시죠? 거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지니고 있던 카메라에 저장된 
방범활동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자 찾아서 올리고, 
그런 일 해요.

K: (목소리가 낮아지며) 큰일하시네. 여기 주민이세요? 몇 동 살아요?
A: 예, XXXX동이요.
K: 저는 XXXX동 XXX호 살아요. 실수했네요, 전 여기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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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페 들어와서 한 번 보세요. 저희가 이런 아파트 비리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
고 있어요.

K: 그럼 뭐해요, 이렇게 선거 백날 해봐야.
A: (카메라에서 이명훈씨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바로 잡으려고 나

온 거잖아요. 여기 이 분 보이시죠? 이 분이 되면 싹 다 바꿀 거에요. 이 분이 
동대표 나와서 되고, 그래서 회장까지 나온 거에요. 이 분 되면 바뀔 거에요. 전
임 회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자기 동에서 동대표 나왔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못하고... (다시 카메라에서 유도경씨 사진 보여주며) 이 사
람 보이죠? 이 사람이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석총무였는데 이번에 또 해먹
으려고 나왔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K: 아, 알았어요. 

  선거 당일 펼쳐진 이 사례는 자율방범대가 펼쳐온 활동이 그간 아파트 현안에 무
관심했던 주민들에게 전달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격앙된 목소리로 
관리사무소에 따지기 위해 나타난 K씨가 가져온 ‘증거물’은 다름 아닌 자율방범대 
측이 개설한 성일노블하이츠지킴이 카페에 올라온 뉴스기사 스크랩 게시물이었고, 
아파트 비리에 의한 관리비 인상을 보도한 해당 기사 역시 자율방범대의 제보에 의
한 것이었다. 이전 선거의 실패 원인이 실제 입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데 있었다고 본 이들은 직업 동대표들의 전횡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로 ‘부당한 관리비 인상’을 지적해왔다. 아파트 비리가 단순히 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양자 간에 돈이 오가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관리비 인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자율
방범대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꾸준히 이 문제를 환기시켜 왔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선거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곧바로 진행된 개표 결과, 결국 2011년 12월의 제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는 자율방범대 소속인 이명훈씨가 당선되었다. 이명훈
씨는 전체 투표인원의 과반에 가까운 244표(득표율 47.8%)를 얻은 반면, 전임 회장
단 소속인 유도경씨는 157표(득표율 30.7%)에 그쳤으며, 동창 조직이 뒷받침한 허
지훈씨는 110표(득표율 21.5%)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득표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투표율은 지난 보궐선거보다도 더 저조하여, 겨우 10.1%에 그치고 말았
다. 이처럼 100명 가까이 투표인원이 감소―6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한 가장 
큰 원인은 전임 회장이 민심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율방범대 측이 
기존 회장단의 비리의혹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전임 회장단의 이미지가 상
당부분 실추되었고, 이전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던 주민들 중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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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일종의 ‘네거티
브 전략’으로 작용하면서, 전임 회장단이 잃은 표를 다시 자율방범대 측으로 가져오
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율방범대의 아파트 비리 의혹 
감시와 폭로에 의해 ‘아파트 내부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더 커졌을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들의 활동이 갖는 한계였다.
  그렇기에 자율방범대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선거결과를 얻었다고는 하나, 그 승리
의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온 보람을 
찾기에는 낮은 투표율로 상징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들의 무관심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 상심한 자율방범대 대장 김민철씨는 Z사 입주민 카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탄을 남기기도 했다.

  아파트에 대한 무관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만들며 관리비 인상이 발생되
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에 회장선거에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었습니다. 하
지만 5천여 세대에서 투표율이 겨우 10%에 턱걸이하는 무관심에 너무 맥이 빠지
네요. 사람이 먼저 명품다워야 아파트가 명품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네요. 
이게 우리가 사는 한계이고 수준인가 봅니다. 여태껏 봉사와 관심으로 지켜온 내 
마음마저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도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았다. 회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감사 선거에 출마한 두 명의 자율
방범대 구성원들은 모두 낙선했으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가운데 그들
을 지지하는 세력은 소수였다. 그러다보니 신임 이명훈 회장이 공약대로 성일 노블
하이츠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율방범대에 호의적이지 않
은 다수의 동대표들을 설득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신임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안에 되도록 적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처럼 
너무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당선 직후 이명훈 회장은 같은 자율방범대 소속 동대표이자 1년 전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출마했던 박상문씨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그와 함께 기존 입주자대표회
의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입주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손보지 않았던 각종 시설들
의 전면적인 정비에 나섰다. 우선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해 있던 회장실을 없앤 뒤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임원회의실을 옮겨온 다음, 기존 임원회의실은 ‘주민
쉼터’로 명명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주민쉼터에는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배치하여 휴게실로 꾸미고, 또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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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팩스를 설치해 두었다. 신임 회장단 측은 주민쉼터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교류
를 촉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3의 장소’(Oldenburg 
2001)와 같은 공간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또한 전임 회장단들이 “나중에 행사 
있을 때 써야한다.”는 이유로 비워두었던 커뮤니티센터 내의 공터를 활용하여 ‘주민 
탁구장’을 만드는 등 주민 교류 증진을 위한 장소―특히 탁구장은 많은 주민들로부
터 호평을 받았다―를 계속해서 늘려나갔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각 동 출입구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향한 건의함을 하나씩 
설치하고, 주민들의 주요 불만사항이었던 불법전단지 관리를 위해 별도의 용역업체
를 선정하여 게시판 및 광고전단지와 관련한 일체의 관리·단속업무를 맡기는 등 세
세한 생활의 불편들을 개선해 나갔다. 또한 2007년 입주 이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의 무관심 속에 한 차례도 행해지지 않았던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시행해 가로등을 
가려온 나뭇가지들을 제거함으로써 단지 내의 심야시간 조도(照度)를 높였다. 이어 
지상 공간에 심은 수목들의 조경상태를 재점검하여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지하주차
장에 눈이나 비가 들어오는 공간이 없도록 유리창을 새로 설치하는 등 일종의 ‘생활
밀착형 공간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단지 외곽 구역에 아무렇게나 설
치된 철조망들과 울타리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한편, 단지 전체에 CCTV 30개를 새
로 설치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역시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들의 진행 과정에서 이명훈 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은 단순히 
지시사항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 일부 자율방범대 인원들과 함께 공
간 개선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반 입주민들에게는 그동
안 실추되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용역업체들에는 철저한 관
리·감독의 의지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특히 지
금까지 일부 동대표들과의 뒷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해왔던 일부 용역업체를 직접적
인 공격 타깃으로 삼은 것이기도 했다. 일례로, 조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입주 이
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잔디밭과 보행로 사이의 경계에 깔끔하게 회양목 울
타리를 두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회장의 직접 개입으로 비리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총 25,000그루의 회양목을 심기로 계약한 C조경업체 임원이 찾아와 작업완
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명훈 회장은 약속한 나무를 모두 심은 게 맞는지 15명
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하자 놀란 조경업체 임원이 무릎
을 꿇고 사과하며 작업을 추가로 다시 진행한 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의 관행상 용
역업체들은 계약한 내용보다 규모를 줄여 작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남긴 돈 중 일부
를 ‘힘 있는’ 일부 동대표에게 상납해 왔는데, 신임 회장단이 그러한 관행을 깬 것
이었다. 이런 식으로 용역업체와 엮인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
고자 한 이명훈 회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다른 동대표들도 점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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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사를 보이게 되었다. 기존 회장단의 측근에 해당하는 일부 동대표들을 제외하
고는 나름대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일 노블하이츠의 개혁을 추진하는 새로운 
회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해 신임 회장과 자율방범대 측은 변화의 결과물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와 닿는 ‘생활밀착형’ 개혁을 추진했다. 아파트 현안에 무관심한 
입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동시에, ‘가치 있는 아파트’, 그리고 ‘명품 아파트’를 향한 
자신들의 열정이 단순히 ‘감투’ 얻기를 위한 게 아니었음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위를 이용해 불러올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을 
성일 노블하이츠에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4)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의 함의: 공간의 사회-물질적 구성

  한편 이처럼 나름의 성과를 거둔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과 하자점검, 비리감시 등
의 활동을 하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안전한 아파트’
이며, 이를 통해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이 활
동하는 내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다름 아닌 주민들의 무관심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 입주민이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한 가운데 아파트와 관련한 활
동에 특히 열성적이었던 소수 인원에 의해 성일 노블하이츠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수에 불과한 집단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움직일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들이 거둔 성과는 상당부분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 ‘구성되는 방식’의 재설정
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앞서 Ⅲ장에서 논의했듯이 공간은 인간의 실천과 
물리적 요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담론의 연합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공간의 사
회·물질적 혼종성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공간을 이루는 복합
적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장소성도 달리 나타
나기 마련이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자율방범대가 펼친 활동의 함의는 바로 이 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단지 내 각종 공간요소들의 점검과 관리
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이들은 처음 단지 조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실제 사용을 고
려한 공간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찾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역시 계획가들이 생각했던 공간 배치와 공간의 
실제 활용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de Certeau 1984). 르페브르(2011)
의 표현을 빌리면, 도시계획가와 기술관료(technocrat)들에 의해 기호나 부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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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표준화되고 개념화된 ‘공간의 재현’135)만으로는 사회적 산물로서의 공간을 
설명하기 어렵다. 로우(Low 2000)가 지적하듯이 특정한 공간에는 그에 대해 타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복합적인 경합 과정과 함
께, 공간 설계자들의 의도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 사이의 불
일치가 병존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가리켜 ‘공간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이라 명명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공간의 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각종 요소들 간의 경합을 다루는 또 다른 개념쌍인 
‘공간의 사회적 생산(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에 대응하는 이 개념은 일
단 형성된 공간을 놓고 그 이용자들이 행하는 의미 전유 방식을 가리킨다(Low 
2000: 127-128).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부 공간들의 양상을 볼 때, ‘공
간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개념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로우의 
논의처럼 공간에 부여된 의미를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하고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물리적·
상징적 배열방식을 변형시키는 등 공간적 요소와 ‘연합(association)’(Latour 2007)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으로서의 공간을 구
성하는 사물들은 단순히 인간의 전유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공간적 실천에 직
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기존의 논의에서 빠져 있는 공간의 ‘물질적’ 측면―
인간과 사물의 상호개입과 같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의 사회-물질적 구성(the socio-material construction 
of space)’이라는 관점을 통해 공간에서 펼쳐지는 양상을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다시 돌아보자.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은 단순히 높은 담장을 두르고 최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
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파트 단지라는 
‘담을 두른 마을’136)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자들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도시 생활의 안전 문제에서 주민 참여를 강조한 제이콥스
(2010)의 논의와 공명한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안전은 공간적 분리 혹은 위험한 요
소의 격리(isolation)가 아니라 참여(engagement)에 의해, 그리고 거리를 향한 사람
들의 시선(“eyes upon the street”)에 의해 유지된다. 안전한 도시 생활을 위해서
는 도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감시와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하다는 

135)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은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을 설명하며 주장한 세 가
지 차원의 요소 중 하나로, 나머지 둘은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과 ‘재현된 공간
(representational space)’이다. 전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체적인 흐름과 이동, 상호작용들
을 뜻하며, 후자는 공간의 거주자 및 사용자들의 상징적 이용과 상상에 의해 변화되고 전유되는 양
상을 가리킨다(르페브르 2011: 86-88).

136) 이는 발표자의 현장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 주민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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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성일노블 자율방범대 모집 공고문, 모집 플래카드 (연구자 직접 촬영)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자율방범대 역시 안전한 아파트를 위해 주민들이 다양한 
아파트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에 나설 것을 호소해 왔다. 비록 전문 경비업
체 수준의 방범활동을 펼치진 못하더라도, 이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 대
한 주인의식과 봉사정신을 발휘한다면 아파트의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파트 단지 각지에 첨단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해도 단순히 감
시 장비를 기계적으로 관리할 뿐인 용역업체의 태도와 실제 입주민들이 갖는 열의
와 성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서 자율방범대가 추구하는 ‘안전’은 제이콥스가 논한 좁은 의미에서의 
안전, 즉 범죄로부터의 안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율방범대
의 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예방보다도 하자점검과 비리감시였
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게 ‘안전’이란 단순히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을 뜻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각종 비리와 그에 기인한 시설 관리 미비 등의 문제 역시 이들
에게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그렇기에 이들은 “밖에서 오는 도둑뿐 아니
라 안의 도둑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놓치지 않아 왔다. 아파트 단지라는 지
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성의 함양을 강조하고 깨끗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가꾸어 나가
는 것은 ‘안전한 아파트’를 위해 꼭 필요한 실천적 행위였던 것이다.137) 게다가 무

137) 바로 위 문장에서 “밖에서 오는 도둑 뿐 아니라 안의 도둑”이라는 표현은 자율방범대 활동 중 많
이 들을 수 있던 말이었다. 이들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도둑’이
나 다름없었기에 방범활동의 대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이때 자율방범대가 추구한 아파트 단지 안
에서의 주민 참여, 즉 공동체성의 함양과 ‘안전한 아파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더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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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문제는 자율방범대가 초창기 멤버들을 중심으로 결
속력을 갖고 운영될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이기도 했다.

 “우리 아파트가 안정되고, 진짜 투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에요.”
(자율방범대원 B씨)
 “아파트가 안정화되면, 동호회도 더 많아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활동도 많
이 해서 그렇게 살기 좋은 단지가 되면 그만큼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면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자율방범대원 F씨)
 “모든 가구가 한달에 1000원씩만 모아서 기부해도 아파트 가치가 확 올라갈 텐
데. 집값으로 치면 아마 1년에 1천만원은 오를 걸요? 그런데 똑같은 1000원이어
도 관리비로 새나가는 건 관심이 없으니.” (자율방범대원 D씨)

  사실 자율방범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다분히 ‘비합리적’이다. 가치를 생성하는 행위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 그레이버(2009: 121)가 지적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에게 
중요하고 유의미하다 생각하는 대상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기 마련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끈 것은 현재 상황과 과거 사회적 궤적 
사이의 밀접한 관계였다. 야나기사코(Yanagisako 2002: 100)가 주장하듯 인간이란 
존재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과제와 이해관계를 
재설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은 과거
의 사회적 궤적과 자신의 현재 위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과거에 어떤 행
보를 걸었는가에 따라, 그리고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
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의 출범 배경에 입주 초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혼란이 있
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특히 자율방범대 초창기 멤버들의 경우 대부분 입주 초 동
대표로 활동한 바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재건축 과정에서부터 조합과 시공사를 상
대로 한 투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입주자협의회 활동에 처음 합류한 시기의 차
이는 있지만 이들은 “검찰청 앞에서 데모하여 대리석 따내고 조합장, 부조합장 구속
시킨”138) 경력을 자랑하는, 투쟁의 에토스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이러한 과거 행적이 끼친 영향은 입주 이후에도 이어져 대다수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안에 대해 눈을 감을 때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했다. 

138) Ⅲ장 3절의 내용 참고. 이들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에서 재건축 시기와 관련한 ‘옛날이야기’만 나
오면 등장하는 주된 레퍼토리는 2007년 하반기 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앞에서 벌인 집회 얘기이다.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투쟁의 절정을 이룬 이때의 경험은 자율방범대 구성원을 비롯한 과거의 
‘활동가’들에게 지금의 성일 노블하이츠를 지켜낸 영웅적 업적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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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경험한 과거의 사회적 궤적 탓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
이 유달리 높았던 이들의 행보는 입주 초 동대표 활동으로, 뒤이어 다시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해관계와 
관련한 시각도, 스스로 추구하는 행위의 우선순위도 대다수 일반적인 입주민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활동에서 가장 아쉽게 느꼈던 부분도 바
로 이 점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현안 해결에 헌신적인 자신들과 달리 줄곧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한 대부분의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차례에 걸친 직선제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들을 지배하는 ‘무관심의 문화’는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비록 제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어도, 대다
수 입주민들은 회장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말든 큰 관심이 없었고 아파트 관련 일
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했다. 
  물론 수천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안에 관심
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율방범대에 직접 참가하여 활동하는 인원이나 
그들을 직접 나서 지지하는 이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들의 활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까닭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는 낮은 정주성과 그로 인한 소속감 저하이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수도권 거주자의 주택 평
균 거주기간은 6.7년으로,139)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
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낮은 정주성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같은 자료에 의하면 자가 가구의 주택 거주기간은 평
균 12.5년임에 반해, 임차 가구의 거주기간은 평균 4.2년에 불과하다. 특히 성일 노
블하이츠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140) 전세 가구에 국
한할 경우, 평균 거주기간은 3.3년으로 더욱 짧아진다.141) 결국 수도권 도시의 낮은 

139) 그나마 이 값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법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자료집에 기재된 연도별 수도권 
주택 평균 거주기간을 보면 2006년 5.3년에서 2008년 6.0년, 2010년 6.2년, 그리고 2012년 6.7년
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등장한 주목할 만한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논하기로 한다.

140)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성일 노블하이츠의 전세 입주가구는 약 40% 정도로 추산된다. 참고로 전국 
아파트 거주민 가운데 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 전세 등 세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로,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의 전세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수도권 가구의 전세 비중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참고).

141)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된 자료가 존재하진 않지만, 단독주택에 비
해 아파트 거주기간이 더 짧다는 것이 통념임을 감안하면 아파트 단지의 평균 거주기간은 더욱 낮
아질 것이다.



- 188 -

정주성은 상당부분 임차 가구―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세 가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도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각종 아파트 현안 관련 활동과 관련하
여 연구자가 만난 입주민 중 전세 거주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 ‘활동가’들 역
시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한 자율방범대원은 연구자에게 “전세 사는 사람
들이 많은데 전세는 조용히 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시설물 훼손이나 입주자대표회
의에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다보니 여러모로 쉽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
다고 전세 입주민들을 탓할 수는 없는데, 이들은 단지 내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
의 부재 탓에 아파트 현안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
실 아파트 단지라는 사회집단의 ‘이방인’(짐멜 2005c)142)으로서 전세 입주민들은 물
리적인 근접성과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자가 입주자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 
짐멜의 논의에서처럼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라는 ‘보편적인’ 특징만을 
공유할 뿐, 거리에 있어서는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짐멜 2005c: 
87) 있는 존재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게 아파트 현안과 관련한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스트래선(Strathern 1988: 142)이 
지적하듯 권리에는 특정한 형태의 소유에 대한 전제가 기초해 있으며, 여기에는 일
종의 법적 소유권이 내재해 있다. 결국 소유권의 부재는 곧 권리의식의 부재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 입주민들처럼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 이가 권
리의식을 가질 리는 만무하다.143)

  그러나 전체 입주민의 40%에 달하는 이들 전세 입주민을 제하더라도 나머지 
60% 가량의 자가 입주민 다수가 아파트 현안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처럼 대다수 입주민들이 무관심한 가운데 자율방범대가 나름의 성공을 거둘 수 있
었던 건 단지 내 공유공간에 초점을 맞춘 이들의 활동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공간의 사회-물질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 특히 공유공간이 사회-물질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자

142) 짐멜이 논의하는 ‘이방인(stranger)’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처럼 “오늘 와서 내일 가는 그러한 방랑
자”가 아니라, “오늘 와서 내일 머무는 그러한 방랑자”를 가리킨다(짐멜 2005c: 79). 즉 짐멜의 ‘이
방인’은 공간적으로는 사회집단의 내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간관계의 위치로는 내부인이 아닌 특
수한 존재이다. 소위 잠재적 방랑자로, 더 이상 이동하지는 않지만 오고가는 것의 분리 상태를 완전
히 극복하지 못한 방랑자인 ‘이방인’의 개념은 특히 도시생활에서 물리적 근접성이 어떻게 경험되며 
자신과 타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앨런 2013: 121 참조).

143)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현행 주택법 조항이다. 주택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동별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은 갖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 업무가 공동재산권과 관련한 것이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한 세입
자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추어질 소산이 크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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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방범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기존의 
공유공간을 둘러싼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는 사실상 방치 혹은 ‘착취’에 가까웠다. 
대다수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공유공간은 일부 동대표와 용역업체 사이의 
청탁과 로비 등을 통해서만 아파트 단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일부 인사들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도구로 존재했던 공유공간에 대해 
자율방범대는 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며 관계 재설정에 나섰다. 단지 안의 각
종 자생단체와의 ‘인간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직력과 지지세를 확보했던 소위 
직업 동대표들과 달리, 이들은 ‘인간-사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지를 
획득했다. 그 과정에서 단지 내 조명시설, 쉼터, 경비초소 등 각종 건조환경의 요소
들이 다시금 부각되었고, 여기에 덧붙여 공유공간 관리를 둘러싼 용역업체와의 비리 
의혹은 대다수 입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관리비 문제라는 방식으로 치환되었다. 관
리비 절감 및 집값 상승이라는 경제적 실리,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성 함양이
라는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공유공간의 사물들은 재배열되며 이들
과의 새로운 ‘연합’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유공간의 물질적 문제
를 아파트 비리라는 사회적 문제와 결합시키는 데 성공한 자율방범대는 아파트 단
지 내에서 지지―아파트 현안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던 입주민들에게―를 획득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공간이 사회-물질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은 자율방범
대의 개입에 의해 재설정되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회장 선거 승리 이후에도 이들
의 활동은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되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전후한 이들의 활동에 아파트 단지 내부의 구성요소들만이 작용했던 건 아
니었다. 자율방범대가 추구한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는 보다 거시
적인, 한국사회 전반의 흐름과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사회의 주
요 이슈 중 하나인 영어교육과 연결된 ‘아파트 영어마을’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뒤이어 마지막 절에서는 이 같은 성일 노블하이츠의 움직임이 갖는 의미를 한국사
회의 거시적 맥락과 결부시켜 논의할 것이다.

4. 영어마을 만들기와 아파트 가치 상승 시도

 1) 한국사회에서의 아파트 영어마을 열풍

  본래 좁은 의미에서 ‘영어마을’이란 “영어권의 한 마을과 비슷하게 꾸며진 장소에
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공간”(조금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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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을 가리킨다. 199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어 조
기유학이나 해외연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지나친 비용발생
과 어린 아이들이 겪는 부적응 등의 폐단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영어마을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04년 8월 경기도 안산에 국내 첫 영어마
을이 문을 연 데 이어, 지자체와 외국어 교육기관의 주도 아래 서울 풍납동과 경기
도 파주 등 각지에서 영어마을 조성 붐이 일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는 영어마을만 총 32개에 이르며, 연간 이용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김정수 2011: 131).144) 
  그러나 국내에서도 외국 어학연수 체험을 가능케 하고 공교육을 보완하여 국가경
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영어마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계
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영어마을로 인해서 외국 유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나 연구는 발표된 적이 없었고, 현실은 오히려 규모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용자 
수로 인해 적자가 늘었으며 각 지자체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었다는 
것이다(김정수 2011: 130; 이희은 2007: 92). 그런데 이처럼 지자체 주도의 영어마
을들이 적자에 시달릴 때, 영어마을을 매개로 경제적 수익을 낳은 쪽은 다름 아닌 
아파트 분양시장이었다. 2007년 전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각 건설사들은 대규모 미분양 발생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
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계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어마을 조성’이었던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은 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
솟은 2000년대 중반에도 미분양 적체가 점차 심화되어 왔던 지방에서는 다수의 건
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에 나섰다. 별도의 넓은 부지에 조성된 지자체 
주도의 영어마을과 달리 아파트 영어마을은 단지 내의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주민 
공동시설에 공간을 배정받아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입주 이후 1~2년 동안은 건설사
가 비용을 부담한 뒤 관리 권한을 아파트 단지 측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사교육 시장의 경쟁력에서 서울에 뒤진다고 여겨졌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에서
는 이러한 아파트 영어마을의 도입이 꽉 막힌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으로 인기를 끌었다.145)

  그런데 이 같은 아파트 영어마을의 등장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아파트 단

144) 이는 각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운영중인 영어마을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외의 등록되지 않은 중·소
규모 영어마을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45) 중앙일보 2008년 3월 26일 기사 “너네 아파트엔 ‘영어마을’ 있니?”, 프라임경제 2006년 7월 5일 
기사 “‘영어마을 운영 아파트’ 인기몰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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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에 조성하는 영어마을이 인기를 끌자,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
을 밝히며 아파트 영어마을의 설립 및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택법과 학원법
에 대한 교육 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은 엄연히 영리
행위를 행하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공동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
서 단지 내 상가로 옮겨 별도의 학원으로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
지만 수익성에 민감한 건설사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영어교육의 수혜자인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수익성이 높은 상가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라는 것은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입장을 고려하
지 않은 것이라는 반발을 불렀고, 영어마을을 전제로 하여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도 ‘사기 분양’이라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강경한 
입장 앞에 이미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서 운영되어 온 영어마을이 폐쇄 명령을 받
거나, 운영자가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속출하
였다.
  이에 기존에 영어마을을 운영해 왔거나, 분양단계에서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발표
한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들은 일단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도 영어마을을 조성하
고자 하였다. 주민 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면서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방 형태로 운영되기에 학원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변하거나, 혹은 상가에
는 사무실만 두고 강의실은 커뮤니티센터에 마련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영어마을은 
교육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이기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혼란이 잇따랐
다(박준형 2008: 22-23 참조). 이처럼 아파트 영어마을을 두고 편법과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2009년부터는 비영리적인 목적의 영어마을은 학원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시켜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
었다. 건설사와 입주민 등 아파트 영어마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의 로비
가 거둔 결과였다.
  2013년을 전후한 현재, 특히 주변에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단
지 안에 영어마을을 조성한 아파트들이 주변의 다른 단지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
되는 등146) 영어마을은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새로운 매개체로 각
광받고 있다. 처음 한국사회에 도입되었던 지자체 중심의 영어마을이 재정난에 시달
리고 있는 반면, 아파트 영어마을은 영어교육과 주거공간의 결합을 통해 사교육 영
역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한 지역 주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며 관심을 모으는 데 성
공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영어라는 상징적 자본
에 광적으로 집착했던 중산층의 열망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으로 대표

146) 매경닷컴 2013년 10월 21일 기사 “단지내 영어마을 조성하는 아파트 공급”, 파이낸셜뉴스 2013
년 10월 21일 기사 “아파트 단지에 ‘영어마을’ 들어오니 집값 ‘껑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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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어교육의 기형적 성장을 낳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미디어 융합이라는 전
지구적 상황에 영어에 대한 한국적 열망이 합해져서 탄생한 기묘한 문화상품”(이희
은 2007: 106)인 ‘영어마을’은 아파트 영어마을이라는 형태를 통해 일상과 가장 가
까운 주거 영역에까지 파고들게 된 셈이다. 

 2) 성일노블 영어마을의 출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파트 영어마을이 아파트 단지의 경제적 가치상승에 기여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던 상황에서,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도 영어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포탈사이
트 Z사 입주민 카페에서 동호회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던 서정식씨(남, 50대, 2007
년 입주)였다.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그는 성일동에서 제법 큰 규모의 
어학원을 운영해 온 김문기씨(남, 50대, 2007년 입주)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안
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이명훈씨가 당선된 제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2년 5월, 이들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진에 준비 중인 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들의 영어마을 추진에는 자율방범대 출신 회장의 당선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
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서정식씨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이 다수 있었다. 자율방범대에 직접 참가해 
온 건 아니었지만 서정식씨는 많은 자율방범대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입주 
이전부터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이들 중 하나
였다. 이런 개인적인 인맥을 바탕으로 그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자율방범
대가 펼쳐 온 활동을 지지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바깥에서 입주민 동호회 활성화 등
을 통해 성일 노블하이츠가 주민들의 참여 속에 ‘가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왔었다.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서정식씨와 자율방범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서정식씨가 주축이 된 영어마을 조성이 추진될 수 있
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서정식씨는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책임질 김문기 원장과 함께 
‘제1회 성일노블 영어마을 여름캠프(시범사업)’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해
당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147)

147) 인터넷 검색 결과 노출 방지를 위해 세부 표현을 수정하고 일부 내용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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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목표
 - 성일노블 어린이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성일노블 아파트의 가치와 강산구의 교육수준을 높인다.
 - 어머니들의 영어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조력자로, 누구나 영어를 쉽게 습득하

도록 한다.
2. 교육내용
 - 어린이마을: 발음 교정 및 어휘력 강화교육 (초기 6주)
              개인별 주제 선정 후 발표능력 교육 (후기 6주)
              (총 12주 매일 3교시)
 - 어머니마을: 기본적인 영어회화 및 팝송 교육 (총 8주 매일 3교시)
3. 모집안내
 - 참여대상: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
 - 모집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교실 45명

 >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교실 45명
 > 어머니교실 30명

 - 교육안내
  • 교육장소: 성일노블 영어캠프 교육장 (미지정)
  • 교육개강 : 2012.7.2 - 2012.9.21
 - 교육 및 교재비 
  강사진 소개 (생략)
  권위 있는 영어교수 및 박사님들이 만든 교재로 진행합니다. 
  어린이마을 : 월 15,000원 (총 45,000원) 
  어머니마을 : 월 20,000원 (총 40,000원) 
4. 행사안내
 - 행사: 10월 3일 어린이 발표대회 예정 (날짜는 변동 가능)
 - 주제발표 심사위원 (생략)
 - 교육 이수 시 특전
  • 성일노블 영어마을 1기 수료증 수여 
  • 수상자 상장·상패 수여
 - 상장
  • 연주시장상 / 교육감상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상/ 강산구청장상

  이 계획안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보통 영어마을에서 주된 교육대상으로 삼는 
어린이들 외에 어머니들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반드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어
머니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고, 따로 영어공부에 관심을 가진 성인들에게도 교육기
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성일노블 영어마을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지도 끌어내겠다는 것이 서정식씨를 비롯한 주최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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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었다.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는 김문기 원장과 함께 그가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두 명의 강사가 지원을 나와 맡을 예정이었다. 따라서 강의의 전문성도 일반 학원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들은 자부하였다.
  그런데 전체 표결에 앞서 이 제안서를 검토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영어마을 추
진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가 우세를 점했다. 일부 동대표들을 중심으로, 서정식씨와 
김문기씨가 중심이 된 영어마을 추진에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기에 받
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의견이 표출된 것이었다. 다소 느닷없어 보이는 ‘정치적’
이라는 표현의 등장에는 김문기씨의 개인적 배경이 작용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같은 해(2012년) 4월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김문기씨가 출마했다는 사실
이었다. 그는 XX당의 연주시 강산구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
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당선에는 실패했었다. 이로 인해 
영어마을에 반대한 동대표들은 김문기씨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자
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치적 기반을 쌓으려는 개인적 의도를 갖고 있다
고 주장한 것이었다.
  사실 여러 정황상 실제로 김문기씨가 국회의원 재도전을 목표로 성일 노블하이츠
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학원 운영과 지역방송 출연 등
을 통해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도전한 국회의원 선거였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
은 그에게 3% 미만의 낮은 지지도로 응답했다. 아무리 정치에 대한 욕심이 마약과 
같은 것이라 한들, 더 이상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요원한 상황에서 본업인 영어
교육 관련 활동을 뒤로 한 채 그가 선거에 계속 도전하는 것은 무리였다.148) 또한 
김문기씨 본인 역시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오해라며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는 
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그에게 서정식씨가 영어마을 운영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까닭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가 내놓았던 공약 중 하나였던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에 관심
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활동에 적극적이던 서정식씨가 보기에 김문
기씨의 공약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라도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김문기씨의 입장에서도 이는 받아들
일 만한 제안이었는데, 그 역시 선거기간 동안 쌓인 ‘정치꾼’으로서의 이미지를 벗

148) 사실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김문기씨가 정치 입문을 위해 택한 길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었
다. 중앙당에 의한 영입 메리트가 높지 않은 그가 진정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방선거를 거
치며 풀뿌리 정치부터 입지를 다지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달성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에 넘어가 무소속 출마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비록 공천에서 
밀리긴 했지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지역 내 인지도를 쌓은 자신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득표는 가능
하다 본 것이었다. 그런 그가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꺾어야 했던 상대는 전직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문 정치인이었으며, 해당 후보는 결국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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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교육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복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대표들이 영어마을 조성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데에는, 앞서 살펴 본 ‘생활밀착형’ 개혁으로 취임 이후 지지를 쌓아가던 이명훈 회
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 이는 영어마을 조성을 앞장서 반대한 동대표들 상
당수가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측이었다는 사실로 쉽게 확인된다. 혹여 영어마
을의 성공이 이명훈 회장의 업적으로 돌아갈까 우려한 그들은 김문기 원장의 정치 
도전 경력을 빌미삼아 영어마을 조성 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었다.149) 그런데 이들
의 반대는 뜻밖의 사태로 인해 유야무야되고 만다. 영어마을 추진 여부를 논의하던 
바로 그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율방범대 성원이기도 한 박상문 부회장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약한 고혈압 증세가 있던 박상문씨
가 쓰러진 원인을 회의 당일 오간 격론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으로 본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며칠 뒤 재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하여 영어마을
에 반대한 동대표들을 거세게 비난하였다. 당혹감 속에 궁지에 몰린 반대파 동대표
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의사를 밀고 나가기 어려워졌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어마을 개설을 최종 승인하였다.
  다소간의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성일노블 영어마을’은 2012년 7월 초 입주
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은 김문기 원장의 진행 아래 치러졌으며, 부모와 아
이를 합쳐 150여 명 가량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한 실무
책임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서정식씨가 맡았고, 여기에 자율방
범대 핵심멤버인 정영호씨 등이 합류하여 세부 운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오리엔
테이션이 끝난 뒤에는 약 60명의 아이들과 20명의 어머니들이 영어마을에 등록하였
다. 이들을 대상으로 김문기 원장을 포함해 3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맡았고, 7월 초
부터 각각 매주 한 차례씩 2시간에 걸쳐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전개된 성일노블 영어마을은 일차적으로 입주민 자녀들의 영어실력 향상
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단지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성일 
노블하이츠가 다툼의 공간이 아니라 5천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영어마을의 추진은 
재건축 이래 조합 지도부와 건설사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성일 

149) 제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이명훈 회장에 패한 유도경씨를 위시한 반대 세력은 동대표 
회의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영어마을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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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하이츠에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종식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바탕
으로 공동체성을 높이고자 한 시도였다. 아래 서정식씨와의 대화 내용은 이를 잘 보
여준다.

  우리 아파트만 봐도 주변에 담 딱 쳐놓고, 안에 일종의 성을 만들었잖아요. 하
나의 마을이라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갈 것인지, 서로 교류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투쟁이나 싸움을 해서 아파트 가치를 높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마침 제가 또 예전에 다른 곳에서 영어문맹 퇴치운동을 하
기도 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영어를 못 배워놓아서 일종의 한이 된 
거죠. 그래서 영어교육으로 타깃을 잡고, 김 원장님 끌어들여서 하게 된 거에요.
(서정식씨와의 대화 내용 중, 강조는 연구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일 노블하이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재건축 당
시의 대(對)조합투쟁에서부터 시작해, 입주 이후 발생한 각종 하자처리 문제, 소위 
직업 동대표들과의 다툼 등 가히 ‘투쟁의 역사’라 할 만한 각종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었다. 이러한 행보 끝에 결국 자율방범대로 대표되는 아파트 개혁세력의 회장 당
선이라는 ‘해피 엔딩’을 맞이하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투쟁 일변도는 직접 활동에 
나선 주민들뿐 아니라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해 온 다른 많은 입주민들에게도 모두 
상당한 피로감을 안겨준 상태였다. 그렇기에 아파트 비리척결을 내세워 당선된 이명
훈 회장 역시 지난 시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했던 일부 동대표들과 그들의 수족
이 되어 온 관리사무소 측의 잘못을 일일이 가려내는 작업보다 주민들을 하나로 묶
고 그동안 등한시되어 온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우선시하고자 했다. 그 점
에서 영어라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개체를 활용한 아파트 영어
마을 추진은 상당히 좋은 시도였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시도의 바탕은 성일 노블하이츠와 같은 고급아파트 단지들이 공간
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위의 대화 내용에서 인용된 ‘일종
의 성’, ‘하나의 마을’ 등의 표현이 보여주듯이 서정식씨를 위시한 주민들 대부분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성이 
뒷받침하는 ‘아파트 가치 상승’은 주변 공간―주로 잠재적인 경쟁 상대인 다른 아파
트 단지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 조성된 영어마을과 마찬가지로, 성일노블 영어마을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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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꿈은 우리 영어마을 수료한 아이들이 밖에서 다른 아이들 만났을 때 영어로 
자기 이름 쓰고, 또 다른 친구더러 “너 이름 뭐니? 내가 영어로 써 줘볼까”해서 
다른 친구들 이름도 쓸 수 있게 하는 거에요. 지금 다른 영어 조기교육 받는 애들
은 전부 외워서 하기 때문에 배운 것만 읽을 줄 알지, 자기 이름, 부모 이름, 친구 
이름 같은 건 영어로 못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바로 그 다른 아이 엄마가 “너 어
디 사니?”라고 묻겠죠. 그럴 때 “성일노블 살아요”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때 어느 
학원 다녔냐고 물을 때 “아니요, 우리 단지 영어마을에서 배웠어요”라고 하면 어
떻겠어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거죠. (서정식씨와의 대화 내용 중, 강조는 연구자)

 3) 과정과 결과: 절반의 성공

  한편 어린이교실과 함께 열린 어머니교실은 기본적인 회화 능력 습득과 더불어 
수강생들의 연령대를 감안한 (올드)팝송 교육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기대와 달
리 주 단위의 교육이 진행될수록 어머니교실의 수강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
습을 보였다. 첫 번째 교육에는 17명의 어머니들(30대 5명, 40대 10명, 50대 2명)
이 참가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차에는 절반인 8명, 3번째 주차에는 4명으로까지 참
가인원이 감소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의 
참가 동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이었다. 10월의 발표대회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어린이교실과 달리 어머니교실은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발할 동인이 부족
했던 것이다. 어머니교실의 교육이 충분한 재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강의를 참관
한 연구자가 보기에도 교육 자체는 흥미로운 편이었다―하고, 재미만으로는 수강생
들로 하여금 평일 오전에 2시간 가까이 시간을 투자하게 할 수는 없었다.150) 그리
고 이는 영어마을을 앞장 서 추진한 서정식씨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다른 
아파트 영어마을들과 달리 성일노블 영어마을에서 어머니교실을 함께 조직한 데에
는 그의 다른 의도가 작용한 탓이었다.

  어머니들이 나올 동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이건 저랑 원장님이랑 처음에 
의견이 잘 안 맞았던 부분인데, 저는 원래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육성하
는 걸 목표로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니들 가르쳐서 시간당 2만원씩 주고 자기 단
지에서 살면서 봉사도 하고, 같은 단지 아이들도 가르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게
끔. 저희 영어마을 목표가 아이들 기초적인 발음 교정하고 영어에 흥미를 붙이게 

150) 여기에 더해, 수강료가 비싼 편이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반쯤 호기심으로 지원한 어머니들이 많았
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외에 영어교육이 다른 활동들과 달리 중년여성들의 사회적 교류
를 충분히 추동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동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불과 1~2
주 만에 수강생이 1/4 수준으로 줄어든 현상의 원인으로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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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어머니들도 교육 받으면 충분히 가르
칠 수 있거든요. 자기 발음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 강사들 발음을 모니터 통
해서 보여주고 그거 따라하게 가르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반은 회화 위주인데, 어머니들이 회화나 팝송 배워서 어디 쓸 데가 있
냐 이거죠. 해외여행 가도 다 가이드들이 해주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직접 회화 
배우는 것보다, 배워서 아이들 가르치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동력이 있다는 거죠. 
(서정식씨와의 대화 내용 중에서)

  일종의 시범사업 격으로 추진된 2012년 여름의 성일노블 영어마을이 지속력을 갖
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꾸준한 유입뿐 아니라 강사진의 자체적인 충원이 필요했다. 
우선은 김문기 원장의 어학원과 손을 잡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김문기 원
장이 계속 교육을 맡을지는 미지수였다. 국회의원 출마 실패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교
육자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그의 일차적 목표였지, 영어마을 운영에 헌신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걸 알고 있던 서정식씨는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주
민들의 참여에 의해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영어마을을 꿈꿨다. 외부에서 강사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어머니교실 수강생들을 장기적으로는 영
어마을 강사진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물론 이는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
는 이상적인 생각이었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
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주부들에게 자발적으로 강사진 봉사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실무를 맡은 김문기씨는 어머니들의 강사 육
성은 쉽지 않다 보았고, 회화와 팝송 교육이라는 무난한 형식으로 교육을 구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교실이 수강생 감소로 난항을 겪은 반면, 어린이교실은 처음 등록한 수강생 
대부분이 12주간의 교육을 마치며 10월의 발표대회 행사 준비에 매진하였다. 특히 
10월 초로 예정된 어린이 발표대회는 성일노블 영어마을의 성패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리로 여겨졌기에 서정식씨와 김문기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출범 
과정에서 김문기 원장의 경력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제법 있었던 만큼, 논란을 잠재우
기 위해서라도 발표대회를 통해 수강생들의 교육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필요
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히 강조된 것이 어린이들의 영어 발음이었다.
  사실 영어마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른바 ‘글로벌 리더’의 선결조건이라 여겨진 영어에 대
한 열망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 집단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한국사회가 낳은 문화적 
산물이 바로 영어마을인 것이다. 그런데 이희은(2007: 90)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의 영어 열풍이 갖는 특징은 영어의 식민주의적인 성격과 ‘원전’에 대한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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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이다. 특히 최대한 미국인에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체화된 문화자본(부
르디외 2005)으로서의 영어 실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성일노블 
영어마을에서도 가장 중시된 것은 ‘발음 교정’이었으며, 12주에 걸친 교육 과정의 
핵심은 어린이들이 발음을 제대로 익혀 10월로 예정된 발표대회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느냐의 여부였다. 외국어 습득에서 유창한 발음은 교육의 ‘효과’를 외
부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에, 단지 안팎에 가시적인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영어마을 추진세력의 입장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3개월여의 시간이 흘러 2012년 10월의 어느 주말,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
에서 “제1회 성일노블 아파트 어린이 영어말하기 대회”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발표자로 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들과 학부모 외에도 여러 내빈들이 초청되
었다. 당초 영어마을을 반대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영어마을 진행을 관망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에게 성일노블 영어마을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발표대회
가 학생들만의 ‘그저 그런’ 행사가 아님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김
문기씨가 직접 박명호 연주시장을 만나 행사 참석을 요청하였고, 박 시장의 참석을 
확답 받았다. 연주시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급아파트 단지로서 성일 노블하이
츠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 입장에서 발표대회 참석 요
청은 거절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 내외에 발표대회를 홍보하면
서 시장의 참석을 강조한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었다.
  발표대회에는 총 57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의 가족을 합해 약 150여
명 가량이 자리를 채웠다. 이명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지방의회 의원, 성일동 동
장, 주변의 대형교회 담임목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일부 동대표들도 이들과 
함께 했다. 본격적인 대회 진행은 당초 예정보다 15분가량 늦어졌는데, 잠깐이라도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박명호 시장의 일정 탓이었다. 발표대회 당
일 마침 연주시 모처에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151)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201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참석
하면서 박명호 시장의 일정이 지연된 것이었다. 박 시장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시장 축사는 생략한 채 이명훈 회장의 축사와 함께 발표대회는 시작
되었다. 대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시장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박명
호 시장은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왔다. 이로써 비록 시장의 대회 참석
은 무산되었지만 영어마을 측으로서는 이미 충분한 홍보 효과를 누렸기에 크게 아
쉬울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

151) 지역의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사명과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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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제1회 성일노블 어린이 영어말하기 대회 (연구자 직접 촬영)

  대회 참가자들의 발표 내용은 대체로 유사한 편이었다. 몇 가지 정해진 모델 중에
서 각자 택하여 고유명사들만 발표자에 맞게 바꿔 넣는 식으로 발표를 준비했기 때
문이었다. 다들 열심히 외운 흔적이 역력했으며, 영어마을 측의 호언장담대로 발음
은 하나같이 모두 좋았다. 청중석에서는 부모들이 각자 자신들의 아이가 발표할 때
마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응원하는 등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주제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김문기 원장과 두 명의 영어전문
가―대학교수와 어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 김 원장의 지인들―의 평가들이 취합되어 
연주시장상과 강산구청장상, 입주자대표회의회장상 등의 수상결과가 발표되었다. 수
상자로 호명된 아이들과 부모들은 기쁨을 만끽하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든 아이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떼를 쓰기도 하였다.
  이처럼 발표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인터넷의 입주민 카페에는 ‘12주의 기적’ 등
의 표현을 써가며 참가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칭찬하는 게시물 등이 올라왔지만, 성
일노블 영어마을의 후속 운영에 관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추진 과정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다 하나, 여름캠프 형식을 빌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성일노블 영어마을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진행에 대한 논의가 이
어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듯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한동안이나마 아파
트 단지를 들썩이게 했던 제법 큰 이벤트였던 영어마을 운영과 발표대회가 끝나고,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성일 노블하이츠의 이야기에 앞서, 먼저 현재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아파트 영어
마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일반적인 아파트 영어마을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입주 이후가 아니라 입주 이전부터 준비되고,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 혹은 시행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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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을 맡음을 볼 수 있다. 아파트 영어마을 자체가 분양시장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측면이 강한 만큼, 분양 과정의 마케팅 차원에서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입주 후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건설사 측이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아파
트 영어마을은 홍보와 운영, 교육의 전문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입주예정
자와 주민들에게 어필하게 된다.
  반면 성일노블 영어마을의 경우 추진된 시기가 입주한지 약 5년이 지나서였고, 따
라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닌 소수의 개인들 중심으로 기획·운영되는 모습을 보였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파트 단지 전반에 변화를 원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협조가 있긴 했지만, 영어마을이 신임 회장의 업적으로 돌아가는 걸 우려한 반대파
에 막혀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보니 성일노블 영어마
을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이 1인당 월 15,000원의 수강료만 받아 서정식씨
와 김문기씨 및 일부 참가자들의 ‘봉사’ 개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입주 이전
부터 건설사에 의해 기획된 아파트 영어마을들이 아파트 단지의 자생적이고 자체적
인 운영이 아니라 위탁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일노블 영어마을의 
추진은 충분한 사회적 자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무리한 시도였던 것
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일노블 영어마을의 미래에 대해 주요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서로 다른 입장은 향후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1기 수강생들의 교육이 어린이
교실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가자 서정식씨는 더 나아가 영어마을의 외연 확
대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성일 노블하이츠 거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어학연
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전국 단위 교육봉사단체의 하위
조직으로 영어마을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반면 김문기씨는 자신의 이미지 쇄
신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영어마을의 교육을 맡은 만큼, 그 이상으로 헌신적인 활동
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영어마을로 인한 ‘아파트 가치상
승’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참여한 다른 봉사자들 역시 아파트 바깥으로 일이 확대되
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긋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운영에 직접적
으로 기여한 이들의 입장이 갈라지면서 성일노블 영어마을은 추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반대세력이 아직 강했던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영어마을을 아파트 단
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단 출범에 성공했
던 성일노블 영어마을은 시범사업만 진행하는 쪽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사실 분양 단계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 영어마을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아파트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의 홍
보성 기사를 통해 분양 성공과 집값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입주 이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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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영어마을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갖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
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들만 보아
서는 아파트 영어마을은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과 같은 아파트 구입 결정에 있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 정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성일노블 영어마을의 사례는 여기에 더해 다소 다른 의
미를 갖는다. 이미 입주 이후 수년이 지난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영어마을은 현대 한
국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상징자본인 ‘영어’를 매개로, ‘살기 위한 장소’로서의 
아파트 단지를 꾸미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절반의 성공’에 그
친 영어마을의 전개 과정은 입주가 끝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취지로 시작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성일노블 영어마을 조성시도가 가진 한계는 분명했다.

5. 집단적 대응을 통한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지금까지 살펴본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의 사례나 성일노블 영어마을 조성 시도는 
삶의 터전으로서 아파트 단지를 가꾸기 위한 공간적 실천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활
동을 통해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아파트 단지
의 ‘가치 상승’이었다. 이때의 ‘가치’란 물론 일차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격으로 평가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우리가 직접 발
로 뛰어 우리 아파트 가치를 높인다”는 언설을 단순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만 직결
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여기에는 2007년 말 전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여파
로 국내 아파트 매매시장 전반, 특히 중·대형 아파트 시장이 수년 동안 정체되어 있
다는 경제적 배경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152) 즉 이전과는 달리, 
대략 2008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정부 주도하의 분양가 규제와 지속적인 신규 아
파트 단지 공급정책이 결합하여 탄생한 한국사회의 주요 재산증식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저작에서 박해천(2013)은 지금까지 경제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한 축을 지탱해 온, 아파트 단지 매매를 매개로 한 재산증식 모델―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규 분양을 받아 수년 뒤 더 오른 가격에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의 

152)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2년여 간의 시간을 제외하고 197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가격
은 줄곧 상승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자율화된 아파트 시장은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무려 2.5배 가까이 급등하였으나,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계대출 문제
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며 수년째 매매가가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다. 반면 주지하
다시피, 같은 기간 동안 전세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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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이 가져온 변화를 ‘하우스 푸어’ 문제와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이들 현상은 근래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심각한 사회문제
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다룬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
는 이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다소 다른 조건에 처한 사람들의 대응 양상을 
보여준다. 앞서 이 장의 첫 번째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
고(2004년 분양, 2007년 입주) 소유 주택의 시장가격이 분양가보다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의 사정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였음에도 
집값 상승폭이 이자 비용을 따라가지 못해 고생중인 이른바 ‘하우스 푸어’보다는 훨
씬 낫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들 역시 처하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앞서 소개한 자료 중 연도별 주택 
평균 거주기간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잦은 이사, 즉 잦은 매매를 통해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결국 이들의 활동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지금까지와 다른 종류의 ‘가치’가 요구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가치라는 개념 자체부터 무척 애매하고 복합적인 성격
을 지닌다. 가치 개념에 관한 학사적 맥락의 검토에서 그레이버(2009)가 논의하듯이 
가치라는 단어는 사회적, 경제적, 언어적 의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
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레이버(2009: 26)에 의하면 가치라는 단어의 용법은 크
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 가능하다.

1. 사회적 ‘가치들’: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옳고,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들을 
지시하는 개념.

2. 경제적 ‘가치’: 대상에 대한 욕망의 정도. 특히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얼
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에 의해 측정되는 욕망의 정도.

3. 언어적 ‘가치’: 소쉬르(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기인한 개념으로, “의
미상의 차이를 낳는 최소한의 차이(meaningful difference)”로 규정할 수 있음.

  이 각각의 용법은 서로 전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지칭하기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도 중복이 가능하다. 논의 전개를 위해 단순화의 위험을 다소 무릅
쓰고 본 연구의 관심사에 국한시켜 이를 적용하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
에서의 ‘가치’는 재산증식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그 외에 돈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
은 각종 삶의 (사회적) 가치들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153)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153) 물론 이러한 구분 역시, 다른 분야에서 가치를 다루는 용법과 마찬가지로 서로 완전히 배타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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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환경에서 가치의 용법이 지금까지 대부분 부동산 가격, 즉 경
제적 가치를 가리키는 데 쓰여 온 반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회적 가치들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조건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아파트가 주로 
전용공간 위주로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매매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면, 이제는 공유공간의 관리나 집단으로서 아파트 단지의 문제를 좌우하는 입주자대
표회의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로 엮인 ‘생활공간을 둘러싼 가치’ 역시 중요한 고려대
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들이 다면화되면서, 가치를 생
성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 역시 다양해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삶의 가치들 같은 
경우 그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복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서는 지금까지처럼 경제적 가치에만 집중하여 아파트를 인식해 온 사람들 역시 ‘집
단’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과거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져 온 아파트 매매시장의 주
체가 개인, 정확히는 가구 단위였다면,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정보력이나 자금 동원
력만 갖고는 ‘아파트 게임’(박해천 2013)에 효과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에서처럼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
유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단지 전체의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단지
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의 과제에 대한 집단 차원
의 적극적인 대응들이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시화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상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한 몇몇 사례들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2013년 10
월, MBC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소개된 소위 ‘철조망 친 아파트’의 이야기는 주민
들이 다소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 사례였다.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단
지에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가 입주 두 달 만에 기존 분양가보다 
최대 30퍼센트 싼 가격에 할인분양을 실시하자, 기존 입주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
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주위에 철조망을 두르고, 집집마다 조
를 짜서 매일 교대로 불침번을 돌면서 집을 보러 오는 할인분양 희망자들을 막아선 
것이었다. 이 사례가 TV에 방송되며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해당 입주
민들을 향한 비난이 빗발쳤으나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154) 이미 분양을 받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할인분양은 아파트 단지의 매

수는 없다. 주거공간을 상품으로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한 아파트 단지에서 삶의 가치들은 경제
적 가치에 기반을 둔 평가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삶의 가치들 역시 단일한 틀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집단으로서의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삶의 가치들이 상황에 따라 모습을 다르게 드러내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이어 Ⅴ장에서 더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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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곧 자신의 보유자산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했
다. 그것도 입주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자 우선의 선분양제가 낳은 폐해와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침체, 그리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올인’하게 만든 지금까지의 사회적 분위
기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다툼을 넘어 기존 입주민들과 할인
분양을 원하는 신규 입주민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던 것이다. 
  위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경우인 반면, 다른 사례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
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 텃밭 가꾸
기, 주민축제, 평생학습 등의 ‘공동체 활동’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들을 지원하여 소
기의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의 
많은 문제가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에 있다고 보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리비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유도했다.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동들 역시 아파트 단지를 개별
적 주거 공간이 아닌 집합적 주거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기에 가능했
다고 봐야 한다. 비록 전자의 경우가 노골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집중한 집단적 실천
임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삶의 가치들에 초점
을 맞춘 집단적 실천이라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아파트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며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
승과 관련한 집단적 실천이 요구되면서 입주민들의 공동성이 주목받는 여건이 마련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간적 환경에서부터 
내부의 공동성이 배태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처음부터 어느 정
도 폐쇄성을 지니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점차 강화된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물리적 공간문법은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계급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그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별개로 치더라도―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는 국가와 자본의 결합 아래 제공된 집합적 주거모델을 배
경으로, 그 속에서 다양한 공간적 실천이 전개되는 하나의 ‘장소’로 자리한다. 바야
흐로 입주민 전반을 아우르는 집단, 즉 ‘아파트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

154) 이들이 행한 행동은 분명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각각의 개인이 이와 유사한 사례의 피해 당사자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판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한 단지에서 건설사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에 직접 맞서 싸운 경험을 담아낸 김효한(2013: 238-242)의 
책에서 ‘철조망 친 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할인분양자들을 막아낸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성공담
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보편적인 도덕 기준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사회에서 아
파트 단지와 관련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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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시점이 온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들의 공간적 실천을 과연 ‘공동체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구성원간의 따뜻
한 유대관계로 전통적인 공동체를 다루는 관점(Bell & Newby 1976; Hillery 1955 
참조)에서 본다면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와 관련한 이들의 실천은 공동체 활동
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공동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은 명확히 경계가 그어
진 공동체라는 인식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공동체의 문제를 호혜성에 
바탕을 둔 게마인샤프트와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게젤샤프트 간의 이분법적 구도
로만 보는 것은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맥락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이를테면, 
Bauman 2001; Delanty 2003; 어리 2012; 요시하라 2010). 어떤 면에서 공동체는 
그 자체의 지속적인 안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외부세계에 대해 항상 배타적인 성
격을 지녀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우만(2009: 272)은 20세기 말 이래 세계 각지에서 불고 있는 
‘공동체 운동’ 역시 기본적으로 다종다양한 안전망의 구축 시도로 볼 것을 제안한
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도래 이래 ‘자유’와 ‘안전’이라는 인간적 가치의 필
수불가결한 한 쌍 가운데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대한 응답이 이른바 공동체 운동의 인기를 낳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를 위시한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아파트 공동체’ 활동 역시, 과
거와 다른 고유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 여러 안전망이 구축되거나 재구축되는 관계의 장”(요시하라 2010: 75)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시장의 결합 아래 지속되어 온 반복적인 아파
트 매매를 매개로 한 재산증식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아파트에 대부
분의 자산을 집중해 온 많은 사람들155)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활
동은 그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구성 방식에 직접 개입하여 
아파트를 둘러싼 ‘안전망’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아파트를 사놓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
황에서,156) 이들은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향유되는 삶의 가치

155) 금융투자협회가 2010년 9월 내놓은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은 79.6%에 달해 미국(35.1%)이나 일본(41.3%) 등 다른 나
라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부
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었다.

156)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
았지만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인구 및 가구 구조
의 변화―주택 구매가능 연령대의 감소, 1인 가구 증가와 같은―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예전
과 같은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전한 지역적 ‘프
리미엄’을 누리며 어느 정도 가격방어 기제가 작동중인 서울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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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고자 
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아파트’란 곧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각종 삶의 가치들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인 것이다.
  이때 이들이 동원하는 문화적 자원이 바로 ‘공동체’―‘아파트 공동체 문화 가꾸기’
라는 화두에서 드러나듯―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
외하고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유의미한 도시 지역공동체가 기실 존재했는지는 의
문이며, 황익주(2005; 2007)의 지적대로 현대 한국의 도시민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동일시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의미의 ‘우리 동네’를 경험하지 못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동체’라는 문화적 요소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과거의 좋은 가치로 산정
되어 집단의 내부 정치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동원된다. 김광억이 짚고 있듯이, 현대
화라는 이름 아래 야기된 변화의 와중에서 과거의 질서와 가치는 오히려 일정한 도
덕적 우월성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김광억 2012: 14).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추구되는 ‘공동체’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형
태와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이 점에서 일찍이 현대사회의 조건에 맞는 
과제로 ‘위대한 공동체(Great Community)’의 건설을 강조한 듀이(2010)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듀이는 과거의 전통적 공동체가 지닌 편협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분화시키고 해방시키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즉 ‘위대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공동의 자치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 즉 자율
적 주체들로 구성된 공공 영역의 구축이 제기된다. 듀이에 따르면 이때 등장하는 공
적인 문제들의 복잡성은 공동체 구성의 장애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집단의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도리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공적인 
문제, 혹은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동체 형성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로 돌아와서, 위에서 논의한 관점에 근거해 볼 때 아
파트 단지와 관련한 공공의 문제에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단
지 전체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이때 논의되는 ‘공공’의 범
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만 국한된 
공공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
로 평가받기 쉽다.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외부의 시선
으로는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이라는 주제와 결부되어 판단되며, 따라서 사회 전반에
는 무관심한 사적 정열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러한 단지 안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갖

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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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 혹은 그럴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집합적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에 옮긴 
일부 집단의 행동이 모두에게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
거 승리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그들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무
관심이었다. 그렇다 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배하는 무관심의 문화가 모든 입주민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모든 사안에 무관심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다. 무관심의 문화는 브
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의 삶에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지만, 단지에서 발생
하는 수많은 사안들에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어내는 계기들이 잠재적으로 존재
한다. 만약 그 계기가 어떤 이유로 현실화하여 모습을 드러낼 경우 해당 사안에 관
심을 가진 또 다른 소집단이 나타나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집단적 실천에 나설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트에 대해 갖는 인식이 이미 아파트 단지
를 대표하는 다른 집단의 ‘가치’와 상충할 경우, 작지 않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의 처리 과정과 다양한 입주민들의 대응 양상은 아파트 단지의 숨
겨진 속성을 드러내는 사건적 계기가 된다.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산물인 아파
트 단지의 구성 원리는 이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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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파트 공동체성의 잠재적 의미: 어린이 사망사건과 가치의 경합

  앞서 Ⅳ장의 논의를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아파트 단지의 특징들, 그리고 
입주 이후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전개된 일련의 활동들을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자율방범대라는 형태를 채택한 일부 입주민들은 그들이 
소위 ‘직업 동대표’들로 지목한 이들에 맞서 아파트 단지 운영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했고, 다양한 공간개선 작업을 통해 성일 노블하이츠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때의 ‘가치 상승’이란 흔히 인식하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삶의 가치들을 제고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배하는 
‘무관심의 문화’를 넘어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적인 노력
을 펼친다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곧 ‘가치 있는 아파트’
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아파트 공동체’의 이상(理想)이 도전받게 만든 한 사건에 
대한 확장사례 분석을 통해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성일 노블하이츠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추동시킨 핵심 원리는 
‘안전’에 대한 추구이며, Ⅳ장에서 살펴본 사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맞아 성일 노블하이츠에는 ‘공동체’에 관한 또 
다른 입장이 등장했고, 기존의 관점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단지에 잠재
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새로운 입장의 출현은 하나의 주거 집합체로서 성일 노
블하이츠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를 내세웠고, 이는 기존에 단지 내에서 
추구되어 온 가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양자 모두 ‘안전’에 대한 
추구로 촉발되었다는 점은 마찬가지였지만, ‘안전한 아파트’가 구현되는 방식에 있
어서는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먼저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Ⅴ-1), 2012년 초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한 주민들의 
대응과정을 기술할 것이다(Ⅴ-2).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전개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현실적 차원에서 브랜드 아파트 공동체의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이 본 연구의 마
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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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아파트 단지라는 믿음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으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한국
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과제 역시 변화를 겪어 왔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사
로 부각된 것이 바로 ‘위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안전’의 추구였다. 과
거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생계위험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였다면, 1997년 금융위
기 경험과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후 한국사회의 위험구조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
다.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 해체의 
증가, 재난의 위험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등 새로운, 그리고 새롭게 강화되는 위험요소들이 부상한 것이었다(김영란 2011: 
58-59 참조). 이를 통해 최근의 한국사회 역시 벡(2006)이 논의한 바와 같은, 이른
바 ‘결핍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실제 한국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졌는가에 관한 객관적 증명은 차치하더라도, 사람
들이 인식하는 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 후반 실시된 한 통계조사
에서는 응답자의 71.4%가 한국사회를 ‘위험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외 2009)가 발표되는 등, 계급과 성별을 떠나 많은 한국인들의 위험
에 대한 인식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위험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요인은 역시 범죄
나 사고 등에 의한 신체적 위험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범죄로 인한 위험
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건
수는 1997년 120,210건에서 2000년 228,394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재열 외 2005: 63). 이 시기 급증한 범죄 발생건수는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이어져,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 건수가 2005년 34.47건에서 2008
년 38.49건, 2009년 39.72건으로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통계청 
2009, 김지은 2012: 1에서 재인용). 여기에 범죄발생 사실을 다루는 미디어의 자극
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며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이 언제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위험사회’와 관련한 인식이 퍼지면서 가장 불안감을 갖게 되
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여성이나 어린이와 같은 이들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거의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방법
은 ‘안전한 동네’에 거주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은 만큼, 주거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물리적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형태
를 취하게 된 것은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게이티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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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기본적인 형성원리가 ‘위험으로부터의 도피’인 만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징을 적용한 아파트 단지의 공급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급증한 한국사회
의 수요와 제대로 맞물리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불안(anxiety)의 공동성이 필요의 
공동성의 자리를 차지”(벡 2006: 98)한 현대사회에서 배타적인 공간 구조를 갖춘 브
랜드 아파트 단지의 등장은 경제적 자본의 보존과 함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갈망 
역시 충족시켜주는 수단이었다.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공간형태가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이 지상 공원화
로 인해 “지상에 차가 없다”는 사실이었음은 앞서 Ⅳ장 초반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
와 같다. 이삿짐 차량이나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만 출입 가능했으며, 주차장 대신 울창한 나무와 
보행로로 꾸며진 지상공간은 해당 단지만의 자랑이었다. 특히 이는 어린 아이를 키
우는 가족의 입장에서 엄청난 장점으로 여겨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의 
63%가 보행 중 차에 치여 사망하고,157) 교통안전을 위해 1995년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조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158) 현실에서 브랜드 아파트 단지
의 공간조건은 부모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들
은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에, 주거지와 등하굣길을 포함하는 
아이들의 생활공간 전체가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연구자가 인
터뷰를 위해 만난 주민들 대부분은 성일 노블하이츠가 연주시에서도 대표적인 ‘차 
없는 단지’라는 점을 자랑하곤 했다. 2011년 8월 포탈사이트 Z사 입주민 카페에 올
라온 아래의 게시물 역시 이 같은 주민들의 자부심을 잘 보여준다.

제목: 성일 노블하이츠 아파트 좋은 점 10가지 알아두세요. 널리 알릴수록 우리 
아파트 가치는 올라갑니다. (검색 노출방지를 위해 내용 일부 수정)

주변 분들에게 우리 아파트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립시다.
1. 차 없는 공원도시. 어딜 가더라도 공원(전원)도시입니다. 단지 내에서 어디든지 

어린이들 교통사고 날 염려가 없습니다.
[......]
3. 유치원, 초등, 중학교가 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

157) 2007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158)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에서 2009년 535건, 2010

년 733건, 2011년 7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최재원 201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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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처럼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들이 안전한 ‘차 없는 단지’가 주는 혜택을 
만끽하는 동안, ‘위험’이라는 존재가 갖는 고유한 특징은 주민들이 미처 생각지 못
했던 또 다른 위험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위험과 문화적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
해 다룬 논의에서 더글라스 & 윌다브스키(1993)는 위험의 억제가 위험의 이동을 낳
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위험을 이동시키는 행동이 위험을 용인하는 것보
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위험에 처하게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위험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에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그에 대처하
는 방법 자체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글라스 & 윌다브스키 1993: 221 참조). 
누구도 위험의 발생원인을 완전히 알 수 없으며, 그 대처방안 역시 미리 준비해 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닥친다면 그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곧이어 살펴보겠지만, 이는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주거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

2. 믿음의 균열: 어린이 사망사건과 대응 과정 

 1) 사고 경위와 대책회의 마련 과정

  어느덧 제법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봄날 아침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송유민(당시 8세, 여)양은 엄마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향하
는 길에 나섰다. 유민이가 사는 아파트 동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 여유
를 즐기며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봄을 맞아 온갖 꽃이 피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딸의 손을 잡고 걷던 유민이 엄마의 
기분도 절로 좋아졌다. 입주 초부터 성일 노블하이츠에 살아온 친정아버지의 권유
를 받아 같은 단지로 이사 온 지 2년째... 직접 살아 보니 괜찮더라는, 마음 놓고 
두 아이 키우기에 좋은 아파트라는 친정아버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다가오는 
전세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심하게 전셋값을 올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계약해서 
더 오래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곳이었다.
  집을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확실히 좋은 
학교가 단지 안에 있어 가깝고, 집에서 가는 길도 전에 살던 단지와 달리 보행로
로만 되어 있으니 편했다. 요즘처럼 아이들을 상대로 한 흉흉한 범죄소식이 들려
오는 시기에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어 좋았다. 그때였다. 뒤쪽 방향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트럭이었다. 안
전하게 트럭을 먼저 보내기 위해 유민이와 유민이 엄마는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
데 트럭을 앞질러 보내고 모녀가 다시 걸음을 뗀 순간, 갑자기 트럭이 빠른 속도
로 후진하기 시작했다. 유민이 엄마는 놀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육중한 트럭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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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어깨를 치이며 옆으로 넘어져 쓰러졌다. 그 바람에 그녀는 그때까지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유민이를 놓치고 말았다. 다시 일어서 황망한 마음에 유민이를 불러 
보았지만, 그녀가 다시 찾아낸 유민이는 멈춰선 트럭 바퀴 아래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유민이 엄마는 오열 끝에 혼절하고 말았다. 2012년 4
월 2일 오전 8시 45분경, 4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 벌어진 일이었다.159)

  사고 소식을 접한 입주민들은 하나둘씩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 성일 노블하이츠
는 지상에 차가 없어서 안전한 아파트라고 여겨 왔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
어놀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컸기에 주민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감정을 표하였다.160)

A: 단지 안에는 차가 안 다니니 우리 아들도 맘껏 뛰어놀라고 놔두는 편인데 정말 
소름 끼치네요..

B: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지상에 차 없다고 이사 온 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
떻게 살죠?

C: 우리 동네의 자랑은 차량이 다니지 않아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
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4월 2일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게시물들과 그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이들 중 일부는 놀란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 
중심이 된 것은 포탈사이트 Y사에 개설된 ‘성일 노블앤카운티 엄마들 모임’(이하 
‘엄마들 카페’)161)이라는 인터넷 카페였다. 이 카페는 포탈사이트 Z사에 개설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던 입주민 카페와 별개로 젊은 여성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었다. ‘엄마들 카페’에서는 주로 육아와 관련한 사항이나 아이들 유치원과 초

159) 사고 발생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참고로 연구대상 단지
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절에 등장하는 모든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조정하였고, 사고 및 처
리과정과 관련한 세부사항들도 전반적인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다소간의 수정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160) 앞서 서론의 연구방법 소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현장연구 과정에서 다소 제한적이었던 
연구자의 접근경로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제약으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했다. 특히 이번 Ⅴ장에서 
다룰 내용처럼 빠르게 전개된, 그리고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례에서 ‘인류학 연구자’
라는 직함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역시 서론에서 미리 언급한 것처럼 이때 유용한 도구가 되었
던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였고, 이 절의 사례는 상당부분 그 힘을 빌었음을 밝혀둔다.

161) 카페에 ‘노블앤카운티’라는 이름이 붙은 건 예전 성일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둘로 나눠진 성
일 노블하이츠와 성일 로열카운티 입주민 모두를 회원가입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명
법은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Z사 입주민 카페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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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각종 육아용품과 학교 교보
재를 서로 교환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정식 회원수는 약 1,500명 이상이었
지만, 회원들의 주요 연령대가 30대~40대 초반이었기에 실질적인 활동 인원은 그보
다 적었다.162) 하지만 카페 회원 대부분이 사고를 당한 유민양 또래의 아이를 키우
는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게다가 아
주 열성적인 활동을 해온 건 아니었지만, 유민이 엄마 역시 입주 이후 이 카페에 가
입하여 간혹 중고거래 글을 올리기도 했던 회원이기도 했다.
  유민양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엄마들 카페의 운영진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 당
일 저녁, 곧바로 카페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이들은 다음날인 4월 3
일 오전 10시에 관리사무소(생활문화지원실)를 항의 방문했다. 30명 넘는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방문에서 이들은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사고
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따져 물었
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관리소장은 이번 사고는 연주시청과 계약한 음식물쓰레
기 수거 용역업체의 책임이며, 현재로선 시청에 항의민원을 넣는 것 외에 다른 대책
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항의에 나선 엄마들 카페 회원들은 관리사무소 측
이 보여준 뜻밖의 무관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같은 자리에서 전해들은 사고 경위 역시 이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관리소장의 설
명에 따르면 원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월, 수, 금 주3회 단지 안으로 들어와 
작업을 진행했는데, 성일 노블하이츠처럼 거대한 단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주3회만 
갖고 수거하는 건 불가능하다하여 2011년 봄부터 주4회(월, 수, 금, 토), 같은 해 여
름 이후로는 주6회(월~토요일)로 수거횟수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는 수거시간대 변경과 관련한 과정이었다. 당초 수거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였는데, 2011년부터 수거횟수가 늘면서 쓰레기 수거 소리에 새벽잠을 설친 저층세
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그대로 시청에 전달한 결과, 성일 노블하이츠는 ‘새벽 6시 이후 아무 때나’ 수거작
업을 진행하게끔 정해졌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사고 당일 사고차량에 탑승해 있던 인원이 1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본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3인 1조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무슨 탓인지 인원이 줄어 운전자 혼자 들어와 수거작업을 진행
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마저도 관리사무소가 이를 파악한 건 사고가 발생한 4월 2
일 오후가 되어서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 전반에 

162) 아파트 단지에서 3,40대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전세 입주민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일부러 회
원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더 이상 입주민이 아님에도 전체 회원 수에 포함되어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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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는 관리소장의 설명에 엄마들 카페 회원들은 분노를 금
치 못했다. 경위를 파악하고 나니 이번 사고는 너무나도 명백히 ‘예고된 인재(人災)’
였으며, 책임 소재 또한 다양하게 혼재해 있었다. 사고를 낸 음식물쓰레기 수거업
체, 그리고 그와 계약을 체결한 연주시청, 일부 세대의 민원만으로 수거시간 변경을 
결정한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전반을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까지, 엄마들 카페 회
원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거센 항의 끝에 이들은 결국 같은 주 금요일 오전 다시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그 자리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
진과 동대표들, 관제실 책임자, 부녀회 임원진 등을 모두 모으라고 요구했다. 사고
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관계자와 연주시청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구한 건 물론이었다. 만약 거기서도 사고 대책과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
는다면 이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 엄마들 카페의 입장이었다. 사태의 심각성
을 알아차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이명훈 회장과 연락하여 금요일(4/6) 오전 
10시에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관리사무소
를 방문한 엄마들 카페 회원들은 곧바로 같은 날 11시부터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
에서 진행 중이던 부녀회 노래교실로 향했다. 대부분의 노래교실 참가자들은 인터넷
을 하지 않아 아직 사고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전날 소식을 전달받은 
부녀회 측도 미리 예정된 행사였기에 취소하지 못했다는 뜻을 전했다. 엄마들 카페 
측로부터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들은 부녀회장은 미처 배려가 부족했음
을 사과하고, 당일 노래교실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관리사무소와 노래교실을 방문한 결과 아직 단지 전체에 이번 사고가 제대로 전
해지지 않았음을 깨달은 엄마들 카페 측은 사고 관련 소식을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
게 상세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각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한편, 종이로 출력하여 각 동별 출입구와 엘리
베이터마다 부착하였다.

*** 호소문 ***
  입주민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지난 월요일 오전 9시경 OOOO동 앞에서 일어난 참담한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뒤로 급후진하면서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이 느끼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 모든 사건이 예고된 사건이었으며 하루가 지난 화요일 오전
까지 입대위나 관리실이 모여 전체적인 대책회의 한 번 소집된 적 없으며 관리소
에서 결정한 대책이란 게 고작 연주시청에 항의민원 넣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우리 입주민의 안전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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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여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0~40명의 엄마들이 쫓아가 항의한 걸로
는 부족합니다. 이에 아래를 보시고 많은 입주민들이 참여해 올바른 대책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청소차량에 관리인원이 운전자밖에 없다는 걸 관리실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점, 
새벽에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새벽 빼고 아무 때나 들어와 수거하라고 관리실에
서 요구해 아이들 등하교 시간 무지막지한 차량이 질주하고 돌아다닌다는 점 등을 
모두 내 일처럼 나서서 따져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 이
상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2012년 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
참석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실, 관제실, 부녀회, 연주시청 관계자, 용역업체(참여

시키기로 관리실에서 약속했으니 믿고 갈 것입니다)

- 성일노블 아파트 입주 어머니 일동

  이와 함께 이들은 포탈사이트 Z사의 입주민 카페 운영진에도 대책회의 관련 건을 
알리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Z사 입주민 카페 측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카페 운영자 진운남씨와 공동 운영진 중 한 명인 나성환씨는 엄마들 카페 
회원들을 직접 만나 대책회의와 관련한 준비 실무를 논의하였다. 특히 나성환씨는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재건축 기간 동안 조합 특별감사를 제안하고 제1대 입주자협
의회에서 공동 부회장을 맡는 등 대(對)조합 투쟁의 선봉에 선 바 있는 인물이었다. 
입주 이후 혼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환멸을 느껴 아파트 현안 일체로부터 물
러나 Z사 카페 공동 운영진의 일원으로만 이름을 올려놓았던 그였지만, 아파트 단
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움직인 것이
었다. 엄마들 카페 입장에서도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가진 나
성환씨의 가세는 큰 힘으로 여겨졌다.
  4월 6일로 예정된 대책회의를 앞두고 Z사 입주민 카페와 엄마들 카페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한 주민들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
왔다. 각 게시물에서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될 대책회의에 내놓을 의견들로 단지 
내 차량 진입 시간대 고정, 진입차량의 속도 제한, 쓰레기장 위치 변경 등 다양한 
안들이 개진되었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게 될 관리사무소 측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받아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회의에서 쓰일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작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이번 대책회의가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제대
로 규명하고 향후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
고 있었다. 대책회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바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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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 입주민 대책회의와 시청 간담회

  사고 발생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2년 4월 6일, 긴급 입주민 대책회의가 열리기
로 한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여든 사
람들의 수는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모두 채우고도 남아 양옆과 뒤편으로 서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정도로 많았다. 참석인원의 대부분은 3,40대로 보이는 젊은 어
머니들이었고, 간혹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경우도 보였다. 그런데 회의 시작시각으로 
예정된 오전 10시경까지 350여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채웠지만, 회의는 바로 시작되
지 못했다.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연주시청 관계자와 용역업체 사장이 오지 않았고, 
이것이 알려지자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이 반발하며 회의를 제때 열 수 있는 분위기
가 마련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킨 끝에 결국 10시 반이 조금 
넘어서야 관리소장의 사회로 대책회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먼저 관리사무소 측에서 
준비한 사고 경위와 향후 대책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소개하는 순서가 진행되었
지만, 관리소장의 브리핑은 얼마 못가 중단되고 말았다. 사고 경위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고, 사고 책임소재와 관련한 관리소장의 
설명 역시 시청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연주시청은 
위탁계약을 했을 뿐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용역업체 측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리소장의 설명에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
렸다. 게다가 중간 중간 터져 나온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와 관리소장의 진행미숙으
로 인해 회의는 더욱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결국 이명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나서서 관리소장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아 
회의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회장의 자기소개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입주민들의 질문과 항의는 회의 속개를 어렵게 했다. 그들은 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과 관련한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처사를 따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때 마침 연주시청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로 시청 관계 공무원들
이 출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회의장은 또 한 번 술렁였다. 회의 자리에 성일동 
지역구의 시의원인 박선영씨163)도 참석했는데, 주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박 의원이 시청에 상황을 전하고 공무원들의 출석을 재촉한 결과였다. 주민들은 회
의 시작 전에는 꿈쩍도 않다가 박 의원의 전화를 받고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시
청 공무원들을 탓하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동안 주민들의 성토 대상이 되며 궁지에 
몰린 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이었다.
  소식이 전해지고 15분여가 지난 11시 20분쯤, 드디어 세 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163) 역시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이었던 박선영 의원은 이명훈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이후 
자율방범대에도 일반 회원으로 합류하여 함께 활동해 온 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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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했다.164) 안근수 생활환경국장과 문혜인 청소과장, 그리고 박재철 청소팀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고 관련 실무진이었다. 그들이 대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엄마들 카페
와 함께 하던 나성환씨가 일어서 “5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20분이나 걸려 오신 분
들”이라고 비아냥댔고, 주민들 중 여럿이 큰 소리로 조금 전까지 성토 대상이었던 이
명훈 회장과 관리소장 대신 나성환씨가 사회를 볼 것을 요구하였다. 분위기상 관리소
장은 마이크를 나성환씨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사회자 자리를 물려받은 나성환씨
는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조목조목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에 먼저 안근수 국장이 
앞으로 나서 머리를 숙이며 주민들에게 사과했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에 시청에서 주
민 대표와 함께 하는 간담회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자세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성환씨는 위탁업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연주시청이 가해자 입장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시청 측에서 누구 하나라도 장례식장이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적 있냐고 따져 묻자 공무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으며, 이
에 회의실 전체 분위기는 점차 격앙되어 갔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165)

  앞으로 시청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냐는 나성환씨의 문책에 공무원들의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받아 들었다.

할아버지: 시청에서 계속 변명하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계속해서 웅성대며 다발적으로) 누구신가요? 누구십니까? 지금 나서실 때

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 저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주민들: (순간 곳곳에서 탄식이 터지며) 아.. 아이고...
할아버지: 시청하고, 또 여기 하청을 준 업자, 아주 이 강도들을 여러분이 잡아주

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장례식장에는 어느 누구, 그 파
리새끼 하나 오지 않았었어요. (훌쩍이며) 그리고 여기 대략 수천세대가 사는데 
제가 그 아이를 이리로 끌어들인 것은 환경이 좋고 교육하기가 좋아서 그 아이
를 끌어들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할아버지, 나 학교 가요, 그렇게 나가고 2, 3
분 됐어요. 현관에서 불과 20미터도 안 되는 데에서 제 딸이... 그 손녀가 혼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엄마하고 손잡고 둘이 가다가 이 차가 앞에 
서 있는 걸 봤는데, 차가 갑작스레 뒤로 후진해서 아이가 앞바퀴에 들어가서 
머리가 깨졌어요! 

164) 앞서 성일 노블하이츠의 지리적 입지를 소개하며 밝힌 것처럼, 시청과 아파트 단지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후 소개하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역시 가명 
처리했음을 밝혀둔다.

165) 아래는 이날 대책회의의 격앙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을 묘사한 내용이다. 다소 길지만 
이후 입주민들의 대응이 전개되는 방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전달이 필요하다 여겨 
일체의 과정을 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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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일동 순간 여기저기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고.. 어떡해...
할아버지: 아마 우리 딸, 우리 손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엄마는 실

신 상태라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야지, 지금 여러분들
이 이렇게 힘이 됩니다.

주민들: (여전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
할아버지: (안 국장을 가리키며) 이 분도 계속해서 변명만 하다가 오늘 마지못해 

왔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출산의 아픔을 모릅니다만, 그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손녀의, 그 머리통이 깨진 상태에서, 현장을 보고는, 하늘이 파란 
줄 알았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협조
를 해주신다면 청와대까지 가서... (잠시 흐느끼다)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책임
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일 힘이 크게 되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이 
아픔이... 돈으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청업자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받
은... 이 사람 변명만 해요. 운전사, 보험회사에 떠넘겨버려요. 그 돈 몇 푼 되
는 거, 그거를 받겠어요?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청에서 나온 담
당자들, 다 변명이고... 월급 다 뱉어내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해야 할 뿐만 아니
라 책임을 져야 제 분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주민 여러분이 끝까지, 시장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사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 (일동 흐느끼며 박수를 친다)
할아버지: 바로 지금 이 시각, 유인물을 봤어요. 앞으로 차가 몇 시에 오느냐 몇 

시에 가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고 원인 규명 먼저 해주시고, 그 다
음에 이 사고대책 해주셔야... 차가 서 있는 거 봤는데, 이 차가 갑자기 후진
을.. 왜 그런가 했더니, 3인 1조만 되었어도 사랑하는 손녀가 죽지 않았어요. 
혼자서 쓰레기통 빨리 비우고 다시 운전석 들어가서 얼른 한다고.. 뒤에 사람
이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갑자기 후진하면서.. (우리 딸이랑 아이는) 앞으로 
갈 줄 알고 옆으로 비켜 서 있었는데.. 뒤로 아이를 치면서... 엄마가 아이 손
을 놓치면서.. 그때 아이가 바퀴에 깔려 들어가면서..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아이 시신 상태를 상세히 묘사했는데, 그 순간 회의장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 엄마는 자기가 아이 죽였다고, 자기도 죽겠다고 지금 
실신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할아버지는 안근수 국장의 등을 손바닥으로 쳤다. 아주 세다고
는, 그렇다고 아주 약하다고도 볼 수 없는 세기였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문혜인 과장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밀쳐내며 안 국장을 챙겼다.

주민들: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지며 문 과장을 향한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뭐야? 지금!” “어디서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럴거면 뭐하러 왔어?” “네가 사
람이야, 네가?” “당신 나가! 여기서 꺼져!” “지금 당장 할아버지한테 무릎꿇고 
빌어!”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나오네. 당신들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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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와 문 과장의 돌발행동에 대회의실을 채운 주민들은 완전히 격앙되고 
말았다. 문 과장을 향한 비난이 한동안 더 이어지고 잠시 후, 할아버지 등장 이전
까지 사회를 보고 있던 나성환씨가 다시 마이크를 돌려받았다.

나성환: 저희가 어제 모여서 얘기하면서 여기 연주시청에 대한 요청사항에 공무원
들 징계요청은 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다보니 공무원 징계부분은 뺐는데, 지금 이 문혜인 청소과장님이 하
는 행동을 보니... 저 분이 사실은 실무 책임자죠? 그런데 와서 반성은커녕, 지
금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니... 그래서 이번에 적
어도,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훌륭하신 문 과장님에 대
한 징계문제는 반드시 거론할거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징계해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주민들: (일동 박수 터짐)
나성환: 그리고 이분들 붙잡고 자꾸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같습니다.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될 것이고, 지금 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죠? 시청으로 갑
시다!

주민들: 네! 시청으로 갑시다!

  이날 대책회의의 전체적인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
선 첫 번째 단계는 시청 공무원들이 도착하기 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하는 시간이었다. 350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의 절대 다수를 
이룬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고 오거나, 혹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이를 함께 데리고―그로 인해 회의 도중 엄마를 보채는 아이들 소리가 자주 
들려오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사고 피해를 당한 유민 어린이와 비슷한 또래
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차량에 의해 아이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곧바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입주자대표회의
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와 함께 일부 세대의 민원에 의해 쓰레기 수거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관리소장을 비난하고, 그러한 관리사무소의 행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
지 못했던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었다.166)

  두 번째 단계는 시청 공무원들의 도착과 잠시 후 유가족 할아버지가 등장하며 벌
어진 사건이었다. 이미 안근수 국장을 비롯한 3인의 공무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그
들을 향한 회의장 내의 분위기는 상당히 살벌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166)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명훈 회장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
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 수거시간을 변경한 건 2011년 8월의 일이었고, 그건 이 회장이 
당선된 2011년 12월 이전의 이야기였다. 이와 관련한 양측(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엄마들 카페) 간의 
이견과 갈등에 대해서는 뒤의 다른 절에서 더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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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청 측은 다음주 화요일로 일정을 잡은 간담회에
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위탁업체 쪽으
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회의 참석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게
다가 공무원들이 시의회 박 의원의 긴급한 전화를 받은 후에야 마지못해 참석했다
는 사실 역시 참가자들의 화를 부채질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회의장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유가
족 할아버지의 진술은 분노로 차 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슬픔의 감정을 더했다. 사
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시신의 상태를 묘사한 
그의 진술은 주민들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젊은 어머니 위주의 
참석자들은 할아버지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마치 자기 자신의 자식이 사고를 당
한 것과 다름없는 감정적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결국 참석자들에게 어떠한 이성의 
작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책임을 물으며 안근수 국장의 등을 친 할아버지를 
밀쳐 낸 문혜인 과장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해, 문 
과장의 행동은 어찌 보면 상황에 대처하는 그 나름의 자연스러운 대처였을 수 있다. 
사실 안 국장의 등을 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궁지에 몰려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
서 다분히 물리적 타격을 가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많은 경우 상당히 
경직된 한국의 관료제 사회에서 문 과장이 보인 모습은 상급자 보호를 위한 자연스
러운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회의장 전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그의 행동은 회의 참석자 전체를 격분시키기에 충
분했고, 이후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책임 
추궁은 순식간에 잊혀졌고, 마찬가지로 회의에 끝까지 불출석한 용역업체 대표는 이
날 회의 이후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모든 화살의 끝은 할아버지를 밀쳐내 주민
들의 분노를 야기한 문혜인 과장과 그가 속한 연주시청을 향하게 되었다.
  이들은 회의의 마지막 10분가량 단지 내에 공식 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추가로 결
정한 뒤 연주시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는 회의에 참석했던 주민들 중 150여명
이 참여했고, 엄마들 카페와 나성환씨뿐만 아니라 이명훈 회장을 비롯한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단, 자율방범대 대장 김민철씨도 함께 하여 시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명호 연주시장은 이날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한 시
간 넘는 농성 끝에 대신 부시장이 나와 이들을 맞았다. 그런데 사고 대처에 관한 부
시장의 해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시청에서 지금까지 
유가족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은 먼저 문상을 갔을 경우 용역업체가 아닌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당일(4월 6일) 밤까지 박명호 시장이 직접 유가족을 찾
아 사과하기로 하고, 시청 자체 회의와 의견 수렴 후 다음주 화요일(4월 1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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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입주민 대표 등 다수가 동석하는 시청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다. 결국 같은 
날 저녁 부시장과 안근수 국장 등이 유가족을 찾아 사과했고, 이튿날에는 박명호 시
장이 유가족을 찾아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입주민 긴급 대책회의와 시청 항의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통해 엄마
들 카페 측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했거나, 
카페에 올라온 후기를 통해 시청 측의 입장과 공무원들, 특히 문혜인 과장의 행동을 
전해들은 회원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번 사고를 조용히 추모하는 것으로 정리하려 
했던 일부 회원들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이에 동참했다. 그 일환으로 
회원들은 포탈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해 사고 경위와 
연주시청의 행태를 알리고, ‘청원’ 게시판에 연주시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
물을 올리는 등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167) 사망사고가 아파트 단지 안
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사고에 단지 바깥의 요인들이 개입된 만큼 해결을 위해서도 
외부 여론의 힘을 빌리려 한 시도였다. 주말 동안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연주시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서명하는 인원의 수가 
불과 이틀 만에 1만 명을 넘어서자,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등장하기 시작했
다.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째인 4월 9일(월요일), 다수의 신문이 사고 처리상의 문
제를 보도했고 한 공중파 방송의 메인 뉴스에서도 이 사고를 다루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연주시청 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청을 상대
로 한 협상에서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주도권을 쥐고 보다 적극적
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그 결과 4월 10일 열린 시청 간담회에서 양측은 4월 6
일의 입주자 대책회의 때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을 갖고 임하게 되었다. 간담회에
는 유가족과 입주자 대표단(이명훈 회장과 부녀회장 외 7명, 나성환씨와 엄마들 카
페 대표 2명), 그리고 박명호 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청 공무원들이 배석했으며, 
그 외에 별도로 10여명의 엄마들 카페 회원들과 지역언론사 기자들 10여명도 자리
에 함께 했다. 그런데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의 예상을 깨고 박 시장의 공식 
사과문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사과문 발표와 별개로 연주시청 홈페이지에 이 사과
문을 정식으로 올리고, 성일 노블하이츠의 모든 엘리베이터마다 사과문을 출력해 게
시하겠다는 것이 시청의 입장이었다. 그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아파

167)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이 갖는 힘은 크다. 그 힘은 이미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8년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
대운동 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축이 되었던 것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아고라’ 게시판이었는데, 현재까지도 ‘다음 아고라’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루는 게시물
들이 올라와 여론에 호소해 왔다. 특히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에는 각종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네티즌들의 서명을 받는 글이 게시되며, 상당 수준의 서명을 달성한 게시물의 경우 해당 사건에 관
심을 가진 기자에 의해 신문이나 TV로 보도된다. 그런 경우 사건은 미디어에 힘입어 여론의 폭발적
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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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이 공개사과를 하고 아파트 
단지 외곽에 시청의 사과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겠다는 의사까지 보이는 등 시청 
측의 입장은 한층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는 물론 며칠 사이 이번 사고에 주목한 여
론이 심상찮음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였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도 성일 노블하이츠와 성일 로열카운티―재건축 이전에는 
같은 성일주공아파트 단지였던―뿐만 아니라 근방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을 포함한 
입주민 일동 명의로 시청에 공식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금요일 대책회의 이후 
성일동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에 연계하여 내용을 조율
한 것이었다. 이명훈 회장은 전체 5개 단지, 1만 5천여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
시지를 시청 측에 전달함으로써 연주시청 측을 압박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입장
에서도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총 9개조로 이루어진 
공식 요구사항에서는 연주시청이 보상 문제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각종 용역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연주시청 측에서도 시장의 공식사과에 
이어 향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앞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부시장을 책임자로 하는 사고처리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자를 시장이 맡아달라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시청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언뜻 보아서는 양측 간의 협의가 그런대로 잘 이루어진 듯 보이는 간담회였다. 입
주민 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의 분노가 집중된 문혜인 청소과장에 대해서도 입주자대
표회의 측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대신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에 관해서는 향후 경찰 및 시청의 자체 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문
책 여부를 정하는 정도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문 과장 역시 간담회를 마치고 자리
를 빠져나가는 입주민들을 붙잡고 거듭 사과의사를 밝히며 자신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던 다른 주민들에게 꼭 자신의 뜻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이와 별도로 간담회 
말미에 사고 책임이 시청과 하청업체 중 어느 쪽에 있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
가기는 했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관계로 당장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
제였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리를 파했다. 나성환씨와 엄마들 카페는 계속해
서 강경 대응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청 측 모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길 원하는 입장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엄마들 카페 측도 다소 불만은 남았지만 분위기상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후의 과정은 입주자 대표단과 기자들이 빠져나간 뒤 진행된 유가족과 연주시청 
간의 보상 협상이었다. 주민들은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며칠 뒤 전해진 협상 소식은 엄마들 카페를 다시 한번 술렁이게 했다. 두 차례에 걸
친 협상 결과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시청 측에서는 계속해서 도덕적 책임만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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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이 사고의 직접 책임은 질 수 없다며 용역업체의 보험사를 통한 보상만을 주장
했다는 것이었다. 시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사고처리와 관련한 법적 규정과 
선례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고처리의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시청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해줄 것과 함께, 
책임과 보상 문제를 용역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 해결해주기를 원했다. 결
국 유가족 측은 나성환씨와 엄마들 카페에 또 다시 도움을 호소했고, 이들은 ‘특별
조례’ 추진이라는 방법을 통해 개입에 나섰다.

 3) 특별조례 추진과 뜻하지 않은 파문, 그리고 마무리

  유민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 그리고 엄마들 카페 측의 공식적인 입
장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금의 액수보다도 시청의 직접적인 책임 인정이었다.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사고 직후 시청의 태도 문제가 컸다. 앞서 입주
민 대책회의 과정을 다루며 살펴보았듯이 장례식이 치러진 4월 2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청 관계자 누구도 문상을 오지 않았고, 시청 측에서 취한 연락이라고는 
용역업체와 직접 보상 문제를 얘기해 보라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대책회의 직후 시
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시청 측이 밝힌, 자신들의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유가족을 찾지 않았다는 해명은 유가족 측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대책회의 자리에서 안근수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밀
쳐버린 문혜인 과장의 행동은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들로 하여금 모든 비난의 화살
을 문 과장과 시청으로 향하게 했다. 비록 4월 10일의 시청 간담회 직후 문 과장이 
참석자들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하나 주민들, 특히 엄마들 카페 측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물론 이들이 시청의 책임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한 데에는 이러한 감정적인 요인
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을 움직인 주된 명분은 앞으로 이번 사고와 비슷한 문
제로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생기지 않기 위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
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법적인 문제나 시청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서상으로는 시청에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유가족과 엄마들 카페 측에서 보기에는 시청도 사고 발생에 
분명한 책임이 있었다.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규정대로 3인 1조가 아닌 운전
자 혼자 수거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었으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시청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이 기존
의 주3회에서 주6회로까지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수거 용역업체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수거 인력을 임의로 축소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다른 업체를 투입
하는 것과 같은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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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측은 도덕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직접 책임은 질 수 없
다며 계속해서 보상 문제를 회피했다. 시청 측은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보상 방식을 
수용하기에는 예산과 선례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업체의 보험사를 통한 보상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보상에 시간이 
걸릴뿐더러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시청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에 유가족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나성환씨와 엄마들 카페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섰다. 이들이 추진한 특별조례는 유가족에 대해 
시청이 먼저 책임지고 보상하고, 이후에 용역업체에 구상권168)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청이 책임을 지려들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이들의 취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연주시의회라는 또 다른 요소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었
다. 특별조례가 제정되려면 시의회가 나서서 안건을 발의하고 승인·가결시켜줘야 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성환씨를 비롯한 Z사 입주민 카페 일부 회원들과 엄마들 카
페 측은 각 카페 게시판에 시의원들을 압박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주민들의 참
여를 독려했다. 아래 게시물은 이들이 어떠한 취지로 특별조례를 추진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했는지 확인시켜 준다.

제목: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2.4.13 게시물)
[......]
  일부에서 말하기를 유가족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유가족이 고통당하
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공무원이 주민을 위
해 움직이게 하는 선례를 이번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타까운 일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우리 이야길 들
어주지 않는다면, 규정이 없다고 피해자의 고통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주민들 위에 군림하며 말과 행동이 분리된 행정을 고쳐 
나갑시다. 우리 지역 시의원인 OOO, XXX, OXO 의원의 휴대폰과 트위터, 블로그
에 특별조례 상정을 요구하는 문자나 글 올려주세요. 연주시청 시의회 홈페이지에 
특별조례 제정하라는 민원을 계속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개별
적 압박도 강력히 필요합니다. 포털보다는 연주지역 엄마들 모임을 통해 이 이야

168) 구상권(求償權)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먼저 변제하고 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유가족 측이 추진한 특별조례는 시청의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를 주
요 내용으로 했는데, 이는 과거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1995)와 태안 기름 유출사고(2007), 그리고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2014)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私)기업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빠른 보상을 필요로 할 때 주로 등장한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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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확장시켜 특별조례 제정을 강하게 요구합시다. 시청에 전화해서 민원 넣을 
인원도 필요합니다. 준비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민원 폭주를 보여줍시다.

  특별조례 제정에 동조하는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들은 연주시의회 홈페이지와 
연주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연주시의원들의 개별 창구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였다. 
지역구 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의원들 역시 특별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등 조례 제정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입주민들
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듯 했던 특별조례 추진이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소
식을 접했다. 다수의 시의원들이 특별조례 제정에는 공감하고 또 안건만 올라오면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제는 직접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나선 의원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건에서 지자체가 직접 배상에 나선 선례가 
없고 개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청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시의원들 역시 눈치만 보며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탓이었
다. 이에 입주민들은 다시 한번 시의회와 시청 측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조례 발의를 위한 다른 기준인 연주시 주민 총수의 1/50 이상으로부터 
청원을 받아서라도 특별조례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처럼 엄마들 카페와 Z사 카페 일부 입주민을 중심으로 특별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던 4월말의 어느 날, 양 카페에 한 입주민이 스크랩해 올린 글은 아
파트 단지에 뜻밖의 파문을 일으켰다. 우연히 이번 사망사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서 검색하던 중 발견한, 문혜인 청소과장의 아들이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글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http://gall.dcgame.in/list.......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 갤러리”)
---------------------------------------------------------------
이 름: 씨ㅣ발
제 목: 연주 어린이 쓰레기차 사고 관련 공무원 아들인데 씨발 아 씨발 

http://news....... (연구자 추가, 사망사고 관련 기사 링크된 부분)
여기서 나오는 관계자가 우리 어머니이신데
진짜 기사 읽고 리플 한 번 보고 씨발 개 좆같아서 와 씨발
씨발 지금 저거 유가족 대표(애 외할아버지)가 보상금 더 달라고 호통 치면서 개판
치는 거는 기사에 빠졌고
또 우리 어머니도 아이 장례식에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 인간들이 자꾸 개지랄하고 
막 폭력 행사하려고 해서 무서워서 못 간 거를 존나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처럼 써
놓고 씨발
씨발 공무원들이 저게 뭘 해주고 싶어도 법령 따라 움직여야하니까 법대로밖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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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데, 그리고 지금 법대로 해주고 있는대도 개지랄 떠는 새끼들한테 찾아가서 
강냉이 한줌씩 털어주고 싶다
아 씨발 내가 존나 씨바... 이걸 어디 포털 같은데 올릴까 하다가 다음이나 네이트
는 씨발 공무원 관련 글 올라오면 읽어보지도 않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새
끼들밖에 없고, 네이버는 어디에 올려야 할질 몰라서 그냥 디시에 올린다 
그리고 그 중 고갤형들이 믿을만해서 여기 올림
내가 씨발... 진짜 와 씨발... 우리 어머니 지금 며칠째 퇴근도 제대로 못 하시고 
저 새끼들한테 시달리고 계셔
형들 이거 퍼가도 좋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해줘도 좋아
제발 씨발... 어머니 매장시키려는 놈들한테서 우리 어머니좀 좀 구해줘
부탁이야 형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글을 접한 입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문 과장의 아
들이 입주민들을 비난하고 나섰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그 비난의 수위와 표현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 확인 결과 이 글은 입주민이 검색 도중 우연
히 찾아내기 약 보름 전, 시청 간담회를 전후한 시점에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
이드(www.dcinside.com)에 올라왔던 게시물이었다. 당시는 입주민 대책회의(4/6)에
서 문 과장과 유가족 할아버지 간에 있었던 돌발사건으로 문 과장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엄마들 카페를 중심으로 한 사고의 공론화를 통해 언론 보도
가 이어지던 때였다. 글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해당 기사 내용과 기사에 대한 반
응에 반발한 문 과장의 아들이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욕설로 도
배된 글의 표현방식이었다. 이 글이 스크랩되어 올라온 입주민 카페들에는 주민들의 
질타가 빗발같이 쏟아졌다.

A: 에휴 참..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본인이 피해자라고 울부짖었나보네요. 근데 글 
올린 게 참.. 저질스럽네요. 설득력도 없고 되레 반감만 불러일으킬 듯해요.

B: 아무리 어린애라도 육두문자 지네 엄마 부르듯이 쓰고, 참.. 머리에 부모가 뭘 
넣어줬는지.. 이 글 퍼나를수록 지네 엄마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아는건지. 자식
교육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휴..

C: 저 글을 쓴 아들도 문제이고.. 저 아들의 글이 누구의 말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엄마가 집에 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 애가 쓴 글이지 않겠습니까? 공식 사과
문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냥 써놨지만 결국 시청 공무원들의 생각
이 저러하니 유가족을 거지처럼 대하는 거겠지요. 이런 식이라면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조현오 경찰청장 가족이 억울하다고 글 올리고, 수원 경찰청장 가족도 
억울하다고 글 올릴 거 같아요.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Z사 입주민 카페와 엄마들 카페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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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문 과장 아들이 올렸다는 글에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가진 고유한 코드가 
몇 가지 담겨져 있다. 먼저 욕설로 점철된 이 글의 표현방식은 디시인사이드라는 특
정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게시물 작성법이다.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많은 게시판―디시인사이드에서는 이를 ‘갤러리’라 
부른다―에서는 상대를 불문하고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표현이 
통용된다.169) 만약 디시인사이드에 예의를 차린 글이 등장한다면, 그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쉬울 정도이다. 글쓴이가 
실제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그가 사용한 표현법만큼
은 일반적으로 디시인사이드에서 통용되는 용법에 크게 어긋나―다소 과잉된 감정 
표현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같은 표현법이 용인되는 디
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었
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었을 것이다.
  또한 글의 내용 중 원래 포탈사이트에 올리려 했는데 다음이나 네이트에는 올릴 
수 없었고 네이버는 올릴 곳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에도 나름의 맥락이 내재해 있
다. 한국의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주요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각 
다소 다른 정치색을 띠는 것이 현실이다. 그 가운데 포탈사이트 게시판들의 경우 다
음과 네이트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반면, 네이버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다.170) 그런데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 중 ‘진보’ 성향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국가권
력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행정기관이 엮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
원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흔히 관찰된다. 여기서의 글쓴이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공무원인 자신의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특
정한 사이트―역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2012년 기
준)되는 디시인사이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기관
의 대행자로 인식되는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 글이 게시된 맥락이 어떻든 간에, 가뜩이나 시청 측과 문혜인 과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비속어로 가득한 글의 표현방식이 도저히 용
납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입주민 대다
수는 디시인사이드의 문화적 규칙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기에, 이 글은 ‘개념 없는’ 

169) 디시인사이드는 본래 디지털카메라 정보 제공 사이트로 출발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는 각각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갤러리들로 구성된 거대 인터넷 커뮤니티로 재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디시인사이드에
는 반말과 욕설이 일반화된 행동규칙이 자리 잡으며 나름의 독특한 장소성이 생성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길호(2012)를 참조하시오.

170) 주간경향 2012년 6월 19일 기사, “그들은 왜 보수우파를 동경하게 되었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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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과장의 아들이 자신들을 향해 직접적인 욕설을 섞어 내뱉은 ‘쓰레기 같은 글’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실 비속어로 표현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 글은 ‘유가
족 대표의 보상금 요구’, ‘문 과장에 대한 입주민들의 과도한 비난과 반감’,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입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순화하여 올린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연
주시청 측의 공식적인 입장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입장
에서 너무나 공격적이고 불량스러운 이 게시물의 형식은 글의 내용을 가려버리는 
효과를 야기했고, 사태를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분노한 입주민들은 우선 해당 글의 작성자가 문 과장의 아들이 맞는지부터 확인
에 나섰다. 엄마들 카페 측에서 당일 바로 문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글의 내용을 알
려주며 아들의 작성 여부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문 과장은 그럴 리가 없으며 누군
가 자신과 아들을 음해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잠시 후 글을 다시 
확인하러 디시인사이드를 방문한 엄마들 카페의 회원이 해당 게시물이 그새 삭제된 
걸 발견하고 그 사실을 전했다. 수상하게 생각한 입주민들이 다음 날 시청을 방문해 
문 과장에게 따지자, 결국 문 과장은 전날 전화를 받고 급히 아들에게 확인해 본 결
과 글쓴이가 아들임을 알았다고 했다. 현재 대학을 휴학하고 군 입대를 기다리는 아
들이 벌인 철없는 행동이며, 모든 건 자신의 잘못이니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문 과
장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는 격분한 입주민들을 달래기에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은 
곧바로 시장을 찾아가 인쇄해 온 문 과장 아들의 글을 들이밀며 이것이 시청 측의 
진심이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동시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사과와 문 과장
의 문책을 요구했다. 결국 박명호 시장은 그날부로 문혜인 청소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입주민 카페에 전해진 소식은 주민들의 분노를 재차 불러일
으켰다. 문혜인 과장이 청소과장에서 직위해제되긴 했지만, 대신 곧바로 연주시 관
내의 다른 동에 동장으로 발령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부 입주민의 확인 결과 청소과
장과 동장이 같은 직급으로 밝혀지자, 10여명의 엄마들 카페 회원들은 다음 날인 5
월 2일 개최된 시의회 회의를 참관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박 시장에게 거센 항의를 
퍼부었다. 이들의 입장에서 문 과장에게 어떠한 자숙기간도 없이 바로 다른 직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과장에서 동장으로 전
보하는 조치가 좌천의 성격을 지닌 인사라는 시청 측의 해명도 통하지 않았다. 분노
한 주민들은 시의회를 취재 방문한 기자들 앞에 유족을 비하하고 입주민들을 깡패
에 비유한 글을 올린 책임을 물어 문 과장과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문 과장의 자진사퇴 혹은 해임에 준하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는 경고도 시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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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시청 측은 동장
으로 발령된 문 과장을 다시 직위해제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결정을 내렸고, 
문 과장 역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문 과장의 
처우를 놓고 극한에 달했던 대립은 시의회 회의 이틀 뒤인 5월 4일, 문 과장이 성
일 노블하이츠를 직접 찾아와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자리에는 30여명의 엄마들 카페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의외로 사뭇 숙연한 분위
기로 사과가 진행되었다. 문 과장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짧아 일어난 일이라며 아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흐느끼자, 복잡한 감
정에 휩싸인 입주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이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
들이 엄마들 카페에 남긴 후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자신의 부덕함으로 
아들의 철없는 실수를 감싸며 마음 아파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엄마의 모습이 분명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던 반면, 다른 일부는 아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눈물을 흘
리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문 과장이 눈물을 
보이자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자식을 둔 같은 ‘엄마’의 마음에서 복잡한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분명히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문혜인 과장을 향해 분노가 치솟았던 엄마들 카페 
분위기가 하루 만에 가라앉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었다. 무엇보다 유가족 측에서 먼
저 극한으로 치달았던 대립이 분노와 단죄로 지속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미 시청 인
사위원회를 통해 문 과장의 대기발령이 결정되었고 문 과장도 사과하러 오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끌고 나가기에는 모두가 상당한 정신적 피로감에 시달려 
왔던 것이었다. 문 과장의 사과 방문 이후 며칠 뒤, 엄마들 카페의 대응을 앞장서 
이끌어 온 이가 남긴 아래의 글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었다.

제목: 이제... 남은 이야기들. (2012.5.7, 검색 노출방지를 위해 연구자 일부 수정)
[......]
  유가족 아버님과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힘들어 하셨지만 문 과장
의 아들에게 빨간 줄을 긋고 단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스스
로 받은 고통과 상처를 다시 돌려주며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버님의 생각이었
습니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앞에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 할아버님도 문 과장과 아들은 용서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소중하고 예쁜 유민이의 이름을 그들의 단죄에 이용할 뜻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맞잡아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
다. 영원토록 잊지 못하시겠지만 빨리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평화가 찾아오도록 
저희가 그 상처를 자꾸 헤집어 되새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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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석상에서 저희가 흘린 눈물에 대한 해석은 따로 하셨으면 합니다. 용서하
셔도 되고 더 미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족 분들은 그들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힘들지만 한 발자
국 움직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그들을 향한 미움을 접어둡시다. 
[......]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처들을 잠시 접어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안타까운 죽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무능했던 어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특별조례의 제정으로 어른
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사고처럼 억울한 일은 다시 없으리라 믿습니다.
[......]

  4월 초 유민 어린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래, 돌발사건으로 파행된 입주민 대책
회의와 이어진 시청 간담회, 그리고 난항에 빠진 보상 협상과 특별조례 추진, 청소
과장 아들의 글이 불러온 파문에 이르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사건에 관
여한 이들의 감정적 소모는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청 간담회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청 측에 대한 대응에서 실질적으로 발을 빼면서,171) 육아와 생업을 병
행해야 하는 입주민 일부의 힘만 갖고 대응을 이어가기에는 힘이 부친 것도 사실이
었다. 따라서 이들은 문 과장의 사과 방문을 계기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특별
조례 추진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특별조례 제정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문 
과장 아들의 글로 인한 파문 이후 특히 엄마들 카페의 동력이 이전 같지 않았고, 그
로 인해 시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수위가 약해졌다는 사실이 일정 부분 작용
했다. 이에 덧붙여 2012년 당시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이 
중앙정부에서 논의되던 중이었기에 대다수 시의원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쏠려 
있는 탓이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결국 가뜩이나 의안 발의에 적극적인 의원이 없었
던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는 조례 상정 무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
별조례가 무산된 가운데 오히려 전향적인 중재안을 내놓은 건 박명호 시장 측이었
다. 박 시장은 유가족 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장의 직접 발의를 통해 
별도의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려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
을 밝혔다. 비록 입주민들이 추진해 온 특별조례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문 과장 아
들 사건 이후 여론의 추이를 의식한 박 시장이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
후 시청과 유가족 간의 협상이 재개되어 보상이 이루어졌고, 성일 노블하이츠에 대
해 잊고 싶은 기억만 남은 유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 그 이후 소식은 들
려오지 않았다.

171)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이어지는 절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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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비극을 둘
러싸고 펼쳐진 일련의 사건 전개를 살펴보았다. 두 달 가까이 아파트 단지를 뒤흔들
고 마무리된 이번 사고는 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시청 측과 특정 공무원 가족 등 
많은 이들에게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얼핏 보아 이들의 상처가 어느 정
도 봉합된 상태에서 종결된 듯 보이는 이 사건은 조금 거리를 두고 다양한 관점에
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많은 이들의 행
동은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아파트 단지에 내재된 많은 속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 아파트 공동체성의 잠재적 의미의 발현과 사회적 함의

 1) 공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

  어느 순간, 정확히 말하면 4월 6일 열린 입주민 대책회의 후반부터 유민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대응은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
청 공무원들이 뒤늦게 도착하고 유가족 할아버지가 등장한 순간부터 모든 초점은 
시청에 사고 책임을 묻는 것에 맞추어졌던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시청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에 나서는 쪽으로 사건이 정리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
와 관련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일순간에 생략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이번 사고는 시청과 용역업체가 관여된 외적인 
요인뿐 아니라, 그간 성일 노블하이츠에 적체되어 온 여러 내적인 문제들이 복합적
으로 개입된 결과이기도 했다. 그리고 사고 처리 과정을 계기로 그 문제들을 드러내
어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과정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사고의 원인과 후속대책들을 살펴보자.
  우선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아파트 외적인 요인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관련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사고를 낸 직접적인 가해자는 용역업체인 
OOO환경 소속의 사고차량 운전자였고, 실제로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구속된 이후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수거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만으
로는 사고의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그가 아파트 단지 안에
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끝에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거직원으로 하여금 이 같은 과실을 범하게 만든 다른 배경적 요
인들은 사법처리 여부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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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별개로,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보다 넓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업무를 개별 하청업체들에 맡겨왔다.172) 그런데 이
와 같은 용역계약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상당부분 야기한 것이 현실이다. 전
국에 위치한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은 재정이 열악한 영세업체였기 때
문이었다. 예산부족 탓에 각 업체는 충분한 인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저임금을 받는 
소수의 인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전사고 위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
다. 이번 사고에서도 OOO환경은 같은 이유로 3인 1조의 근무수칙을 수개월째―경
찰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미 9개월째 운전자 혼자 수거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겨왔으며, 이는 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성일 노블하이츠 입주민들의 사고 대응에서도 잠시나마 나오기는 했다. 아래
는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시청 간담회 후기에 달린 댓글 중 일부이다.

A: 한 가지 아쉬움을 더한다면, 수거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열악한 환경은 사고위험을 더 높이는 
법이지요. 그분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B: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오늘 간담회 가서 저도 놀랐습니다. 매년 공공요금, 
공산품, 하다못해 공무원 월급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수거직원 인건비는 몇 년
째 그대로더군요. 따지자면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겠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입주민들이 시청에 책임을 묻고 특별조례를 추진한 것은 큰 
맥락에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이 요구한 특
별조례에는 자본금과 고용조건이 열악한 수거업체와의 포괄적 계약이 갖는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의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끔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문
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기조로의 전환 이후 
‘작은 정부’가 강조되며 진행되어 온 공공서비스의 하청화가 갖는 근원적 문제에 대
한 해결 없이, 용역을 발주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특별조례 추진 과정에서도 시청의 책임 인정을 받아내는 쪽에 더 무게중심
이 쏠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다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들어간 측면도 없
지 않았다.

172) 참고로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달리, 매립이 가능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소속 상근직인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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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대응 과정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또 다른 요소로 사고 발생 초기에 관리
사무소 측에서 준비했던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다. 입주민 대책회의를 준비하면
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후속대책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 시간대를 다시 새벽으로 조정할 것과, 단지에 진입하는 외부차량의 신고 의무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이삿짐 차량이나 쓰레기 수거차량이 단지 내 
서행을 위반하는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표기된 
안내문을 차량 앞뒤로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었다. 실제로 
이때 마련된 대책은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도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시행(<사진 
5-1>) 중이기도 하다.

<사진 5-1> 사고 발생 후 외부차량에 부착되기 시작한 안내문

(연구자 직접 촬영)

  문제는 대책회의 당일 참석했던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관리사무소의 대책들은 그
저 뒷북으로 여겨질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의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엄마들 카페 회원들의 관리사무
소 항의 방문으로 대책회의 일정이 정해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대책회의
를 주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이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는 자기 자식 또래의 어린이가 당한 사고로 인해 젊은 입
주민들이 갖게 된 분노를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350여명에 달하는 회의 참석자의 
다수를 차지했던 엄마들 카페 회원들은 관리사무소가 준비한 후속대책을 듣기보다
는 먼저 사고의 책임 추궁을 원했다. 이들에게 재발방지책에 대한 모색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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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망사고를 야기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부적 요인
은 수거시간대 변경이 적합한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초 
새벽시간대였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아침 이후로 늦춰진 건 일부 세대의 민원
에 의한 것이었다. 주3회(월, 수, 금)에서 주6회(월 ~ 토)로 수거횟수가 늘면서 시끄
러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상당했기에 무시할 수 없었다고 관리사무
소 측은 해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얼마나 적법한 절차
에 의한 것이었는지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관리사
무소 측은 몇 세대 이상의 민원이 있어야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세대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저 잠을 설친 입주민들의 거센 전화 항의가 수십 
차례 이어지자 관리소장 임의로 시청에 연락하여 수거시간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
한 게 사실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사실관계를 전
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입주민 대책회의에서 엄마들 카
페 회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책임을 물은 주된 원인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든 핵심적인 요인은 이처럼 실생활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적인 장 자체가 없었다는 사
실이다. 물론 그러한 역할을 위한 자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입
주민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단지에 관한 논의를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
의가 있고, 재건축 시기부터 활발히 운영되어 온 입주민 인터넷 카페도 있다. 하지
만 마땅히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
사무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입주민 카페에서도 
주로 이야기되어 온 건 ‘아파트 가치상승’이나 당장 개별 가구가 겪는 불편함과 관
련한 문제였을 뿐, 아파트 단지 내의 공적인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
지 않았다. 사실 이 점에서는 일반 입주민들―사망사고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을 포함하여―의 책임도 작지 않다.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귀찮다는 이유
로, 바쁘다는 이유로, 몇 년 살고 곧 떠날 거라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를 공적인 주
거 집합체로 인식하지 않는 동안 비극적인 사고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다. 이미 Ⅳ
장에서 논의한, 아파트 단지를 지배하는 ‘무관심의 문화’는 그 토양과 다름없었다.
  결국 이번 사망사고를 낳은 공적인 장의 부재는 성일 노블하이츠와 같은 고급아
파트 단지가 제공하는 환경적 조건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고급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장벽에서 볼 수 있
듯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은 계급-의존적이지만, 위험이라는 존재 자체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우기를 원한 주민들은 외부의 위험을 피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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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로 왔지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참여로 형성된 공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물리적 공간이 주는 이점은 온전히 발휘되기 어렵다. 주거공간을 이루는 하
나의 집단 내에서 공적인 소통과 관련한 문제는 고급아파트 단지에서도 여전히 중
요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고 대응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에 대한 문
제제기가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입주민 대책회의를 
전후하여 입주민 카페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의견개진이 올라
왔고, 그들 중 일부는 분명히 ‘소통의 문제’를 짚고 있었다. 아래는 이와 같은 맥락
의 당시 게시물들 중 하나이다.

제목: 소통의 문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12.4.5, 검색 노출방지를 위해 연구자 일부 수정)
[......]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동안의 소통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가 되어 입주민들
의 의견을 모으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창구가 없습니다.
[......]
민원 때문에 수거시간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민원을 냈는지 기록은 있습
니까? 도대체 몇 명이 민원을 넣은 것입니까?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

  하지만 이와 같은 단지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입주민들의 사고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집중된 것은 시청 측에 대한 집요한 
책임추궁이었다. 물론 이를 야기한 것은 일차적으로 시청 측의 태도 문제였다. 시청 
관계자들은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질까 우려하여 유가족을 먼저 찾
지 않았고,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시의원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대책회의에 나타
나지 않았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문혜인 청소과장은 대책회의 도중 등장한 유가족 
할아버지를 밀치는 행동을 보였으며, 그 아들은 인터넷에 욕설이 뒤섞인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뜩이나 어린 생명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 앞에 감정적으로 
동요되기 쉬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청 측의 행태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에 충분했다. 여러 정황상 이번 사고 대응에 나선 입주민들이 시청의 책임 인정에 
초점을 맞춘 것은 도덕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시청 측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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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입주민들의 선택과 집중은 결과적으로 다른 근원적 문제들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말았다. 사실 많은 면에서 특히 문혜인 과장과 관련한 
이 사례의 전개 양상은 ‘희생양’ 기제에 대한 르네 지라르(2007)의 고전적 논의와 
공명한다. 지라르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사회집단은 자신들의 분노를 집중시키기에 
좋으며 당장의 조치가 가능한 대상을 찾아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사건의 실제 원인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거의 영향
을 미치지 못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집단 외부의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
이기 쉽다. 결국 이렇게 소수 집단 혹은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집단 전체의 
기존 질서가 다시 주조되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것이다(지라르 2007: 25-31 참조).
  어찌 보면 이번 사고에서 문혜인 과장은 일종의 ‘희생양’이었을 수 있다. 물론 그
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 과장이 입주민 대책회의에서 취한 행동 
이후 그에게 집중된 책임 추궁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 이상으로 다소 과도하게 가해
진 측면이 있다. 게다가 대책회의 이후 주민들의 대응이 집중된 시청 측은 문 과장
과 더불어 아파트 단지의 입장에서 볼 때 외부에 위치한 사고 관련 요인이었다. 어
린이 사망사고처럼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기 쉬운 사건에서 외부인은 그에 대한 분
노를 표출하기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외부인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같은 단지 입
주민끼리 얼굴을 붉힐 일도 없을뿐더러,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아파트 단지 내부의 
문제를 놓고 고민과 논의를 이어갈 필요도 없게 된다. 즉,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문 과장과 시청이라는 외부 요인에 집중된 사고 대응은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감정
적 소모는 클 수 있어도 이성적 논의의 불편함은 피할 수 있게 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는 지라르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실제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업체의 잘못
을 야기한 거시적인 문제는 물론, 관리사무소의 잘못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아
파트 단지 내부의 문제들까지 사고 대응 과정에서 생략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사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엄마들 카페와 나성환씨를 비롯한 일부 
입주민들이 시청 측에 실력행사를 집중하면서 단지 내의 공적인 의사소통 부재와 
같은 문제들은 묻혀버렸다. 오로지 시청 측의 책임 인정 여부와 보상 진행만이 핵심 
이슈가 되었고, 문 과장 아들의 글로 인한 파문을 거치며 엄마들 카페의 동력이 약
해지면서 아파트 단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
았다.173) 

173) 앞서 Ⅳ장 4절에서 살펴본 성일노블 영어마을이 추진된 게 2012년 여름의 일이었으므로, 시기상 
유민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두 달여 동안 아파트 단지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망사
고가 정리되고 평온한 분위기가 자리 잡지 않았더라면 유민이와 비슷한 또래 어린이들을 주된 대상
으로 삼은 영어마을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리는 없다. 당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지만 누구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고는 최대한 빨리 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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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고는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아파트 단지를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사고 대응 방법과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결코 작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사고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집단들은 성일 노블하이츠를 똑같이 하나의 ‘주거
공동체’로 여겼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의 이상적 형태는 달랐다. 잠재해 
있던 차이가 불의의 사고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2) 아파트 ‘공동체’를 둘러싼 가치의 경합

  잠시 시간을 다시 돌려 2012년 4월 6일 있었던 입주민 대책회의에서 회의가 시
작된 지 약 15분이 지난 시점으로 가보자. 사고 경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들을 소
개하려던 관리소장의 브리핑이 주민들의 항의로 중단되고, 앞으로 나선 이명훈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재개를 위해 자기소개를 한 다음이었다. 발언권을 얻은 엄
마들 카페 회원 K씨가 마이크를 받아 질의를 시작했다.

K씨: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하나
씩 따져봐야 할 거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입대의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
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그러면 먼저, 입대의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볼 때 
가장 잘못하신 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을 관리소에서 임
의로 변경했다라고 하시면서, 관리소장님이 “아파트 문제는 입대의도 잘 모른다”
라고 하셨어요. (다른 참석자들을 돌아보며) 다들 들으셨죠?

주민들: (일동 소리 높여) 네!
K씨: 제가 그전까지 알기에는 저희 아파트 문제는 입대의에서 다 결정해서 관리소

에 하달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대의에서 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놔뒀는지, 왜 거기서 알지도 못했고, 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
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찾아가서 “사고 발생하고 24시간이 
되도록 입대의에서는 뭐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대표 몇 분 왔다가셨고, 회장님께서는 전화 통화만 한 번 하셨다, 거기에 엄
마들이 분노를 한거죠. 이게 단순히 왔다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끝날 일
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요구를 했어요, 회장님 연락처나 
다른 높은 분 연락처 그런 걸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관리소장님이 막으셨어요. 

고,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는 서두르는 것이 성일 노블하이츠, 아니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어쩌면 한국사회 전반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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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 같더라고요. 계
속 요구를 했는데도 그분들은 바쁘시고, 직업이 있으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하
셔서 엄마들이 생각하기를, 직업이 있고 그래서 직접 나와 볼 수 없는 일이면 
도대체 입대의 회장을 왜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지금 
당사자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그에 대해서......(하략)...... (강조는 연구자)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 가졌던 관리사무소 항의방문 이래 엄마들 카페 측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보인 소극적인 태도였다. 엄마들 카페 회원
들의 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하루가 지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떠한 움직
임도 없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회
원들의 기세에 눌린 관리소장이 “아파트 문제는 입대의도 잘 모른다”라는 변명 아
닌 변명을 한 탓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은 순식간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관
심 없고 자리만 축내는 사람들로 낙인찍혔다. 이들은 관리소장이 일부의 민원에 근
거해 임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을 변경하도록 묵과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겨졌다.
  사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2012년 기준)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만한 
일이었다. 관리소장 재량에 의한 수거시간 변경은 2011년 여름의 일인 반면, 이명훈 
회장이 당선된 건 그해 겨울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준구 
전임 회장이 재임 중이던 당시는 직전의 보궐선거에서 실패를 맛본 자율방범대 측
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비리의혹을 부지런히 제기하며 성일 노블하이츠의 ‘변
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임준구 회장이 이끌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명훈 회장이 이끈 입주자대표회의는 도매금으로 묶여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엄마들 카페 측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일에 큰 관심
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들이 보기에 이전 회장단과 현 회장단은 모두 
그냥 ‘입주자대표회의’였을 뿐, 그 내부적인 사정이 어떻게 돌아갔었는지는 중요하
지 않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대를 주축으로 한 현재의 회장단이 과거 
어떤 비리척결 활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난 사망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각자 따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연락을 취하기도 어렵다
는 사실이었다.174) 전임 회장단이 뭔가 확실한 직업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무
른다는 혐의가 자율방범대 측의 주된 비판 지점이었고, 따라서 확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의 요직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는 아이

174) 관리사무소 방문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바로 연락이 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엄마들 카페 입장에서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엄마들 카페에는 “권한은 
관리소장님보다 많으나 아는 바는 더 없는 직장인이신 회장님”과 같은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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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였다. 그들이 내세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망사고와 관련한 초기 대응에서
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엄마들 카페 측의 불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먼저 입
주민 대책회의 말미에서 결정된 아파트 단지 내 공식 분향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들
이 문제가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대책회의 당일인 금요일을 포함하여 일요일
까지 총 3일 동안―일반적인 장례 절차인 3일장의 기간을 감안하여― 분향소를 설
치하기로 했는데, 엄마들 카페 측에서는 이미 아이의 장례가 끝난 마당에 굳이 3일
이라는 기간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 분향소 설치기간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3일이라는 분향소 설치 기간은 너무 짧았다. 또한 분향소 설치를 아파트 단지 전체
에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은 쌓였다. 대책회의 당일 저녁, 단지 내 방송을 통
해 분향소 안내와 관련한 공지가 전달되었는데 그 소리가 작아도 너무 작았다는 것
이었다. 방송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의자 밟고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 귀를 붙이고 들
어야 잘 들릴 정도였다거나, 매주 하는 부녀회 노래교실 방송은 쩌렁쩌렁하게 하면
서 분향소 마련 방송은 개미소리만 하게 하더라는 등의 불만이 표출될 정도였다. 이
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엄마들 카페 측에서는 분향소 설치를 알리는 별도의 전단지
를 제작해 각 동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대응한 바 있었다.
  엄마들 카페에서 느낀 또 다른 문제는 사고 발생 다음주 열린 시청 간담회 직후
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연주시청과 관련한 사고 대응에서 완전히 발을 빼버렸다
는 사실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4월 10일 열린 시청 간담회에서 성일동 근방 5
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식 요구사항을 전달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측
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일에서 일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유가족과 시청 간의 보
상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추진된 특별조례와 관련한 
일에서도, 문혜인 과장의 아들 글로 인한 파문에서도 성일노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와 관련하여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들에는 
아래와 같은 댓글들이 달리며 답답한 반응을 토로했다.

A: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일들을 나성환님과 엄마들 카페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나서서 고생하고 계시네요. 오늘 다시 한번 관리비 명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
련 항목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B: 입대의에서 나서주심이 힘든 일인가요?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입대의와 입주민
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C: 아파트 대외적 문제는 공식기구인 입대의가 원래 나서야 하는데 어찌 된 건지...



- 241 -

  결국 유가족과 시청의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던 순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모습
이 보이지 않자, 엄마들 카페 측에서는 “사고 관련 일이 대충 정리되면 입주자대표
회의도 손을 한번 봐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입장에서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은 1년 전 관리소장의 쓰레기 수거시간 임의변경에서부터 시작
해 사고 발생 초기 미온적 대응과 특별조례 추진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에 이르
기까지, 끝까지 아파트 대표기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일 뿐이
었다.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지만, 시청 측에 집중된 책임 추궁이 끝난 뒤에
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할 말을 해야겠다는 것이 이들의 당시 입장이었다.175)

  분위기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이명훈 회장과 이 회장을 당선시킨 자율방범
대에서도 엄마들 카페로 대표되는 젊은 입주민들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자율
방범대 측의 반응은 시청 간담회가 열린 뒤 가졌던 첫 번째 순찰 활동에서부터 확
인할 수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열흘이 채 안된 때였기에, 연구자 스스로는 
자율방범대 쪽에서도 시청 측을 향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
로 예상했지만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분위기는 다소 의외였다. 입주민 대책회의와 시
청 간담회 등 시끄러운 일이 많았던 시기였음에도 자율방범대에서는 “이 정도면 되
었으니 이제 그만 정리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남은 건 시청과 유가족 양자에 국한된 보상 협의일 뿐이라는 것
이었다.
  사고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던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불편
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우선 엄마들 카페 회원들에 대해서는 공식 분향소와 관련
한 태도가 문제시되었다. 대책회의 결과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이명훈 회장을 비롯
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과 자율방범대 핵심 멤버들은 금, 토 양일간 밤새워 분향
소를 지킨 바 있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인정받기는커녕, “인터넷에 글만 쓰는 젊
은 엄마들”176)에 의해 회장단이 매도당할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들은 서운한 감
정을 내비쳤다. 또한 나성환씨가 Z사 입주민 카페에 글을 올리며 시청에 대한 대응
주체 중 하나로 ‘성일노블하이츠지킴이 카페’―Ⅳ장에서 소개했던, 전임 회장단을 상
대로 한 투쟁을 위해 자율방범대 측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함께 포함시켜 거명
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탐탁지 않아 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 측에서 ‘젊은 엄마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 데에는 

175) 이들이 지적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문제가 앞서 논의한 사망사고 발생의 근원적 문제인 공
적 의사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시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였음은 재차 지적할 필요
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불만은 시청과 문혜인 과장에 대한 분노가 집중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
회의가 함께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앞서의 논의처럼 문 과장을 향한 희생양 기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176) 자율방범대의 한 대원이 연구자와의 대화 도중 사용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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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이유가 있다. 앞서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율방범대는 입주 이래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 2011년 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명훈 회장 당선 이후 ‘생활밀착형 공간 개
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예기치 못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이들
은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끝에 결국 단지를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이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비판했던 과거 입주자대표회의가 연루된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비난받는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들에게 여태껏 아파트 현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다고 여겨져 왔던 젊은 입주민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
는 것처럼 나서는 모습도 불편하게 다가왔다. 지금까지 아파트 문제에 관심과 참여
를 호소해 왔던 자율방범대 측이 보기에, 과거에는 미동도 않던 이들이 들고 일어나 
과거와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도매금으로 묶어 취급하는 현실은 상당히 씁쓸하
게 여겨졌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 놓인 이명훈 회장의 입장에
선 다른 입주민들의 반응도 살펴야만 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입주민들은 이번 사고
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한편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민감한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집값’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 회장과 자율방범대 측은 그간 아파트 현안에 무관심했던 젊
은 입주민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지 내의 ‘다른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했다. 아래 대화 내용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이들의 반응을 보여준다.

  젊은 엄마들 삼, 사백 명이 나선다 해도 그걸 갖고 아파트 단지 전체의 여론이
라 할 수만은 없어요. 실제로 사건이 커지면서 저한테도 따지는 전화가 여럿 왔어
요. 관리실로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쌍욕하는 항의전화가 더 많았고요. 그
러다보니 유가족 측이랑 젊은 엄마들은 단지 안에 현수막도 걸자 하는데, 그러지
는 않기로 했어요. (사고 발생 열흘 뒤, 이명훈 회장과의 대화 내용 중)

이명훈: 그래도 이번 사건이 젊은 주민들도 아파트 내의 다른 문제들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영호: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사건 해결되고 나면 쫙 빠질걸?
이명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지가 바뀔 수가 없어.
(같은 날, 자율방범대원들과의 대화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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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파트 전체의 여론’이라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앞서 언급
한 무관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에서, 5천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
민 가운데 350명 이상의 젊은 입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은 분명 대단
히 큰 사건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줄곧 각종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모습을 보여 온 대다수 입주민들의 생각은 여전히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
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산권과 관련한 일이 아닌 이상, 아
파트 입주민들은 웬만한 이슈에 곧바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려 들지 않는다. 전체 
5천 세대에서 수백 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나머지 4천여 세대 중 어느 정도
가 그에 동조하고 있는지, 혹은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지 알 수 있
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177) 
  다만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현장연구를 진행한 인류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밝힐 수 
있을 듯하다. 사망사고 발생 이후 2개월 가까이 엄마들 카페를 중심으로 시청 측을 
향한 적극적 대응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가 자율방범대나 엄마들 카페와 무관한 
다른 입주민들을 만났을 때에는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
울 정도로 이 사건은 민감한 주제였다. 간혹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지금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해 왔는데, 말이 커지면 신규 유입에 문제 있을 수도 
있다고 다들 생각할 거다.”라든가, “여기는 사고 날 일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앞으
로는 조심해야겠다 싶다.” 정도일 뿐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입주민들
은 모두 50대 이상의 가장과 최소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의 구성원이었
다. 이들은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에 대해 애도의 뜻은 표하지만, 그것
이 ‘단지 전체’의 일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개월이 더 지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그때 젊은 엄마들이 너무 심
했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그래서 유가족이 두둑한 보상금을 챙겼다더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어린 아이의 죽음
이라는 사건에서 도덕적 정당성은 엄마들 카페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촉구하는 쪽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대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상당수의 주민들은 시청과 상대하는 일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
을 주는 ‘아파트의 평판’에 신경을 썼고, 이런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더 많다는 것

177) 이와 관련하여 국가 단위의 일반적인 정치적 이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국민 전수(全
數)에게 의사 표시(혹은 기권이라는 방법을 통한 무관심의 표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거라는 절차
가 치러지고, 개표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국민 전체의 여론’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뢰할 만한 표본추출을 통한 통계조사가 불가능한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이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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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명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판단이었다. 그는 이번 사망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규정했고, 이런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차원으로 확대시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
적인 판단을 내렸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상과 시청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개인
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 문제에 더 개입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동선(共同
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측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엄마들 카페 측에 동조하며 나섰
던 김민철 대장도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대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어느 순간
부터 손을 떼버렸다.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유민 어린이 사망사고를 이슈화하고, 시
청에 책임을 묻는 행위는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아파트’와 거리가 있는 것으
로 여겨진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자율방범대 측은 이번 사고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젊은 입
주민’들이 아파트 내의 다른 현안들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원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진 건 아니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대다수의 아
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사실을, 특히 젊은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성공’ 역시 무관심의 문화가 가져온 산물로 볼 수 있
다. 무관심의 문화는 대다수 입주민들의 방치 속에 소수의 인원이 자기 잇속을 챙기
기 쉬운 구조를 낳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것도 사실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
에서 투표율이 낮은 선거는 소수의 노력만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자율방범대 측의 입장에서 이러한 배경은 그다지 중요
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은 주민들의 무관심이라는 현상 자
체였다. 많은 입주민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는 ‘주인의식 결여’ 탓으
로 여겨졌고, 이는 이번 사고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해석되었다.

 “사실 음식물 수거차량이 기존의 주3회에서 더 들어오게 된 것도 다른 맥락이 작
용했어요. 음식물 수거함에 비닐봉지 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수거업
체에서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다보니 쌓이고 냄새나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업
체에 전화해서 다시 가져가라 그러고 하는 게 반복된 거죠. 그래서 봉지는 관리소
에서 직접 치울 테니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했대요. 여기에는 전세입주자들이 많은 
탓도 어느 정도 있어요. 주민들이 만약에 자기 집, 자기 단지로 여겼으면 그러겠어
요? 이건 주인의식 결여에서 생기는 문제에요. 그러다보니 음식물 수거차량이 매
일 들어오게 된 거죠.” (이명훈 회장과의 대화 내용 중,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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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Ⅳ장의 논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유달리 높았음을 살펴본 바 있다. 단지 내 각종 공간구조물들에 신경을 써
온 이들에게 공용 쓰레기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들을 볼 때마다 이들은 “예전에 여기가 못 살았을 때 살던 사람들(과
거 성일주공아파트 거주자들)이 아직 좀 남아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외
부업체들 때문에”, 혹은 “주인의식 부족한 전세입주자들 탓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곤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수거시간 변경에 영향을 준 음식
물쓰레기 수거횟수 증가에는 주민들의 주인의식 결여도 작용했다는 게 이들의 관점
이었다. 입주민 모두가 자신들처럼 충분한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살
아가는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되리라 보았던 이들은 ‘주민들의 무관심’―지금까지 활
동에서 가장 아쉽게 느껴왔던―도 사고발생에 한몫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식이 결여된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있는 아파트 공
동체’ 구성원―충분한 소양과 책임감을 지닌 입주민―으로서 결격이었다.
  하지만 사망사고 대응에 적극적이었던 엄마들 카페, 즉 젊은 엄마들의 입장은 달
랐다. 그들에게는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보다 당장 우리 가족의 ‘신체적 안전’이 
더욱 중요했다. 물론 이들에게도 아파트 단지에서 영위하는 ‘삶의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 측과 입장을 달리 
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공간구조의 개선작업과 관리비 비리척결도 중요하겠지
만, 젊은 엄마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공간 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성일 노블하이츠
라는 집단의 일원이었던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었
다. 이들은 똑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유가족이 처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엄마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행한 일 중 하나가 매
주 화요일 오전마다 열려온, 부녀회 주도의 노래교실을 찾아가 중단을 요구한 것이
라는 사실(Ⅴ장 2-1)절 참고)은 의미가 있다. 이런 행동은 어린이 사망사고를 어느 
한 가족, 일부 젊은 주민들의 일을 넘어, 단지 전체의 문제로 만들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일’로 여겨졌다. 불의의 사
고로 아이를 잃은 한 가족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른 
주민들이 모여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는 건 이들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초창기 사고 대처에 손놓고 있다시피 했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
무소를 대신하여 입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회의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결국 이번 어린이 사망사고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별다른 귀속의식 없이 살아가
던 젊은 주민들에게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일깨운 계기로 작용했다. 입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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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아파트 현안에의 참여를 호소하는 
활동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이들은 어린아이의 죽
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젊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
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자율방범대 측의 짐작대로 이들이 전세 입주민이
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성일 노블하이츠 전체 입주민의 40%에 달하는 것이 전세 
거주자들이고, 연령단계의 특성상 아무래도 세대주가 젊을수록 전세로 아파트에 거
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78) 하지만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맞아 이 사고를 아파트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스스로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고자 했
다. 여태껏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부지런히 활동해 왔고, 그 결과 아파트 단지를 대
표하는 자리에 오른 자율방범대 측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움직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의 
부각을 의미했다. 이렇게 등장한 아파트 단지에 관한 입장은 앞서 Ⅰ장에서 살펴 본 
‘무위의 공동체’에 관한 낭시(2010)의 논의와 공명하는 면이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해 자각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집단 
내 타자의 죽음이다. 집단 내에서 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
금 타인의 가장 고유한 영역―생명의 종착지로서의 죽음―으로 가도록 안내한다. 바
타유(Bataille)의 글을 빌린 낭시는 이렇게 말한다. “살아 있는 자가 그의 동류가 죽
어가는 것을 본다면, 그는 자신 바깥에서 존속할 수 있을 뿐이다”(바타유 전집 Ⅶ 
245쪽, 낭시 2010: 48에서 재인용). 즉, 집단구성원은 타인의 죽음에 의한 ‘상실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가 자기만의 공간이 아닌, 타자들과 함께 하는 관계의 공간이라
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낭시 2010: 44)이다.
  이렇게 공동성의 자각을 야기하는 ‘죽음’은 사실 특정한 종류의 죽음이라 봐야 한
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모든 형태의 죽음이 공동성을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
며, 전쟁 속의 죽음처럼 오히려 공동성을 파괴하는 죽음도 있기 때문이다(이진경 
2010: 46-47 참조). 그러나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특정한 죽음의 역할
이다. 이 같은 특정한 죽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동체라 여겨지지 않는 집단에서
도 집단에 이미 내재된 공동성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함께-있음’이라는 ‘공
동체’의 기본 조건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그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집단의 공동성
을 호출하여 ‘공동체’로서의 집단을 ‘가시화’(Strathern 1988)해낸다는 것이다.179)

178) 공교롭게도 사고 피해자였던 유민 어린이 가족 역시 전세 가구였다. 아파트 단지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 입주민이 갖는 성격에 대해서는 Ⅳ장 3-4)절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179) 물론 브랜드 아파트 단지와 같은 집단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 호출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집단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공동체’로 가시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한 논의는 브랜드 아파
트 단지의 공동성을 다룰 이어지는 절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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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낭시가 상정하는 ‘공동체’가 동질성에 근거한 기획 혹은 과제의 영역에 위치
한 공동체와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자율방범
대가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이라는 과제를 바탕으로 공동의 집단적 활동에 참여
를 호소해 왔다면, 유민 어린이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함께 있음’이라는 사실만으로 
집단성을 환기시키며 ‘공동체’―순간적으로 부각된―를 자각케 했다. 자율방범대의 
이상은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아파트 비리 감시와 다양한 공간적 실천에 적극적
으로 나서는 행위를 통해 추구될 수 있었지만, 젊은 입주민들의 이상은 아이의 죽음
에 함께 슬퍼하고 제대로 된 애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두 달여라는 기간 동안, 성일 노블하이츠는 ‘아파트 공동체’를 바
라보는 두 가지 상이한 이상이 경합하는 무대가 된 것이었다.

 3)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로 본 아파트 공동체의 현실

  2000년을 전후하여 다소나마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시민운동 중 하나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있었다.180)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결국 이 운동은 활력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 박인석(2013)은 아파트 단지라는 존재가 갖
는 특유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공간 환경을 꼽는다. 1998년 
설립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와 2000년 16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전국아파트공동체운동네트워크’ 등이 언론에 부각되며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주목
받던 시기, 공통된 시각은 “아파트가 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입
장이었다(박인석 2013: 298). 이를테면,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은 도시 공동체에서 
보기 힘든 공동체 성원 간의 일정한 연대를 갖고 있다. [......] 주민들 간의 일정한 
유대의식을 갖고 도시공동체운동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인 훈련을 쌓게 된다.”(김칠
준 2000: 54)거나, “대면적 접촉기회의 가능성과 소모임을 통한 인원동원의 잠재력
을 내재”(최병두 2008: 244)한 특성의 강조 등 아파트 단지가 지닌 집단적 생활조
건에서 공동체 형성의 맹아를 찾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은 아파트 단지가 “도시 공공공간의 취약한 환경 수준 속에
서 사유재산으로 구매된 상품적 공간 환경”이며, 따라서 주민들이 “이 소중한 상품
의 교환가치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지극히 배타적일 것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박인석의 지적이다(박인석 2013: 299). 아파트 단지는 태생부
터 경제적 자본을 어느 정도 갖춘 일부 집단의 주거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만큼, 공동체적 관계가 발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단

180)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박인석(2013: 297-300)과 최병두
(2008: 239-259)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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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다는 이유로 아
파트 단지를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 여길 수는 없으며 그 전에 먼저, 모든 것
이 교환가치로만 환원되는 ‘단지’라는 폐쇄적 공간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우선시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를 봐도 이 같은 아파트 단
지의 특성은 상당부분 확인되는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펼쳐진 다양한 활
동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성일 노블하이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한 입주민들의 투쟁 역시 아파트라는 상품 구매에 쓰인 자
신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Ⅱ장에서 논
의했던 ‘장치’로서의 아파트 단지에 주목하는 관점(아감벤 2010; 박해천 2011)에 의
한다면, 이는 당연한 전개이다. 앞서의 논의처럼, 1970년대 이래 한국의 도시를 뒤
덮은 아파트 단지의 확산은 단순히 대량 복제를 통한 특정 주거 모델의 확산에 그
치지 않았고, 그 모델에 내재한 새로운 습속의 확산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본 연
구에 등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인이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아
파트 단지의 반복적인 매매에 바탕을 둔 자산 증식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내부적으로 다소간의 가격차가 존재하
긴 하지만 아파트가 ‘단지 단위’로 매매가가 형성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기
에 입주민 공동의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었다.
  입주 이후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전개된 활동들도 많은 면에서 재건축 과정의 활
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른 주민들과의 상호교류 없이도 충분히 자족적인 삶을 가
능케 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징이 이웃과 단지 전체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
는 ‘무관심의 문화’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단지 단위로 매겨지는 아파트의 시장 가치와 브랜드 아파트 단지 특
유의 폐쇄적인 공간구조는 주거공간의 단위와 삶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대다수 입주민들의 무관심 탓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일부 입주민들은 집합체로서 성일 노블하이츠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
간적 실천에 나서 나름의 성과를 낳기도 했다. 예전과는 달라진 부동산 시장의 상황
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제적 가치상승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이들의 활동은 아파
트를 상품으로 여겨 온 지금까지의 사회적 분위기와 큰 틀에서는 어긋난 것이 아니
었다. 그리고 본래 삶의 터전으로 자리해야 할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그렇게 상품
으로 만들고 그에 관련한 생각을 사회적 상식으로 만든 것 역시 ‘장치’의 힘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이들이 펼
친 행위는 엄밀히 말해 주체화 도구로서의 아파트 단지라는 장치가 수행하는 기능―
사람들의 욕망을 포획하여 자산소유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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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내는―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들이 성일 노블하이츠라
는 아파트 단지를 투명하게 바로잡기 위해 펼친, 불의와 부당한 권한 남용에 대한 
‘저항’은 과거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또한 이들
의 행동을 단순히 아파트 가격상승만을 노린, 집단적 이기주의의 소산으로 여기는 
것은 현 시점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될 수 
있다. ‘가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민들의 실천에서 호출된 ‘공동체’나 
‘봉사’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그 가치를 직접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의 면면은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전형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얼마 전에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3월] 기간 동안 일선 경찰들 빼가는 바람에 
우리가 지구대에 지원 나갔잖아요. 거기 경호한다고 경찰들 빼가서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MB(이명박 前대통령)가 웃긴 거에요. 민생이 우선이
냐 아니면 자신의 외교업적이 우선이냐 이건데, 그게 다 허세 아니냐고요.
  하나 재밌는 게, 경찰에서 먼저 성일동 자율방범대 쪽에 요청이 갔고, 그쪽에서 
우리 쪽[성일노블 자율방범대]으로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 막상 가보
니 성일동 쪽에서는 아무도 안 왔고, 결국 우리 쪽에서만 사람 나와서 초소 지켰
어요. 게다가 우리 대장님도 참 대단한 게, 가보니까 지구대에 커피 떨어졌다고 자
비로 커피 사다 주고 그랬다니까요. 여기도 우리 동네 일 아니냐면서...” 
(자율방범대원 정영호씨와의 대화, 강조는 연구자)

  위에서 보다시피 국가의 ‘중차대한’ 일로 인해 민생 치안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에서 아파트 단지 밖의 경찰 지구대로부터의 지원 요청에 응한 건 성일동 전체의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성일노블 자율방범대 뿐이었다. Ⅳ장에서 논의한 ‘자기임명적 
공인’(제이콥스 2010)으로서의 역할을 평소 활동범위가 아닌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확장한 이 사례는 아파트 단지의 집단적 실천이 지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
찰의 요청이 있었던 시기는 마침 자율방범대 출신의 이명훈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으로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가치 있는 아파트’와 관련한 자신들의 이
상을 단지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던 와중에 경찰의 도움 요청에 응하는 것은 여태
껏 이들이 추구해 온 ‘봉사’라는 가치의 실천을 연장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지금까
지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폐쇄적 주거공간인 아파트 단지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지만, 그들의 행동규범과 실천력은 성일 노블하이츠를 넘어 지역사
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외부에 대한 홍보효과
를 노린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개별적인 아파트 단지의 이익 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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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의 공공적 이익과도 맞닿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파트 단지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주거공간의 
상품화가 심화되고, 그 결과 정주성의 약화가 초래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의 반복을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노
력을 경주했으며,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다른 이들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마음 한구석에 안은 채 잦은 이사와 세입 계약을 되풀
이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삶과 주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
고 지속적으로 유예되는 삶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장이 곧 아파트 단지라는 무대였
고, 그 과정에서 ‘장치’로서의 아파트는 위력을 발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아파트 단지가 삶이 영위되는 장소 자체라는 것이다. 아
무리 아파트가 삶으로부터 소외된 투자대상, 언젠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일
시적인 주거지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사실만큼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생겨나는 
일종의 ‘정치적 각성’의 계기들이 존재한다. 사실 이는 ‘장치’ 자체의 또 다른 본질이
기도 한데, 장치에 관한 논의 말미에서 아감벤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친 바 있다.

 “장치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권력을 침투시키고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통치
의 앞에는 붙잡을 수 없는 요소가 더 많이 출현하게 된다. 그 요소는 통치의 포
획에 순종적으로 따르는 만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것은 그 자체로 혁명적인 요소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통치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위협하지도 못한다.” (아감벤 2010: 47)

  성일 노블하이츠의 재건축 과정과 입주 이후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라는 일련
의 공간적 실천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바람직한’ 아파트 거주
자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을 무언가 적극적인 ‘저항’의 주체로 보
기도 어렵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나름의 이상을 추구했던 이들의 실천은 아파트라
는 ‘장치’의 효과에 의도되지 않은 균열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도시를 아
파트로 뒤덮이게 만든 정치권력과 건설자본의 연합에는 침묵한다. 비판적·실천적 입
장을 견지하는 한국사회의 논자들이 지적하는 아파트 단지 자체로 인한 각종 사회
적 문제와 이들의 관심은 거리가 멀다. 이들이 꿈꾸며 발로 뛰어 달성하기를 원하는 
이상(理想)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더 ‘가치 있는’ 
단지로 만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도시 거주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타의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는 자산의 상당부분이 투입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존재 자체를 비판할 이유도, 
그럴 여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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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무렵 단지 내에서 발
생한 불의의 사고는 아파트 단지에 관한 사람들의 이상을 시험대에 올렸다. 적어도 
차량으로 인한 위험에서만큼은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단지의 지상공간에서 생긴 사
고에 의해 집단 내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은 아파트 단지
라는 집합체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는 기존의 믿음이 깨지자, 곧바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였다. 그리고 그제야 주민들, 특히 젊은 입주민들
이 자각할 수 있었던 건 아파트 단지라는 집단―낭시 식으로 말하면 (무위의) ‘공동
체’―이 타자와 함께 하는 관계의 공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욕구와 자각이 합쳐지며 이들 젊은 입주민들은 전에 없던 집단적 실천에 나설 수 
있었다. 이들은 잠시나마 아파트 단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애도와 관련한 실천에 몰두했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로 대표되는 일부 입
주민들이 꿈꾸고 노력했던 ‘가치 있는 아파트’와 관련한 이상에 이어, 아파트 단지
에 관한 또 다른 입장이 등장한 셈이다. 
  하지만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는 거대한 집단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들이 추구한 
적극적 애도에 호응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들 카페로 상징되는 젊은 입주민들은 같
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 가족이 겪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대외적으로 성일 노블
하이츠를 대표하여 사고 수습에 나서고자 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사실 여기
에는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겪었던 경험과 유사한 맥락이 작용하고 있었다.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대다수 입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
지 않은 이상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한다. 엄마들 카페와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의 
활동 역시 아파트 단지 입주 초부터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소위 ‘직업 동대표’들에 맞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동성을 끌어내고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몇 차례의 실패와 좌절 끝에 가까스로 나름의 성
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다.
  자율방범대와 엄마들 카페 모두가 의도했던 ‘아파트 공동체’의 호출에서 양자의 
성공과 실패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활동한 무대와 그들의 활동을 매개한 
‘가치’의 차이였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공적인 무대 위의 경
쟁에서,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 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좀 더 지
속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 사망사고와 함께 등장했던 엄마들 카
페의 활동은 뚜렷한 공적 기구의 지원 없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유발할 수밖에 없었
던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를 매개로 했다. 그런데 노블하이츠와 같은 브랜드 단지에
서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보다 지
속적일 수가 없었다.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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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입주 이후 성일 노블하이츠 ‘아파트 공동체’의 가시화 양상 변화

  - 상황 1: 입주 초 성일 노블하이츠의 상황. 소위 ‘직업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장

악한 가운데, 그에 대응한 조직으로 자율방범대가 맞서고 있다. 전체 ‘아파트 

공동체’에서 이들의 활동이 가시화된 영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 상황 2: 자율방범대의 선거 승리 이후. 직업 동대표 세력이 약화되고 자율방범대의 영

향력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이다.

  - 상황 3: 어린이 사망사고 직후의 상황. ‘엄마들 카페’가 등장하며 새로운 영역이 가시

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은 사건의 종결과 함께 다시 사라지게 된다.

  - 상황 4: 지금까지의 상황 변화를 종합하여 도상화한 성일 노블하이츠 ‘공동체’의 모습.

아마도 이는 자율방범대 승리 이후, 어린이 사망사고 직전 혹은 이후의 어느 

순간을 가리키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타원들은 엄마들 카페를 

포함하여 집단에 잠재된 여러 잠재적인 공동성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언젠가 어

떠한 계기와 조우할 경우 가시화될 가능성을 품은 채 집단 안에 잠재해 있다.

심의 정도와 무관하게 부정적 감정이 촉발한 활동에는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율방범대가 내세운 아파트의 ‘가치’는 여러 삶의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경제적 가치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았던 반면, 엄마들 카페의 활동은 
당위적 차원에서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입주민
들에게는 경제적 가치의 하락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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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웃의 죽음이라는 상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등장한 이들의 움직임은 아
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현실적 조건에 부딪히며 좌초하고 말았다. 젊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수의 주민들이 제대로 된 애도를 위해 노력하고 그 활동을 지
지했지만, 아파트 단지의 침묵하는 다수는 이번에도 또다시 무관심으로 응대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의 이상’을 꿈꾸며 헌신해 왔던 단지 내의 가장 활동적
인 소집단인 자율방범대 역시 이들의 ‘이상’에 동참하지 않았다. 물론 사고를 당한 
아이의 죽음은 진정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넘어 
그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그들이 구획한 이상적인 아파트 단지를 위한 행
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문
제는 더 이상 아파트 단지 전체 집단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했
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아파트’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아파트 단지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라는 집단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이들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아파트’를 
위한 활동은 지속되었고, 순간적이나마 집단을 대표하고자 했던 젊은 입주민들은 다
시 침묵하는 다수에 합류했다. 아파트 영어마을 설립과 관련한 시도들이 진행되었
고, 수개월 전 사고로 죽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둔 가정들이 이에 호응했
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봉사’를 내세웠던 영어마을은 아파트 
내부정치와 봉사자 부족 등 자체의 한계에 맞닥뜨리며 절반의 성공으로만 남았다.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것이 바로 2010년대 
‘평범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다.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모습의 배경에 어느덧 한국인
들의 삶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부동산 가격이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가
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주거지로 아파트를 여기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너
무 높게 형성되어서도, 그렇다고 지금 이하로 낮아져서도 곤란하다는 것은 아이러니
이다.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가격은 사회 전반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너무 낮은 
아파트 가격은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을 아파트에 투자한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가
져오기 때문이다. 결국 거시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아온 각종 부동산 정
책들은 그 아이러니가 유발하는 묘한 긴장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긴장관계 속에,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매순간 달라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현실화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잠재성을 품은 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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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의 도시 경관을 장악한 아파트 단지, 특히 2000년대 이후 등
장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
는 공간이 지닌 장소성을 고찰하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들의 경합과 그 속에
서 형성되는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논의의 출발지점은 한국의 아파트 단
지들이 지금의 모습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차 최근의 세계적 추세인 게이티드 커뮤
니티의 확산과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로 인해 브랜드 아파
트 단지가 적어도 물리적 형태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문법이 적용된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한국사회 특유의 재산증식 모델이 겪어 온 변화와 결합하여 나름
의 공동체성이 도래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자연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지형도에서 성일 노블하이츠라
는 사례를 택해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시·공간의 실타래를 풀
어보고자 했다. 그 일련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본 논문을 이루는 각 장의 내용
을 정리하고 각각의 의미를 되짚어 본 다음,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연구 내용의 요약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에 아파트가 도입되는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여 ‘아파트 단
지’라는 특정한 유형이 현재의 표준으로 정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
을 풍미한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영향 아래 근린주구 이론이 적용되어 탄생한 아파
트 단지는 근대화의 기치 아래 내달리던 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며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70년대 이래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역적 측면에서
는 서울과 수도권, 주거의 측면에서는 아파트에 집중되며 한국의 도시화는 다소 기
형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유의 공간논리를 거주자들과 연결시켜 그
들의 의식과 생활 전반의 구성에 관여했던 것이 아파트 단지였다. 대다수 한국인들
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던 아파트 단지는 동시에 그들의 욕망을 포획하여 주
체화하는 ‘장치’(아감벤 2010)이기도 했다. 반복적인 아파트 매매가 주를 이룬 재산
증식 모델이 형성되었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궤적을 인식하
는 현실감각이 탄생했다.
  이러한 ‘아파트 공화국’(줄레조 2007), 혹은 ‘단지 공화국’(박인석 2013)의 위세가 
절정에 달한 것은 2000년대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였다. 90년대 말 



- 255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브랜드 아파트는 적극적인 광고 공세를 통해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명품’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지녔던 
기존의 사회적 구별짓기 기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동시에 각종 보안시스템의 도
입과 차별화된 조경을 통해 주변 도시공간으로부터 아파트 단지의 영역성을 확연히 
구별시키는 등 이른바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의 면모 역시 갖추어졌다. 하지만 브랜
드 아파트 단지에서 빗장지르기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폐쇄성 진작과 별개로 외국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사례와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물리적 빗장지르기는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나뉘는 상징적 구분선에 가까웠다. 브랜드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
단기와 각 동 출입구마다 설치된 전자출입시스템은 실상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이 
해당 단지의 입주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정도로 
보는 게 옳았다. 이러한 구별짓기의 기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표방하는 ‘가치’였다.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매매가 주요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
되면서 아파트의 가치는 곧 부동산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뜻했고, 주거지의 위계체
계에서 정점에 가까이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 자
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여기에 추가된 아파트 브랜드의 도입은 교
환가치뿐 아니라 주거생활 자체에도 소위 고급 생활양식으로서의 ‘가치’를 더하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브랜드 아파트 자체가 표방하는 것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담론의 차원
에서와 달리 ‘아파트의 가치’는 저절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이는 더욱 급박하고 당면
한 과제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
는 점차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치’와 관련한 집합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었다.
  성일 노블하이츠의 전신인 성일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을 다루는 Ⅲ장은 2000
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이 황혼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아파트 투자가 재산증식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임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의심하
지 않았던 시기였던 이때, 그 중심에 있었던 건 197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열풍이었다. 분명 그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삶의 터전이었을 노후 아파트 단
지는 재건축이라는 장소의 해체를 거쳐 고급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했다. 재건축 사
업은 내 집 마련의 꿈, 재산증식 기회 모색 등을 이유로 이 장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욕망이 ‘결정화’되는 과정이었다. 이전까지의 아파트 건설과 달리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열린 재건축 사업에서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이를 위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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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조경 등 각종 공간 요소들의 배치
를 뜻대로 이루어내고자 목소리를 높여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그 하이라이트는 역시 기존에 별도의 브랜드가 없던 재건축 단지에 새로 브랜드
를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브랜드 런칭 이전에 이미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브랜드 부여를 거부한 건설사에 맞서,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와 조합을 압박하여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아파트 단지
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브랜드 로고 부착에서부터 외벽 색상 
변경, 건물 상단에 고유한 LED 조명 설치, 대리석 외장마감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특화’를 이뤄내기 위한 이들의 활동은 새로 입주할 아파트 단지의 경제적 가치를 극
대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동시에 이는 입주 이후 단일한 삶의 공간에 함께 묶일 
주거 집합체의 공동성을 배태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비록 입주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의 주도권을 두고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하며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하나의 집단은 
단지 현안과 주변 이웃에 무관심한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지
만, 이러한 재건축 과정에서의 경험은 고스란히 집단의 집합적 기억 속에 저장되었
다.
  Ⅲ장에서 다룬 아파트 단지의 공간배치와 관련한 집합적 활동에서 아파트의 가치
가 교환가치 중심으로 다루어졌다면, 본격적인 입주 이후의 삶을 다루는 Ⅳ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가치들이 부각되었다. 그 중심에는 입주와 함께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사실, 즉 아파트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영위되는 장소라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면에서 성일 노블하이츠는 입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다가왔지만 집단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 집합체로서 이 아파트 단
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다수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아파트 단지의 각종 
공간 요소들은 방치되어 갔으며, 단지를 대표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위 ‘직업 
동대표’로 불리는 이들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이러한 양
상은 성일 노블하이츠만의 고유한 사정이 아니었다. 2010년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대부
분의 단지들에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도시 주거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일반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룬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의 사례는 한국사회 전반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아파
트 일에 무관심한 대다수 주민들과 달리 자율방범대는 단지 내에서 ‘자기임명적 공
인’(제이콥스 2010)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직접 발
로 뛰어 ‘가치 있는 아파트’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믿음 아래 야간 방범과 하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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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감시 등의 활동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결국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까지 승리한 자율방범대의 성공은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 
특히 공유공간이 사회-물질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덕분이었다.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기존의 공유공간을 둘러싼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가 사실상 방
치 혹은 착취에 가까웠다면, 자율방범대는 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며 관계 재
설정에 나섰던 것이다. 회장 선거 이후에도 이들은 기존에 주목했던 공간 개선 작업
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을 시도하는 등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했다.
  이 같은 활동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해
석 가능하다. 2010년대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와 가계대출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하며 아파트 매매를 중심으로 한 재산증식 모델이 예
전처럼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에 따라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금
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가치’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공유공간 관리나 아파트 단지 
전반의 문제를 좌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로 엮인 ‘생활공간
을 둘러싼 가치’가 부각된 것이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들
이 다면화되면서 가치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 역시 다양해졌고, 특히 거
기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역시 복수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이 
‘집단’이라는 문제였다. 결국 성일 노블하이츠의 사례는 ‘가치’를 매개로 한, 아파트
에 대부분의 자산을 집중해 온 집단의 안전망 재구축 시도였다.
  Ⅴ장에서 다룬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한 사례는 기존의 활동들에 더해, 또 다른 
가치의 경합 양상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차량으로부터는 안전하리라 믿었던 단지의 
지상공간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두 달 가까이 성일 노블하이츠를 뒤
흔들며 단지에 숨어 있던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켰다. 무관심의 문화가 토양이 된 단
지 내 공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고급아파트 단지가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적 조건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
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고는 안전을 화두삼아 아파트 단지라는 집단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는 장으로 작용했다. 먼저, 사고수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대
다수 입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부각되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 했다. 그리고 이제 막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위치에 오른 자율방범대 측에서는 사고책임을 진 시청 측
과 한 차례 공식적인 협상에 나서고 공식 분향소를 사흘 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
한 애도를 행했다고 보았다. 피해 가족의 아픔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는 집단의 문제
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봐야하며, 그보다는 자율방범대 측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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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아파트’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고가 아파트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이 환기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집
단의 공적인 장에 모습을 드러낸 ‘엄마들 카페’의 입장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아파
트 단지의 ‘가치 상승’보다 당장 우리 가족의 ‘신체적 안전’과 마땅히 해야 할 적극
적인 애도작업이 더 중요했다. 단지 내 공간구조의 개선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젊은 엄마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동일
한 집단의 일원이었던 피해자 가족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이들에게도 아파트 단지에서 영위하는 ‘삶의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그것이 또 자율방범대 측이 추구해 온 가치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했던 건 아니
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고, 그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
서도 엄마들 카페 측은 자율방범대 측과 입장을 달리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들의 동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아파트 단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
아갔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결정 이후 10여 년 동안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있었던 일들은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 검토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구에서부터 시작해 경제적 가
치와 무관하지만은 않았던 각종 삶의 가치들이 부각되는 양상은 그간 한국사회의 
거시적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 한편 어린이 사망사고를 통해 순간적으로 드러난, 
‘함께-있음’으로서의 집단 자체에 주목하는 움직임은 다양한 관계와 가치들이 잠재
해 있는 ‘아파트 공동체’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이 
낳은 특수성과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채택한 공간문법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거기
서 탄생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은 이처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개된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한 곳에 집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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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성일노블 자율방범대 송
년회 자리였다. 대원들이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 예약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
는 길에 연구자는 바로 옆에서 걷던 L씨와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L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박빙이에요, 박빙. 그런데 박근혜가 될 거에요. 너무 독재는 하지 말고, 카리스
마 있게 잘 이끌어줬으면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 말을 꺼낸 L씨가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을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술자리에서 대놓고 자신은 박근혜 후
보를 찍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다른 누군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욕을 먹는 것처럼 보여도 대승적 차원에서는 투자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며 연구자는 지나간 현장연
구 기간 동안 겪은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자 먼저 과거 재건축조합과 
스타건설을 규탄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대표적인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
른 기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이들의 모습이 기억났다. 또한 예전 입주자대표회
의 임원진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활동가’의 모습을 보
이던 여러 가지 광경이 떠올랐다. 그리고 불과 수개월 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야당’ 공천에 도전하고 나선 김문기 원장―성일노블 영어마을에서 강의를 맡았던―
을 도울 방법이 있을는지 고민하던 이들의 모습이 생각났다. 이 모든 과거의 기억과 
대선을 앞둔 현재의 이야기들 사이에 무언가 묘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기분
을 지우지 못한 채, 연구자는 속으로 가만히 질문을 던져 보았다. 도대체,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치’란 무엇일까? 
  사실 연구자가 만난 주민들에게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선명하게 둘로 가르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입주 이전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한 투쟁, 입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도권을 두고 펼쳐진 갈등, 
‘가치 있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실천, 어린이 사망사고 대응과정 등 다양한 활동
들에서 각각의 참가자가 어떠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
았다. 본 연구의 현장연구 기간을 벗어난 범위이긴 하지만, 이명훈 회장의 뒤를 이
어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2014년 1월)된 허용수씨는 심지어 모 소수 
진보정당의 당원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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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그의 평판은 현재 대단히 좋은 편이며, 보수 여당의 대통
령 후보를 지지했던 다른 많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아무
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개된 공간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서민 아파트’181)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
게, ‘명품’으로 가꾸어갈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를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개개인이 투표장에서 선택한 정치세력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상관할 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그려낸 지난 수년 동안 성일 노블하이츠에서 있었던 일들은 2000년대 
한국사회, 특히 아파트 단지로 뒤덮인 수도권 도시 공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00년대 중반, 돈의 흐름을 쫓으
며 재건축 사업장을 전전하던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초상은 성일 노블하이츠의 전신인 
성일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아파트
가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보일러나 엘리베이터와 같
은 부대설비의 브랜드에서부터 수목 조경, 아파트 단지 전체의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항들을 직접 점검하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뒤이어 2000
년대 후반 입주 이후, 때마침 불어 닥친 부동산 시장의 불황에 맞서서는 또 다른 형
태의 집합적 행동이 전개되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만히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민들은 “살기 좋은 아파트가 곧 가치 
있는 아파트”라는 믿음 아래 넓은 의미에서의 아파트 공간 전반을 재정비하고자 했
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두고서는 적극적 개입과 망각에의 의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의 집단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
는 것으로 보였던 윤리적 태도의 실천은 다수의 무관심 앞에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었다. 이 역시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사회에서 계
속해서 반복되는 각종 사고의 처리 및 대응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성일 노
블하이츠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 안에서 주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에 다름없었다. 따라서 성일 노블하이츠의 ‘정치’는, 특정한 거시적 제
도의 규정을 넘어 공간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다양한 층위에서 일상적 실천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정치에 해당했다.

181)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서민’이라는 단어는 중산층과 빈곤층 모두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
한 계층과 대비하여 스스로를 지칭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표현이다. 이는 성일 노블하이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주민들은 연구자와 대화 도중 수시로 “우리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곤 했다. 그리고 그때의 용법은 주로 성일 노블하이츠가 ‘명품 아파트’가 되기 위
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한참 남았다는 의미를 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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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의 순간마다 적용된 기준이 바로 아파
트 단지의 ‘가치’였다. 재건축 과정에서부터 입주 이후 다양한 사건사고에 이르기까
지 매 순간마다 집단으로서의 단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규정 방식은 경합되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둘러싼 집합적 삶의 역동
적인 양상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포착하여 고찰하고자 했다. 그를 위해 한국사회에 
아파트 단지가 도입된 역사적 과정에 관한 서술을 출발점으로 하여, 재건축 과정에
서부터 입주 이후에 이르기까지 성일 노블하이츠라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펼쳐
진 다양한 공간적 실천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물리적 형
태가 적용된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집단성과 삶의 양식
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또한 무관심의 문화로 대표되는 공적인 의사소통과 사
회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빚어진 비극의 현장을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잠재해 
있던 여러 차이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조망할 수 있었다. ‘가치 있는 아
파트’를 위한 기획으로서의 아파트 단지에 관한 인식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성
일 노블하이츠에서, ‘함께 있음’이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단지에 대한 자각은 사
망사고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 현안에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
던 젊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런 움직임은 물론 느닷없이 생겨난 것은 아
니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이나 영어마을 추진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성 중의 하나였다. 그러한 잠재성들을 바탕으로, 
때로 융합 가능하지만 때로는 서로 호환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부침(浮沈)한다. 거기서 떠오른 가치들에 의해 호출된 집단성이 가시화하는 양
태(modus)가 바로 2000년대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의 ‘공동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주거 연구 분야에서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한
국적 변용형태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최초의 민족지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
닌다. 본 논문 Ⅳ장 전반부의 내용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는 ‘담을 두른 마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편리함과 보안시스템에 대한 인식 등을 보여준다. 이는 비록 완전
한 형태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물리적 구조에서만큼은 게이티드 커뮤
니티의 공간문법을 채택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입주민 스스로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제공한다. 동시에 외국의 관련 연구들에서 찾아
보기 힘든 주거단지 자체의 장소성에 대한 고찰과 단지의 집합적 실천에 관한 논의
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로서 한국의 브랜드 단지가 갖는 특징을 잘 드러내어 해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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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거단지에서 공간적 폐쇄성에 대한 추구가 하
나의 모듈(module)로서 세계 각지에 확산될 때, 각각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수
용양상이 보이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은 주거 및 도시연구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갖는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양식인 아파트 단지의 집단적 삶에 
대한 조망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상당수가 성일 노
블하이츠와 유사한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큼, 공간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
례는 충분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논의는 성일 
노블하이츠만의 고유한 사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언론보도들이 보여주듯이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182)이며,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적 대응 역시 Ⅳ장 말미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모든 아파트 단지들에서 성일노블 자율방범대와 
똑같은 형태의 실천이 등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저에 존재하는 브랜드 아파트 단
지의 장소적 특징은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Ⅴ장에서 다룬 어
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사례 자체가 우발적인 요소들에 근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만,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상들은 오히려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일
반적으로 지닌 특성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극적인 계기에 해당한다.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을 위협하는 위기 역시 어느 순간엔가 
도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이다.
  또 다른 시사점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한 내용이다. 최근 서울시를 비
롯한 전국 각지의 도시들에서는 지자체 주도 아래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을공동체’
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
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에 주로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
되어 온 ‘마을만들기 사업’183)을 아파트 단지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
다. 아파트 단지에도 ‘마을’ 모델을 접합시켜 “이웃과 정을 돈독하게 나누는 공동체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를 가꾸고자 한 이 사업들은 일련의 성과들을 내기도 했다(서
울특별시 2013b 참조).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이러한 움직임이 더 나아
가 한국의 아파트 단지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82) SBS 뉴스 2013년 11월 4일 보도, “[취재파일] 여러분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시사저널 2014
년 10월 1일 기사 “아파트 관리비 비리, 세월호만큼 큰 사건 될 것” 참조.

183) 2015년 현재 전국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운동’의 단계를 넘어 행정이 지원하는 사업의 형태로 확
산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국토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시작으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이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춘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 사례들이다(신중진·정지혜 201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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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어 온 다른 주거지와 아파트 단지는 애당초 ‘모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에 위치한 ‘칠보산 공동체’의 사례(양영균 2013)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동육아와 대안교육 중심의 칠보산 공동체는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동체 활동의 구심점
이 되는 공간들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바깥에 위치―공동체 구성원들이 아파트 입주
민임에도 불구하고―해 있다는 사실이다.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무관하게 출발했지
만, 전형적인 ‘마을’ 모델에 가까운 칠보산 공동체의 활동은 때로는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돌을 빚기까지 했다(양영균 2013: 126-127 참
조). 이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 공동체 활동에 기반을 둔 ‘마을’ 모델이 한국
의 아파트 단지가 지닌 일반적 속성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장치’(아감벤 2010)로서의 아파트 단지가 지닌 사회·공간적 특징에 대한 충
분한 이해 없이는, 행정 주도의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들이 단지 전체의 공동체성 
함양과는 무관하게 일부 입주민들의 소모임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그칠 위험
도 있다는 것이다.
  궤변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아파트 단지에서 전개되는 작금의 공동체 관련 논의
는 정작 공동체가 전제하는 ‘좋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마땅한 대다수 입주민들을 떼
어놓고서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를테면 아파트 공동체를 이야기
할 때 모범적인 사례로 들어지는 것은 주로 단지 내에 텃밭 가꾸기, 동네 축제, 공
동 교육 등과 같이 다소 ‘전통적인’ 공동체의 맥락에서 호혜적 관계나 이웃간의 정
이 강조되는 활동에 국한된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 단지라는 장소와 가장 친화성
을 갖는 활동은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의 ‘가치’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때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맥락에서 주거 집합체인 아파트 단지의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 단지는 경
제적 가치를 비롯해 넓은 의미에서의 안전과 좁은 의미에서의 안전, 개인주의 등 다
종다양한 가치들이 혼재되어 잠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어떠한 가치는 ‘공동
체’를 위해 유익하고 옳은 가치이며, 어떤 가치는 그렇지 못하다고 쉽게 판단내릴 
수 있을까? 특정한 가치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결사체 활동으로 폄하해 버리고 아파
트 단지에 접근할 때,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논하는 ‘아파트 공동체’가 과연 대다수 
입주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어떠
한 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접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에의 적확한 직시는 문제
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지적 우월감이나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와
는 별개의 문제이다.



- 264 -

  본 연구에서 다룬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단지들에서 
등장 가능한 활동들을 집단이기주의의 소산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
고 현실에 적합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단순히 윤리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런 행동에 나서게 된 근본적 원인을 살펴야 한다. 물론 이
러한 입장이 ‘아파트 공동체’에 관한 기존의 논의나 기획을 접자는 것은 아니며, 사
회 전체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집단행동에도 면죄부를 주자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공동체와 관련한 논의를 현실의 조건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와 관련한 문제의 해법은 바
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연구자가 다룬 아파트 단지의 ‘가치’와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관점이 한
국의 아파트 단지에 내재된 기본적인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을 제공하기를 기
대한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들은 점차 확산 중인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에서 구체
적으로 어떠한 지점들이 갈등과 화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한다. 물론 본 연구는 방법론과 연구대상지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갖고 있다. 연
구자의 연령과 성별 상의 위치(30대 남성)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더 폭
넓은 집단의 문제, 특히 젠더와 관련한 문제는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례연
구지인 성일 노블하이츠와 달리, 더 공간적 배제의 성격이 강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
에서는 어떠한 양상이 펼쳐질 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일 노블하이츠에 국한해서도,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과 맞물려 해당 
단지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행한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에 의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또 다른 지면을 요한다. 이 모든 작업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265 -

참고문헌

1) 한국어 논문 및 단행본

강대기
  2004,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결속 사이에서』, 서울: 아

카넷.
강수림
  1991, “우리나라 주택 사업의 궤적: 공동주택 중심으로”, 『한국의 아파트』, 한국주택사업협회.
강인호·강부성·박광재·박인석·박철수·이규인
  1997,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화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9): 

101-112.
강준만
  2006,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서울: 인물과사상사.
고영환 외
  2007,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전쟁』, 서울: 유미커뮤니케이션.
공보처
  1992, 『第6共和國實錄』 3권, 서울: 공보처.
곽도·은난순·하성규
  2004,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2(2): 

139-160.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권기봉
  2012, 『다시, 서울을 걷다』, 파주: 알마.
권문찬
  2010, “주택정책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보험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숙인
  1998, “소비사회와 세계체제 확산 속에서의 한국문화론”, 『비교문화연구』 4: 181-214.
  1999, “대중적 한국문화론의 생산과 소비: 19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

구』 22(2): 53-74.
권현아
  2012,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

위논문.



- 266 -

권현아·백진
  2013,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을 둔 아파트 브랜드의 주거 상품화에 관한 연구: 래미안, 자

이, 롯데 캐슬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12): 105-114.
국토개발원구원
  1988, 『住宅市場 需給體系 分析 硏究: ‘필터링’을 中心으로』,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2012,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 국토해양부.
그레이버, 데이비드 (서정은 역)
  2009,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울: 그린비.
기어츠, 클리포드 (문옥표 역)
  2009, “심층 놀이: 발리의 닭싸움에 관한 기록들”,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김광억
  2012, 『문화의 정치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안동과 안동김씨』,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기호
  2012, “아파트도 마을이다”, 김기호 외, 『우리, 마을만들기』, 고양: 나무도시, pp. 286-313.
김대중
  2005, 『대한민국 재테크사』, 서울: 원앤원북스.
김동근
  2012,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행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7: 45-71.
김석경
  2004, “안전한 커뮤니티의 대명사 게이티드 커뮤니티,” 『건축문화』 2004년 10월호: 

160-169.
  2007,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단지 환경적 특성 및 범죄안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3(6): 61-70.
김성언
  2005,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치안활동의 구조변동’에 대한 담론의 지형과 쟁점: 위험, 시장, 계약적 통치”, 『형사

정책연구』 65: 239-300.
김영란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 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담론 201』 14(3): 

57-88.
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 267 -

김정규
  2011,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험적 접근: 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중심으

로”, 『한국경찰학회보』 30: 27-60.
김정수, 2011, “비교론적 고찰을 통한 한국형 영어마을의 모형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129-158.
김지은
  2012, “아파트 단지 물리적 폐쇄성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은·최막중
  2012,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폐쇄성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3(5): 103-111.
김철수
  2006, 『도시공간의 이해』, 서울: 기문당.
김칠준
  2000, “지역공동체 및 아파트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공

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pp. 47-57.
김태동·김헌동
  2007,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서울: 궁리.
김현숙
  2003, 『도시계획: 기본 과정의 이해와 계획 기법』, 서울: 광문각.
김혜천 외
  2002, 『도시: 현대도시의 이해』, 서울: 대왕사.
김효한
  2013,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구매에서 입주, 관리까지 건설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파

트의 모든 것』, 서울: 퍼플카우.
남우현
  2011, 『아파트의 몰락』, 서울: RHK.
낭시, 장-뤽 (박준상 역)
  2005, “마주한 공동체”,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103-137.
  2010, 『무위無爲의 공동체』, 고양: 인간사랑.
대한주택공사
  1965, 『한국의 주택현황 1965년』, 서울: 대한주택공사.
  1979, 『大韓住宅公社 二十年史』, 서울: 대한주택공사.
  1992, 『大韓住宅公社 三十年史』, 서울: 대한주택공사.
  2002, 『大韓住宅公社 四十年史』, 서울: 대한주택공사.



- 268 -

더글라스, 메리 & 아론 윌다브스키 (김귀곤·김명진 역)
  1993, 『환경위험과 문화: 기술과 환경위험의 선택에 대한 소고』, 서울: 명보문화사.
듀이, 존 (홍남기 역)
  2010,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주체의 문제: 존 듀이의 민주주의론』, 서울: 씨아이알.
들뢰즈, 질 (김상환 역)
  2005,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레비, 피에르 (전재연 역)
  2002,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서울: 궁리출판.
렐프, 에드워드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로잘도, 레나토 (권숙인 역)
  2000, 『문화와 진리: 사회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서울: 아카넷.
르 코르뷔지에 (이관석 역)
  2002, 『건축을 향하여』, 파주: 동녘.
르페브르, 앙리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문옥표 외, 1992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바우만, 지그문트 (이일수 역)
  2009, 『액체근대』, 서울: 강.
바우만, 지그문트 (한상석 역)
  2010,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서울: 후마니타스.
바우만, 지그문트 & 데이비드 라이언 (한길석 역)
  2014, 『친애하는 빅브라더: 지그문트 바우만, 감시사회를 말하다』, 파주: 오월의봄.
박광재·백혜선·서수정
  2001,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배균
  2009,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공간과 사회』 31: 49-87.
박소진·홍선영
  2009, “주거를 통한 사회적 과시의 한국적 특수성: 일본과의 비교”, 『담론 201』 11(4): 

35-61.
박승현
  2012, “1DK의 마이홈: 초고령사회의 가족과 주거 -도쿄 키리가오카 도영단지의 재건축 과

정 연구-”, 『次世代人文社會硏究』 8: 228-242.



- 269 -

박인석
  2013, 『아파트 한국사회: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서울: 현암사.
박종우·최성환·양영준·하종효·이상준·장림종
  2005,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 서울의 구릉지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관한 연구: 시민아

파트와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12): 47-54.
박주상·정병수·백석기
  2014,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

연구』 16(1): 143-160.
박준상
  2010, “『무위(無爲)의 공동체』의 몇몇 개념들에 대하여”, 『철학과 현상학 연구』 46: 61-86.
박준형
  2008, “아파트 내 영어마을 제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솔로몬의 해법 찾아야”, 『주택과 사

람들』 218: 21-23.
박진희
  2004, “1960-70년대 초 일자형 집합 주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철수
  2000, “공유공간과 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생활공간 확대방안,” 『도시연구』 

6: 82-97.
  2006, 『아파트의 문화사』, 서울: 살림출판사.
  2010,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계획계』 26(1): 65-75.
  2013,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서울: 마티.
박태견
  2005,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서울: 뷰스.
박해천
  2011,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자음과 모음.
  2013,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서울: 휴머니스트.
박현구·송혁·고성석
  2007, “초고층 공동주택의 건축적 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11-18.
베이트슨, 그레고리 (박대식 역)
  2006, 『마음의 생태학』, 서울: 책세상.
벡, 울리히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서울: 새물결.
보드리야르, 장 (임문영 역)
  1998, 『소비의 사회』,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270 -

부르디외, 피에르 (정일준 역)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서울: 새물결.
부르디외, 피에르 (최종철 역)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블랑쇼, 모리스 (박준상 역)
  2005,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9-90.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중앙일보·중앙대 차세대 에너지안전연구단
  2009,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2013a,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11개 단지가 힘을 합쳐 이뤄낸 ‘관리비 내리기’ 

프로젝트의 기록』, 서울: 서울특별시.
  2013b, 『아파트, 이웃이 행복이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집』, 서울: 서울특별시.
설한
  2004, “공동체주의: 협동, 책임, 참여의 정치사회학,”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7-56.
손정목
  2005a,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파주: 한울.
  2005b,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 파주: 한울.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이집트에서 오늘에 이르는 도시주택의 변천』, 파주: 열화당.
서윤영
  2007, 『우리가 살아온 집, 우리가 살아갈 집』, 역사비평사.
설한
  2004, “공동체주의: 협동, 책임, 참여의 정치사회학”,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7-56.
스콧, 제임스 (전상인 역)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신용하
  1985,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211-264.
신중진·임지영
  2000,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의 차별화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12): 21-30.



- 271 -

신중진·정지혜
  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

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4): 59-96.
심우갑·강상훈·여상진
  2002, “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8(9): 

159-168.
윤주현 편
  2002, 『한국의 주택』, 대전: 통계청.
아감벤, 조르조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아감벤, 조르조 (양창렬 역)
  2010, “장치란 무엇인가”, 조르조 아감벤·양창렬, 『장치란 무엇인가? / 장치학을 위한 서

론』, 서울: 도서출판 난장, pp. 15-48.
양영균
  2012,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2): 35-67.
  2013, “한국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확산 가능성 탐색: 수원 칠보산 공동체의 사례를 중

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4): 97-135.
양창렬
  2010, “장치학을 위한 서론”, 조르조 아감벤·양창렬, 『장치란 무엇인가? / 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도서출판 난장, pp. 91-169.
앨런, 존
  2013, “게오르크 짐멜에 관해: 근접성, 거리, 이동”, 마이크 크랭 & 나이절 스리프트 엮음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 서울: 에코리브르, pp. 99-125.
어리, 존 (윤여일 역)
  2012,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사유하는 열린 사회학』, 서울: 

Humanist.
오명석
  2010, “선물의 혼과 신화적 상상력: 모스 『증여론』의 재해석”, 『한국문화인류학』 43(1): 3-46.
요시하라 나오키 (이상봉·신나경 역)
  2010, 『모빌리티와 장소: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서울: 심산.
원선영·김나연·이효창·하미경
  2009, “아파트 단지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한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25(2): 203-210.
이경훈
  2011,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파주: 푸른숲.



- 272 -

이경희·채혜원
  2004,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거주자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근린활동: 거주자와 입주예정자

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9.
이길호
  2012, 『우리는 디씨: 디시, 잉여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서울: 이매진.
이보라·박승국
  2011, 『아파트 브랜드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영남
  2012, “자율방범대 조직 및 운영의 지원 강화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7(2): 361-382.
이용숙·이수정·정진웅·한경구·황익주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일조각.
이재열 외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진경
  2007, “코뮨주의와 특이성: 코뮨주의의 존재론”, 고병권·이진경 외, 『코뮨주의 선언: 우정과 

기쁨의 정치학』, 서울: 교양인, pp. 143-184.
  2010, 『코뮨주의: 공동성과 평등성의 존재론』, 서울: 그린비.
이현수·윤형건·김승현
  2004, “신문광고 사례를 통해서 본 아파트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5(2): 67-93.
이현호
  1997, “공동주거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유럽, 일본, 한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희은
  2007, “영어와 일상의 공간: 영어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4): 85-110.
  2014,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감시 사회의 정경”, 『한국

방송학보』 28(2): 211-248.
임동근
  2007, “한국사회에서 주택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진보평론』 32: 143-155.
임봉길
  1992, “도시중산층의 생활유형과 정치의식”, 문옥표 외,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성남: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pp. 105-141.
임서환
  2005, 『주택정책 반세기: 정치경제환경 변화와 주택정책의 발전과정』, 서울: 기문당.



- 273 -

장동운
  1992, “民間業體를 先導한 漢江맨션아파트”, 『大韓住宅公社 三十年史』, 서울: 대한주택공

사, p.116-117.
장림종·박진희
  2009,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 종암에서 힐탑까지,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 파주: 효형출판.
장성수
  1994,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장혜원
  2008, “아파트 TV 광고의 변화 과정과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전남일
  2010, 『한국 주거의 공간사』, 파주: 돌베게.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옥
  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파주: 돌베게.
전남일·양세화·홍형옥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파주: 돌베게.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서울: 이숲.
정진수
  1999,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형사정책연구』 39: 97-111.
정헌목
  2012,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의 수용양상에서의 보편

성과 특수성”, 『서울도시연구』 13(1): 37-56.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

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제이콥스, 제인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 그린비.
조금주
  2006, “영어마을의 조성 효과 및 향후 발전 과제”, 『중등교육연구』 54(2): 359-382.
조은진
  2007, “상류층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배제의 방식: 강남 타워팰리스 주거 공간 및 공

간 경험 분석”, 『경제와 사회』 76: 122-163.
조현빈·조호대
  2010, “사회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38: 

261-283.



- 274 -

줄레조, 발레리 (길혜연 역)
  2004, 『한국의 아파트연구: 서울지역 7개 아파트단지의 경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아연.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서울: 후마니타스.
지라르, 르네 (김진식 역)
  2007, 『희생양』, 서울: 민음사.
짐멜, 게오르그 (김덕영·윤미애 역)
  2005a,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p.35-53.
  2005b, “유행의 심리학. 사회학적 연구”,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p.55-66.
  2005c, “이방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p.79-88.
채완
  2004, “아파트 이름의 사회적 의미”, 『사회언어학』 12(1): 231-252.
최근희
  2004, “서울시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4): 135-158.
최병두
  2004,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운동,”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공동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57-80.
  2005, “도시공동체를 위한 아파트 단지 공유공간의 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3): 

35-51.
  2008, “도시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파트 주민운동”, 이종수 편,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pp. 227-265.
최응렬·박진희
  2011, “자율방범대 법률 제정 방향에 관한 논의: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

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8(1): 1-25.
최인기
  2012,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파주: 동녘.
최재원
  2014,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경남발전』 132: 23-30.
최정민
  2007, “게이티드커뮤니티 주거단지와 그 실태에 관한 연구: 미국 및 일본의 저층 주거단지

의 사례”, 『주택연구』 15(2): 99-132.
  2008, “초고층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9(3): 

59-78.
최협 외
  2001,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서울: 선인.



- 275 -

카스텔, 마뉴엘 (김묵한·박행웅·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파주: 한울아카데미.
통계청
  1997, 『1997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2006, 『200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푸코, 미셸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 
푸코, 미셸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피시만, 로버트 (박영한·구동회 역)
  2000, 『부르주아 유토피아: 교외의 사회사』, 서울: 한울.
하비, 데이비드 (최병두·이상율·박규택·이보영 역)
  200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파주: 한울.
하성규
  1997, “노후주택 재건축 실태와 정책방향”, 『도시연구』 3: 123-158.
하성규·김연명
  1991, “한국의 주택정책과 이데올로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26(1): 23-40.
하성규·서종균
  2000,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7(1): 271-299.
하성규·전희정
  2003, “수도권 주상복합건물의 입지별 특성”, 『주택연구』 11(1): 27-48.
하워드, 에벤에저 (조재성·권원용 역)
  2006, 『내일의 전원도시』, 파주: 한울.
함한희
  2005, 『부엌의 문화사』, 서울: 살림출판사.
홍두승
  1993, 『집합 주거와 사회 환경: 소형 아파트단지 과밀의 사회적 함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홍사천
  1964, “住宅問題雜感”,  『건축』 8(1): 7-12.
홍성구
  2009,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1): 227-270.
홍윤영·강미선·이윤희
  2004, “아파트 신문광고에 나타난 사회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 경제적 계층과 성(Gender)에 

대한 차별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11): 3-10.



- 276 -

황익주
  2005,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건

축』(대한건축학회지) 49(1): 69-76.
  2007, “도시의 공간성과 지역공동체”, 한국가족관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가족·문

화·커뮤니티』 발표논문집, p.1-21.
  2008, “사회분화와 사회계급”, 김광억 편,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 사회과학의 이해』, 서

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06-137.

2) 외국어 논문 및 단행본

Altheide, David L.
  2003, “Mass media, Crime, and the Discourse of Fear”, Hedgehog Review 5/3(Fall 

2003): 9-25.
Augé, Marc
  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by 

J. Howe, London & New York: Verso.
Bauman, Zygmunt
  2001, Community: Seeking Safety in an Insecure World, Cambridge: Polity.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Bell, Colin & Howard Newby
  1976, “Community, Communion, Class and Community Action: The Social Sources 

of the New Urban Politics”, D. T. Herbert & R. J. Johnston (eds.), Social 
Areas in Cities Vol.2: Spatial Perspectives on Problems and Policies, London: 
John Wiley & Sons, pp. 189-207.

Berland, Jody
  2005, “Place”, in T. Bennett, L. Grossberg, and M. Morris (eds.), New Keywords: A 

Revised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Blackwell, pp. 256-258.
Bigo, Didier
  2006, “Globalized (in)security: the field and the ban-opticon”, in Didier Bigo & 

Anastassia Tsoukala (eds.), Illiberal Practices of Liberal Regimes: The 
(In)Security Games, Paris: L'Harmattan, pp. 5-50.

Blakely, Edward J. & Mary Gail Snyder
  1999, Fortress America: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277 -

Bourdieu, Pierre
  2005, The Social Structures of the Economy, trans. by C. Turner, Cambridge & 

Malden: Polity.
Bristol, Katharine G.
  2004, “The Pruitt-Igoe myth”, in Keith L. Eggener (ed.), American Architectural 

History: A Contemporary Reader, New York: Routledge, pp. 352-364.
Caldeira, Teresa P. R.
  2000, City of Walls: Crime, Segregation, and Citizenship in Sao Paulo,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sey, Edward
  1997, The Fate of Place: A Philosophical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stells, Manuel
  2001,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uness,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lifford, James & George E. Marcus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hen, Anthony
  1985,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de Certeau, Michel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elanty, Gerard
  2003, Community, New York: Routledge.
Dupuis, Ann & David Thorns
  2008, “Gated Community As Exemplars of ‘Forting Up' Practices in a Risk 

Society”, Urban Policy and Research 26(2): 145-157.
Durkheim, Emile
  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Foucault, Michel
  1991[1977], “Le jeu de Michel Foucault”, 홍성민 옮김, “육체의 고백”,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출판.
Gans, Herbert
  1982, The Urban Villagers, New York: Free Press.



- 278 -

Geertz, Clifford
  1988, Works and Lives: the Anthropologist as Autho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Gell, Alfred
  1988,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Giglia, Angela
  2008, “Gated Communities in Mexico City”, Home Cultures 5(1): 65-84.
Glassner, Barry
  1999, The Culture of Fear: Why Americans are afraid of the wrong things, New 

York: Basic Books.
Glasze, Georg & Abdallah Alkhayyal
  2002, “Gated housing estates in the Arab world: case studies in Lebanon and 

Riyadh, Saudi Arabia”,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9: 
321-336.

Goffman, Erving
  1963, Behavior in Public Places: Not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Gatherings, 

New York: Free Press.
Heidegger, Martin
  1958, “An ontological consideration of place”, in M. Heidegger, The Question of 

Being, New York: Twayne Publishers.
Hetherington, Kevin
  1997, “In place of geometry: the materiality of place”, in K. Hetherington & R. 

Munro (eds.), Ideas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pp.183-199.
Hewison, Robert
  1995, Culture & Consensus: England, Art and Politics since 1940, London: Methuen.
Hillery, George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Holston, James
  1989, The Modernist City: An Anthropological Critique of Brasil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omo, Léon
  1951, Rome impériale et l'urbanisme dans l'antiquité, Paris: Albin Michel.
Ingold, Tim
  1993, “The temporality of the landscape”, World Archaeology 25(2): 152-174.



- 279 -

Jencks, Charles
  1984,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Koch, Andreas
  2004, “‘Nowhere and Now Here’: The hybrid nature of communities and spaces”, 

Networks and Communication Studies 18(3/4): 171-179.
Lakoff, George &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tour, Bruno
  2007,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aw, John & Annemarie Mol
  2001, “Situating Technoscience: an Inquiry into Spatialities”, Society and Space 

19: 609-621.
Lawrence, Stone
  1979,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Leenhardt, Maurice
  1979, Do Kamo: Person and Myth in the Melanesian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febvre, Henri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by 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Lentz, Sebastian
  2006, “More Gates, Less Community?: Guarded housing in Russia”, in G. Glasze & 

C. Webster & K. Frantz (eds.), Private Cities: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pp. 201-216.

Lett, Denise Potrzeba
  1998, In Pursuit of Status: The Making of South Korea's "New" Urban Middle 

Class, Cambridge(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Low, Setha M.
  2000,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1, “The Edge and the Center: Gated Communities and the Discourse of Urban 

Fear”, American Anthropologist 103(1): 45-58.
  2003, Behind the Gates: Life, Secur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n Fortress 

America, New York: Routledge.



- 280 -

Lyon, David
  2001, Surveillance Society: Monitoring Everyday Life,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MacIntyre, Alasdair C.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London: Duckworth.
Marcus, Sharon
  1999, Apartment Stories: City and Home in Nineteenth-Century Paris and Lond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uss, Marcel
  1985[1938], “A Category of the Human Mind: the Notion of Person; the Notion of 

Self”, in M. Carrithers, S. Collins & S. Lukes (eds.), The Category of the 
Person: Anthropology, Philosophy, History, pp. 1-25.

Meyrowitz, Joshua
  1985,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ilgram, Stanley
  2002, “The Urban Experience: A Psychological Analysis”, In Gmelch, G. & W. 

Zenner (eds.), Urban Life: Readings in Urban Anthropology (4th Edition),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pp. 83-92. 

Mol, Annemarie & John Law
  1994, “Regions, Networks and Fluids: Anaemia and Social Top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24: 641-671.
Nancy, Jean-Luc
  1991, The Inoperative Community, trans. by Peter Connor, Lisa Garbus, Michael 

Holland, and Simona Sawhne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ldenburg, Ray
  2001, Celebrating the Third Place: Inspiring Stories about the “Great Good Places” 

at the Heart of our Communities, New York: Marlowe & Co.
Ortner, Sherry B.
  2006, Anthropology and Social Theory: Culture, Power, and the Acting Subject,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ark, Robert
  1952, Human Communities, Glencoe: The Free Press.
Redfield, Robert
  1955, The Little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81 -

Relph, Edward C.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Romig, Kevin
  2005, “The Upper Sonoran Lifestyle: Gated Communities in Scottsdale, Arizona”, 

City & Community 4(1): 67-86.
Sandel, Michael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nnett, Richard
  1996, “The myth of purified community”, in R. Sennett, The Uses of Disorder: 

Personal Identity and City Style, London: Fabre & Fabre.
Shearing, Clifford D. & Philip C. Stenning
  1981, “Modern Private Security: Its Growth and Implications”, Crime and Justice 

3: 193-245.
  1983, “Private Security: Implications for Social Control”, Social Problems 30(5): 

493-506.
Strathern, Marilyn
  1988, The Gender of the Gi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eli, Maurizio & Francesco Pisanu & David Hakken
  2007, “The Internet as a Library-of-People: For a Cyberethnography of Online 

Groups,”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8(3).
Tönnies, Ferdinand
  1957, Community and Society(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trans. by Charles P. 

Loomi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Press.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agner, Roy
  1991, “The Fractal Person”, in M. Strathern & M. Godelier (eds.), Big Men and 

Great Men: Personification of Power in Mela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drop, Anne
  2004, “Gating and Class Relations: The Case of a New Delhi ‘Colony'”, City & 

Society 16(2): 93-116.



- 282 -

Walt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Wilson-Doenges, Georjeanna
  2000,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and Fear of Crime in Gated 

Communities”, Environment and Behavior 32(5): 597-611.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Yanagisako, Sylvia Junko
  2002, Producing Culture and Capital: Family Firms in Italy,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Zhang, Li
  2001, Strangers in the City: Reconfigurations of Space, Power, and Social 

Networks within China's Floating Popu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In Search of Paradise: Middle-Class Living in a Chinese Metropoli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原武史·重松淸
  2010, 『団地の時代』, 新潮社.



- 283 -

3) 언론보도 및 영상, 인터넷 자료

경향신문 2011년 9월 19일 기사, “‘감시사회’로 가나··· 방범 CCTV 2년 사이 4배 증가”.
동아일보 1968년 4월 29일 기사, “마포아파트서 殺人”.
동아일보 1993년 8월 11일 기사, “아파트 無人경비장치 첫선”.
매경닷컴 2013년 10월 21일 기사 “단지내 영어마을 조성하는 아파트 공급”.
매일경제 1992년 4월 16일 기사, “無人 경비시스팀 도입”.
부동산 뱅크 2005년 8월 25일 기사, “아파트 이름이 운명 바꾼다”.
시사저널 2014년 10월 1일 기사, “아파트 관리비 비리, 세월호만큼 큰 사건 될 것”.
연합뉴스 2005년 4월 25일 기사 “경찰, ‘재건축 비리’ 서울 전 지역 수사 확대”.
주간경향 2012년 6월 19일 기사, “그들은 왜 보수우파를 동경하게 되었나”.
중앙일보 2008년 3월 26일 기사 “너네 아파트엔 ‘영어마을’ 있니?”.
파이낸셜뉴스 2013년 10월 21일 기사 “아파트 단지에 ‘영어마을’ 들어오니 집값 ‘껑충’”.
프라임경제 2006년 7월 5일 기사 “‘영어마을 운영 아파트’ 인기몰이”.
한국일보 2001년 4월 29일, “[부동산] 재건축아파트 ‘로열층’ 잡아라”.
헤럴드경제 2014년 4월 24일 기사, “도심속 전원생활... 그린 디자인 아파트단지가 뜬다”. 
MBC 시사매거진2580 2013년 10월 28일 방송 “철조망 친 아파트”.
SBS 뉴스 2005년 4월 12일 보도 “수백억대 재건축 비리 적발”.
SBS 뉴스 2013년 11월 4일 보도 “[취재파일] 여러분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SBS 스페셜 2011년 6월 12일 방송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YTN 2005년 6월 22일 보도 “잠실 재건축 비리 사실로 드러나”.

Chad Freidrichs (감독), 2011, 『The Pruitt-Igoe Myth: an Urban History』.

닥터아파트 www.drapt.com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www.academie-francaise.fr/le-dictionnaire/la-9e-edition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한국감정원 www.kab.co.kr
Wiktionary en.wiktionary.org



- 284 -

<Abstract>

“Making Our Residential Complex More Valuable”: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Apartment Communities” in South Korea

Jung, Heon-mok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partment complexes, which occupy the urban 

landscape of contemporary South Korea, especially brand apartment complexes 

that have emerged since the 2000s. Based on fieldwork at Sung-il Noble Heights, 

which is a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in a city in the area surrounding 

Seoul, I examined the placeness of the brand apartment complexes and analyzed 

the interactions among residents occurring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es. Through such tasks, this study sought to 

diagnose the practical conditions of brand apartment complexes and to discuss 

the collectivity and the nature of the “apartment community” formed under those 

condition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the historical process through which apartments 

had been introduced into South Korean society and examined the ways in which 

the particular form of “apartment complexes” had come to be established as the 

current standard. Born under the influence of the modernist architectural 

movement, which had pervaded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neighborhood unit theory, apartment complexes met the 

political and social demands of contemporary South Korea, which was rushing 

forward under the slogan of “modernization,” and have expanded at a dramatic 

rate. 

     It was with the rise of brand apartments in the 2000s that such a 

movement reached its zenith. First emerging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at the end of the 1990s, brand apartments 

simultaneously highlighted the residential spaces called apartments as “luxury 

goods” through aggressive advertisement and strengthened even further the 

mechanism of creating social distinctions already held by apartments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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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What buttressed such a mechanism of creating distinctions was 

the “value” claimed by brand apartment complexes. As the purchase and sales of 

apartments came to be perceived in South Korean society as a major avenue for 

increasing one’s wealth, the value of apartments signified their exchange value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residence in luxury apartments, which occupied a 

position near the top in the hierarchy of housing, signified one’s possession of 

corresponding economic capital. Added to all of this, the introduction of 

apartment brands was an attempt to add not only exchange value to apartments 

but also “value,” as the so-called “luxury” lifestyle, even to residential life itself.

     The problem, however, was that, unlike what was claimed by brand 

apartments themselves and the social discourse observing such a phenomenon, the 

“value” of apartments was not increased automatically. In particular, from the 

latter half of the 2000s, changes in social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market gradually demanded collective praxis in relation to “value” even in 

apartment complexes. The signs of such changes were already observable in the 

craze to reconstruct aged apartments, which emerged in the early to mid-2000s. 

Because reconstruction projects offered room for direct intervention by prospective 

residents, unlike previous constructions of apartments, these people took action so 

that the apartments in which they had invested would be properly assessed in the 

real estate market. At the same time, all of this was also a process of creating 

the communality of the housing collective to which these people would be tied 

together in the same living space after moving into the apartment complexes.

     If the collective activities related to the spatial arrangement of apartment 

complexes revealed through this process addressed the value of apartments mainly 

in terms of exchange value, other kinds of values were highlighted in life after 

moving in. At the center was the fact that apartments were not simply products 

but were places in which people led their lives, a fact that began to be 

highlighted after people had moved in. Various activities of residents 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ctive responses to crises stemming from 

social changes. The 2010s are a period in which the model for increasing one’s 

wealth centering on the purchase and sales of apartments began not to work as 

in the past due to the combination of elements including the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 increase in household loans, and an increase in single 

households. Consequently, apartment complexes in South Korea, too, have started 

to demand “value” different in kind from that pursued in the past. “Values” 

surrounding living spaces tied together with social elements 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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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shared spaces and residents’ committees, which dealt with 

problems related to apartment complexes overall, have come to be highlighted. As 

the “value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partment complexes have become 

diverse,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creating and assessing value, too, have 

become diverse. In particular, as the actors intervening in all of these activities 

likewise have become plural, what has newly caught attention is the issue of 

“collectives.” In the end, the case of Sung-il Noble Heights was an attempt to 

reconstruct a collective safety net by people who had concentrated most of their 

assets on the apartment, with “value” as the medium.

     However, such efforts to highlight the communality of apartment complexes 

as a project for “valuable” apartments were limited to a certain extent. In 

particular, the case of an unintended accident leading to the death of a child, 

addressed at the end of this article, revealed differences in perspectives on the 

collectives called apartment complexes. Based on and fed by a culture of 

indifference, the absence of public communication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served as an occasion providing the direct causes of the accident, thus confirming 

in the end that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provided by brand 

apartment complexes alone were insufficient to guarantee complete safety. Above 

all, this accident revealed, through the contest among “values” claimed by 

apartment complexes as housing collectives that arose in the process of settling 

the accident, the nature of “apartment communities” in large-scale brand 

apartment complexes in its entirety.

     The case examined in this study prompts one to consider the “value” of 

apartments as perceived by South Korean society. The ways in which the pursuit 

of direct commodity value and various values in life not unrelated to economic 

value are highlighted have hitherto followed the trajectory of macroscopic changes 

in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an ethnographic case that developed in an 

apartment complex in the capital regi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articularities shaped by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s of South 

Korea and the spatial grammar adopted by brand apartment complexes, and 

perspectives on the “communities” created therein converge at one point.

Key words: apartment, apartment complexes, gated communities, community, 

brand apartment, space, place, urban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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