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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통적인 사회운동에서 주된 공간 전략은 특정 장소에 대한 무단 점거

로 대표되는 영역화 전략이다. 영역화 전략은 높은 가시성과 이목 끌기

를 통해 운동의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은 저항 세력에게 의존의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

역화는 기본적으로 배타적/배제적이며 탈개인화와 단수의 정체성을 요구

한다는 점에서 운동의 확산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수적인

militant particularism으로 귀결될 위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역화 전략이 지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공간

전략으로 탈영역화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정치지

리학에서 강조하는 탈영역화의 핵심 기제는 1)경계 허물기, 2)외부에의

비차별적인 개방, 3)다양성의 수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과거 유

럽에 번성했던 급진 공간들의 공간 전략에 착안, 대표적인 탈영역화 전

략으로 ‘거점 공간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사례로 든 마포 민중의 집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는 공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경계 허물기 전략을 구사하고 거점의 공유를 지향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새로운 공간 전략을 ‘거점 공간의

경계 허물기와 공유적 전유를 통한 탈영역화 전략’으로 규정하고 그 효

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탈영역화 전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자를 인식하

고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연대를

촉진한다. 셋째, (특히 민중의 집의 경우) 다양한 생활 정치로 의제를 확

장하고 운동을 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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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탈영역화 전략의 현실적인 한계 또한 존재한다. 비차별적인 개

방과 공유를 지향하지만,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 모두 아직까지는 이용자

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탈영역화 전략이 결과적으로 영역

화나 보다 더 확장된 재영역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점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의 탈영역화 전략

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지배 구조에 저항하며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간을 통해 운동의

능동적 주체가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비판적 공간 연구와

사회운동 전반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사회운동, 영역화 전략, 탈영역화 전략, 경계 허물기, 급진

공간, 공간의 전유, 공공성, 마포 민중의 집,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학 번 : 2012-2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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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공간 열풍과 공간 결핍

바야흐로 ‘공간 열풍’이다. 박해천(2013)은 집 없는 청년들을 위한 방들

을 ‘큐브’라 명명하고,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으로 이원화하여 큐브의 변

천사를 다룬 바 있다. 특히 박해천은 19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노

래방, DVD방, PC방, 찜질방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상업적 ‘방’들에

주목하였는데, 이 공간들에 지불하는 비용을 초단기 부동산 임대료로 간

주했다. ‘큐브’는 계속해서 고급화하여 증식하고 있으며(박해천, 2013) 최

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커피 전문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역설적이게도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료 Wi-Fi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커피 전문점이 생길 만큼, 이제 카페

는 더 이상 차를 마시는 특정 기능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회의를 할 공간을 얻기 위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부수적으로 차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일

정 시간동안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공간 대여가

각광받는 사업 아이템이 되어, 인터넷에 ‘공간 대여’라고 입력하면 수많

은 업체들이 검색된다. 또한 협업(coworking)1)의 장점이 부각되며

1) 이성수(2010)에 따르면 ‘coworking’은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

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coworking은 하나의 조직이 아닌 개개인의 집합으로, 그들이 함께 일하는 공

간이 곧 ‘coworking space’이다. coworking space의 첫 번째 사례는 2005년

에 Brad Neuberg가 샌프란시스코에 연 ‘Hot Factory’로 알려져 있다. Hot

Factory는 세 명의 엔지니어의 집을 비어 있는 낮 시간동안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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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Noah’2)와 같은 협업 공간은 유명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이처럼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사회 활동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은 공간을 통해 서로 관

계 맺는다는 점에서(김준호, 2010) 공간 혹은 아지트에 대한 갈망을 인간

의 본능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공간에 대한 욕구가 최근 이처럼 강하게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그 근거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간 결핍’에 주목하고자 한

다. 그러나 김동완(2014)이 지적했듯이 여기서의 결핍은 특정 세대에 한

정되거나, 절대적인 면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동네 놀이터에서부터 공

연장, 공원, 광장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공공공간3)을 표방하는

곳은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 직장, 학교, 공공공간 바깥에서 돈을 주

고 적합한 공간을 소비해야 하며, 도시는 각 행위에 맞는 기능적 공간을

판매하고 있다(김동완, 2014). 이는 공간을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

평가하는 자본의 논리, 공간의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공간

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Space Noah를 운영하는 박근우

대표의 다음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한겨례》, 2013.5.28.).

청년들은 외로워요. 경제적으로는 어렵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모

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해요. 서울시내 건물의 임대료를 전수 조사하다

2) ‘Space Noah’는 서울프라자호텔 뒤쪽의 북창동 골목에 위치해 있다. 치과의

사인 박근우 대표가 설립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2012년 10월에 문을 열

었다. 스페이스 노아는 청년 사회혁신가들의 자생적인 베이스캠프를 지향하

는 만큼,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테이블 하나를 자기 사무실처럼 쓸 수 있

는 coworking space를 제공하고 있다(《한겨례》, 2013.5.28.).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물함과 OA(팩스, 복사, 스캔 등)가 완비된 사무실을 사용하

는 비용이 1인당 월 10만원에 불과하다. 협업 공간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

는데, 무료지만 선별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고 본 논문에서 사례로 다룰 청

년허브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3) ‘공공성 및 공공공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2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 3 -

가 북창동에 꽂혔습니다. 서울광장과 시청역이 바로 코앞인데,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100m만 바깥쪽으로 나가도 값이 세배로 뛰죠.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간의 대

여와 공유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모임 및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공유 주택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 실험들이

‘공유 경제(sharing economy)’5)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부상과 더불어 행

해지고 있다.

2. 공간이 운동한다.

공간의 문제는 사회운동6)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

들이 주로 펼친 공간 전략은 영역화(territorialization)7)였다. 대표적으로

사회운동 세력들은 특정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장소

를 배타적으로 점거(occupy, sit-in)하고, 점거한 장소를 지키려 한다(황

진태, 2011). 이러한 전략은 2011년의 ‘Occupy Wall Street(OWS)’ 운동

으로 널리 주목을 받았다. 2011년 9월, 월가 금융자본의 부패와 탐욕에

4) 예를 들어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주거 공동체가

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공동살이는 현재 2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은 공유경제에 적합한 일자리 또한 고민하고 있다(《동아일보》, 2014.10.11.).

뒤에서 언급할 청년허브의 ‘창문 카페’는 바로 이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5)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9월, 서울을 ‘공유도시’로 선언했다. 그리고 물건,

공간, 재능과 경험, 정보 등 4가지 분야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서울시

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유서울’ 정책을 본격

적으로 추진했다(주간동아, 제957호.).

6) 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김홍우 등(2002)은 사회운동을 ‘기존의 사

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중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

직적이고 집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조희연 등

(2010)은 그람시의 논의를 빌려 ‘지배의 변화에 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의 집단적 형태’로 보았다. 한편 임소형(2013)은 사회운동을 ‘지배세력

또는 도전세력에 의해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장소의 의미와 장소성이 규

정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7) ‘영역 및 영역화, 탈영역화’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2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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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평화 점거 운동을 벌이자는 계획 아래 150여 명의 사람들이 뉴

욕의 주코티 공원에 모였다. “우리는 99%다!”라는 이들의 구호는 이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미국 내 여러 도시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8) 이외

에도 소수민족과 가난한 농민을 대변하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Zapatista), 2010년 말 시작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민

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 최근에 벌어진 홍콩의 우산 혁명9) 등에 이르기

까지 사회 변화와 저항의 중심에는 언제나 특정 장소를 점거하는 영역화

전략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도 매우 많다. 200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점거한 촛불집회, 재개발에 반대하

는 철거민들이 남일당을 점거한 용산 참사, 미군기지 확대를 반대하며

마을을 점거한 평택 대추리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업장 및 크

레인/철탑/종탑 점거,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반대 등의 이슈에 이

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점거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사회운동의 공간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

의 사회에서의 공간 결핍, 즉 공간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가 사회운동에

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 공간의 공유’를 새로운 운동 전

략으로 내세우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회운동

세력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착안한 새로운 전략이 바로 공간의 나눔과 공유이다.

8) Harvey(2012: 161)는 이를 두고 “월가의 거리가 타인들에 의해 점거되고 있

다. Occupy Wall Street 전략은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가며 권력이 집중해

있는 곳과 가까운 공공공간, 공원, 광장을 차지하고 그 곳에 신체를 둠으로써

공공공간을 정치적인 공유지(commons)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9)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친중국계 인사로 구성된 선거

인단의 지지를 얻어야만 홍콩 행정장관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도심의 주요 도로 및 센트럴을 점령하였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최루액을 막기 위해 들기 시작한 우산이 비폭력 시위의

상징이 되면서 우산 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중앙일보》,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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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간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최소

한의 단체 사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전략적으로 다른 개인 혹

은 단체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종 혹은 이종의 여러 사회

행위자들이 만나고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

능성을 열고,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사회

운동가 하승창은 ‘공간이 운동한다’고 하였는데, 다음 강연에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다.

<상상 1 : 운동하는 방법을 바꿀 순 없을까?> 

네트워크적 방식이란 결국 구체적 의제에 동의하는 수많은 개인과 그룹

의 자발적 참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상상 2 : 공간이 운동한다.>

공간은 여태껏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좋은 매개가 된다. 

<상상 3 :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바꾸자 – 네트워크와 공간의 결합>

공간이 다르면 모여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다. 

과정, 공유, 대화가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은 중요하다.

(하승창,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2011.7.12., 강조는 인용자)

연구자는 사회운동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공간 전략을 ‘거점 공간의 경

계 허물기와 공유적 전유(appropriation)10)를 통한 탈영역화

(deterritorialization) 전략’으로 규정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한계, 전망,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회운동 과정에서의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공간성에 주목할 것이다.

사회운동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투쟁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와

확장, 연결을 모색하는 다양한 미시 공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

이다.

10) ‘공간의 전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2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 6 -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거점 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기 위해 어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가?

 2) 그 결과 거점 공간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공유되고 전유되는가?

 3) 거점 공간의 탈영역화 전략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새로운 공간 전략이 사회운동에 주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4) 거점 공간의 탈영역화 전략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1. 마포 민중의 집11)

2005년 12월, 문화연대와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서울시당 및 마포구

위원회(위원장 정경섭, 현 마포 민중의 집 공동대표)가 모여 <마포 문화

사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심광현, 2008). 당시 문화연대는

홍대 인근의 예술인들을 모아 지역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했

고, 민노당 역시 기존의 지역 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논

11) ‘마포 민중의 집’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민(2013)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김

경민은 ‘수도권의 자발적인 소규모 생활문화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사례

중 하나로 민중의 집을 다루고 있는데, 기존과 다른 삶을 모색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민중의 집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집의 활동 전반 및 방

향에 대한 대략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어, 운동의 전략 측면에서 거점 공간

의 공유에 주목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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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진행될수록 이들은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2006

년 초, 프로젝트는 유럽의 ‘민중의 집’ 같은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

로 바뀌었다(심광현, 2008). 당시 민노당 내에서는 유럽 사례에 대한 연

구가 활발했다. 이들이 모델로 삼은 ‘민중의 집’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던 것으로, 당시 유럽에는 이탈리아의

‘Casa del Popolo’를 비롯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민중의 집’

이라고 해석되는 동일한 명칭의 공간들이 존재했다(정경섭, 2012). 서유

럽에서 이들 민중의 집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생활 진보를

위한 지역 거점을 통칭하는 보통 명사였다(《주간경향》, 제804호).

이어서 2007년 4월, <지역사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중의 집 설립

운동을 제안하며>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지역 내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

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이어졌다. 이후 2007년 9월, <민중의 집 건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벽돌기금 모금과 후원

주점을 진행하여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2008년 7

월, 마침내 첫 번째 민중의 집12)이 문을 열었고, 11월에는 창립총회가 개

최되었다(민중의 집 운영위원 워크숍 자료, 2013).13)

민중의 집은 3인의 공동대표와 10여 명의 운영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

다. 초기에는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이던 심광현 교수와 정경섭, 홍세화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현재는 홍세화를 대신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

터 한채윤 공동대표가 기존 대표 2인과 함께 하고 있다(김경민, 2013).

공간을 함께 이용하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토끼똥 공부방을 제외하고, 현

12) 이 글에서 칭하는 민중의 집은 별다른 수식어가 없는 한 마포 민중의 집을

의미한다.

13) 여기서 2000년대 후반 이래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처음에 민중의 집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것은 민노당이었으나,

2008년 3월에 민노당이 분당되며 진보신당이 창당된다. 이 때 민중의 집 관

련 인사들이 대거 진보신당에 합류하였고, 프로젝트 역시 진보신당 측에서

이어받아 지속되었다. 이후 진보신당은 사회당과 합당(2012년 3월)하였고,

2013년 7월에는 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현재 마포를 포함한 민중의

집 상근 활동가의 상당수는 노동당 당원이거나 노동당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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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민중의 집에는 정경섭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이 상

근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그러하듯이 민중의 집 역시 재정 문제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중의 집은 개인 및 단체 회원들이 매월 내는

회비로만 운영14)되는데, 대부분은 공간 임대료와 상근자 급여로 지출된

다. 처음에 민중의 집은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은 마당이 딸린 망

원동의 2층짜리 단독 주택에서 출발했다(<그림 1> 참고). 그런데 월 250

만원이던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2011년 2

월, 현재의 성산동 상가 건물 3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그림 2> 참

고15)). 건물의 다른 층에는 음식점, 노래방 등이 있다.

그림 1. 민중의 집 외관 (구 망원동) 

(출처: 주간경향 제903호)

그림 2. 민중의 집 외관 (현 성산동)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민중의 집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마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는 7개의 민중의 집이 운영 중이며,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경남 마산, 창원, 대전 서구 등 다수에 이른

다. 이와 더불어 특정 정당 중심을 벗어나려는 흐름도 엿보인다. 일례로,

14) 민중의 집은 227명의 개인 회원과 9개의 회원 단체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407명의 개인 회원과 15개의 회원 단체로 증가했다(2014년 9월 기준).

15) 논문에서 특별히 출처가 적혀있지 않은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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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에 시작된 강서양천 민중의 집은 정당이 아닌, 민주노총 소속

의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졌다. <표 1>은 현

재까지 출범한 민중의 집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민중의 집 현황

 

창립 총회 위치

1 마포 민중의 집 2008. 11.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 중랑 민중의 집 2010. 1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 구로 민중의 집 2012.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4 광주 민중의 집 2012. 10.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5 인천서구 민중의 집 2013. 6. 인천시 서구 석남동

6 은평 민중의 집 2013. 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7 강서양천 민중의 집 2014. 4.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출처: 각 민중의 집 홈페이지)

  

대다수의 사회운동 단체들은 환경 운동, 인권 운동, 성소수자 운동, 교

육 운동, 경제 민주화 운동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민중의 집은 소위 말하는 ‘전문 분야’가 없다. 민중의 집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1)공간 나눔, 2)시민 생활 강좌

개최(예: 노동법 강좌, 초보 학부모 강좌 등), 3)지역 내 연대 사업(각종

지역 현안에의 공동 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포 민중의 집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

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거점 공간의 개방과 공유’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운동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지역에

는 야학, 민중 교회 등과 같은 대항 공간들이 존재했다. 또한 지금도 아

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공부방 등에서는 민중의 집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간을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운동 전략’임을 강조하며 ‘공간의 효과’를 역설한 것은 민중의 집이 최초

이고, 이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에 대해 정경섭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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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영역에 대한 동물들의 욕망처럼 ‘아지트’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

다. 아지트와 그 속에서의 관계 맺기, 즉 인간은 누구나 공유된 사회 공

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민중의 집은 web 2.0 시대의 플

랫폼, 정류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공간 속에서 쌍방향으로 상호 접속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새롭게 조직한 단체들이 다시 민중의 집

의 활동 단체로 연결되길 기대하는 것이죠.          

(강조는 인용자)

물론 민중의 집 운동 주체들 사이에 단일한 발전 전망은 존재하지 않는

다. 즉, 민중의 집마다 민중의 집 운동에 대한 이해, 사업 양상 및 추진

방식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강상구, 2013).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는

사회운동에서의 새로운 공간 전략을 살피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이들 가

운데 공간이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마포의 사례에 집중하였다.

1.2.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16)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12월,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 워크숍17): 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를 개최했다. 200

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센터 및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발굴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2012년 1월, 청년

16)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에 대한 연구로는 류연미(2014)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류연미는 논문에서 청년에 관한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정한 시

공간(박원순 시장 집권기,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유형의 ‘활동’하는 청년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활동가가 아

니라 공간, 그리고 공간의 공유에 주목한다.

17)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청책(聽策) 워크숍’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소망

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聽) 이를 서울시 정책(政策)에 반영하겠다’는 의

도에서 비롯되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분야를 주제로 하여

당사자와 시장,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1～2시간의 토론회이다(류연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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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허브센터18) 설립 및 맞춤형 일자리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

했다(《머니투데이》, 2012.1.9.). 이후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

리본부 부지 일대를 ‘서울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박원

순표 혁신 사업을 이끌 선도 조직들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청년일자리

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년층 지원 기관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열었다.

그림 3. 청년허브 외관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 

그림 4. 서울혁신파크를 이끌 단체들

2013년 4월에 개관한 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는 서울시의 산하

기관19)으로, 연세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초대 센터장은 전효관20)

전 하자센터장이 맡았는데, 실제로 청년허브의 구상과 실행에는 하자센

18) 청년일자리허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의 the Hub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2011년에 펴낸 『올리버는 어떻게 세

상을 요리할까』에서 영국의 Hub를 방문하고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2005년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the Hub는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일하는 공

간으로, 현재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50개 이상의 허브가 운영되고 있다.

19) 현재 청년허브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

리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약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20) 전효관 초대 센터장은 2014년 8월,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년허브에서 팀장을 역임했던 서민정이 센터장에 부임하였다.



- 12 -

터21)와 그 네트워크의 유관 인물들이 주요 싱크탱크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류연미, 2014).

청년허브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양한데, 크게 1)커뮤니티를 활성화하

고 커뮤니티 간 만남 및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사업과 2)청년 일자리 문

제의 혁신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표 2> 참고).

그에 따라 청년허브 내부 조직 역시 이원화되어 있다.

표 2. 청년허브의 주요 사업  

취지 명칭 세부 내용

커뮤니티 활성화

및

만남과 네트워크 촉진

청년참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일정 비용 

및 다른 커뮤니티들과의 관계망 

형성 지원

청년활동활성화

청년단체의 사업이 

더욱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른 프로젝트 지원

청년 일자리 문제의

혁신적 해결 모색

청년혁신활동가 

양성

협력사업장으로 선발된 20개의 

사회적, 공공적 현장에서

 능동적 일 경험과 역량 배양의 

기회 제공

워킹그룹 

프로젝트

청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이 목표,

능동적인 실행을 통해 

일자리 모델을 현실화하겠다는 

청년 그룹 지원

(청년허브 홈페이지 및 2013 경영․사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21) 하자센터(공식 명칭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일 놀이

자율의 문화작업장’을 지향하며 1999년에 개관했다. 하자센터 역시 현재까지

연세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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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청년허브를 본 연구의 사례로 선택하며 다음 두 가지에 주목

하였다. 첫째,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는 ‘정부 안으로 들어온 사회운동’이

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운동과 차별화된다. ‘일자리’라는 명칭과 공식적

인 소속만 놓고 본다면 누구나 청년 실업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기관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취업 및 창업 지원이 청년허브의 중요

한 사업 중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허브에서 진

행한 일련의 사업들과 각 사업에 공유된 철학을 살펴보면 청년허브는 단

순히 지방정부의 청년일자리 전담 기관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허브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지

원하고, 청년들을 사회적 의미를 지닌 활동으로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청년 개개인을 적극적인 시민이자 혁신적인 활동가로 양성하려는 공간

(류연미, 2014)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 전효관

초대 센터장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청년허브를 소개하였다.

청년들을 사회적 자본과 연결시키고 가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면 청년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혁신의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입

니다. 청년허브는 한국 사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청년들을 서로 연결

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청년 그룹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입니다.

(강조는 인용자)

또한 청년허브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며 실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허브는 공공기관이고 ‘일자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산하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청년허브는 현 사회가 

청년들에게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에

서 사회운동의 맥락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생활, 그

리고 청년들의 사회적 자리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곳이니까요. 이러한 

사회운동과 청년운동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공공의 역할 아

닐까요?

(청년허브 직원 A,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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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년허브는 박원순 시장의 신념을 바탕으로 구상 단계에서부터

‘거점 공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연설과 전효관

초대 센터장의 언론 인터뷰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곳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고

자 하는 청년들이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만들어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루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청년허브 개관 당시 박원순 시장의 연설, 2013.4.11., 강조는 인용자)

‘청년에게 자신의 열정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공간이 주어지

면 어떨까?’하고 상상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자신과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

들이 이루어지는 공간 말이죠. 

(전효관, 청년허브 홈페이지, 강조는 인용자)

과거 산업사회에서 사회간접자본은 철도, 도로 이런 것을 의미했지요. 하

지만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은 창조적 공유지대, 사회적 돌봄 시스템, 시민

의 자율 공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시대의 사회간접자본을 만

드는 일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효관, 《오마이뉴스》, 2014.3.11., 강조는 인용자)

청년허브는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지

속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근

대적 공공공간들도 겉으로는 ‘개방성’을 표방한다. 그러나 청년허브는 ‘공

간의 개방과 공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로 인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공간과 차별화된다. 그 결과 청년허브에서는 내․

외부 공간 활용과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이어져왔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택한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는 운영 주체와 재정 상

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된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두 단체가

구상하고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상(狀) 역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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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과 청년허브는 공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경계 허물기

전략을 구사하고, 공간의 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이

두 사례를 통해 연구자는 거점 공간의 활용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

가 비단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제도권에도 광범위하게 확산,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문헌 연구>와 <참여 관찰 및

심층 면접>으로 나누어진다.

문헌 연구는 다시 이론 논의와 사례 연구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론 논

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회운동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에 적용할 이론 및 주요 개념은 주로 『공간의 생

산』,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래디컬 스페이스』, 『민주적 공공

성』, 『영역』에서 인용하였다. 모두 한글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영어 원문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 책들을 분석한 국내․외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단행본 역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사례 연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주요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포

민중의 집’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검색하

여 정리하였다. 두 단체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

개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단체의 구체적인 세부 활동과 각종 회의록,

재정 현황, 경영․사업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민중의 집은 공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월별 공간 이용 현황을 홈페이

지에 정리해 놓았다. 연구자는 2008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75개

월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창기 민중의 집 프로젝트에 참여

했던 인사들이 쓴 각종 기고문과 스웨덴 민중의 집 연합회 초청 국제 포

럼 자료집은 민중의 집 운동의 취지와 구상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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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다.

이상의 문헌 연구를 통해 논문의 전체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더

불어 연구자는 참여 관찰 및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첫째, 민중의 집과

의 인연은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들르게 된 2013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민중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2월부터이다. 민중의 집 전․현직 활동가들(공동대표, 사무국장)과의 공

식적인 인터뷰는 사전 약속 하에 1～2시간가량씩 진행되었다. 질문은 미

리 만들어 간 질문지를 중심으로 하였고,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미리 이메일로 예상 질문을 알리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은 대부분 기

록하였으며, 기록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녹취하여 음성 파일로 저장하

였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생긴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3차

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민중의 집을 방문할 때면

대개 다른 이용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 관찰을 병행할 수

있었다. 공간 이용자와의 인터뷰는 민중의 집에서 즉석으로 만나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가 요청을 하면 민중의 집에서 연락을 대신해 주

기도 했다. 이 경우 ‘질문자가 의도하는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면담을 이어가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청년허브를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2014년 7월이다. 청년

허브가 ‘박원순의 실험’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만큼 2014년 6월의 지방선

거 결과가 논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박원순 시장의 재선 이후 본

격적으로 청년허브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7～8월에는 수시로 청년허브

를 방문하여 시간을 보냈다. 청년허브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자유롭게 공

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청년허브를 경험

하며 다른 이용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담당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7～9월에 걸쳐 열린 세 차례의 청년참 커뮤니티 반상회에 참여하

기도 하였다. 반상회에 참여하며 인상적인 커뮤니티들을 만날 수 있었는

데, 이들은 후에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 민중의 집과 마찬가지로 청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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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직원들과의 공식적인 인터뷰는 사전 약속 하에 1～2시간가량씩 진행

되었다. 대면 인터뷰를 거절한 경우에는 이메일 인터뷰로 대신하였다. 청

년허브 내 입주 단체와 청년참 커뮤니티 인터뷰는 즉석에서 만나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가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인터뷰 대상을 추천해주

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이메일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인터뷰 당사자들이 이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표 3>은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의 인터뷰 대상자를 각각 유형별로 구

분한 것이다. 이 중 논문에 인용된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의 <표 4>,

<표 5>와 같다. 이름이 알려진 민중의 집 공동대표 정경섭과 청년 단체

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유형별 구분

민중의 집 청년허브

유형 인원 유형 인원

공간 운영자 8명 공간 운영자 4명

공간 이용자 약 20여 명
공간 

이용자

입주 

단체
4팀

청년 

커뮤니티
5팀

기타 약 1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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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유형 비고

A 여 공간 운영자 청년허브 직원

B 여 공간 운영자 청년허브 직원

C 여 공간 운영자 청년허브 직원 (청년참 담당자)

작당 남 공간 이용자 청년참 커뮤니티

바투 여 공간 이용자 청년참 커뮤니티

아이들랏 여 공간 이용자 입주 단체

이름 성별 유형 비고

정경섭 남 공간 운영자 현 공동대표 (초창기~현재)

A 여 공간 운영자 현 사무국장 (2013년 3월~현재)

B 남 공간 운영자 전 사무국장 (초창기~2013년 2월)

C 남 공간 운영자 전 운영위원 (초창기 약 2년 간)

D 여 공간 이용자

E 여 공간 이용자

F 남 공간 이용자 공부방 학생

G 여 공간 이용자

표 4. 논문에 인용된 인터뷰 대상자 : 민중의 집 

표 5. 논문에 인용된 인터뷰 대상자 : 청년허브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흐름과 각 장별 내용을 간략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간 결핍에 대한 대안으로 공간의 공

유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회운동에서도 ‘거점 공간의 경계 허물기와 공유

적 전유를 통한 탈영역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단체들이 등장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사례로 마포 민중의 집과 서울시 청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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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허브를 제시하였다.

2장은 이론 논의 부분이다. 우선, 지리학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운동 연

구에서 공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사회운동

에서의 공간 전략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조차 영역화를 제외한 다른 전략

에는 소홀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영역화 전략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탈영역화 전략을 제시하고 영역화와 탈영역화, Radical Space, 공간의 전

유, 공공성과 공공공간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탈영역화 전략을 개념화하

고자 하였다.

3장과 4장은 사례 연구 부분이다. 3장에서는 마포 민중의 집의 공간 전

략을, 그리고 4장에서는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의 공간 전략을 구체적으

로 분석한다. 각각 물리적 공간 구조, 경계 허물기 전략과 그에 따른 공

간의 전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5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 또한 탈영역

화 전략이 사회운동과 비판적인 공간 연구에 주는 실천적 함의를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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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운동의 공간성22)에 주목한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지리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1절에서는 지리학에서 이뤄져 온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들을 비판적으

로 검토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 전략에 초점을 맞

춘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지리학에서의 사회운동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운동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관심은 1960년대 후반 급진 지리학이 등

장하며 시작되었다. 68 혁명과 함께 도시, 빈곤,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적

실성(relavance)을 촉구하는 급진주의(radicalism)가 지리학을 비롯한 사

회과학 전반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장보웅, 1991). 급진 지리학은 보다

폭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공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빈곤과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지리 연구의 주제를 확장시켰다(Gibbons, 2001). 이

런 배경에서 1973년에 출간된 Harvey의 『Social Justice and the Cit

22)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공간’과 ‘공간성’이라는 용어는 Lefebvre의

공간 생산론과 Soja의 사회-공간 변증법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

다. Lefebvre에게 있어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로, 다양한 사회 활동

과 공간적 실천들이 중층적으로 얽혀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공간이다

(김준호, 2010). 여기에서 ‘생산’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이며 이데올로기로 가득

한 겹겹의 인간 실천을 의미한다(김남주, 2000).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민중

의 집과 청년허브란 거점 공간의 의미 역시 사전에 주어졌거나 영구히 고정

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상호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공간은 단순히 생산물(결과)에 머물지 않고 반작용하여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준다. Soja는 이러한 Lefebvre의 논의를 이어받아 사회-공간 변증법

으로 체계화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와 공간은 내재적 연관성을 지니며

변증법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한다. 즉, “공간성은 사회적 산물임과

동시에 사회생활의 구성력(매개체, medium)”인 것이다(이무용 등 역, 1997:

16).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된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의 공간성 역시

다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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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뒷날 사회운동 연구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출발로 평가된다(심정

보 역, 2010). 이후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에게 있어 주된 주제

는 사회운동이 발생한 장소로서의 도시와 도시사회운동23)이었는데, 이러

한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Painter and Jeffrey, 2009; 심정보 역,

2010).

지리학자들이 도시가 아닌 사회운동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

작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다. 일부 정치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종

래의 도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관점에서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주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심정보 역, 2010). 대표적으로

Agnew(1997)는 각각의 사회운동은 특정 장소의 특수한 문제를 배경으

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가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맥락을 간과하였음을 비판하였다(심정보 역,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로 사회

운동에 대한 지리적 연구는 미진했다. 이는 공간을 ‘비공간적인 사회 과

정들을 담는 용기(container)’로 인식하는 절대적 공간관24)과 관련이 깊

23) 도시사회운동(urban social movements)이란 개념은 사회학자 Castells에 의

해 발전되었다. Castells은 도시를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의 장으로 인식하

고, 도시 공간을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주택, 교육, 복지 등)를 둘러싼

투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장으로 보았다(Painter and Jeffrey, 2009).

24)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에서 Harvey는 공간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밝히고 있다. 첫째는 절대적(absolute) 공간으로, 이는 데카

르트와 뉴턴, 유클리드의 공간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공간은 고정

되어 있으며, 물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둘째는 상대적(relative)

공간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 현대 물리학의 변화된 관점이 사

회과학에도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 공간은 더 이상 빈 용기가 아니며, 대상들

과의 관계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단일 기준이나 속성으로만 공간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공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김용

창, 2014). 마지막은 관계적(relational) 공간으로, 상대적 공간 개념이 더욱 발

전한 것이다(김용창, 2014). 이는 하나의 대상은 자기 안에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따른 것이다. 즉, 관계적

관점에 따르면 과정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간은

과정과 일체화되어 있으며 과정에 내재한다. Harvey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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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개의 경우, 공간을 사회운동의 발생 지점이나 지리적 범위로만 인

식하였기 때문이다(정현주, 2006). 이에 덧붙여 Miller(2000)는 지리학에

서 사회운동 연구가 부족한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사

회학자는 물론 지리학자들조차 ‘공간’, ‘공간성’과 같은 난해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학과 정치학의 사회운동론

에 대해 지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지

리학자들은 사회운동이란 용어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 저항

(resistance)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셋째, 고질적인 분과 학문 간 높은 경

계 때문이다. 즉, 일부 지리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긴 했지만 그마

저도 학문 간 교류의 부족으로 인해 지리학 내의 공명으로만 그친 경우

가 많았다(임소형, 2013).

그 결과, 지리학에서의 사회운동 연구는 이론 구축뿐만 아니라 경험 연

구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정현주,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꼽자면, 우선 Routledge의 연구를 들 수 있다.

Routledge(1992)는 인도를 사례로 하여 장소 특수적(place-specific)인 사

회운동의 출현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의 사회운동 연구가 투쟁의 목표

와 조직, 성공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장소가 운동의 특성과 행위자

를 어떻게 매개하는지’에는 주목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이후에도

Routledge는 ‘저항의 지세(terrains of resistanc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네팔과 스코틀랜드 등을 사례로 사회운동에 있어 장소의 역할을 강조하

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Routledge, 1993, 1994, 1996, 1997). 다음

으로 Keith and Pile(1997)이 편집한 『Geographies of Resistance』역시

지리학에서의 선구적인 사회운동 경험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책은

나이지리아, 네팔, 캐나다, 스코틀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벌어진

다양한 집합적 저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간이 저항에 있어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Miller(2000)의 연구는

하면서 공간은 그 자체로는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관계적이지도 않지

만 상황에 따라 이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모두가 되기도 하므로 총

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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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장소, 스케일 등의 지리적 개념을 사회운동에 접목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운동의 고전 이론들25)을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시

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Miller는 사회운동이 ‘매끄럽고 균일한’ 핀

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운동에 있어 공간이 그 자체로 중요한

변수임을 보이기 위해 보스턴의 반핵운동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적 차이들에 의해 운동의 발생과 진행 양상이 지역별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경험 연구는 특정 갈등과 저항이 발생하게 된 지역적 배경과 장소

적 맥락을 포착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맥락을

넘어서 사회운동과 공간 간의 변증법적 긴장 관계를 역동적으로 포착하

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황진태, 2011). 이에 비해 Wilton and

Cranford(2002)는 미국의 USC 대학을 상대로 한 라틴계 노동자들의 투

쟁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1)지배(dominant) 공간에 대한 점거와 전유, 2)

의식을 고양시키고 조직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의 장

소로서 활용되는 개방(free) 공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공간 전

략이 운동의 조직과 프레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저항의

공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국내의 사회운동 연구를 살펴보면 공간성에 대한 간과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지리학자에 의해 이뤄진 사회운동 연구는 2000년대 중반

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주목

한 선구적 연구로는 정현주(2006)를 들 수 있다. 정현주는 사회운동의

고전 이론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비교․고찰한 연구에서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운동의 공간성’을 제시하였고, 사회운동

연구가 공간성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25) 사회운동에 대한 고전 이론에는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프레임이론(frame theory), 신사회운동론(new social movements

theory)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현주(2006)와 박우룡(2013),

서영표(2013), 임소형(2013)등의 논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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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장소는 사회운동의 공간적 차별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장소, 지역, 스케일 등의 공간적 속성은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해석되는 국지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공간적 속성은 그 자체로 사회운동의 전개를 가능

하게도, 또 제한하기도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회운동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공간은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

로 큰 주목을 받게 된다(황진태,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촛불집회 관련

연구가 ‘시청 앞 광장’을 집회의 배경 혹은 무대 정도로 인식한 것과 달

리, 황진태(2011)의 연구는 정치지리적 관점에서 사회운동과 공간 사이

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포착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열리는 동안 광장을 매개로 영역화와 탈영역

화가 동시에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의 정체성 또한 고정

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임소형(2013)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과 달리 거시적인 연구만으로는 사회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규명하

는 데 한계가 있으며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운동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임소형의 연구는 서울대 법인화반대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에 의

해 점거된 행정관 ‘내부’에 주목하고 있는데, 장소/영역/스케일/네트워크

라는 4가지 공간성의 국면 속에서 사회운동의 미시적 공간 동학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점거 과정에서 이들 공간성은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촉진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운

동을 상승 혹은 하강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임소

형, 2013).

지금까지 지리학에서 사회운동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운동을 공간과 결합하고 사회운동의 공간성을 부각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한데, 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학에서의 사회운동 연구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으며, 경험 연구 또한 일부에 불과했다. 사회운동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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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공간을 통해 성장하고 쇠퇴한다

(임소형,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리학자가 사회운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운

동의 지리학적 연구 방법 역시 현재까지는 모색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

정이다(심정보 역, 2010).

둘째, 기존 연구들은 공간을 고려했더라도 특정 사회운동과 갈등이 발

생하게 된 지역적 배경과 맥락 차원으로만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사회운동은 공간에 의존하지만 역으로 공간에 영향을 미쳐 적극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나가기도 한다(Painter and Jeffrey, 2009).

셋째, 사회운동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 스케일에만 주목했다. 또한 대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빅 이슈와 그 이슈가 발생하고 집중된 장소(예: 광장, 센트

럴, 행정관 등)에서의 동학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는 사회운동을 협

소하게 해석한 것이며 사회운동의 새로운 경향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일

상적인 사회운동, 그리고 이들의 미시적인 공간성에 천착하며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제2절 사회운동에서의 공간 전략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술했듯이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에는 공간적 감수성이 부족했다. 더

나아가 운동의 조직과 전개 과정에서 저항 세력이 펼치는 구체적인 공간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더욱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운동에서의 공간 전략에 주목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자26)로는 정현

26) 사회운동에서의 공간 전략에 주목한 대표적인 해외 연구로는 앞서 언급했

던 Routledge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현주(20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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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있다. 정현주(2006)는 1990년대 네팔 혁명을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

한 Routledge(1996, 1997)의 연구,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한 Zhao(1998)의 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27) 사회운동에서

활용되는 공간 전략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물리적 특징(특정 공간의 구조 및 구조물, 타 공

간과의 연결성 등)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지역의 독특한 지형과 내부 구

조를 활용한 전술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공간의 상징성(장소감)을 차

용하거나 생산하는 전략이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저항을 집

중28)시키기도 하고, 사회운동에 의해 변화하기도 한다. 셋째는 안전

(safe) 공간을 만드는 전략이다. 정현주는 우리나라의 과거 학생 운동에

서 강의실과 캠퍼스, 동아리방 등이 안전 공간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했

다. 이처럼 안전 공간은 감시와 통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은

신처로, 사회학자 Tilly(2000)는 안전 공간을 사회운동의 필수 조건으로

꼽기도 했다. 공간을 장악해야만 지배 세력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운동

을 수월하게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세 전략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 특정 공간에 대한

영역화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첫

논의를 참고할 것.

27) 정현주가 해외의 사례를 근거로 공간 전략을 분류한 것은 이와 관련된 국

내 경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한국 현대사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사회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지

만, 대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운동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를 정리하

고 있었다. 사북항쟁을 다룬 박철한(2002)의 연구에서처럼 점거 전략이 언급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전개 과정의 일부에 불과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를 다룬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간에

초점을 맞춰 지배 세력과 저항 세력이 공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동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지에 주목한

연구는 없다.

28) Kohn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쟁점을 제기하거나 극화하기 위해 공적 장

소나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터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념물은 그 자

체로 상징 권력이 집중된 지점이므로 상징적 전유나 상징적 도전에 특히나

열려 있는 곳이다”라고 언급했다(장문석 역, 201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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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의 분류 연구자 연구 대상 분야

공간의

물리적 특성

활용

천유철 

(2014)

전남대, 전남도청, 도청거리 

(5․18광주민주화운동)
국문학

공간의 

상징성 

차용 

또는 

생산

권범철 

(2007)

서울시청 앞 광장

(87년 6월 항쟁)

민주와 

해방의 상징
도시계획학

강준만 

(2008)

서울시청 앞 광장

(2008년 촛불집회)

스펙터클과 

카타르시스의

상징

사회학

황진태 

(2011)

광화문 앞 사거리 

(2008년 촛불집회)

국가의 

정치 중심지 

상징

지리학

안전 공간 

생산

임소형 

(2013)

행정관

(서울대 법인화반대운동)
지리학

번째 전략도 결국은 지배 세력을 차단하고 저항 세력을 확장해 거점을

고수하기 위한 수단29)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략 역시 현실에서는 대

부분 상징 공간을 영역화 즉, 점거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전

략에서 안전 공간은 그 자체로 배타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표 6. 국내 사회운동 연구에서 다뤄진 공간 전략

위의 <표 6>은 국내에서 연구된 사례들을 정현주의 분류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재해석한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전통적으로 게릴라전, 반군의

무장 투쟁 등에서 두드러지며 세 번째 전략은 비민주적인 정치 환경에서

29) 이와 관련하여 ‘홍콩 시위의 지리(The Geography of Hong Kong’s

Protests)’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기사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Central에 있는 정부 건물 및 빅토리아 공원, 즉 공공공간과 광장 점거에 국

한되지 않고 점차 주요 교차로(intersection)로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집회의 세를 불리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저항 세

력의 공간 전략에서 찾고 있다(《The Atlantic》,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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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는 만큼(정현주, 2006)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먼저 천유철(2014)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구에서, 광주라는

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운동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

히고 있다. 1980년 5월 16일, 전남대에서 출발한 교수와 학생들을 주축으

로 5만여 명의 시민이 도청에 집결하여 ‘민족․민주화대성회’를 개최했

다. 이는 항쟁의 포문을 연 광주 최대의 민중 집회였는데, 전남대에서 광

주 중심지였던 도청으로의 이동은 항쟁의 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당시 전남대는 광주 내에서도 도시 내 가로망을 통해 도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도청은 항쟁 초기에 시위

가 이루어졌던 ‘충장로, 금남로, 계림동, 산수동, 학동’을 매개하는 중심부

에 위치하여 저항 세력의 집결과 확산에 유리했다(천유철, 2014).

다음으로 공간의 상징성을 차용하거나 생산하는 전략을 언급한 연구들

은 대부분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을 대상으로30) 한다. 그러나 광장

과 광화문에 대한 해석은 연구마다 다르다. 우선 권범철(2007)은 시청

앞 광장의 장소성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광장이 국가 권력의 전시

공간, 때로는 민중들의 저항의 공간으로써 기능하였음을 밝혔다. 권범철

은 87년 6월 항쟁을 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는데, 6월 항쟁이 시청

앞 광장을 ‘민주와 해방의 상징’으로 만들어 냄과 동시에 시청 앞 공간에

전복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

는 2008년 촛불집회를 분석한 강준만(2008)은 시청 앞 광장을 ‘스펙터클

30) 강준만(2008: 47-8)은 민주화 과정에서 서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서울광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시

위들은 지방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시위의 힘을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만든 건

늘 서울이었다. 서울의 인구 파워와 미디어 독식 구조 때문이다. (중략) 그렇

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서울시장이 서울 한복판에 잘 만들어 놓은 쾌적한

환경의 광장이다. 지방도시에서의 시위 활성화는 쾌적한 시위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략) 최소한의 아날로그적 여건이 마련돼 있

지 않으면 아무리 디지털 쌍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져도 자발적 참여자를 불

러 모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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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acle, 보기 드문 일대 장관)과 카타르시스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같은 서울 시내라도 청계광장과 시청광장을 떠나는 순간, 스펙터클과 카

타르시스 효과는 반감된다. 평소에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곳과 달리, 유일하게 남은 금기와 성역에 대한 대항은 스펙터클

과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강준만, 2008). 마찬가지로 2008년

촛불집회를 다루었지만 황진태(2011)의 연구를 보면 ‘국가의 정치 중심

지’라는 상징이 정부와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정치 중심지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컨테이너 장벽(이른

바 명박산성)을 쌓는 공간 전략을 구사했고, 이를 상징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은 스티로폼 산성을 쌓는 대항 전략을 구사했다(황진

태, 2011).

마지막으로 임소형(2013)은 서울대 법인화반대운동을 분석한 연구에서,

법인화 반대 세력에 의해 점거된 안전 공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2,000

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점거, 즉 스웜(swarm) 전략은 운동의 시

너지를 증폭시켰고 그 결과 저항 세력은 수월하게 행정관(대학 본부)을

점거할 수 있었다. 점거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관 내부와 1층의 터널, 국

기게양대 및 공터는 이들에게 거점인 동시에 안전 공간이었다. 이는 학

생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데다 개방된 구조여서 본부측이 이들 공간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세 가지 전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으며,

대개 저항 세력은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다. 전술했듯이 천유철의 연구에서 광주라는 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은

전남대와 도청, 도청거리를 운동의 중심에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면

서 동시에 도청과 도청 거리는 ‘우리’라는 광주 시민과 ‘적’이라는 정부를

구분하는 ‘경계’이자 ‘부활’의 상징 공간이었다(천유철, 2014). 이는 임소

형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법인화 반대 세력이 점거의 대상으로 행정관

을 택한 이유는 행정관이 국가와 공권력,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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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점거를 중심으로 영역화 전략을 살펴보았지만, 현실에서 운동

세력의 공간 전략이 영역화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Wilton and Cranford(2002)가 다룬 사례에는 네트워크31) 전략, 스케일32)

전략과 같은 다양한 공간 전략이 등장한다. USC의 통제로 캠퍼스 접근

에 제약을 받게 된 라틴계 노동자들은 캠퍼스 내에 자신들의 활동을 가

시화하고자 학생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연대하였다. 또한 이들은 ‘나쁜 고

용주가 좋은 이웃이 될 수는 없다’는 구호 하에 스케일을 확장하여 대학

을 상대로 한 그들의 투쟁을 도시 전체의 사회적/공간적 불평등 문제로

일반화시켰다. 임소형(2013)의 연구에서도 행정관 점거 세력은 운동의

공세적 국면에서 외부의 행위자들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또

한 전국적인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하며 서울대 법인화 이슈와 점거

상황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스케일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투쟁의 외연 확장과 성공을 위해 이처럼 다른 공간 전략을 ‘병행’

하더라도 여전히 운동의 핵심에는 금기시된 상징 공간에 대한 점거와 지

키기, 즉 영역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사회운동 연구의 대부분은 영역화 전략을

중심에 놓고 있으며, 이와 다른 공간 전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특정 공간에 대한 점거

와 시위가 지닌 높은 ‘가시성’ 때문이다. 영역화 전략은 이목 끌기에 유

리하며, 연구자들의 이목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에 가장 오래된 저

항의 수단으로서 지금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광장이나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고공 크레인, 굴뚝, 고층빌딩의 전광판

31) 모든 사회적 행위자와 사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지만 동시에 특정

공간을 점하고 있다. 그렇기에 행위자들과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

크는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이다(박배균, 2009).

32) 이때의 스케일은 지도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문 혹은 자연 현상이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스케일은 선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사회, 문화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박배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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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점거하는 이유 또한 이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사회운동

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인식은 여

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서구 사회에는 이

전과는 다른 목표를 지닌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사회운동, 이른바 신사

회운동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운동의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운동에 대해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기존의 영역화 전략들을 비판하거나 영역화

를 다룬 연구들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운동의 목적과 지향

에 따라 다양한 공간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각각의 전략

은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

적은 점거와 지키기가 아닌, 거점을 나누고 공유하는 새로운 공간 활용

전략을 소개하며 기존의 사회운동 논의를 확장하는 데 있다.

제3절 사회운동에서의 공간의 탈영역화 전략

앞에서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구체적

인 공간 전략에 대한 연구 또한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공간 전략

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이라 하더라도 대개는 영역화 전략에 치중하는 한

계를 보였다. 다음에서는 영역화와 탈영역화, Radical Space, 공간의 전

유, 공공성과 공공공간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탈영역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역화 전략과 사회운동

영역화는 특정 장소를 영역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

역(territory)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기관에 의해 점유된 지리적 공간”을

지칭하지만(Gregory et al., 2009: 746) 정치지리학에서는 권력 관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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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점을 맞춰 해석한다. Sack(1983, 1986)과 Cox(2002) 등의 논의를

발전시켜 박배균(2010)은 영역에 대해 ‘1)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경계를

바탕으로 2)내부와 외부를 차별화하고 3)배제와 포섭 행위를 통해 권력

을 표출하는 장소’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을

때 장소는 영역이 되며 그러므로 영역은 장소의 특수한 형태인 것이다

(박배균, 2012).

영역과 영역성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영토적 주권 개념이 확립되며

등장한 근대 국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박배균

외 역, 2013). 그러나 영역은 비단 국경과 영토, 국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의 신체에서부터 부동산 소유권, 도시 계획, 사회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Passi,

2003). 또한 영역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고정된 것이 아니다.

Sack(1986)은 인간이 영역을 만들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

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영역성을 발휘하며,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의 과정

속에서 영역이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박배균(2009)은 영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외부자에 의해 영역이 구성되는 경우이다. 이는 특정

장소 외부의 행위자들이 그 장소에 대해 편견적 시선을 만들고, 이를 바

탕으로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난민 정착촌을 비롯한 게토(ghetto), 슬럼 등의 빈민가가 여기에 해

당한다. 반면, 내부자에 의해 영역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정

장소 내부의 행위자들이 스스로 그 장소에 그들만의 배타적 공간을 만드

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자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유

화된 지역을 의미하는 gated community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전략인 특정 장소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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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지키기’ 역시 내부의 행위자들(저항 세력)에 의해 영역이 구성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많은 지리학자들은 ‘직접 행

동’(조효제 역, 2007)에 의의를 두고 점거를 지지하며 옹호했다. 대표적으

로 Harvey(2012: 161-2)는 『Rebel Cities』에서 “다른 모든 접근 수단이

차단되었을 경우, 공공장소에 모인 집단적인 신체들의 힘이 가장 효과적

인 저항의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Valentine(박경환 역, 2009:

220-1)은 “주변 집단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종종 거리를 점유

해 왔다. (중략) 이들에게 거리는 자신의 주장을 더 넓은 공중(共衆, the

public)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개 토론장이었다. 이러한 투쟁이

성공하면서 주변 집단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점유한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Mitchell(2003) 역시

“공공공간의 점거는 공중의 경계가 재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Gregory et al., 2009: 602에서 재인용)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정

현주(2006: 483)가 “성공적인 공간 장악은 사회운동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운동의 정점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리학자는 아니지만 박은선(2013)은『수유너머

Weekly』에 기고한 글에서 “점거를 구성하는 것은 공간과 신체, 시간이

며 점거는 신체를 정치적 행위자의 위치로 탈바꿈시킨다”고 언급하며 지

리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사회운동에서 이처럼 영역화를 중심으로 한 공간 전략이 가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가시성과 이목 끌기를 통해 운동의 (잠재적) 참

가자와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현주(2006)는 군중에 의한 특정

공간의 장악(Routledge, 1996)은 지배 세력에게 시각적/정신적 위협을 안

기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점거 과정에서 저항 세력이 사용하는

깃발, 머리띠, 피켓 등도 모두 운동의 영역성을 강화하는 물질적 도구인

데, 이들에 의해 저항의 가시성은 더욱 높아진다.

둘째,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33) 다양한 참가자들이 공통의 구호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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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치 담론, 정체성을 공유하며 연대할 수 있다. Cox(1998)의 논의를

빌리자면 이는 저항 세력이 점거 기간 동안 그들의 거점에 ‘의존의 공간

(spaces of dependence)’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네트

워크는 특정 장소, 즉 의존의 공간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발달하고 행

위자들은 여기에서 점차 내부의 차이를 줄여나가며 공통의 장소감과 소

속감을 형성한다(박배균, 2012). 즉, 의존의 공간에 운동 그 자체가 뿌리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영역화 전략이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만을 내는 것은 아니다. 외

부 세력에 의한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점거 해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내

부의 분열과 동력 약화로 인해 영역화 전략이 실패로 귀결된 사례는 역

사적으로 수없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화의 주된 기

제가 1)경계 만들기, 2)내부(우리)와 외부(적)의 구분, 3)내부의 동질화이

기 때문이다. 즉, 영역은 배타적/배제적이며 구성원들에게 탈개인화와 단

수의 정체성을 요구한다(황진태, 2011). 이는 내부를 통제하고 동력을 집

결시키기에는 유리하지만, 향후 운동의 전개와 확산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딜레마는 임소형(2013)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초기의 열린 점거는 영역성이 강화되며 점차 닫힌 점거가 되어갔고, 이

에 대한 반발로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차이와 담론이 표출되며

서울대 행정관 점거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황진태(2011)의 연

구에서도 확인된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단수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다수

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주체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영역적 이데올로기와

영역성의 강화에 비판적이었다(황진태, 2011).

둘째, 영역화가 야기한 militant particularism(과격특수주의, 투쟁적당파

주의)이 보수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arvey는 장소에 기

반을 둔 사회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Williams의 ‘militant particularism’

33) 이러한 단서를 단 이유는 점거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 내부에서 다양한 동

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배타성이 공고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배

타성이 약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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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차용했다. Harvey에 따르면 militant particularism은 “특정 시공

간에 사는 특정 사람들의 특정 정치적 요구에서 비롯된 모든 집합적 정

치 행위”를 의미한다(Harvey, 2001: 190). 즉, 해당 장소의 특수성을 정

치적 저항에 이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Harvey는 militant

particularism 논의를 통해 영역의 모순적 특성을 강조한다. 우선,

Harvey는 militant particularism에 대해 “한 장소에서의 긍정적인 연대

의 경험은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될 새로운 사회의 모델로 보편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평가했다(Harvey, 2001: 172). 특정 지역의 저

항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연대의 정치와 스케일 상승(scale jumping)을

통해 ‘정의’, ‘평등’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의제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Nicholls, 2009). 그러나 militant particularism은 고착화된

사회관계와 공동체 연대를 통해 (종종 심각하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

러가 편협한 지역주의로 후퇴할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Harvey, 1996;

Routledge, 2003). 초국가적 연대에 내재하는 잠재력을 무시하고, 장소

기반 의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Routledge, 2003).

이와 관련해 Harvey는 도시를 기반으로 한 동원 전략은 보다 더 일반적

인 사회운동에서 멀어져 분절되고 특수한 이슈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Uitermark 외, 2012). 임소형(2013)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militant particularism의 문제가 잘 드러난다. 점거 세력은 국공

립대 법인화 저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의제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점거했던 행정관이란 장소에서 형성했던 운동의 강

한 영역성으로 인해 연대를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탈영역화 전략과 사회운동

앞에서 사회운동에서의 영역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점거를 꼽았다.

그리고 영역화 전략의 효과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강한 영역

성과 배타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은 없

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는 그 대안으로 ‘탈영역화 전략’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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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화 탈영역화

경계 지키기 허물기

외부와의 관계 차별적 단절 비차별적 개방

정체성 단일함 다양함

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이동과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서 결국

국가 권력이 탈영역화될 것이라는 ‘지리의 종언’(구양미 외 역, 2014) 주

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탈영역화’의 핵심은 국가의 의미와 중요성

감소, 더 나아가 국가의 소멸이다. 그러나 정치지리학에서의 탈영역화34)

는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기존의 영역이 가진 배타성을 해체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전술하였듯이 1)경계 만들기, 2)내부의 포섭과 외부의 배제,

3)내부의 동질화가 영역화의 핵심인 만큼 탈영역화의 주된 기제는 1)경

계 허물기, 2)외부로의 개방, 3)다양한 행위의 수용이다. <표 7>은 이러

한 영역화와 탈영역화의 특성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표 7. 영역화와 탈영역화

(황진태, 2011을 참고하여 재구성)

영역이 해체되는 과정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외부자에

의해 강제로, 대개는 폭력적으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이다. 반면, 내

부자가 자발적, 전략적으로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경우도 있다. 이 중 연

구자는 후자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운동에서 이러한 전략적인 탈영역화가 가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34) 탈영역화는 Deleuze and Guattari(1972)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그러나

Deleuze and Guattari는 ‘특정 생산 수단으로부터 노동력이 자유로워지는

것’, 더 포괄적으로는 ‘기존의 관계들을 탈맥락화하는 과정’을 탈영역화라고

지칭하였기 때문에 정치지리학과 본 논문에서 다루는 탈영역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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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탈영역화는 단일한 정체성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는 의존의 공간

인 기존 거점을 뛰어넘어 외부로 네트워크와 정치적 연대를 확장하기에

용이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거점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지 기

반과 ‘연대의 공간(spaces of engagement)’이 구축된다(Cox, 1998). 이러

한 연대의 정치를 통해 영역화가 초래할 수 있는 militant particularism

의 문제 역시 일정 부분 극복될 수 있다.

둘째, 탈영역화는 운동의 방향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운동을

진화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와 연대의 확장이 다시 기존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새로운 운동 의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

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사회운동

에도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실의 사회운동에서 탈영역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으로 나타나는가? 연구자는 Kohn의 『Radical Space』를 통해, 과거

유럽의 급진 공간들과 그 곳에서의 ‘공간 공유’에 주목하였다.

2.1. Radical Space

Kohn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유럽 각국에 번성했던 저항의 장소들

을 협동조합과 민중회관, 노동회의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Kohn은 이

들 공간을 ‘급진 민주주의 공간’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급진적’

이라는 용어는 과격하고 편향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급진적

(radical)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 ‘radicalis’임을 감

안한다면(장문석, 2013), 급진 민주주의 공간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향

하는 공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급진 공간은 “권력 없는 자들

(subaltern)이 주체화되는 공간”이며(장문석 역, 2013: 282), “정치권력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변형하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다양한 운동이 벌어

지는 일상 공간”이다(장문석 역, 2013: 21).



- 38 -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이들 급진 공간의 공간 활용 전략이다. 특히 민

중회관35)은 협동조합, 상조회, 노동자 조직 등에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

로’ 건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민중회관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

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즉,

민중회관은 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종교적 소속 여부에 따라 참여를 제

한하지 않았다(장문석 역, 2013). 협동조합과 노동회의소 역시 본래의 활

동 외에 다양한 노동자와 사회주의 활동가들에게 모임 공간을 제공했다.

외부와의 경계를 허물고 거점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는 바로 탈영역화

의 핵심 기제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모임 규모가 조금만 커도 회원을 모두 수용할 만한 공간을 

보유하지 못했다. (중략)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활

동가들은 자율적인 모임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초의 민중

회관들은 현물과 노동 기부에 의지하여 소박하게 건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규모와 상징적 외관을 더하게 되었다. 지지자들에게 민중

회관은 민중을 동원할 수 있는 최초의 자율적인 터전으로서 거대한 상

징적․실천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장문석 역, 2013: 161, 강조는 인용자)

그렇다면 이들 급진 공간의 공간 전략, 즉 공간의 공유를 통한 탈영역

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 첫째, 급진 공간은 ‘만남의 터

전’이었다. 급진 공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효과는 흩어져

있는 하위 계급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다(장문석 역, 2013). 그리고 다

양한 타자를 경험하고 지각하게 함으로써(김동완, 2014) 결과적으로 이

념과 정치의식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었다.

둘째, 급진 공간은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김동

완(2014)에 따르면 타인과의 만남은 일차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

35) 『Radical Space』에서 장문석은 ‘민중회관’으로 번역하였는데, 정경섭은 이

를 ‘민중의 집’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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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 더 나아

가 이들 공유된 공간은 그에 상응하는 실천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줌으로써 구성원 간에 서로 비슷한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장문석 역, 2013).

셋째, 급진 공간은 ‘연대와 네트워크를 촉진’하였다. 당시 좌파 담론에는

상당히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동맹체를 하나로 접속시킨 것은 공유된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이들 공유된

사회 공간이었다(장문석 역, 2013). 공간이 다양한 집단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민중회관 조직은 리좀적(rhizomatic) 구조,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오되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접속된 다양한 사회 구성체들로 이루어진 구조와 

같다. 이러한 구조에는 중심도, 위계도 없다.

(장문석 역, 2013: 151-2, 강조는 인용자)

Kohn은 이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상이한 조직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며

한 공간 안에 공존했다는 점에서 민중회관을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

(heterotopia)36) 논의와 연결시켰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Kohn은 “기성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계를 역전시키고 그에 저항하는 현실적인 대항 터

전”이며 “지배적인 사회 인습에 도전함으로써 규범에 맞서는 중요한 투

쟁 장소”라는 점에서 민중회관을 ‘저항의 헤테로토피아’로 개념화했다(장

문석 역, 2013: 154-5).

연구자는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의 공간 전략을 과거 이들 급진 공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36) Foucault는 헤테로토피아에 대해 하나의 실재 장소에 여러 공간들, 그 자체

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현장들을 병치시킨다고 설명했다(Foucault, 1986; 이

무용 외 역, 1997에서 재인용). 즉,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다른 모순적 경험들

이 공존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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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적․시대적 배경과 이념적 맥락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가 지향하는 공간 전략과 그 효과는 과거 급

진 공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2. 공간의 전유

전술한 급진 공간들의 의미는 공간을 공유했던 다양한 참여자들의 공간

경험, 그리고 이들에 의한 능동적인 공간 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 이는

곧 Lefebvre가 언급한 공간의 전유에 해당한다.

Lefebvre는 1968년에 출간한 『Le Droit à la Ville(도시에 대한 권

리)』에서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단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권

리는 아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명백히 다음 권리들 – 자유에 대한 권리, 사회화 속

에서 개인화에 대한 권리, 거주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등 - 보

다 상위 형태의 권리이다. 작품에 대한 권리, 참여와 전유(분명히 소유권

과 구분)의 권리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Lefebvre, 1968; 강현수 외, 2012: 43에서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이 중에서 특히 Lefebvre는 도시 공간에 대한 전유의 권리를 강조했다

(강현수, 2013). 여기서 전유의 권리란 일상생활에서 도시의 전 공간을

‘충분하고 완전하게(full and complete)’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Lefebvre, 1968; 이현재, 2010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Lefebvre는 『La Production de L'espace(공간의 생산)』에

서 다음과 같이 전유를 공간 일반으로 확대시킨다.

전유된 공간은 건축물, 즉 기념물이거나 일반 건물인 경우가 흔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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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의 지역, 광장, 거리에 대해서도 역시 전

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간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것들이 어

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공간들은 전유된 공간이다.

(양영란 역, 2011: 259, 강조는 인용자)

공간의 전유에 대한 Lefebvre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유는 사적 소유와 대비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했더

라도 공간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된다. Lefebvre에 따르면 소유는 전유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 내지는 전유 활동의 한 우회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양영란 역, 2011). 이처럼 사유재산권보다 전유의 권리, 교환가치보다 사

용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공간 생

산을 넘어서는 것이며(곽노완, 2010; Harvey, 1982, 1989, 2012) 이는 곧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강현수, 2009).

둘째, 전유는 기존 공간을 집단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양영

란 역, 2011). 또한 공간에 대한 접근과 점유, 사용에서 더 나아가 새로

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한다(강현수, 2009). 다시 말

해 공간의 전유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상상과 창발적인 실천으로 인한

공간 활용과 공간 생산을 뜻한다(윤지환, 2010).

셋째, 전유는 하나의 집단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역사적 맥락)과 삶의 리듬 모두

를 고려해야 한다(양영란 역, 2011).

넷째, 전유는 결과적으로 차이의 공간(diifferential space)을 생산한다.

Lefebvre는 기존의 형식적이고 계량화된 공간을 추상 공간이라 지칭하며

(양영란 역, 2011) 추상 공간과 차이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추상 공간은 부정성에도 불구하고(아니, 부정성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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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서는 차이 공간이라는 이

름을 붙일 수 있다. 추상 공간은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의 차이점(개별성)을 축소시키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공간은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만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영란 역, 2011: 106, 강조는 인용자)

차이 공간은 지배를 받는 공간과 대립된다(양영란 역, 2011). 지배 받는

공간은 주인의 기획이 실현된 무대이며, 특정 종류의 지식과 지배 권력

에 의해 생산된다(장문석, 2013). 물론 지배받는 공간 역시 시민과 소비

자의 필요를 위해 고안되었지만(장문석 역, 2013), 그 속에서의 신체와

행위는 권력에 의해 매개되며(mediated) 규율된다(김동완, 2014).

Lefebvre는 이러한 공간 생산을 두고 ‘공간의 재현’37)이라고 하였다. 이

와 대조적으로 차이의 공간은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도록 전유된 무대이

다. 기존의 규범과 다른 전략적인 공간 전유는 지배 공간을 교란시키고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공간과는 다른 공간을 생산해낸다(김준

호, 2010). Lefebvre는 이를 두고 ‘재현의 공간’38)이라고 하였다.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의 공간 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자는 특별

히 ‘공유적 전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집단의 공간

전유가 전략적인 탈영역화, 즉 거점 공간의 경계 허물기와 ‘공간 공유’를

통해 촉진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37) Lefebvre는 사회적 공간의 세 가지 요소로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

의 공간을 들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공간적 실천’은 사람들의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활동을 통해 형성된 공간이다(노대명, 2000). 둘째, ‘공

간의 재현’은 일종의 개념화된 공간이자 이론화된 공간으로(김용창, 2014),

지배 헤게모니가 만들어내는 상징화된 공간이기도 하다(윤지환, 2010). 마지

막으로 ‘재현의 공간’은 규범화된 공간적 실천을 벗어나 능동적이고 차이를

생산하는 공간적 실천과 전유가 행해지는 공간이다(김남주, 2000). 이들은 각

기 다른 방식으로 공간의 생산에 개입하며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사회적 공

간을 생산하고 있다(양영란 역, 2011).

38) 김동완(2014)은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권력의 매

개를 걷어내고 이질적 요소로 가득한 공공공간을 ‘날 것’으로 개념화했다. 이

역시 차이의 공간, 재현의 공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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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성과 공공공간

탈영역화 전략을 통한 공간의 전유는 자본주의 공간 생산의 대안을 제

시한다. 또한 이는 점차 훼손되고 있는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

기도 하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Arendt와 사

이토, 김동완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공성(publicity)과 공공공간의 이상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3.1. 공공성

‘공적’이라는 용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두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첫째,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

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

공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두 번째로, ‘공적’이라는 용어는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것이고, 우리의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진우 외 역, 1996: 102-5, 강조는 인용자)

Arendt는 위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public)’을 설명하였다. 여

기에서 첫 번째는 ‘현상(appearance)과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서의 공공

성을 뜻한다. 내가 타자와 대면해서 나타나고, 타자가 나와 대면해서 나

타난다는 것이다(윤대석 외 역, 2009).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공통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서의 공공성을 뜻한다. 이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in-between)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잃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대석 외 역, 2009).

한편, 사이토는 공공성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국

가와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이때의 공공은 공

(公)적인 개념이다. 둘째,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

인(common)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이때의 공공은 공(公)보다 확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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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共)적인 개념이다(손은하, 2012). 셋째,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으

며 열려있다는(open) 의미이다(윤대석 외 역, 2009).

2.3.2. 공공공간의 이상

위의 공공성 논의를 토대로, 공공공간의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공간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 공간’이다(박경환 역,

2009). 즉, 공공공간은 모든 사람들의 자리와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

이다(윤대석 외 역, 2009). 그러나 서울역 앞 광장이 누구에게나 개방되

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숙인을 배제하듯이(김준호, 2010),

개방성을 단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

다(손은하, 2012). 김동완(2014)의 지적처럼 물리적으로 열린 공간인지,

닫힌 공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공공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

수의 이질적인 가치와 의견, 즉 차이에 대한 개방과 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윤대석 외 역, 2009).

둘째, 공공공간은 ‘보이지 않던 타자(他者)와 만나는 공간’이다(김동완,

2014). 공공공간은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롭고 놀라운 것들과 ‘우연

히’ 마주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강원, 2013).

현상의 공간은 타자를 유용성 여부로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필요의 유무로 타자를 판단하는 공간도 아니다. 현상의 공간은 타

자를 하나의 ‘시작’으로 여기는 공간, 다른 조건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타자를 자유로운 존재자로 처우하는 공간이다. 

(윤대석 외 역, 2009: 63, 강조는 인용자)

그러나 이처럼 ‘자유로운 존재자’, 즉 ‘날 것’으로서의 타자(김동완,

2014)를 만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매개를 제거하는 정치적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김동완(2014)에 따르면 권력의 매개가 지배하는 공공공간

은 신체와 행위를 규율하고 추방한다. 이를 통해 나와 타자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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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공간에 기획된 정체성으로 동질화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권력의

매개가 제거된 ‘날 것’으로서의 공공공간은 끊임없이 경계를 해체한다(김

동완, 2014). 경계의 해체, 즉 공공공간은 탈영역화를 동반한다. 그 결과

이질적인 타자, 기획되지 않은 만남들로 가득한 ‘다의적인 정체성의 공

간’으로 진화해나간다(윤대석 외 역, 2009).

셋째, 공공공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다(윤대석 외 역, 2009). Arendt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리얼하게 보여주

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action)39)와 의견에 대해 응답 받는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해석했다(윤대석 외 역, 2009).

공론 영역은 개성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

고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이진우 외 역, 1996: 94, 강조는 인용자)

넷째, 결과적으로 공공공간은 ‘다양한 의미가 경합하는 실천적 과정’이

다(김동완, 2014). 앞에서 언급한 접근성과 개방성, 끊임없는 경계의 해체

는 이용자와 이들의 공간적 실천이 수시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렇기 때문에 특정 공공공간의 의미와 공간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나 경합 중이다(이강원, 2013). 공공공간은 ‘진리의 공간이 아니라 의

견의 공간’이라는 사이토의 논의 역시(윤대석 외 역, 2009: 69) 이와 일

맥상통하다.

이상의 논의를 적용해본다면 공공공간을 표방하는 모든 공간이 열린 공

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정해진 규범과 다른 방

식으로 언제나 편하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렇기

39) Arendt에 따르면 행위는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

되는 유일한 활동”이다. 또한 Arendt는 이러한 인간 행위가 가능하기 위한

근본 조건으로 “보편적 인간(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들(men)이 지구상에

살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다원성을 제시했다(이진우 외 역, 1996: 56-57, 강

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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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개 공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

러나 여타의 공공기관과 다르게 청년허브는 자유롭고 적극적인 공간적

실천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공간의 이상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사적공간이 닫힌 공간인 것도 아니다(손은하, 2012). 마포 민

중의 집은 자본주의 부동산 시스템 하에서 건물 소유주에게 매월 임대료

를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사적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

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탈영역화하면서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

고자 한다.

3. 영역화와 탈영역화의 변증법

그렇다면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는 의도하는 바와 같이 완전히 개방되고

탈영역화되고 있는가?

영역화 전략의 핵심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저항 세력의 배타적인 점거이

다. 그러나 파리 코뮌 등의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점거 공간 내

부에서는 기존의 권력과 지배 질서가 해체되고 창발적인 공간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즉, 영역화가 탈영역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한편, 탈영역화

역시 거점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영역화에서 출

발한다. 또한 탈영역화를 통해 연대의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의존의

공간인 기존 거점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탈영역화 전략 역시

결국은 운동 세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만약 거점이 흔들

린다면 탈영역화 전략을 더 이상 고수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탈영역화는 거점을 지키기 위한 장소적 뿌리내림, 즉 영역화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현실에서 영역화와 탈영역화, 영역화-탈영역화-재영역화

(reterritorialization)는 각기 독립된 개별 현상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

(process)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영역화와 탈영역화는 다양한 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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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상호 구성되며, 같은 공간 내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황진태, 2011). 또한 어떤 장소(혹은 스케일)에서

의 탈영역화는 다른 장소(혹은 스케일)에서의 재영역화를 수반하기도 한

다. Painter(2006)는 네트워크적 연결이 전 세계로 확장되며 탈영역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강하

게 국지화되면서 영역화, 재영역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영역화와 탈영역화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문제이며(박배균 외 역, 2013),

탈영역화를 지향하더라도 영역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사례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들이 추구하는

공간 전략의 현실적인 한계와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 48 -

제3장 마포 민중의 집의 공간 전략

제1절 물리적 공간 구조

하나의 장소가 갖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물리적 배치의 산물이다(장문석

역, 2013). 공간의 내․외부 구조에는 설계자 및 운영자의 의도가 반영되

어 있으며, 공간 전략 역시 이러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펼쳐지기 때문

이다.

전술하였듯이 민중의 집은 지난 2008년, 작은 마당이 딸린 망원동의 2

층 집에서 시작되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부엌과 거실, 작은

방 2개로 꾸몄다. 그리고 2층은 최대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작

은 방 1개, 사무실로 꾸몄다. 특히, 강당에는 책상들을 놓았는데 경우에

따라 책상을 접어서 한쪽에 치워 놓기도 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목

할 만한 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일부 받기도 했지만 공간 내부 설계에서

부터 페인트칠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것

이다(<그림 5>, <그림 6> 참고).

그림 5. 리모델링 중인 망원동 터전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그림 6. 페인트칠에 함께한 사람들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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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에 대해 전, 현직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

과 창문 등에서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예쁘고 매력적이며 낭만

적인 공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외에도 이들이 말하는 이 공간의 장점

은 다음과 같다.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독립적인 행사가 가능했어요. 나중에는 부엌이 있

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으로 부각되었죠. 다양한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

었거든요. 집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었고요.

(전 사무국장 B)

아이들은 숨을 공간이 많고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어 좋아했어요. 마당

에 벤치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오고 가며 쉬어도 자연스러웠죠.

(현 사무국장 A)

그러나 2011년 2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민중의 집은 현재의 성산동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 이번에도 공간 이전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전문

가가 한 역할은 트여있던 공간에 벽을 세워 구역을 나눈 것에 불과했다.

싱크대 짜기와 페인트칠, 가구 선택 등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집은 운영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꾸민 공간’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민중의 집은 사무실 외에 부엌과 거실, 토끼똥

공부방40)이 함께 사용하는 큰 방, 작은방41)으로 이뤄져 있다.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은 각각 이들 공간을 보여준다.

40) 과거에 정경섭과 야학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보증금 중 일부를 가지고 민중

의 집에 합류했다. ‘토끼똥 공부방’은 2009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민중의

집 공간을 함께 이용하지만 현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1) 작은방은 2014년 초부터 ‘언니네트워크’란 여성 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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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민중의 집 사무실

그림 9. 거실

그림 11. 벽면에 부착된 홍보물 1 

그림 8. 부엌

그림 10. 큰방 (일명 우당탕탕방)

그림 12. 벽면에 부착된 홍보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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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리문과 벽면, 가구 위 등 민중의 집 곳곳에서는 다양한 홍보물

들을 볼 수 있다(<그림 11>, <그림 12> 참고). 이들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민중의 집이 직접 제작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회원들이 다른 회원

들을 위해 비치해놓은 것이다. 연구자가 방문했던 어느 날에는 벽면에

길고양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또 어느 날에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도로 제작된 배지들이 판매용으로 놓여있기도 했다. 이들

역시 물리적 구조의 일부로, 민중의 집의 공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

서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2절 경계 허물기와 공간의 공유적 전유

앞에서 민중의 집의 물리적 공간 구조를 살펴보았지만, 공간성을 이처

럼 단순히 물질적 차원이나 건축적 속성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장문석

역, 2013). 이와 관련하여 Kohn은 민중회관과 파쇼회관42)을 비교하며 유

사한 공간적 형태라 할지라도 상반된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

하기도 했다(장문석 역, 2013). 공간은 그 공간을 이용하고 경험하는 사

람들과 결코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중의 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이 전유되는 다

양한 방식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1. 경계 허물기

199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

나 대부분의 지역 시민운동, 지역 공동체 운동은 정치 중립적이거나 정

치를 외면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는 특정 정당을 지지

하는 의미의 소극적 정치가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42) 파쇼회관은 파시스트 국민당의 본부이자 단일한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고

안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중회관과 유사하지만, 파시즘 고유의 숭

배 요소들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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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는 것과 스스로 

정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정치이다.

(정경섭, 2013) 

민중의 집이 생각하는 지역 운동의 이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

현안을 진보 정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가 있는 지역 운동이다(정

경섭, 2013). 둘째, 새로운 저항 주체를 형성하고 사회운동의 의제를 확

장하는 지역 운동이다(최준영, 2007). 셋째, 사회운동 간 소통과 실질적

연대를 강화하는 지역 운동이다(최준영, 2007). 이를 통해 기존 운동들이

새롭게 활력을 얻도록 추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 실현을 위

해 만들어진 지역 네트워크 거점이 바로 민중의 집이었다.

그림 13. 2008년 8월 민중의 집 공간 이용 현황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그러나 민중의 집이 처음부터 ‘공간의 공유’를 핵심적인 전략으로 내세

웠던 것은 아니다.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초창기에는 대부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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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08년 9월 민중의 집 공간 이용 현황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소년 독서토론교실(썸머스쿨), 공부방 시범 사업(마당극 교실), 문학 강

좌 등 자체적으로 기획한 각종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그렇지만 사람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다.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

가들은 많이 찾아왔지만, 길을 가다가 ‘민중의 집’이라는 간판만 보고 찾

아오는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 활용

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뜻밖에도 높은 공간

임대료였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련한 공간에서 운영되는 우리 프로그램이 핵심이었

어요. 그런데 오픈하고 보니 비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공간 활용도가 

낮은 거예요. ‘월세가 25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비워둬도 되나?’ 싶

어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면서 몇 달 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간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때부터 운영진을 중심으로 기

존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어요. ‘누구나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전 사무국장 B,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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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공간 활용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러나 결과적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눈을 돌리

니 지역 사회에 공간에 대한 수요가 꽤 있더라고요. 대개는 지역 주민들

이었죠.                                         

(전 운영위원 C)

그러나 손은하(2012)의 지적처럼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라는 홍보 문구

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손은하, 2012).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지역 사회의 공공재가 되기 위해 민중의 집이 기

울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문턱을 낮춰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아니어도, 마포 주민이 아니어도,

노동당 당원이 아니어도,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운영진과 친분이 없어

도, 단체의 공적인 모임이 아니어도 누구나 사전에 예약만 하면 어떤 용

도로든 민중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민중의 집은 다른 모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종교 행사도 제한하지 않는다. 불교 정토회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조사하던 기간의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가 예배를 위해

거실을 대여하고 있었다. 공간 예약 또한 매우 간단하다. 민중의 집은 이

용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공간 이용 현황을 월별, 날짜별로 정리

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가능 여부를 확

인하고 연락을 취하면 된다.

둘째, 민중의 집은 경제적 문턱을 낮춰 거의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회원 혹은 회원 단체가 공간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

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전기, 수도세)만을

받는다.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곳에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공간

을 무료로 제공하며 투쟁의 조직화를 지원한다. 이는 민중의 집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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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망원동 시절의 사용료는 (3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강의실 2만원, 방 1만

원이었다. 현재도 사용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거실을 하루 종일 이용

하더라도 3만원이면 충분하다. 숙박료도 최대 15명까지 5만원에 불과하

며 어떤 공간을 대여하든 부엌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민중의 집은 개별 공간에 대해 ‘이 공간은 이런 목적과 용도로 사

용되어야 한다’고 규정짓지 않았다. 그렇기에 공간의 선택과 활용은 어디

까지나 이용자의 자율 몫이다. 또한 공간 이용 규칙 역시 다른 이용자들

을 위한 뒷정리, 금연, 전원 끄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최소한

의 것들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큰 방에 붙어있는 사용 설명서에는 ‘사용

하신 후에 뒷정리는 꼭 부탁드려요.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사물함

바구니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난방을 사용하신 후에는 꼭 코드를 뽑아주

세요.’가 적혀 있다.

넷째, 민중의 집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으로는 ‘화요

밥상’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은 수요밥상, 금요밥상 등의 이름으로 많은

단체가 하고 있지만 초창기의 화요밥상은 참신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이었

다. 이는 편하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일단은 밥부터 함께 먹어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메뉴 선정과 재료 준비, 조리, 식사, 뒷정리에 이르

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단체 혹은 함께 하고

싶은 단체나 모임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화요밥상은 민중의 집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관문 역할을 해줬어요. 

회원이 다른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을 때에도 주로 화요밥상을 이용했죠. 

화요밥상 덕분에 민중의 집이 가족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

요. 더불어 회원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었죠. 회원이긴 한데, 뭔가 하

고 싶기는 한데, 딱히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분들이 오셔서 요리에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전 사무국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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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계 허물기 노력은 민중의 집이 지역 사회에 안착하는데 큰 도

움이 되었다.

첫 공간 대여는 2008년 11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용해본 사람들

의 입소문을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알려졌지요. 그만큼 지역에 모임 친

화적인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30〜40명 정도가 모여 워크숍을 할 

수 있을만한 마땅한 공간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한 번 알려지니 끝도 없이 알려지더라고요. 지방의 노조들이 노동절 행

사에 참석하며 민중의 집에서 숙박을 했고, 서울을 찾은 일본의 평화순

례팀 40명이 머물기도 했죠. 도법 스님도 이곳에서 숙박을 하셨어요.

(전 사무국장 B)

이처럼 공간 대여가 활발해지면서 민중의 집 자체 기획 프로그램은 자

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대신 외부 단체가 기획하고 민중의 집은 홍

보와 장소 제공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민중의 집을 단

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수동적 위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중

의 집이 지향하는 운동적 목적이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일관되게 엿보인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009년의 경우, 70여개의 개인 및

단체들이 160회 이상 민중의 집을 이용했다(주간경향, 제903호).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상근자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공간 이용이 많

아졌다(<그림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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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10년 7월 민중의 집 공간 이용 현황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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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년 초, 성산동으로의 이전은 기존 공간 전략에 약간의 변화

를 가져왔다. 전철역(망원역)과 가깝고 도로변에 위치해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의 3층은 기존 2층 주택에 비해 공간의 친근함과 매

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용객이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

람들 또한 달라졌다.

최대한 집처럼 만들어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공간적 매

력이 떨어졌어요. 망원동에서는 공간의 공유가 점차 확대되었는데, 성산

동에서는 다시 우리 것으로 많이 채워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전 사무국장 B)

현재의 공간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규모에요. 과거와 같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도 어려워졌죠. 그 결과 누구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거실이 중심인데 통으로 개방되어 있다 보니 모

임 간에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 사무국장 A)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이들이

새롭게 기울인 노력은 민중의 집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속할 커뮤니티

를 기획하고 소모임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2011년 5월

에 시작된 ‘독립생활자 모임’을 들 수 있다.

성미산 마을43)은 자녀를 가진 정상 가족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

람들은 근처로 이사를 오더라도 성미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들

이 민중의 집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민중의 집=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도 생겨났고요.

(전 운영위원 C)

43) 마포구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의 해발 66m 성미산을 중심으로 한 ‘성

미산 마을’은 1994년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 육아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행정구역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 출발해 학교, 카페, 협동조

합 등의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해왔으며 현재 천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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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진보적인 성향의 독립생활자들이 민중의 집을 가장 많이 이

용했어요. 이들을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려는 기획을 했죠. 1인 가구가 점

차 늘어나는 사회적, 지역적 추세와도 맞아 떨어졌고요. 나중에는 이 모

임의 존재 자체가 민중의 집의 상징이 될 정도였어요.

(전 사무국장 B)

민중의 집은 우선 지역의 독립생활자들을 위해 생활 강좌, 경제 강좌,

재무 상담, 인문학 특강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열었다. 더불어 강좌가 끝

나도 이들이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강

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제 소모임, 책읽기 소모임, 반

찬 만들기 소모임, 공동주택조합(주택협동조합) 모임, 생활재 만들기 모

임 등의 다양한 모임과 일회성 이벤트들이 만들어졌다. 현재 독립생활자

모임은 민중의 집 외부 커뮤니티로 독립했지만, 최근까지도 민중의 집에

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초부터 기획된 ‘돌봄여성 커뮤니티’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중의

집은 지역의 중고령 여성 요양 보호사들을 위해 경제 모임과 컴퓨터 기

초 교실, 스트레칭 교실, 처우 개선 설명회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열었

다. 또한 컴퓨터 교실 수강생과 지역의 여성 돌봄 노동자들을 화요 밥상

에 초대하기도 했다.

구청을 대여해 ‘중고령 여성 노동자 컴퓨터 교실’을 개최했어요. 다른 기

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0명 이상이 신청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기존의 공간들은 중고령 여

성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공간이지 않았을까요?

(정경섭,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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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2년 12월 민중의 집 공간 이용 현황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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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의 공유적 전유

민중의 집은 엄밀히 말해 사적 공간이지만 소유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

공간은 단체의 소유도, 심지어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소유도

아니다. 오히려 민중의 집은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다음 기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과 협동의 원리로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제2의 집’ 만들기

공간 나눔, 함께 소유하고 함께 쓰는 의미를 잘 살리기

(민중의 집 정기총회 자료집, 2012, 강조는 인용자)

즉, 이들에게 공간은 배타적인 독점과 배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윤 추

구의 대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토지 시장에 편입되어 있지만, 공간이 생

산되고 소비되는 지배 구조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많은 단체와 개인이 민중의 집을 이용하지만 이들이 물리적 측면에서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경우는 드물다. 민중의 집의 내부 구조와 인테

리어는 대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의 집을 이용하는 동

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충분하고 완전히’ 그리고 마치 ‘내

것처럼 편하게’ 공간을 향유한다. 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물리적 제

약은 있을 수 있지만44), 그 외에는 어떠한 인위적 제약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민중의 집은 특정한 공간 실천을 배제하거나 규

제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민중의 집에서의 수많은 공간 이용 사례들을

‘전유’, 특히 공간 공유를 강조하여 ‘공유적 전유’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공간의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이용자들

이 공통적으로 꼽은 민중의 집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이었다.

44) 마포 지역만 하더라도 최근 민중의 집보다 넓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대

안 공간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민중의 집은 이용자들에게 종종

인근의 다른 공간을 소개하기도 한다.



- 62 -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단체와 여러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하여 실제로

는 큰 공간의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이건 공간의 규칙 같은 것을 잘 정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문화를 잘 조성해 놓아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간 이용자 D)

일반인도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사무실이면서도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요.                                         (공간 이용자 E)

단순한 공간의 개방을 넘어 ‘거기에 누가 와서 무엇을 하는지’가 해명되

어야 한다는 김동완(2014)의 지적에 따라 아래에서는 민중의 집이 전유

되는 다양한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7. 초창기 다정한 시장 (외부)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그림 18. 초창기 다정한 시장 (내부)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일례로 <그림 17>, <그림 18>45)은 초창기에 열렸던 ‘다정한 시장’을

보여준다. 다정한 시장은 공유 경제의 활성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기획

된 일종의 중고 장터인데 민중의 집 내부와 외부 마당에서 열렸다.46) 그

45) 모임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민중의 집에서는 가급적 사진 촬영을 하

지 않았다. 구체적인 활동 모습은 민중의 집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

하였다.

46) 다정한 시장은 점차 시들해져서 중단되었다가 현재는 망원동 주민센터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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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여기서의 ‘기획’은 권력의 매개(김동완, 2014)에 따른 동질화를 의도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집에서 시장을 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

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기획한 것은 민중의 집이지만,

실제로 다정한 시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채워졌기

때문이다. 다정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의 정형화된 공간 활용을

변형하는 창발적인 실천으로 새로운 공간성을 창출했다. 대부분의 벼룩

시장이 야외 넓은 곳에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이는 매우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민중의 집은 또한 공부방 아이들이 전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방과 후

에 민중의 집을 찾은 아이들은 주로 큰방에서 활동을 하지만, 프로그램

에 따라 부엌, 거실, 심지어 옥상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갔던 날은 초등학교 3〜6학년 아이들 여섯 명이 놀이

를 하고 있었다. 공부방 아이들 역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민중

의 집의 장점으로 꼽았다. 아이들은 연구자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서

공간에 대한 친밀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아이들이 민중의 집에 ‘다양

한 놀이 공간’이란 의미를 부여한 것과 관련 깊다.

그림 19. 토끼똥 공부방 발표회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그림 20. 토끼똥 공부방 수업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야외 공터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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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공간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

게 느끼는 주체 역시 아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을 자주 사용하

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애착이 크다

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저는 이곳의 변화를 다 알고 있어요. 3학년 때(2011년 3월, 즉 공간 이

전 직후)부터 다녔거든요. 지금 큰 방에 있는 이 짐들은 원래 작은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작은 방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짐들을 

모두 큰 방으로 옮기게 됐죠. 그러면서 제약이 많아졌어요. 뛰지도 못하

고, 자리도 부족해지고, 공놀이도 어렵고요.

(공부방 학생 F)

민중의 집은 연간 60〜70여 개 단체가 이용하는 만큼 다양한 공간 실천

으로 가득하다. 2014년만 하더라도 외부 단체에서 주관한 각종 학습 프

로그램과 아직 거점을 마련하지 못한 단체들의 정기적인 모임 외에도 어

린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과 함께하는 육아 강좌, 기타 모임, 율동패 모

임, 글쓰기와 사진 모임, 각종 생활용품 만들기 모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모임, 학부모 영어동화 모임, 반려견 행동 교육 강좌, 고양이 장난

감 만들기 모임, 양심적 병역 거부자 후원파티, 예배와 법회, 회원의 출

판기념회와 생일파티, 결혼식 피로연 등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

체성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전유했다(<그림 21> 참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자들이 민중의

집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공간성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즉, 민중의 집이란 공간은 고정되고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같은 ‘큰 방’

을 이용하더라도 공부방 아이들과 조각보를 만드는 아주머니들, 기타를

연주하는 청년들, 총파업을 준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방의 의미

는 제각기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이 중첩되어 민중의 집 전체를

규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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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간 나눔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그림 22. 화요 밥상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한편, 부엌과 주방은 사회운동 단체의 거점 공간이 지닌 딱딱한 이미지

를 허물고 민중의 집에서의 공간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화요밥상(<그림 22> 참고), 할머니밥상, 요리 강좌와 같은 자체 프

로그램들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활동 중에 다과를

만들어 먹으며 자연스레 공간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정

기적으로 이곳에서 밥상 모임을 갖는 단체와 공동으로 반찬이나 야식을

만들어 나눠 갖는 모임도 생겨났다.

이곳의 장점은 놀고, 먹고, 마시고, 뒤풀이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딱 적절하죠. 그래서인지 대학생들도 알음알음 많이 찾

아와요. 소규모 워크숍도 많고요.                     

(현 사무국장 A)

또한 민중의 집의 공간 공유에서는 ‘숙박’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망원

동에 있던 시절에는 ‘집’이라는 친근함에다 편의 시설 등 숙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민중의 집에 머무른 사람들 중에는 민중의

집과 철학을 공유하는 진보 정당 및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이 많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공정여행을 하는 대학생들, 청소년 여행 프로젝트팀,

제주도 곶자왈의 어린이들, 극단 연기자들, 각종 소모임 등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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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민중의 집에 머물렀다. 이는 성산동으로

이전한 후에도 계속된다. 대학 동아리와 총학생회, 미혼모 단체, 요양보

호사협회, 각 지역의 대안 학교, 청소년 독서 모임 등 많은 단체가 민중

의 집을 찾았다. 2014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개 단체가 숙박을

하였는데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숙박 횟수가 증가한 것이 눈

에 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넘어

전략적으로 공간을 나누고 공유한 결과, 민중의 집은 다양한 필요에 맞

게 전유되었다. 이를 통해 민중의 집은 결과적으로 이질적인

(heterogeneous) 행위와 행위자들,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복수의 공

간(김동완, 2014)이 되었다. 이는 곧 Lefebvre가 말한 차이의 공간이기도

하다.

제3절 효과

그렇다면 민중의 집의 이러한 ‘거점 공간의 경계 허물기와 공유적 전유

를 통한 탈영역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1. 타자와의 조우

무엇보다도 민중의 집은 물리적 공간이 없던 사람들에게 모임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노동조합이 안정될 때까지 투쟁 관련

회의를 이어나간 노동자들, 정기적으로 밥상 모임을 가지며 회원 단체로

성장한 성소수자들, 교회 건물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공유한 목사

님과 교인들, 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 회의와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한

협동조합들, 취미 생활을 위한 각종 모임 등 비단 기존의 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민중의 집을 이용하며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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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민중의 집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바로 ‘타자’를 인식하고 조우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공공성의 회복과 관련하여 Arendt가 주장했던 핵심이기도 하다. 민중의

집에서 타자에 대한 지각은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

정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내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해당

장소가 비어있는지 확인하다보면 일정표에 빽빽하게 적혀 있는 다른 모

임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앞·뒤로는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투명가방끈·마레연·소행

주·청년연대은행 등과 같이 낯선 이름의 단체들은 민중의 집에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궁금증은 곧 관심의 시작이

다. 타자와의 이러한 간접적인 조우는 민중의 집 내부로 와서도 계속 이

어진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게시된 다양한 홍보물들이다.

인근의 전통 시장과 시장 내 상점들을 소개한 그림 지도, 협동조합 홍보

포스터, 외부 기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안내문, 지역 및 사회 현안에 대

한 공지문 등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때로는 낯선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와의 직접적인 조우이다. 민중의 집

에서 조우하게 되는 대상은 대부분 사전에 이용을 예약한 단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다.47) 민중의 집은 같은 시간에 거실과 큰 방에서 서로 다른

모임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민중의 집 내부에 별도의 알림 게시판을 운

영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인사나 교류가 없더라도 출입문을 드나들고

화장실과 부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의 활동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완벽하게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공간상의 제약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낳는 것이다.

47) 물론 우연한 만남도 있다. 연구자 역시 인터뷰를 위해 민중의 집을 방문했

다가 예쁘게 한복을 입고 명절 인사를 온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호 중인 길

고양이를 목욕시키는 협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성미산 마을의 공동 육아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 알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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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거실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애견 훈련 모임을 갖는데, 큰 

방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모임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대놓고 물어

보지는 않지만 지나가면서 저긴 뭐하는 모임이기에 개들이 많은지 궁금

해 하죠. 물론 대충 짐작들은 하겠지만.                                

           (현 사무국장 A)

이러한 마주침은 신기함과 놀라움을 넘어서 상대방의 활동에 대한 적극

적인 지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민중의 집에서 자주 회의와 모임

을 가진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타자와의

마주침이 이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관심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연

구자가 인터뷰했던 이용자들 중에는 별다른 느낌 없이 ‘여기에 우리 말

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

었다. 그리고 특정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나 불쾌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감과 불쾌감 역시 ‘타자와 함께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동완, 2014). 차이를 포용하고 자유로운 존재자로

서의 타자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리얼하게, 있

는 그대로 만나고 느껴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터뷰들은 이를 통해

민중의 집이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중의 집은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공

간이에요.                                       

(공간 이용자 G)

민중의 집의 공간적 장점은 여러 단체와 사람이 오간다는 점, 다양한 분

위기와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는 점인 것 같네요. 협동조합 조합원, 성소

수자, 페미니스트, 공부방에 다니는 초등학생 아이들, 노동조합, 지역의 

상인들... 한데 어울리기는 정말 어려운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들이 공간을 함께 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공간 이용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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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의 확장과 연대

공간이 없던 사람들은 민중의 집을 통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타자와 조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간을 제공한 민중의 집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거두었는가?

우선, 민중의 집은 공간 대여를 통해 마포 지역 내 많은 단체들과 네트

워크를 다지게48)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마포 지역 단체 공

동 신년회’를 주관하기도 했다(<그림 23> 참고). ‘지역 내 후발 단체인

민중의 집이 과연 단체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첫

번째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30여개 단체에서 약 80여 명의 활동가가 참석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의 하나는 같은 공간을 이용해본 경험에

서 오는 동질감이었다. 이후에도 민중의 집은 지역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를 다지려는 노력들을 이어갔다.

초기에는 ‘네트워크 허브’,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그러나 이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는 막연했어요. 실감하지도 못했고

요. 그런데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지만,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소감이 생기더라고요. 연대감, 가깝게 느껴지는 동질감 같은 거

요. 아마도 모두들 민중의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좋은 느낌이 있었기 때

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민중의 집은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전 사무국장 B, 강조는 인용자)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는 상인회와의 연대를 이뤄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민중의 집은 홍대앞걷고싶은거리 상인회, 망원월드

컵시장 상인회, 망원시장 상인회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상인회와 만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홍대 앞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48) 민중의 집 상근자들의 경우 오랫동안 지역에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인맥

이 넓다. 그러나 운동의 영역이 다른 단체들 간의 교류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공간을 통한 만남은 기존의 ‘알던 사이’를 더욱 굳건하게 다

져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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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반대 투쟁(2010년)과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저지 투쟁(2012년)이었

다. 특히 후자의 경우, 40여 개의 지역 단체들이 대책위에 동참하여 민중

의 집을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시민 문화제 등을 이어나갔다. 민중

의 집 역시 화요 밥상을 농성장으로 이전하고, 촛불 집회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 시장에 촛불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상인

회가 민중의 집의 회원 단체로 가입하게 되었다. 특히 홍대 상인회는 민

중의 집에서 육성한 동물병원 협동조합에 회장님이 3,000만원을 출자했

을 만큼 민중의 집에 대한 신뢰가 높다. 망원시장 상인회 역시 ‘다정한

시장’에 행사 물품을 지원하고 요리 프로그램 등에 동참하고 있다.

그림 23. 지역 단체 공동 신년회

(출처: 민중의 집 홈페이지)

그림 24. 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

(출처: 퀴어문화축제)

민중의 집의 확장된 네트워크는 이외에도 다양한 연대 사업으로 이어졌

다. 대표적으로 민중의 집은 홍대 상인회, 망원시장 상인회, 마포의료생

협, 보건소 등과 연대하여 ‘마포구 여성건강네트워크’를 꾸렸다(《뉴시

스》, 2014.7.28.).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내

여성 상인과 식당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근로 여성을 위한 건

강자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속 상인들과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회의 참여 역시 적극적이다. 또한

‘다정한 시장’에는 현재 민중의 집을 포함한 지역 내 8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장에서 주민들에게 각자의 활동을 홍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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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동물병원 협동조합의 경우 반려동물 사진을 가져 오면 배지를

만들어주는 식이다. 통신 비정규직 노조의 해고 반대 투쟁 역시 지역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민중의 집은 상인회와 성소수자를 연결하며 퀴어문화축제에 동참

하기도 했다. 2013년 제14회 퀴어문화축제는 홍대 앞에서 열렸는데, 지역

내 성소수자 단체와 홍대 상인회 모두 민중의 집의 회원이었다. 민중의

집은 이러한 기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축제 개최에 대한 홍대 상인회

측의 동의를 얻어냈고, 상인회와 함께 축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행

사 당일, 상인회 소속의 350여개 업소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

발을 상점에 내걸기도 했다. 또한 신촌에서 열린 2014년 제15회 퀴어문

화축제에서 민중의 집은 성소수자 단체, 동물병원 협동조합, 의료생협과

연대하여 축제 부스를 운영하였다(<그림 24> 참고).

민중의 집을 통해 지역의 성소수자들과 상인회가 만나면서 서로 간 이

해의 폭이 적어도 수십 배는 넓어졌다. 만나지 않았다면 서로를 괴물로 

생각하며 외면했을 수도 있는 관계들이다. 물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완

전하지는 않다.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민중의 집에서는 만남의 전

략과 활동 고리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정경섭, 《주간경향》, 제1052호) 

3. 다양한 생활 정치로의 진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민중의 집에는 다양한 현실적 필요와 정치

적 요구들이 쏟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민중의 집의 활동은 계속해서 진

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의료생협49)과 동물병원 협동조합인

우리동생50)이다.

49) 처음에는 마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줄여서 의료생협)으로 출발했으나,

2014년 11월에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줄여서 의료사협)으로 전환되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4년 11월 이전을 다루고 있으므로 의료생협으로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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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료생협은 2009년 가을, 성미산 마을 주민 30여 명이 주축이 되

어 논의를 시작했다. 첫 준비 모임 또한 민중의 집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듬해 봄에 발기인 대회가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생협 추진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민중의 집이 이에

주목, 사업으로 육성하면서부터이다. 민중의 집은 마포 지역에서 의료생

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놓고 고민하였고 바로 다름 아닌

영세상인, 노점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역 상인회 등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의

조합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6월, 민중의 집에서 창립

총회가 열렸고 2013년 11월에는 망원역 인근에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

다.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마포 의료생협의 조합원 수는 약 900여 명

에 달한다.

의료생협은 의료법인이라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

다. 이는 민중의 집 지붕 아래에 지역 상인회, 성미산 공동체, 노동조합 

등 16개의 각종 단체들이 결합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정경섭, 《주간경향》, 제1052호, 강조는 인용자) 

다음으로 우리동생은 국내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이다. 우리동생은

현재 병원 개원을 준비 중인데, 협동조합이 수의사를 고용해 여는 형태

의 병원은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세계일보》, 2014.9.26.). 협동

조합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고양이를 키우는 한 회원과 정경섭이었다.

그리고 2013년 1월, 여덟 명이 민중의 집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어서

2013년 4월에 발기인 대회가 열렸으며 한 달 뒤에는 마포구청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의료생협의 경우 첫 모임에서 창립총회까지 약 3년, 발기

인 대회에서 창립총회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동생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50)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의 줄임말이다. 우리동생 역시 현재 사회적협동조

합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만 개

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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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활자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교롭게도 반려 동물,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고양이 장난감

(cat tower)을 직접 함께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처럼 민중의 

집 내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파악된 수요가 동물병원 협동조합 추진의 

단초가 되었을 거예요. 1인 가구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은데, 우리동생은 

동물을 매개로 불과 몇 달 만에 조직됐죠. 

                                   (전 운영위원 C, 강조는 인용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외부에 알려줄 네트워크가 절실하죠.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큰 지원 센터 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

간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요. 더욱이 민중의 집은 이전에 의료생협을 경

험하며 노하우까지 쌓았죠.                           

(현 사무국장 A)

이후 우리동생은 민중의 집의 회원 단체로 성장하였고, 민중의 집과 공

간을 함께 쓰며 회의와 강좌, 토론회, 조합원 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동생의 조합원 수는 약 700여 명, 동물 조

합원 수는 약 1,300여 마리에 이른다. 조합원이 증가하며 이전에는 민중

의 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민중의 집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중의 상당수는 앞으로 민중의 집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화를 바탕으로 민중의 집은 보다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다.

바로 다양한 사례와 이론 학습을 통해 대안경제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마포구 모델에 대한 비전과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4절 한계 및 전망

지금까지 민중의 집의 전략적인 탈영역화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공유한다고 해서 민중의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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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탈영역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중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지향하지만 아직까지 민중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

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중의 집의 자체 평가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역

주민이 지나가다 편하게 들러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민중

의 집 정기총회 자료집, 2013). 즉, 민중의 집은 분명 일부에게는 편안한

모임 공간이지만, 일부에게는 여전히 자신과는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

들이 가는 ‘문턱이 높은’ 공간인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특정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운동 거점에 대한 거부감, 한국 사회에서

‘민중’이라는 용어가 지닌 부정적 어감에 기인한다. 그러나 공간 이전으

로 인해 공간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 역시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공간 소비의 대안을 지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대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중의 집의 현실을 보여준다.

민중의 집은 경계와 영역성이 뚜렷하지 않은 ‘의존의 공간’이다(Cox,

1998). 그리고 탈영역화 전략을 통해 네트워크와 연대를 외부로 확장하

며 의존의 공간인 거점을 중심으로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Cox,

1998). 그러나 이처럼 공간의 공유와 연대가 활발해질수록 의존의 공간

이 가졌던 기존의 중심성은 약화되는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중의 집과 민중의 집에서 활동하는 장소 의존성이 높은 행위자들에게

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연대의 공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

한 긴장 관계를 고려한다면, 사실 탈영역화 전략이라 하더라도 공간을

무한정 개방하고 네트워크를 무한정 확장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

에 결국 특정 시점에는 중심성과 연대성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결

과적으로 민중의 집의 탈영역화 전략은 의존의 공간이 펼쳐지는 공간적

스케일 자체를 확장하여(박배균, 2012), 지역 내 다양한 스케일의 네트워

크와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재영역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75 -

제4장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의 공간 전략

제1절 물리적 공간 구조

구 질병관리본부 1동 1층에는 현재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와 서울시 사

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란히 입주해 있다. 서론에 제시한 <그림 3>과 같

이 건물 외관은 평범하지만, 건물 내부는 외관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다.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청년허브 측은 크게 두 가지 의도

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유동적이고 개방된, 소통이 가

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청년허브가 다음과 같이 ‘만남’을 중

시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청년이 동료를 만나 서로 협력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바

로 청년허브의 미션입니다. 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

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려 합

니다.

(청년허브 홈페이지, 강조는 인용자)

건물 전체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 유현준이 맡았다. 유현준은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마주침이 많은 공간’이 되도록 내부를 설

계하였다. 관계 맺기와 소통은 일차적으로 마주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

다. 마주침은 다시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우선 물리

적 마주침을 위해서는 건물 내부를 여러 구역으로 쪼개 통로와 교차로가

많아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마주침을 위해서는 다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많이 사

용하였다. 실제로 청년허브는 직원 사무실과 입주단체 사무실, 세미나실,

심지어 센터장 사무실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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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허브의 두 번째 의도는 ‘청년들의 일상이 다 담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즉, 사무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청년들이 와서 일하고

먹고 쉴 수 있는 다양한 밀도의 공간을 기획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건축가 유현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의뢰인들은 시작 단계의 개인들을 위한 공간과 성숙 단계의 단체들을 

위한 건전하고 독립된 사무실을 요청했다. 즉,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

람들은 개방된 사무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보다 상세한 사업 계획을 세

우게 되면 독립된 사무실로도 옮길 수 있다. 또한 의뢰인들은 식당, 도서

관, 세미나실, 강의실, 카페, 콘서트홀, 상점, 기관 사무실 등을 포함시켜

주길 원했다.

(건축가 유현준 홈페이지)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청년허브는 사무실 외에 창문 카페, 미닫이 사

무실, 손때 묻은 책장, 청년공작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활력, 공간 휴

(休), 기타 개방 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요 공간에 대한 설명

과 그림은 아래와 같다.

그림 25. 창문 카페 그림 26. 창문 카페 앞 개방 공간

1. 창문 카페 : 청년허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창문 카페는 청년허

브에서 인큐베이팅 중인 단체 <카페 오공>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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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듯이 이들은 공동 주거도 실험하고 있다. 창문 카페는 여느 카페와 달

리 주방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카페 운영 시간에는 주로

카페 직원이 주방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카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

구나 싱크대와 정수기 등을 사용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또한 <그

림 26>과 같이 창문 카페 앞 개방 공간에는 테이블들이 놓여 있다.

2. 미닫이 사무실 : 독립된 작업 공간으로, 현재는 11개의 청년 단체가

입주해있다. 미닫이 사무실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사무 공간의 자유로운

변용을 위해 공간과 공간 사이가 미닫이 방식으로 움직이는 이동식 벽으

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닫이 사무실 역시 <그림 27>과 같이 유

리창을 통해 외부로 개방되어 있는데, 유리창에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설명하는 홍보물들이 붙어 있다. 한편, 사무실의 앞쪽에는 입주 단체들이

모여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 27. 미닫이 사무실 그림 28. 손때 묻은 책장 

3. 손때 묻은 책장 : 청년허브의 벽면은 ‘손때 묻은 책장’이란 이름의 공

유 책장으로 이뤄져 있다. 책장에는 기증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으며 외

부로의 대여는 하지 않는다.

4. 다목적홀 활력 : 특강, 워크숍 등의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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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영화관처럼 경사로를 따라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의자들을 빼고 공간을 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29. 다목적홀 활력 그림 30. 공간 휴 1 

(일명 찜질방)

그림 31. 공간 휴 2 

 

그림 32. 기타 개방 공간 

(일명 하우스 in 하우스)

5. 공간 휴 :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청년허브 내에 두 군데가 있다. 첫

째는 위의 <그림 30>에서 벽면에 부착된 포스터 아래쪽으로 보이는 어

두운 공간이다(2층은 센터장 사무실이다). 일명 찜질방으로도 불리는 이

공간에는 전기 시설과 간단한 침구류가 갖춰져 있으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칠 수도 있다. 둘째는 미닫이 사무실과 마주보고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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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벽면에 부착된 홍보물 2

간으로 <그림 31>과 같다. 이 공간은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만든 독특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 대부분 공작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다. 또한 여

기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 관람이 가능하다.

6. 기타 개방 공간들 : 이밖에도 청년허브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자유롭

게 개방되어 있다. 물론 청년허브가 무료 Wi-Fi와 전기 시설을 제공하

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중 <그림 32>에 보이는 공간은 원래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 있었다. 그러나 창가라 겨울에 춥다는 의견이 많아 청년들

이 자발적으로 비닐을 덧씌우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청년허브 한쪽에는

‘달려라 피아노’51)와 탁구대가 놓여 있다. 특별히 피아노에는 이동이 쉽

도록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 역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33. 벽면에 부착된 홍보물 1 

한편 민중의 집과 마찬가지로 청년허브 역시 내부 곳곳에 다양한 홍보

물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청년허브가 직접

제작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년허브에서 지원받고 있는 청년 단체와

입주 단체, 유관 기관들이 부착해놓은 것이다. 내용 또한 청년들의 자활

을 돕기 위한 강좌 홍보에서부터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와 마을, 진보

51) 서울시와 비영리단체 ‘더 하모니’는 쓰지 않는 중고 피아노를 기증받아 새롭

게 디자인한 뒤 누구나 마음껏 연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거리와 공공장소

에 설치하고 있다. 청년허브 내에 있는 피아노도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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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제를 알리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청년허브의

공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냄과 더불어 역으로 공간성의 형성에 기여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청년허브 내․외부에 대한 관리는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한다. 또한

세부적인 인테리어 작업은 공작실에서 맡아 필요한 것들을 가급적 직접

만들면서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들은 공간의 친근함과 매력도를 높

이기 위해 물리적 측면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림

26>에 보이는 볼풀 역시 이러한 작은 변화의 일환이다.

제2절 경계 허물기와 공간의 공유적 전유

1. 경계 허물기

1.1. 다양한 유도 전략

청년허브는 구상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마주치고 관계와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지향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청년들이 청년허

브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허브는 북서

쪽의 북한산 기슭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철역(불광

역)과 가깝기는 했지만, 청년들이 많이 오고가는 길목이 아니었다. 더욱

이 대로변이 아닌 건물들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있어 밖에서 알아보기

도,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다. 지나가며 우연히 들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개방했더라도 청년들을 만나게 하는 데는

다양한 유도 전략들이 필요했다.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고 공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청년허브가 기울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과 공간의 문턱을 낮춰 서울에 거주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청년허브를 경험하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



- 81 -

였다. 우선, 청년허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52)을 대상으로 한다. 꼭 20대가 아니어

도, 대학생이 아니어도, 거창한 스펙이 없어도,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기

혼이어도, 직업과 전공에 상관없이,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주 단체가 이용하는 미닫이 사무실을 제

외한 청년허브의 내·외부 개방 공간은 프로그램에 비해 문턱이 더 낮다.

굳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또한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53) 때문이다. 청년허브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눈’이 어

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세미나실과 다목적홀 활력의 경우에는 사

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청년허브는 경제적 문턱을 낮춰 거의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다목적홀 활력은 3시간 사용을 기준으

로 공간 이용료만 24만원54), 세미나실은 6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청년허브와 공동 사업인 경우에는 무료이며, 청년단

체에게는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굳이 이들을 대여

하지 않더라도, 청년허브에는 각종 모임에 적합한 다양한 밀도의 개방

공간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미닫이사무실

에 입주한 단체들 역시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

안 독립적인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가구, 세미나실 무료 이용 등의 혜택

이 제공된다. 이에 대해 단체가 지불하는 비용은 사용 면적당 관리비 정

도에 불과하다. 창문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한데

52) 민중의 집과 마찬가지로 청년허브가 진행하는, 혹은 청년허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이 지향하는 운동적 목적이 일관되게 엿보인다.

지원 자격에서 ‘청년’ 앞에 ‘사회적 활동에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움직이는’ 등과

같은 수식어가 달려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53) 연구자 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간 이용에 제재를 받았던 적은

없다. 또한 인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며

노는 것을 보면 반드시 청년만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54) 음향, 영상 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면 총 이용료가 30만원에 이른다.



- 82 -

여기에도 청년허브의 전략이 숨어 있다. 커피, 차 등의 메뉴는 원래

3,000원이지만 특별히 청년 활동가와 단체에게는 1,000원에 판매하기 때

문이다. 손때 묻은 책장에 책을 10권 이상 공유한 사람에게도 음료를

1,000원에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창문 카페 주방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

기 때문에,직접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다.

공간만으로는 안돼요. 공간과 컨텐츠가 결합해서 맞물려야 효과가 극대

화되죠. 같은 층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청년허브와 유사한 구조

로 이뤄져 있지만, 가보시면 여기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

을 거예요.

하다못해 음료 값 정하는 것도 그렇죠. 음료를 1,000원에 판매하도록 했

어요. 저희에게 청년들은 비빌 언덕이거든요. 비빌 언덕에게 큰 수익을 

남기려 하면 안 되죠. 

(청년허브 직원 A, 강조는 인용자)

셋째, 청년허브는 개별 공간에 대해 ‘이 공간은 이런 목적과 용도로 사

용되어야 한다’고 규정짓지 않았다. 오히려 유연하고 다양한, 규범과 틀

에 얽매이지 않은 공간 활용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창문 카페 앞 개방 공간에서 오디션을 열고, 공간 휴에서 인터뷰를 여는

등의 시도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청년허브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목

적홀을 포함한 모든 내부 공간을 가구만 빼내면 통으로 쓸 수 있는 구조

로 만들었다. 테이블의 이동 및 재배치도 비교적 손쉽고 자유롭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만큼, 초반에는 커뮤니티와 단체들을 많

이 초대했어요. 와서 이용해 보라는 거였죠. “테이블을 치우고 바닥에 앉

아서 해 보는 건 어때요?”라고 직접 공간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아

예 저희 직원들도 건물 밖으로 테이블을 가지고 나가서 회의를 했죠. 바

닥에 멍석을 깔기도 했고요. 초반에는 이런 작은 기획들에 많은 공을 들

였어요.

(누구의 아이디어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이는 어느 한 사람의 기획이 아

니라, 일종의 문화 같은 거예요. 청년허브 직원이라면 갖춰야 하는 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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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기본적인 제스처들이죠. 허브 직원들에게는 이런 제스처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 공간의 주인은 청년들이에요. 관리자는 청년들이 뭐든 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분위기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급적 

보이지 않게, 허브가 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요.

(청년허브 직원 A, 강조는 인용자)

넷째, 청년허브에는 공간 이용 규칙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규칙

의 부재로 인해 초기에 발생할 혼란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개소 초기엔 고민이 많았죠. 잠금 장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용객들이 

물품을 도난당하면 어쩌지? 아무 곳에나 쓰레기가 넘쳐나면 어쩌나? 분

리수거는? 음식물 반입은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할까? 개관, 폐관 시간

을 정해야 할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꽉 차면 어쩌지? 모여서 시끄럽

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없을까? 등등 말이죠.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청년허브 직원 B)

그러나 청년허브는 운영 규칙이 아닌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운영

문화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규칙을 기획하려 들면 관리의 문제

가 발생하고, 이는 이용자의 자발성과 공간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스터의 자율 부착을 허용하고 시끄러운 분위

기를 제재하지 않은 것도 모두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점

차 시간이 흐르자 공간에 대한 약속을 만들려는 자발적인 시도들이 생겨

났다. 이를 수용하여 청년허브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비치하였다.

1.2. 청년참

청년허브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참’을

꼽을 수 있다. ‘참’은 본래 농사를 지을 때 집에서 논밭으로 가져다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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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먹거리를 의미한다. 즉, 청년참은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의 안내문에서 청

년참의 목적과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참이 응원합니다. 

친구들과 유쾌한 수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빙 둘러앉아 ‘참’을 먹으며 쉬고 노래 부르고 또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세 명 이상 모인 커뮤니티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새참을 지원합니다.

청년허브는 청년 커뮤니티의 ‘참’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청년허브 홈페이지, 강조는 인용자)

공간의 경계 허물기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주목한 청년참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청년참은 지원 문턱을 낮춰 가능한 많은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청년참은 매월 1일〜20일에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데 이후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선정한다. 그룹 인터뷰는

심사위원이 일방적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며, 떨어뜨리기 위한 그

룹 간의 경쟁 방식은 더욱 아니다. 대신 지원한 커뮤니티 중 4〜5개가

모여 각자의 활동과 구성원을 소개하고, 청년참의 취지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1)자발성(지원이 없어도

활동을 계속해나갈 의지가 있는가), 2)지속가능성(단기적인 활동으로 보

지 않고 일상 속에서 얼마나 긴 호흡으로 고민하는가), 3)확장성(커뮤니

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기꺼이 나눌 의지가 있

는가), 4)태도(다른 팀을 만나는 데 열려 있는가)를 중심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한다. 2013년에는 173개 팀이 지원하여 112개 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300여 개 팀이 지원하여 239개 팀이 최

종 선정되었다.

둘째, 청년참은 참여하는 단체의 성격과 활동 영역을 제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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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커뮤니티명 소개

문화기획
가 백수들이여, 집밖으로 나와 보자, 문화생활로! 

나 막걸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 상상 및 기획

공예출판
다 베틀로 생산적인 생활 문화 만들기

라 건축이 일상의 작은 하나라는 것을 알리는 팟캐스트

공연영상
마 재개발 예정지 아현동에서 동네문화예술플랫폼 운영

바 희곡을 사랑하는 배우, 작가, 일반인의 모임

복지지역
사 장애에 대한 바른 시각을 전하기 위한 대학생 모임

아 매주 토요일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년 모임

생태정치
자 숲과 사람 사이의 접점이 되는 청년숲문화기획단

차 캠퍼스에서 텃밭을 가꾸는 여대생들의 모임

학습기행
카 생각하는 사회를 위한 열린 사유의 장, 철학 세미나

타 같이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비만자조그룹

(<2014 청년참 커뮤니티 소개 및 연락처>를 재구성)

다.55) 그렇기에 취미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기관이나 조직 활동에서 파

생된 커뮤니티,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을 준비하는 커뮤니티 등에 이르기

까지 단체들의 성격이 다양하다. 또한 대학생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부터

취업 준비생, 예술인, 직장인 중심의 커뮤니티 등에 이르기까지 단체들의

구성 역시 다양하다. 청년허브에서는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크게 문화기

획, 공예출판, 공연영상, 복지지역, 생태정치, 학습기행 등 6개로 분류하

고 있지만, 다음의 <표 8>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다종다양하다. <표 8>

은 2014년에 선정된 커뮤니티들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인데, 커뮤니티명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8. 2014 청년참 커뮤니티 소개

셋째, 청년참은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허브를 경험하고 공간을 이용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55) 대학 정식 동아리, 학원 스터디 모임, 청년 개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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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은 단순하게 보면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어떻게 사회적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인터뷰를 할 때 항상 ‘100만원은 미끼’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팀이 있구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구나, 서로 다른 커뮤니

티를 만나면서 고민을 나누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참 담당자 C,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100만원은 많은 청년들을 이 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떡밥’에 불과하다. 이는 외부의 다른 지원 기관과 달리,

청년참이 지원금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량화된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참에 선정된 단체들은 최소 두 가지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청년

허브에서 모이고 서로를 만나게 된다. 우선, 선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그

룹 인터뷰이다. 그룹 인터뷰는 청년허브 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열린다. 세미나실과 같이 상대적으로 ‘딱딱한’ 공간에서 열리기도

하지만, 편안함과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공간 휴에서 열리기도 한다. 다

음으로, 매월 열리는 커뮤니티 반상회이다. 청년참 지원을 받게 되면 다

음 약속 사항 3가지56)를 지켜야 한다. 첫째, 청년참 페이스북에 활동 소

식 올리기, 둘째, 반상회에 5회 이상 참여하기, 셋째, 지원 기간 동안 자

신들의 활동을 오픈하는 커뮤니티 day 열기이다. 이 중 청년허브는 두

번째 약속을 가장 중시한다. 반상회는 다른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시너지

를 얻고 자신들의 활동을 확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끼리만 재미있게 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커뮤니티가 

모일수록, 모이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청년참 담당자 C, 강조는 인용자)

56) 약속 사항 3가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활동을 그만하겠다고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

년허브 측에서 임의로 탈락시키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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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반상회 역시 청년허브 내의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열린다. 2013년에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총 8회의 커뮤니티 반상회

가 열렸다. 참석률이 85%에 달해 매회 평균 200명 내외의 청년들이 참

석하였다. 2014년에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9회의 커뮤

니티 반상회가 열렸다(11월 말 기준).

2. 공간의 공유적 전유

청년허브는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

한다. 민중의 집과 마찬가지로 청년허브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규칙과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희만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는 주로 카페에서 하는 경우가 많

았어요. 학생 신분으로 매번 카페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부담이었죠. 기

획한 프로젝트를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간과 자금이 필요했어요.  

(청년참 커뮤니티 ‘작당’)

집과 학교를 벗어난 청년들에게 공간은 곧 기회에요. 창업이나 협업을 

위한 공간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나 커뮤니

티들을 위한 공간은 아직 없죠.

(청년허브 직원 A, 강조는 인용자)

청년허브에서는 연중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열린다. 상당수는 청년

허브와 서울시, 청년허브와 혁신일자리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협력 사업

장, 이웃한 사회적경제센터 등이 기획한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집과 달

리 이곳에서의 기획은 세심하고 촘촘하다.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공간 내 물리적 배치와 인테리어 변경,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분위기 조

성에 이르기까지 청년허브는 그야말로 청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고정되지 않은 공간 활용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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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다목적홀에서는 주로 강연이 열리지만 어느 날엔 <그림 35>처럼

접이식 의자를 모두 치우고 바닥에 멍석을 깐다. 이러한 물리적 유연함

은 청년허브 내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그림 36>처럼 텐트촌이 조성되

기도 한다.

그림 35. 청년허브 1주년 개관 행사

(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그림 36. 24시간 오지랖 캠프

(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김동완(2014)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 기획에 참여하는 것 역시 엄밀히

말해 ‘매개된’ 공간을 경험하는 ‘제한적인’ 실천이다. 물론 청년허브의 기

획들에는 공간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고 네트워크를 촉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청년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물지 않는다. 청년허브에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

기에 많은 단체와 개인들은 청년허브를 이용하는 동안 능동적으로 프로

그램과 공간을 채워나간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충분하고 완전

히’ 공간을 누린다. 비록 캠프를 차리고 추모의 벽을 기획한 것은 청년허

브일지라도, 새로운 공간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에 더해지는 청년들

의 실천이다.

매월 열리는 청년참 커뮤니티 반상회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그림

37>은 2014년 7월에 열린 반상회57)의 모습이다. 이 날은 약 30여 개 커

뮤니티에서 백 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청년허브 야외 공터에서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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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열었다. 청년허브는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 현수막과 스크린을 설치

하였다. 또한 커뮤니티들이 홍보에 사용할 도구와 돗자리, 모기약, 약간

의 간식을 준비하였다. 담당자가 있었지만 특별한 행사 진행을 맡지는

않았는데, 담당자의 역할은 이러한 사전 준비에 불과한 듯 보였다. 공간

에 활력을 불어넣고 야시장을 완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년들의 몫이

었다.

그림 37. 청년참 반상회 1 그림 38. 청년참 반상회 2

(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청년들은 대부분 입던 옷, 사용하던 소품 및 생활용품, 책 등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있었다. 직접 만든 액세서리와 수공예품, 직접 재배한

농산물, 직접 제작한 고등학생용 전공 안내 책자,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

다. 머리 묶어주기, 타로 점, 사진 촬영, 외국인과 친구 되기 등의 독특한

활동을 준비한 팀들도 있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사 문제를 적

극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야시장은 명분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거두려는 커뮤

니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커뮤니티 간 알아가기와 친목

57) 커뮤니티 반상회는 비단 청년참에 선정된 커뮤니티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년 활동과 청년허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

다. 연구자 또한 사전에 담당자의 양해를 얻어 행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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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가 목적인 듯 보였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고

자유롭게 수다를 떨며 서로의 활동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시장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림 38>과 같이 곳곳

에서 커뮤니티들의 작은 공연이 열렸다.

청년허브에 이처럼 ‘청년허브에 의한’ 프로그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발적으로 행사를 열어 공간을 전유하는 청년들도 있다. 독서 모임, 토론

회, 세미나 등 청년허브에는 청년들에 의한 작은 모임들이 끊이지 않는

다. 특히 <그림 39>와 같이 청년참에 선정된 커뮤니티들의 기획이 두드

러지는데, <그림 40>은 한 문화 기획 단체가 청년허브 실내에서 개최한

벼룩시장이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꾸며

네트워크 파티(일종의 뒷풀이)를 열기도 하고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물론 단지 공간을 이용한다고 하여 그 공간이 전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을 장악하고 그 공간

에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림 39. 자발적 기획 1

(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그림 40. 자발적 기획 2

(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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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허브에서도 공동 주방은 다양하고 창발적인 공간 실천을 낳았다.

이는 비단 심야식당, 김장하기, 만두 빚기, 반찬 만들기와 같은 자체 프

로그램들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동 주방은 청년허브뿐만

아니라 미닫이 사무실 입주 단체, 청년허브를 이용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해주었다.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한 단

체도 있었다.

“동대문 신발종합상가 뒤편에서 8가지 음식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계신 

할머니. 장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는 소박한 음식 메뉴들

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또 하나의 혁신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진

정한 동대문 혁신가 할머니. 그 분이 다음 주 월요일 점심에 허브를 찾

아오십니다. 점심시간(12시)에 허브 어딘가에서 수수부꾸미 지짐 냄새를 

따라 찾아오세요. 다 같이 모여 만들고 먹다 뜬금없이 앉아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청년허브는 단층인데다 내부 구조 또한 개방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단

순 방문일지라도 전술한 공간 실천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구자 또

한 청년허브에 갈 때마다 여러 개의 행사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

그러나 ‘개별’의 ‘평범한’ 공간 이용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김

동완(2014)의 지적처럼 이는 기획된 공간 체험과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

문이다. 앞의 <그림 26>에서 보았듯이 청년허브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

는 것은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다. 창문 카페 앞을 포함해 여러 군데의

개방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휴식 공간에서도 노트북을 켜놓고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공부를 하거나 손때 묻

은 책장에서 책과 잡지를 꺼내 읽는 사람들도 많다. 이뿐만 아니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사람들, 이어폰을 꽂고 게임을 하는 사람, 영화를 보

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들, 탁구를 치는 사람들, 휴식 공간에서 낮잠

을 자거나 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 등 청년허브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존한다. 그리고 대개는 서로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활동을 즐

기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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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에 따라 공간 활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

요. 예를 들어 찜질방이라 불리는 휴식 공간은 밀담을 나누거나 유대감

이 깊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창문 카페는 개인 작업을 하거나 가벼

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많고요. 

(청년허브 직원 A, 강조는 인용자)

그림 41. 무인 카페 그림 42. 서사즐나 테이블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림 41>,

<그림 42>는 굳이 물리적 활동이 아니어도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에 맞

게 공간을 전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그림 41>은 한 청년참 커

뮤니티가 심장병 환우를 돕기 위해 만들어 팔고 있던 과자이다. 특별히

지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

수가 뜻을 함께하며 저금통에 돈을 기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림

42>는 공간 휴 앞에 놓여 있던 ‘서사즐나’란 이름의 테이블이다. 독립출

판을 지향하는 두 명의 작가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기록해나가기 위해 설

치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들의 질문에 쪽지로 답을 하면서 작업 과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58)

58) 연구자가 방문했던 날에는 “서로 사귄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림 42>의 아래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색색의 쪽지에 자신들의 생각을 남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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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허브에서는 평범하지만

수많은 개별 행위자들, 무인 카페와 테이블을 차린 사람뿐만 아니라 거

기에 답하는 사람들 모두가 새로운 공간 실천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

신을 보여주고 응답받는 공간’, 이는 곧 Arendt가 언급했던 공공공간의

이상이기도 하다.

제3절 효과

1. 타자와의 조우

무엇보다도 청년허브는 물리적 공간이 없던 청년들에게 활동과 사업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 사무 공간을 지원받은 입주

단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청년 학교에 입학한 학생, 혁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청년,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

해 노력하는 청년 단체, 청년활동활성화와 청년참 프로그램에 참여한 커

뮤니티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청년허브를 이용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아마도 입주 단체들 중에서 저희가 청년허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로비 공간 사용이 자유로워 회의를 할 때도 

공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창문 카페를 통해서 저렴하게 음료도 즐길 수 

있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모이다보니 활력과 에너지도 넘치고요. 저렴

한 공간 사용료에다가 청년허브가 조언도 아끼지 않아 여러모로 다양한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주 단체 ‘아이들랏’)

더 나아가 청년허브는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청년

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이다. 민중의 집과 마찬가지로 청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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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서도 타자에 대한 지각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특히 청년허브 홈페이지에는 공지 사항 및 프로그램 홍보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커뮤니티의 소소한 일상으로’란 제목의 글이 올라온

다.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허브와 인연을 맺은 여러 커뮤니티의

근황 및 활동을 인터뷰와 함께 소개하는 것인데, 나와 ‘같은 듯 다른’ 수

많은 청년들의 삶의 고민과 그들이 찾은 대안을 접할 수 있다. 청년허브

내부로 들어와서도 이러한 간접적인 조우는 계속 이어진다. 곳곳에 게시

된 다양한 홍보물들 때문인데, 이들은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기울이도

록’ 청년들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와의 직접적인 조우이다. 전술한 것

처럼 청년허브 내부에는 통로가 많다. 이들 통로와 모퉁이를 따라 걷다

보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 유리창을 통

해 다른 공간 내부도 들여다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허브 내에는 완

벽하게 독립적인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타의

공공 기관에서는 (심지어 이웃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낯선 광경들을 목격할 수도 있다. 폐목재로 만든 매트리스에 누

워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그림 43. 네트워크의 필요성 강좌 그림 44. 말 건네기 좋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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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도 ‘만남’을 강조하는, 청년허브의 작지만 재치 있고도 꼼꼼한

기획들을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허브는 <그림 43>과 같이 인근

기관과 협력하여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강좌를 열기도 하고, <그림

44>와 같이 개방 공간 한쪽에 ‘말 건네기 좋은 자리’라는 상징적인 표식

을 해두기도 했다.

민중의 집에서는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모임을 갖는 두 단체가 자연스

럽게 서로의 활동에 노출되었다. 이에 반해 청년허브에서는 기획된 행사

에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서로 조우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

다. 그중에서 다른 청년들과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조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청년참이다. 청년참의 그룹 인터뷰와 커뮤니티 반

상회가 열리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위로가 되어줄 든든한 버팀목, 즉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

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로 만나야 한다. 만나기 위해서는 공

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팀들이 모여 서로 묻고 답하는 그룹 인터뷰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년참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라면 

만나기 어려웠을 팀들이 청년참을 매개로 청년허브에 모이고, 또 앞으로 

교류할 모습에서 청년참은 숨은 보석을 발굴하는 장이란 자부심을 가지

고 있죠.

(청년참 담당자 C, 강조는 인용자)

삶의 다양성이 묵살되는 사회에서 그저 부적응자로서 외각으로 밀려나 

있는 고독과 절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꿈을 꾸

는 청년들을 그것도 수백 명이나 한자리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대단한 

희열이었다. 

(청년참 커뮤니티 ‘아현동쓰리룸’, 

청년허브 2013 경영·사업 성과 보고서, 강조는 인용자)

반상회에 참여하면 관심 분야의 사람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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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요.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있죠. 저희도 반상회를 통해서 비슷한 분야에

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커뮤니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참 커뮤니티 ‘작당’, 강조는 인용자)

2. 네트워크의 확장과 연대

앞에서 살펴본 민중의 집의 사례에서는 연대의 중심에 언제나 민중의

집이 있었다. 민중의 집 또한 개별 단체에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회원 간 공통분모와 연계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는 공간을 이용하는 단체 혹은 회원 간의 자발적인 연대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민중의 집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묶으려 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청년허브는 보다 활발히 이들을 엮어내고자 한

다. 그 결과, 청년허브에서는 공간에 함께 머물렀던 청년들 사이에 단순

만남을 넘어 네트워크의 확장과 연대가 활발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청년참 커뮤니티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성향과 활동 내용에 따라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청

년들도 있다. 그러나 연대를 통해 커뮤니티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하는 팀들 또한 적지 않았다.

청년참 활동 전에는 주로 저희와 비슷한 분야에 속한 단체들을 만났죠. 

하지만 청년참에는 저희와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존재해요. 덕분에 저희도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났고, 저희와는 연관 

없어 보이던 단체들과도 협업하게 되었죠. 협업에 빠진 저희는 ‘바람둥

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다양한 단체들과 다양한 효과를 만들었습

니다.

(청년참 커뮤니티 ‘바투’,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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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바투’는 책과 놀이, 문화 등을 통해 아프리카 부룬디의 아이

들을 지원하는 청년 단체이다. 바투는 청년허브 모임에 대해 “엑기스를

쪽쪽 뽑아먹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 연대를 통해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투는 후원금

을 마련하기 위해 부룬디의 화려한 전통 천으로 패션 소품들을 만들어

홍대 벼룩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이는 청년참 모임에서 만난, 손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커뮤니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또한

바투는 다양한 놀이 문화를 꿈꾸는 커뮤니티와 함께 부룬디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한국의 전통 놀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반상회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나간 여덟 개의 커뮤니티가 모

여 자신들의 활동 이야기를 담은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다. 방

송의 부제는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비록 각

기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의 활동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넓힐 수 있었

다. ‘작당’은 여기에 참여한 커뮤니티 중 하나로, 공익이라는 광범위한 목

표만큼이나 다양한 모임과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었다.

물론 연대가 이처럼 외부에서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숲

을 보전하려는 커뮤니티와 재즈 음악 커뮤니티가 창문 카페에서 함께 연

공연을 예로 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스키장 건설로부터 가리왕산을 지

키고자 하는 진지한 메시지가 함께하는 소박한 음악회였는데, 연대는 이

처럼 서로의 활동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다음으로 사무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입주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로는

‘미닫이 공작단’을 들 수 있다. 미닫이 공작단은 수작업과 공작에 관심

있는 3개의 입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공작실 등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또한 청년

허브 내에서 공동으로 전시와 판매를 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네트

워킹 파티를 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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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닫이 공작단을 제외하면 그 외의 입주 단체들 사이에는 네트

워크와 연대가 그다지 많이 진전되어 있지 않다. 공유 공간으로서의 청

년허브의 장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각자의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 번씩 개별 입주 단체와 접촉하긴 하지만, 모두 모여 한 지향점을 놓

고 고민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각 입주 단체의 비즈니스 영역에 괴

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분과 필요성이 부족하죠. 그렇기에 아직까지 네

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 영역까지 도달한 경우는 없었습니

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거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면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봐야지 

하는 생각은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입주 단체 ‘아이들랏’)

제4절 한계 및 전망

지금까지 청년허브의 전략적인 탈영역화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

펴보았다. 그러나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공유한다고 해서 청년허브가 완

전히 탈영역화되고 공공공간의 이상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청년허브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데 비해 아직까지 청년허브

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류연미(2014)에 따르면 청

년허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

업한 사람들 혹은 상당한 문화 자본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현실

에는 꿈을 키우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경제 활동

에 내몰려 있는 청년들이 많다. 또한 대학생이 청년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만도 없다. 그렇기에 청년허브는 분명 일부에게는 낭만적인 모임 공간

이지만, 일부에게는 여전히 자신과는 ‘다른’ 삶을 누리는 청년들이 가는

‘문턱이 높은’ 공간인 것이다. 즉, 청년허브는 계급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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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인용했던 박원순 시장과 전효관 초대 센터장의 인터뷰를 떠올

리면 청년허브의 탈영역화 전략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아지트’를 완성

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아지트, 이는 곧 일종의 영역화에 해당

한다. 그러나 청년허브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과는 다소

모호하다. “청년들의 아지트,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면 아직까지는 “청

년허브에서 혹은 청년허브를 통해 서로 만나고 관계 맺기”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함에 대해 청년허브의 지원 사업에 참가한 청년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 어떤 네트워킹을 기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네트워킹 자체가 도달 가능

한 목표인지 의문이 든다.

* 공유의 내용과 방식이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나누기를 바

라는지 모호하다. 무언가를 나누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필요하다.

(<지원 기관의 태도 5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테이블>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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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간의 사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공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

안으로 떠오른 ‘공간의 공유’에 주목하였다. 공간의 문제는 사회운동에서

도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전략적으로 거

점 공간의 공유를 지향하는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

은 새로운 공간 전략을 ‘거점 공간의 경계 허물기와 공유적 전유를 통한

탈영역화 전략’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마포 민중의 집과 서울시 청년

일자리허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탈영역화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민중의 집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민중의 집은 1)누구에게든, 2)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3)공간 활용에 있어 이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하고 이용 규칙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4)장기적으로 민중의 집과의 관

계를 지속할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소모임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정체성의 이용자들이 민중의 집에 각기 다른 의미를 중첩하며, 충분하고

완전히 공간을 전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탈영역화 전략을 통해 이용자

들은 민중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1)타자와 조우하게 된다. 또한 민중의

집은 2)지역 내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

대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3)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파악된 생활 의제들로

민중의 집의 운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청년허브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의 경계를 허

물기 위해 청년허브는 1)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프로그램을

개방했으며 굳이 서울에 사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공간을 개

방했다. 또한 2)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하였으

며, 3)공간 활용에 있어 이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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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는 대신에 오히려 유연하고 참신한 공간 활용을 보여주려는 노력

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더불어 청년허브는 4)청년참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많은 커뮤니티에게 공간을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

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을 전유할

수 있었다. 청년허브가 기획한 행사라 할지라도 결국 공간에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실천이었다. 이러한 탈영역화 전략을

통해 청년들은 청년허브에서 자연스럽게 1)타자와 마주치게 된다. 또한

이들은 2)단순한 조우를 넘어 네트워크와 연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탈영역화 전략의 현실적인 한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민중의 집

과 청년허브 모두 거점의 비차별적인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용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탈영역화

전략이 결과적으로 영역화나 재영역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영역화 전략, 그 중에서도 거점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 사회운동 전반에 주는 시사점과 실천적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탈영역화는 자본주의적 토지 관계에 저항하며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존 사회운동의 대부분은 운동의 주체가 공간

을 창출했다. 반면,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의 사례는 공간을 통해 운동의

주체가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 장소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연대성을 실현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Kohn의 인식과

닿아 있는데(장문석 역, 2013; 51), 공간이 지닌 이러한 정치적 속성은

비판적 공간 연구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의 공간 전략은 점차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민중의 집의 경우, 정경섭은 민주노총, 지역의 노동조합, 협동조합, 시민

단체 등 많은 곳을 다니며 공간의 중요성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또한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민중의 집을 찾아 내부 구조(특히 부엌)와 공간

전략을 배워갔다. 대표적으로 대전의 아이쿱 생협은 ‘협동의 집’이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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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 구성에서부터 운영 노하우에 이르기까

지 민중의 집을 통해 많은 조언을 얻었다. 다음으로 청년허브의 경우, 서

울시는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도시 중심부에 청년허브와 같은 거점 공간

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무중력 지대’라는

계획인데 청년허브는 서울에 만들어진 첫 번째 무중력 지대이며 2015년

1월, 두 번째 무중력 지대가 대방역 앞에 들어설 예정이다. 무중력 지대

라는 이름은 ‘청년들을 부르는 공간이 없다.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는

느낌이다. 청년들이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운동의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공간성에 주목하였다. 둘째, 사회운동의 변화 지점을 포착하고 사례 연구

를 통해 거점을 공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공간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인터뷰와 참여 관찰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다. 공간 전략에 초점을 둔 탓에 공간 운영자와의 인터뷰는 많았던 반면,

공간 이용자와의 인터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민중의 집과 청년허

브 모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운영 기간이 짧다. 특

히 청년허브는 시작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들

의 공간 전략이 어떻게 진화하며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

가 요청된다.

자치구 하나에 노동자 센터나 대안적인 공간이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크고 복합적인 공간이면 좋지만, 카페나 술집도 대만족이다. 

어쨌든 요점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떠들고 놀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전국에 널려있는 각종 단체들을 개방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벌써,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jinbo.net/simppo/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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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ritorializing Social Movements

- A Case Study on Mapo People’s House

and Seoul Youth Hub -

Mi young, 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space strategy in traditional social movements is

‘territorialization’ represented by occupation. Territorialization enables

to lay the support base due to its high visibility and at least for a

while construct the spaces of dependence. But territorialization is

essentially exclusive, so it requires and imposes a collective identity.

It can be the cause for restricting the spread of the movements and

often result in severely conservative militant particularism.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deterritorialization’ as an

alternativ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erritorialization. The

key mechanisms of deterritorialization are 1)demolishing the boundary,

2)non-differentiated open and 3)acceptance of diversity. Inspired by

the space strategy of European radical space flourished in the pas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sharing space’ as a representation of

deterritorialization.



- 114 -

Mapo People’s House and Seoul Youth Hub both design a variety of

strategies to demolish the boundary and pursue sharing space.

Researcher defines this new space strategy to ‘deterritorialization

through demolishing the boundary and the appropriation of space’ and

analyzes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deterritorialization.

The effects of deterritori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deterritorialization provides opportunities to meet with others. Second,

it enables to expand the networks and promote solidarity. Third,

(especially in People’s House case) it evolves social movements in a

new direction.

But it is clear that there are the limitations of deterritorialization. In

fact, though People’s House and Youth Hub both pursue

non-differentiated open and sharing space, users are still limited. So,

deterritorialization is also likely to result in territorialization or

reterritorialization.

Nevertheless, deterritorialization is a means of resistance to capitalist

mode of producing and consuming space and contributes to

strengthen publicity of space. Also it provides critical implications for

the overall social movements and space research, showing that space

has the power to make the active subjects of movements.

Keywords : Social Movements, Territorialization,

Deterritorialization, Demolishing the Boundary, Radical Space,

Appropriation, Publicity, Mapo People’s House,

Seoul Youth Hub

Student Number : 2012-2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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