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理學論護 第 36號 (2000.8).

1-3 1.

중산충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분당신도시의 주부정체성을 중심으로강예린

The Socio-spatia1 Characteristics of middle class' s suburb
- focus on the house wife identity of Pundang Newto뻐Kang, Ye Rin
요약 : 이 연구는 성별화된 (gendered) 공간으로서 한국의 교외주거지의 특수성올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

당신도시를 사례로，

‘중산충교외주거지’ 의

형성과

‘주부정체성’ 이라 일컬는

‘기혼여성들의 성정체성 (gender

identity) ’ 에 기반한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교외주거지의 사회공
간적 특성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분당신도시로 이주한 집단은 연령， 가구 구성 면에서 동질적인 중산충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분당신도시의 도시기능은 쇼핑， 여가， 자녀 교육이라는 ‘가족-재생산영역’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도시기능과 정부의 신도시 육성정책， 중산충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분당신도시에서는 ‘사회적 소비
(m외 consumption) ’ 를 통한 중산충 기혼여성들간의 경합적이고， 둥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어 : 중산층， 교외주거지. 성별화된 공간， 주부정체성， 선택적 이주， 사회적 소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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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쾌적한 풍광을 접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1.서론

있고 가끔 바비큐 파티를 열 수 있는 넓은 정원
이 있는 가정 중심적 (domesticity) 인 곳으로 일반

1.

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된 이래 누리기 힘들어진 삶의 질과 가족중심의
서구에서

교외지역은

영화

‘플레젠트

빌

삶을 구현하는 것이 교외 (suburb) 라는 것이다.

(Plea잃nt V퍼)’에 나오는 마을처럼， 고소득의 중

그러나 ‘가족’ 을 하나의 단위가 아닌 개별 구성

산충들이 대도시의 불쾌한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원들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교외의 삶에

중산층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대한 접근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리적 개발만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및 사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교외-중심도시간의 기능

회관계망’을 형성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의 신도

분화가 직주원격화(職住遠隔化)를 유도하여 여성

시개발의 평균 기간이 외국에 비해서 훨씬 짧다는

의 공간적 제약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

사실 역시， 개발대상지역의 물리적인 환경 및 사

다. 조금 투박하게 말하자면 교외가 여성의 가정

회 · 문화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중심 성 (domes디city) 을 강화하며， 재생 산-소비 부문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으로 여성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Bondi ,

결국 근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산충 교외

L. ,l 992; Rose , G. , 1993; Gilbert , M. R.,l 994;

화 현상은 ‘신도시개발’ 이라는 국가 내지 정부 수

Massey, D., 1994)

준의 정책적 요인 못지 않게 교외지역 주민의 역

그렇다면 한국 교외지역의 사회 공간적 성격은

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물리적 개발이 채우지 못하

어떠한가? 이 역시 중산충 위주의 쾌적하고 가정

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행위주체 (agent) 가 채우

중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만약 성별화

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자신의 지역 및 근린환경을

된 (gendered)

경험하고 변화시키는 행동들을 통해서 사회공간으

공간이라면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인가?

로서의 중산충 교외주거지가 정착된 것이다.

사실 1960-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교외지역으
로

이주한 주요

집단은

저소득층이었다(권용

우，1986) . 하지만 최근 1990년대 들어서 중산층의

그렇다면， 이때 행위주체는 누구이며 무슨 과정
을 거쳐서 중산충 교외주거지의 특성을 어떤 방향
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통상적으로 남성의 경우， 거주지역 안에서 사회

같은 현상의 주요한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서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에 기반한 활동을 하기보다

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주도의 수도권 5개

는 종사하는 직업에 기반한 활동을 많이 한다. 즉

신도시개발을 틀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의 지

거주지역에 기반한 국지적인 활동의 경우， 작게는

역적 안배 및 선택적 이주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반상회부터 넓게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이 컸던 것이다.

회의까지

기혼여성이

학부모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3)

이

국가 개발정책이 중산충 일반의 교외이주를 촉

러한 성별에 따른 활동의 장의 차이는 교외 신도

진하기는 했지만， 사회공간으로서 중산충 교외주

시지역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이른바 주부라고 불

거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1) 교

리는 기혼여성의 활동이 교외의 중산충 주거지역

통이 편리하고 교육， 문화， 쇼핑 둥 모든 여건에서

을 사회공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풍요롭고 윤택한 강남을 위시한 서울로부터 교외

있다.

지역으로의 이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생활수준’ 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

본 논문에서는
‘주부정체성’ 에

‘중산충교외주거지’의

형성이

기반한 행위와 연계되는 방식과

1) Walker (1 981 :397) 는 교외지역이 중간충의 거주지로 만들어진 것은 단지 그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교외지역
이 중간 계급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 일례로 1955년경부터 가속화된 동경의 주택난과 이에 따른 시가화구역의 급격한 지가 상숭에 대용하기 위하여 1965년
부터 도시계획상의 신주택시가지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타마 뉴타운(多摩 New town) 은 30년이 넘는 지금까
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박철수， 1995, 타마 뉴타운의 개발과 벨콜린 미나미오사와 단지의 교훈， 건축 제 188호
(95. 1), 대한건축학회， p.52)
3) 강남의 중산충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의 특정을 조사한 문옥표(1 992:57 -103) 의 연구
는 부부의 사회활동 영역을 비교해본 결과 주부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2.4% 가 이른바 동네일 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기반 활동을 한다고 하며， 남편의 경우는 12.8% 를 제외한 전부가 어떠한 목적이든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모임에 참가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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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자료조사가 이용되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 공간적 특성을 대표적

인 교외거주지라 할 수 있는 ‘분당선도시’를 사례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기존의 교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화 및 교외지역의 연구동향과 중산충생활양식에

첫째， 신도시개발의 배경과 개발계획의 구상 및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연구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실행이 이주집단의 특성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둘째， 중산충 교외거주지의 사회공간의 특성을

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신도시개발역사를 살피

주된 이주집단의 특성과 물리적 (physica1) , 제도적

고， 특히 수도권 신도시개발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ins디tu디onal) 환경 이 결합한 결과를 통해서 파악

역할과 이의 결과로서의 선택적 이주를 살폈다.
4 장에서는 사례지역인 분당신도시의

한다.

의 특성과 도시기능의 설정 및 사회공간으로서의

셋째， 중산충 기혼여성들이 사회적 소비행위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주집단

특정을 살피고， 이것이 주부정체성에 기반한 활동

중산충 교외주거지를

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

어떻게 사회공간화하고 있는 지를 밝힌다.

였다.

2

연구지역과연구방법

(1) 연구지역의 선정
연구의

사례지역은

n. 이론적 배경 및 분석툴

‘분당신도시’로 설정하였

다. 분당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

1.

한 계획거주지로서， 5 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개

교외화에 관한논의

발이 착수되었으며 가장 대규모라는 특정을 지니

고 있다

(1) 교외의 성장과 교외화 논의

중산충 교외주거지로서 분당을 사례지역으로 선

교외지역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는 교외화 연

택한 것은 생산시설 둥의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주
된 기능이

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주거지’ 인 특성 때문에， 분당을 ‘신도

영미에서 교외지역은 대표적인 중산충 거주지역

시’보다는 ‘교외주거지’로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으로 생활양식이 유사하고 (conforrnity) , 동질적인

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교외지역 개발의 대표적인

집단이

거주하는 (homogeneity)

공간으로 여걱진

형태가 민간에 의해 점점이 흩어져서 개발되고 있

다. 그러나 몇몇 경험연구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는 전원주택보다는

교외지역의

‘신도시개발’로 인해

형성된

현실을

왜곡하는

일종의

‘선화

‘신도시’쪽이 그 규모 면에서 훨씬 방대하다고 생

(myth) ’ 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외생활양식’ 에 관

각되기 때문이다.

한 논의는 워스(L. W따h) 가 시골과 대비되는 도
시만의

생활양식 4) 을 정의했던 이론적 배경과 그

(2) 연구방법

맥을 같이 한다. 대도시와 대비되는 교외지역만의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인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시키는

4) L.워스는 시꼴과 대비되는 도시의 특징을 도시성(따따lism) 이라고 하고， 인구수와 인구밀도， 비동질성 (heterogeneity) 이
도시성의 골간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시의 특정은 비인간적이고， 얄고， 분절적이고， 변화하는 2차 계약집단이
일차집단을 대체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도시거주자들은 익명적이고， 고립되고， 세속적이고， 상대주의
적이고， 합리적이고 야박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H. J. Gans, 1962, “ Urbanism and subur벼nism as way of life: a re-

evaluation of de뼈디on" ， in A. Rose(edJ ,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않S， Boston: Houghton Mifflin, p.625-626)
,

‘
),

중산층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외화와 신도시개발: 한국의 경우

교외화 및 교외지역의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를

한국 교외지역의 성장은 영미와 사뭇 다른 양상

가정중심성 (domesticity )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

으로 전개되었다. 1960-70년대의 교외화는 성남개

보는 관점도 있다. 크게 보자면 구조주의적인 관

발 (1968) 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시 불량주택개발

점에 해당되는데， 특히 중심도시와 교외지역의 관

의 일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강제적인 수도권으로

계가 성별관계 (gender reIationship) 에 어떠한 영향

의 이주라든지， 안산(1977) 과 같이 서울시의 공해

을 미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장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드러난다. 즉 주로

이 커다란 줄기 속에서 조금은 다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여성의

공간제약

(spa떠1

entrapment)

명제를 기 반으로 경제활동과

가정일

이라는 이중역할 (dual careers) 의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교
외지역의 단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수동적인 교
외이주가 주축을 이루었다.

제약을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면서 정부의 대규모 개

어떻게 공간적으로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에 기반하지 않은 서울사람들의 수도권으로의

조류이다. 노동과 주거지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수

능동적인

잔 한슨과 프 랫 의

이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하였

(Handson , S. & Pratt. G,

다. 특히 서울 인접 시부(市部)지역과 고양군， 시

1992) 일련의 작업이 대표적이다. 이때 교외

홍군， 남양주군， 광주군에 위치한 읍면(물面) 지역

는 직주를 원격화 시키는 기제이며， 가정중심성은

에서 인구교외화와 거주교외화의 경향성이 나타났

공적생활에 대한 제약 정도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직업은 점점 블루칼라 (blue

있다.

colIar) 에서

198&;

이보다 조금 더

화이트칼라( white colIar) 로 전환하는

‘가정중심성’ 이라는 것의 가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임대주택

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활발하다. 마쉬 (M.

동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소득층이라

Marsh, 1990) 는 교외지역에서 특수하게 드러나는

고 보기는 힘들다 5) 아이들이 취학기 이전인 젊고，

가족의 이상， 노동과 여가의 패턴， 남편과 부인， 자

하위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중 · 하위규모 정도의

녀교육간의 관계 즉 가정 중심 성 (domesticity ) 에 초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점을 맞추어 교외지역 생활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경’동의 유인으로 서울 외곽지역에 정착한 것이다.

마쉬는 교외지역에서의

‘낮은 지가’와 ‘거주환

가정생활에 관한 이상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정부는 서울의 과밀

실현되는 것은 ‘대도시가 미국 초기의 농업사회와

화와 주택난 해소를 내걸고 수도권에 5개의 신도

민주주의의

시를 건설하기

연관성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생활에

시작하였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관한 생각들을 파괴시켰다’는 신념으로부터 비롯

건설프로젝트로 인한 교외지역의 성장이

이어진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것이다. 신도시개발을 시점으로 중산층 이상의 인

이 와 비 슷하게 녹스 (P.

Knox, 1994:136-138)

는

구집단의

교외지역으로의

이주가 증폭되게

되었

미국의 경우， 교외주거지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은

다. 최근에는 개별 가구 혹은 민간개발업자에 의

가정중심성 (domes디디ty) 의

한 주말주택 혹은 전원주태의 건설이 붐을 이루고

이상과 건전한 핵가족

생활( wholesomeness) , 부엌과 양육환경을 중심으

있으며，

로 한 건축이라는 여성적 기호에 초점을 두고 있

등 수도권 일대의 중상충을 위한 거주지 개발이

다고주장한다.

확산되고 있다.

판교에는 대형 전원주택도시가 계획되는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신도시개발 전

5)

권용우 외，

1987,

r서울주민의 경기도지향이주가 수도권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J ， 웅용지리， 제 10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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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교외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효용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수도권 일대에서 교외의 급성장을 이루게 한데 있

아니라 부의 소유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소

어서

비한다는 것이다. 소비의 사회적 성격은

‘5개 신도시개발’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

다. 개발이 완료된 현재의 시점에서， 수도권 선도시

소 비 (social

개발이 교외화와 교외지역의

(conspicuous consumption) ’ 논의 에 서 잘 설 명 되 고

특성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펼요하다 하겠다.

혹은

‘사회적

consumption) ’

있다. 사회적

‘과시 소비

소비와 과시소비 모두， 소비주체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고 또 사회 · 문화적으로 유지

2.

할 수 있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산층의 소비양식에 관한 논의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분배된 부를 얼마

(1) 중산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

나 소유하냐의 여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관계

본 연구에서는

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

‘평균이상의 소득을 가진， 전문

대이상의 최종학력을 소유하고， 전문직 · 관리직 ·

떠한 여가문화생활을 누리는지가 사회적 지위와

사무직’ 에 종사하는 자가주택소유자를 일차적으로

긴밀하게

중산충으로 간주하였으며， 여기에 특정 소비와 관

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련된 특정 생활양식을 공유하는지의 여부를 염두

연관되는 사회에서，

‘소비양식’의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 소비는

중요

‘개인’을 주체로

에 두었다. 중산충 생활양식이라는 것이 중산층의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거지역에서 드러나는 사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

회 적 소비 는 개 별 주체 가 아닌

회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를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때 가구 단위의 소비를

라는 생각에서 중산층에 관한 개방적인 개념규정

책임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이다.
여기에는

(2) 사회적 소비와 생활양식에 관한 논의

거지/여성’의

최근 들어

‘노동/직장/남성’과

근대적

‘가구 (household) ’

‘재생산/소비/주

이분법이 개입되는 것이다.

‘생활양식’ 을 통해 계층에 접근하는

중산충 주부의 교육환경의 소비 및 사회관계망의

논의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

형성은 단지 주부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은 몇몇 학자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이론적 서술에

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지

그치거나 생활패턴을 수집하는 식의 생활양식에

(문옥표，

대한 기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생활

는 것이 생산되며 계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전제

양식의 측면에서 중산층을 연구한 것은 생활양식

하에

의 하위항목을 통한 경험연구가 지배적이다.

페 이 퍼 넥 (Papanek,

지리학에서 소비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보다는

소비의 공간적 행태， 즉 구매활동의 공간적 선택

및 상승과 연계된다

1992: 76-92). 이와 같은 인식은 ‘지위’ 라

지위시스템과 가구사이의

연계를 논의하는

1979) 과 샤르마 (Sharma， 1986)

의 논의에서 드러난다. 이 두 논자는 소위

‘집안

일’을 가사노동과 가족지위생산노동 (family status

에 관한 것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production work)6) 혹은 가구서 비 스노동 (family

힘’ 이 지리적 · 문화적으로 투영된다는 입장에서의

service work) 7)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후자가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

가구의 계급 · 계충적 지위를 유지 · 상승시키는 것

지리학과 문화지리학간의 수렴을 통한 연구들이

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놓여 있다.

육에 투자하는 행위’나 ‘사회관계를 엮기’， ‘위선

중산층의 소비양식을 살피는 연구는 소비의 사

회적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다시

말해서

을 얻기’ 등이 활동이 포함되며， 이것은 가구의 사
회적이고 문화적인 자원을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

중산층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온다. 그 외에도 주택의 내 · 외관을 꾸미는 것， 여

하다. 따라서 분당신도시의

가 및 취미생활을 통해 교양을 쌓는 것 둥 기본적

주된 이주집단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지에 대해

인 물질적 욕구를 넘는 물건과 서비스의 구매를

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교외지역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중의 하나가

결국 ‘집안일’ 이라고 구분되는 것들 중에는 가

재생산기능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양

족의 물리적인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부문 이외에

식의 공간적 특징’ 이 사회적 공간으로서 분당신도

가구의

계충적 · 계급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것과

시를 형성하는데 판단 하에 사회적 관계， 교육， 구

연관된 부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U. Sharma.

매활동， 여가문화활동의 범주를 통해 특징적인 지

1986).

가구의 차원에서 취향과 문화 등 생활양식

역 내 소비 양식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는 ‘사회적 소비’로 지칭
할 수 있다. 이때의

‘소비’는 자원의 획득이라는

효용을 넘어서， 가구의

계충적 지위를 현시하고，

중산충 교외거주지로서 분당신도시의 형성과정
과 특정은 ‘가구’와 ‘소비’ 그리고 ‘지위’가 연결

되는 주체로서 기혼여성의 활동과 주변의 공간적

위선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계급(계

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

충)’의 경제적 구성보다는 문화적 · 사회적 구성이

해서 밝힐 것이다.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8) 사회적 소비행위를 통해

서 가구의 계충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

은 특히 중간계급인 중산층에서 두드러진다.

대 도 시

성 장

신 도 시

개 알

징 투

3.

연구분석틀

정 책

01 주카구의

등질성

본 논문에서는 중산충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으

|물 리 적 지| 도 적 요 민

로서의 특성과 이것이 중산충 주부의 정체성과 어

떻게

연관이

앞서 살펴본 영미의 교외생활양식에 대한 논의의

운화，사회자원

가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가 이주했
는가’ 하는 이주의 선별성 (s밍ected

I:

*.j 인 은 친 사 회 적 요 민 !

되는가를 경험연구를 하고자 한다.

획득

행원주처|로서의

기혼여성

migration) 문제

•
사회공간으로서의

이다. 한국처럼 국토개발의 전반에 걸쳐서 국가의

특생

개입이 두드러지는 곳에서는 선택적 이주는 이주
지역의 특성을 상당부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

그림

1- 1.

연구분석틀

6) 가족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유익할만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물론 이
일은 지불노동이기도 하고 부불노동이기도 하다. 그들의 일은 또한 사회 내에서 혹은 규준이 되는 집단 내에서 그 가
족이 다른 가족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정한 일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나
는 이것을 ‘가족지위생산노동’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물론 이 일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반드시 강화하는 것
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Papanek.

1979:775: Sharma U.• 1986:8 에서 재인용)
7) 그런데 나는 가족지위생산노동보다는 ‘가구서비스노동 (farnily 앞vice work) ’ 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비스’ 란 개념은 배분 커뮤니케이션， 유지와 관계되는 적절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가족지위생산
노동보다 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가구노동으로서 자주 무시될 수 있는 자잘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인식하고 결합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S벼nna

u.. 1986:9)

8) 중산충 논쟁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위치’와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닌 귀속의식 내지 생활양식상의 특정을 꼽는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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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당신도시개발과 선택적

1-3 1.

로 나뉘어진다.

이주

첫째， ‘80년대 첨단 산업화에 따라 기술직， 사무
직， 서비스직이 전체 직업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신도시개발역사

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강한 소비력

(1) 국토개발계획과 신도시개발

을 갖춘 新중산층이 증가했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 역사는 국가의 경제정책과

둘째， 서울 내부의 가용택지 및 주택공급의 부

이에 따른 국토개발의 역사와 조웅한다. 초기 신

족이 심각했으며， 특히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거지

도시개발은 거점개발 및 산업화기지의

인 강남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였다.

확보라는

목표에 따라서 산업도시의 형성을 위주로 이루어

이에 따라서

졌으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대도시의 인구집적을

이 높아졌고， 민심의 이반 및 중산층의 지지기반

해소하기 위한 대단위 주택공급이 중심이 되었다.

의 이탈이 우려되게 되었다.

((표 ]1[

-1)

주택가격의 상승 및 투기의 움직임

정부는 강남지역의 집 값 상숭이 전국의 집 값

참조)

대상인 중심도시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민심이 이탈할 것을 우려 6공

관계 속에서 그 입지， 기능 및 이주집단의 특성이

화국 출범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 200만호 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설계획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공포

결국 신도시는 국가정책의

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범계충적인 주택

공급의 목표와 달리， 신도시 개발계획은 계획의

2. 분당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선택적 이주

구상과 실행과정에서 목표집단을 특정계충-중산충

(1) 분당신도시개발의 배경

으로 좁히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신도시개발은 중심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 · 공

(2) 계획부문과 실행부문에 있어서 선택적 이주촉진

간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졌
다. 분당을 비롯한 5개의 수도권 신도시개발 역시
이러한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조사지역인

1) 계획구상에서의 선택적 이주전략

분당신도시개발의 구체적인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중산충 중심 신도시개발은 일차적으로 공공주택

표

울산(

산업기지 배후도시

포항(‘68)

도

시
τD

결

‘62)

산업도시 및

대

해

시기별 · 목적별 신도시(신시가지) 건설현황
1960년대

구분

제

1- 1.

서울의 불법주택

성남(

철거이전

서울의 공해공장 이전
수도권 주택공급

1970년대

73)

구미(

창원

안산(

77)
분당· 일산(‘89)

평촌 · 산본(

잠실('71)

주택공급
연구학원도시

대덕(

낙후지역 거점개발

동해(

자료 : 한국토지공사，

1997,

광양(없)

‘68)

서울 도심기능
분산

1990년대

· 여천( 77)

과천

서울의 인구분산

1980년대

74)
78)

r분당신도시개발사J ， P되 를 재정리

-7

목동( ‘83)
상계(

‘86)

'89)

중동(‘90)

중산층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표

구분

계

임대
국민

분양

세대수

(비율%)

1-2.

공동주택(아파트+복합용도) 유형별， 기준 평형별 분포
평형별 아파트분포
12-18평

(13평)

(19평)

(28 평)

7뼈

22JJ19
(32.62)
4,384

28.739
22,079

88.1 02
(100.00)

(8.05)

11.479
(13.m)

(8.05)

46,434
(52.70)
30,1 89

18-25.7평

*8-12 평

7，아)5

:

31-41 평

41 평이상

(36평)

(44 평)

(56평)

18 없8

4,772
(5.42)

6.769
(7.68)

(2 1.17)

6,700
(7.68)

18뼈8

4,772

(21.17)

(5.42)

(4.98)

17,695
(20.00)

28,739
(32.62)

(34.27)
주

25.7 -31 평

8-12평은 전용면적， (13) 은 평균분양면적

자료 :건설부， 1994, 성남분당지구주택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9차승인서， p.69를 재구성

의 규모별 공급계획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통 주

으리라 판단된다.

택의 규모가 25.7 평 이상을 중산충이라 한다고 할

때， 전체 주택공급의 약 34% 가 중산충 이상에게

2) 계획 실행에 있어서 선택적 이주촉진

공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분당신도시 개 발의 자금동원 상황은 다음의 〈그

서 제시하는 주택공급의 규모별 기준보다 실질적

림 ]J[ -1) 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간단히 살피면

으로 분양된 주택의 규모는 이를 상회하여 지어졌
다. 이를테면 전용면적은 18~25.7평이지만， 평균적
인 아파트 분양면적은 28평으로， 25.7~31 평의 경
우는 평균면적이 31 평으로 나타나고 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가 위주로 공급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J[ -2) 참조)

또한 분당신도시의

기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업무， 상업， 금융 둥 두뇌집적형 무공해산업인 정

t그 뼈증 g 안의
자금l:!!!I

보산업의 3차，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을

.개일초기의
지긍툴톰

추진하고자 하였다민 앞서 언급했듯이 교외 지역

그림

혹은 새로 계획 • 개발되는 지역에 설정된 기능은

1- 1.

분당신도시개발의 재원조달방식

그 지역으로의 이주 집단의 성격을 조정하는 기능

토개공은 개발초기비용을 민간건설업체의 토지매

을 하게 된다. 분당은 교외주거지로 성격이 규명될

각선수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했으며， 민간부문은

정도로 자족적인

기능이 부족한 상태인데다가10)

선분양을 통해 앞당긴 자본금으로 수지균형을 맞

유치대상 산업이 중산충 이상의 대표적인 직종이

추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개발초기 자금동원의

기 때문에 이주집단의 선별적 기능을 더욱 강화했

많은 부분은 36평 이상의 고평수에 거주할 수 있

9)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3，4차 산업을 유치하여 강남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겠다는 기능설정은 사실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10) 분당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었다.
박희성， 1996， 분당의 주거교외적 특성， 상명대지리학논고(1 4) ，
김영하，

pp.35-56
1995,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대한건축학회， 건축 188호 (95.1)， 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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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경제력을 갖춘 집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N- l.

전국과 분당신도시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결과적으로 분당신도시는 계획의 구상면에서 그

리고 계획실현의

과정에서

중산충들의

연령대

선택적인

이주를 고려 또는 적극 수용했다고 생각된다. 우

되었다는

50~59세

‘중산충’의 분당신도시로의 선택적 이주는

6O ~69세

59.690
64,900
58 ,246
76,895
62,446
33,702
18,366

70~79세

9，αy2

80세이상

3,352
386,599

1O ~19세
20~29세

층에게 저가에 넓은 규모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30~39세

서라는 점 그리고 개발과정상에서는 중산층의 자
금이

신도시개발의

점에서

필연적인 자금원이

40~49세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합계

주

해당인구수

비율

15.4%
16.8
15.1
19.9
16.2
8.7
4.8
2.3
0.9
100.0

6.523.524
7,575,471
8,442 ,291
8.364.1æ
5,535,396
3,977,229
2,539,061
1,2 18,2 17
378 때

44.553.301

비율

14.6%
17.0
18.9
18.8
12.4
8.9
5.7
2.7
0.8
100.0

1995년 전국인구는 44.또3，710명인데， 여기서 연령미상인
사람 뼈명을 제한 것을 전국인구합계로 사용하였다.
자료 : ‘경기도， 1999( ‘~.12.31 기준)， 주민둥록인구통계’ 및 ‘통
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를 토대로 재구성

N. 분당신도시의 사회공간적 특성
1.

전국

분당신도시
해당인구수

0~9세

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80년대 말 증가하던 중산

8 ), 1 - 3 1.

:

이주집단의 선별성
인구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N-l) 참

(1) 인구학적 • 사회적 • 경제적 특성

조) 연령대의

1) 취학기 자녀를 둔 젊은 가구 중심

분포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가구’

단위의 인구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주기

(life cycle) 12) 의 경 우， 자녀 가 중 · 고둥학생 인 가구

1998 년도 주민둥록인구조사에 의하면， 분당신도
시는 30대와 40대의 성인남녀와 10세 미만의 인구

가 지배적인

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240(55.3% )가구가 중 · 고둥학교기인 가구였다. 자

집단으로

나타났다.

4347} 구

중

30~40대 의 인구가 조사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녀가 취학기인 가구를 모두 어우른다면 전체의

은 36.1 % (139，341 명)로， 전국 인구 중에서 30~40

3407}구 (78.34%) 에 이 른다. 반면 자녀 가 아주 어

대 가 차지 하는 비 중 31.2% (13，899.499명 ) 보다 훨씬

리거나， 성장하여 정착할 단계에

높게 나타났다 11) 반면 20대 와 50대 이상의 高敵의

중은 상당히 적게 드러난다.

표

N-2.

분당신도시 가구의 가족생애주기 분포

가족생애주기

R
M
W
V

구

:

분

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자녀가 7세 이하

초둥학교기 자녀가

6~12세

중고둥학교기 자녀가

12~18세

대학 및 직장 적웅기

19세이상 미혼자녀

은퇴기

기혼자녀 이상
합

자료

있는 가구의 비

계

가구수(인)

비율(%)

46
100
240
36
12
434

10.60
23.04

55.30
8.29
2.76
100.00

설문조사

11) 1995년 전국 인구와 1998년 분당구 인구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시차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 분포경
향을 비교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으리라고 본다.

12) 생애주기는 장명욱 (1987) 의 것음 따랐다. 장명욱의 가족생애주기 구분은 교육열로 인한 한국사회 가족의 특수성을 반
영한다고 생각한다.

9

중산층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표
그
끼‘，

1V-3. 월평균 가구소득

-.::::수 T
까~τ
;:;c.

가구수

100 만원 미만

350-500 만원

15
110
170
102

500 만원 이상

a

기타(무응답)

9
434

100-200 만원
200-350 만원

합
자료

:

득수준을 보면， 총소득상 200 만원이 넘어가는 것
은 6분위부터

계

이고， 근로소득으로는 7분위부터이

다. 그리고 평균근로소득은 1，837，700원 정도로 나

(3.46%)
(25.35)
(39 .1 7)
(23.50)
(0 .45)
(2.07)

타난다 13) 동일 년도의 비교가 아니라는 제한점은

있지만， 조사대상자 가구의

대부분은 소득수준의

절반 션을 넘어선 중간층 이상이라는 것을 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W-4)

참조)

평균적인 도시가구에 비해서， 가구소득에서 가

(100.0이

구주 한사람의 근로소득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설문조사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2)

중산층의 단일 경제활동가구 중심

소득， 직업， 교육수준을 통해

위치에 있는 가구들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이주가구의 사회

다. 1998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는 평균적으로 취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산층의 단일경제활

업인원수는 1.57명 14) 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분당에

동 (one-bread winner) 을 하는 가구가 지배적인 집

서

단으로 나타났다.

434 명 중 117명 (26.96%) 밖에 안되었다. 단일경제활

먼저 소득수준 면에서 월평균가계소득이 200-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기혼여성이

동을 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350만원대인 가구가 약 39% (1707}구)로 높은 비

이렇게 단일경제활동가구가 많다는 사실은， 주

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100-200 만원대의

요 이주이전 거주지역인 강남과 분당의

가구가 대략 25%(110 가구)， 350-500만원 정도의

의 취업률 및 전업주부율’을 비교할 때도 확인된

높은 소득을 보이는 가구도 약 24% (1027}구)에

다.15) (<표 W-5) 참조)

이르고 있다.( <표 W-3) 참조)

‘기혼여성

오늘날과 같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된 시

1996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구의 10분위 별 소

점에서는 분배된 부의 정도보다는 어떠한 직업과

표 lV -4. 도시근로자가구 10분위별 소득수준( ‘%년 기준)
(단위: 천원)
분위
총소득(계)
근로소득

2
3
4
5
1,079.0 1,319.9 1,535 .1 1,763.4
971.0 1,182.0 1,382.8 1,565.9

6
2，α)9.1

1,769.2

8
9
7
10
평균
2,297.7 2,676.7 3,241.5 4,919.4 2,152.7
2,001.5 2,325.6 2,783.9 3,797.3 1,837.7

사업 및
부업소득

9.1

14.8

25.9

26.6

38.9

57.5

82.1

118.9

153.0

203 .4

73.0

기타소득

77.5

93.3

112.0

125.6

158.6

182.4

214.1

232.1

304.7

918.7

241.9

자료

13)

1
683.0
596.3

: 대한주택공사， 1998, 주택통계면람

참고로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 평 균소득의 연도별 변화추이 를 보면 1992년 115.66 만원， 1993년 127.57 만원， 1994년

144.90

만원， 1995년 164.25 만원， 1996년 183.π 만원， 1997년 193.88만원이다. 추측컨대 1998년 월평균가계근로소득은 마fF한파의
영향으로 증가의 폭이 더 작거나 아니면 감소했으리라 생각한다.

14)
15)

통계청，

1998,

r도시가계연보J ，

p.566

전업주부율과 취업률은 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을 원자료로 하여， 혼인상태 즉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경제활동상태는 @주로 일하였음，Cîl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학교에 다니면
서 틈틈이 일하였음，@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음，@일거리를 구하고 있

음，(J)가사만을 돌보았음，@학교만을 다녔음，@ 기타(연로， 연소， 장기질병 둥)로 나뉘어서 조사되고 있었는데， 상시
적인 취업상태를 염두에 두어 @번만을 취업의 경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Cîl+(J)만을 전업주부로 파악하였다. 또한
나머지는 기타항목으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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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lV -5. 분당과 서울 강남지역의 전업주부율 비교
(단위:%)

lV -7. 분당신도시 주민의 학력분포

최종학력

기혼여성수

기혼남성수

20(4.61%)
167(38.48)
231(53.23)
15(3.46)
1( 0.23)

9(2.07%)
90(20.74)
껑8(54.84)

434 (100.0이

434 (1 00.0이

중졸이하
고졸

취업기혼여성의 비율
전업 주부의 비율
기타 기혼여성비율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

1-3 1.

계

93(2 1.43)
4(0.92)

자료 : 설문조사

38.48%(167명)를 차지하였다.

계급 • 계충 즉 사

종합하자면 분당신도시로 이주해온 집단은 평균

회 · 경제적 위치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

이상의 높은 소득수준 및 학력수준을 지닌 중산충

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분당신도시로 이주한 집

으로서 단일경제활동가구의

단은 단순히 경제적 지위 뿐 아니라 직업 및 교육

학적으로는 30-40대의 취학기 아동을 둔 가구였다.

수준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신도시개발계획 상에서 전략적으로 설

교육수준을 가졌느냐가 특정

기혼남성의 경우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이 차지

정한 목표집단과 아주 유사한 집단의 이주가 두드

하는 비율이 약 56.2% 에 이른다.( <표 W-6)참조)

사회경제적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 중
력’

비율이 높으며， 인구

러졌음을 알 수 있다.

‘최종학

(2) 이주에 따른 특성

역시 분당 주민들은 대부분 고학력으로 밝혀
경우 54.84%(238 명)가 대학을

분당신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주택소유나 주

졸업하였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21.43%(93

태의 규모를 넓히기 위한 경제적 원인에서 이주를

명)나 되었다. 기혼여성들 역시 대학교를 졸업한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한국의 특수성，

사람들이 53.23%

(231 명)나 되었으며， 고둥학교

즉 주택이 자산증식에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다는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체 가구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서구의 교외화 이주

졌다. 기혼남성의

표
직

업

lV -6. 조사대상 기혼남성 및 기혼여성의 직업

구

가구수(비융)

분

기혼남성

대기업 및 정부의 최고위 관리직

기타(사망 · 퇴직 • 은퇴 둥)

30
65
139
40
26
62
20
3
49

합

싫4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자영상인

자영기능인
단순노무자
계

(6.91%)
(14.98)
(32.03)
(9.22)
(5.99)
(14.29)
(4.6이

(0.69)
(11 .29)
(1 00.00)

자료 : 설문조사

*

기혼여성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포함시켰다.

-11 -

기혼여성*

o (0.00%)
9 (7.69)
3 (2.57)
12 (1 026)
31 (26.5이
26 (2222)
5 (4.27)
5 (4 .27)
26 (22.22)
117 (100.0이

중산충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표

거주이전동기와 현거주지선택동기의 분포

N-8.

가구수

비율(%)

직장이전

140
104
84

3226
23.96
19.35

전원적 삶

70

16.1 3

1
35
0
434

0.23
8.06
0.00
100.00

거주이전동기
내집마련
집규모를 넓히려고

노년의 준비
기타
무웅답
합계

현거주지선택
집값이 싸서

교통이 편리해서
녹지둥 주변환경

가구수

1521
24.42
33.87

29

6.68

85
1

19.59
023

434

100.00

친구/친지가

살고 있어서
기타

무웅답
합계

비율(%)

66
106
147

자료 : 설문조사

Jobes, 1990: 187-189) 하지 만 한국의 경우는 아직

경향과도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주동기에 따른 사례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한 동기와 현 거주지를 선택

은 교외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정짓는 것은 주택가
격과 부동산가치로서의 의미가 큰 것 같다 16)

한 동기를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거주지 이전동기
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가 주택 마련과 집 규

2. 도시기능의편중성

모의 확산을 위해라고 답한 가구가 약 56%(244 가
구)를 넘는다. 그리고 현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를

(1) 상업 및 여가공간 중심의 기능설정

묻는 질문에는 ‘녹지 동 주변환경이 마음에 들어
서 (33.87% )’ 와 ‘교통이 편리해서 (24.42%) ’ 가 가장

1) 상업시설의 과도한 분포

많은 대답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주의

직접적인

최근 들어 쇼핑천국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분당

‘거주이전동기’ 를 살펴볼

신도시에서 쇼핑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다. 백화

때， ‘녹색환경’ 에 대한 가치관이 이주에 미친 영

점과 대형할인매장둥 대형 쇼핑센터들이 경쟁적으

향은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몇 년 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만 해도 서초 · 강남구， 송파 · 강동구 일대의 쇼핑

도시를 벗어나는 이주에 대한 서구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센터로 물건을 구매하러 다녔던 신도시 주민의 공

‘삶의 질’ 과 ‘경제적 요인’ 이라는 큰

간적 패턴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7)

틀에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업
기회 및 소득이 이주를 유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쇼핑센터들이 많아지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계

삶의 질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와의 가능성을 부인

획상 분당신도시의 주요 자족적 기능으로 상업기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W패때1S and

능을 선정한데에 있다. 도시계획상 상업용도지역

16) 물론 최근의 전원주택으로의 이주성향은 ‘삶의 질’ 이 더욱 갚숙이 자리잡은 것 같이 보인다. 구동회 (1998) 에 따르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적 면익을 일정정도 포기하더라도 전원적 쾌적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
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대체도 시골 출신이거나 외국에서 전원적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
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며， 이러한 경험이 전원 지향적 이주를 추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외지역에 늘어
가고 있는 거주지는 대부분 ‘신도시단지’ 내지는 큰 평수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임을 고려한다면 아직 교외지역으로
의 이주동향은 경제적 요인이 갚게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17) 이욱 (1996: 64-65) 은 상업기능이 완성되기 전 분당신도시의 구매활동에 기초한 공간 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분당 선도
시의 소비자는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자체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서울이라는 기존 모도시에 구매활동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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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W-9) 주요 도시와 분당의 상업업무용지비율 비교

구분

인구 (만명)
총토지변적(J뼈)
근린
상업

중심

용지

일반

(뼈)

유통

8 ), 1-31.

소계

상업용지비율(%)

일산

서울시

27.6
15.74
0.09
0.1 5
0.21

1060
605.95
0.46

긴~t:J-

39
19.64
0.42
0.50

0.45
2.82

0.92
4.66

포항

이천

35

7

252.28

20.26

4.02
21.65
0.94
23.05
3.80

0.47
4.02
1.59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1998， r수도권 신도시 도시설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J ， p.24’
1998, r도시비교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0.47
2.32
와 서울시，

을 놓고 비교했을 때 사례지역의 과부화된 상업기

체의 진출에 대한 경계의 논리를 내세워 대규모의

능은 두드러진다. 우선 상업기능이

가장 집중된

자본을 소유한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진입을 지원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계획구역의 면적에서 상업

하였다. 국내의 대기업들은 외국업체에 대웅할 수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된 곳은 3.80% 로， 계획면적

있는 新업태인 대형할인점을 도입하고 백화점 점

중 4.66% 가 상업 용도로 지정된 분당보다 훨씬 비

포수를 늘리면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8)

율이 적다. 또한 인구규모가 유사한 포항의 경우

따라서 새로운 소비시장의

개척과 상대적으로

는 전체 258.28k펴 중 1.59% 만이 상업지역이며， 토

싼 지가의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19) 80년

지면적이 유사한 이천 역시 2.32% 정도로 상업용

대 말부터 개발이 착수되어 %년대 중반 입주가

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분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완결될 예정인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5개 신도시

하고 있다.

는 시장의 규모와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 면에서，

분당에서 대형소매점류의 발달은 %년대 초 유통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20) 무

자본의 자활움직임과 관계가 깊다. 1988년 유통시

엇보다도 대형화되는 종합소매점의 추세에 상업 •

장의 3단계 대외개방계획이 발표되고， 93년 UR협

업무용지의 비중이 전체면적의 8.3% 나 되는 분당

상 타결로 유통시장의 연차적 개방되면서 외국의

신도시는 일종의 유통업체의

유통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상대적으로 기술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재활성화에 기반이

적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제조업 및 유통업

아래 〈표 W-lü) 에서 볼 수 있듯이， 90년대 후반

체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정부는 외국 유통업

부터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대형소매업의 입지가

18) 유주현 (1997 :46-48) 에 따르면， 해외 유통업계의 진출을 통해 파급되기 시작한 대형할인점의 정착은 소매구조를 ‘백화점’
과 ‘대형할인점’으로 양극화시켰다.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성장으로 백화점의 경영전략도 다점포(多店輔)전략으로 전환되
었으며， 매장을 최고급의 브랜드 위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소매업계 전반적으로 점포의 대형화가 추구되고 있다.
19) 90년대 일련의 통계청의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나는 백화점의 개념정의는 백화점의 대형화 경향을 반영하
고 있다. 우선 1990년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백화점 (62201) 중에서 매장면적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 rrl 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2천 rrl 이상으로 직영매장면적이 330rrl 이상인 사업체’ 를 지칭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에 와서는 서
울과 기타지역의 매장면적 차이를 없댔으며，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4천 rrl 이상의 면적으로 규모상 백화점 정의를
상향화 했다.(도 · 소매진흥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 8조) 유통시장 개방 이후 백화점이 대형화되었다는 것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대형할인점은 1996년 둥장했으며， 그 정의상 매장면적이 3천 rrl 이상인 사업체를 지칭한다.
이와 갇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대형화는 가장 큰 시장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공간이 없는 서울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게 할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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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l0.

‘%년 ‘98년도 종합소매업의 전국분포상황
(단위:

백화점

점포수
전국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l앉K)

l앉~
l앉x)

1998
1앉x)
1앉혔
1앉x)
1앉~
1앉x)

1앉~
l앉x)

1앉~
1앉K)

1앉~
l앉x)

1앉~
1앉8
1앉x)
1앉썼

전국대비

63
99
25
31
5
20
8
8
4
5
2
5
4
5
3
5
4
12
16

100.0
100.0
39.7
31.3
7.9
202
12.7
8.1
6.3
5.1
32
5.1
6.3
5.1
4.8
5.1
4.0
19.0
162

면적

720,951
3.027.028
갱8.1 14

1,121,932
76.930
867.376
40,481
257,271
71 ,857
130,758
31.944
147,101
27.007
95,551
32,650
112,976
74.949
91 ,968
219,114

rrl ,%)

대형할인점수

전국대비

점포수

전국대비

면적

전국대비

100.。

100.0
48.3
37.1
10.7
28.7
5.6
8.5
10.0
4.3
4.4
4.9
3.7
32
4.5
3.7
2.5
12.8
72

93

100.0

1,532,192

100.。

13

14.0

245,842

16.0

30

32.3

잃5，774

35.0

7

7.5

157.984

10.3

6

6.5

121,244

7.9

7

7.5

138,566

9.0

9

9.7

142，껑8

9.3

3
2

3.2
22

41.504
12,298

2.7
0.8

16

172

136,722

8.9

주: 울산시의 경우 광역시로 숭격되기 전인 1990년 자료는 생략하였음
자료 : 통계청， 해당 년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으며， 대형할인점의 경우 경

은 종합소매업종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그림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3%(30개소)로 압도적

N-l) 참조) 이렇게 과도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업

으로 두드러진다. 경기도의

시설은 이하 살펴볼 구매활동의 증진의 물리적 기

기존 시군(載君)에서

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 증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교외신도시개발이
대형소매업의 입지에 끼친 영향을 조심스럽게 확

2) 공원 및 여가기능의 배치

인할 수 있다.

분당신도시의 상업기능은 일반상권을 제외하고，

분당신도시는 기존의 도시에 비해서 공원 및 여

근린상권과 중심상권으로 구분 • 계획되었으며， 중

가기능의 비중이 높게 설정되었다. 서구의 교외지

심상업지역은 지형과 하천， 공원 동에 의해 분절

역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도시 아파트 단지

된 야탑지구， 서현지구， 수내지구， 정자지구， 분당

처럼 고밀도의 건물들만 도열하고 있는 경관은 아

지구， 죽전지구 둥 6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닌 것이다.

생활권 단위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역세권의

분당신도시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녹지가 차지하

중심상권에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와 같

는 비중은 19.4% (3 ,810,220.7 rrl) 로 계획수립 초기에

때) 1997년 현재 매장면적이 2때평방미트 이상의 대형할인점수는 52개이며， 이 중 41 개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있다.
이 중 서울에는 9개의 점포가 있으며， 나머지 32개도 서울 주변부의 위성도시들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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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디

대형할인점

•

쇼핑센터

1000

그림

8), 1-31.

mm

2(

lV-1. 분당신도시상업시설 분포도

자료 : 성남시， 1998， 성남시 통계연보

대규모소매점(백화점+쇼핑센터)과 대형할인점만 표시하였다.

계획했던

14.6% (2，688，305xd) 보다

상당히 높은 비

무엇보다도 공원 • 녹지계획의 중심축은 분당의

중을 차지한다 21) 분당신도시계획은 원 계획안이

주요지표(1and rnark) 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원올

11 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앙공원은 그 규모가 47 만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막바지 정비작업인 9차 계획수정에서

‘전원도시’

560xd 로 방대하며， 분당구청사와 중심상업지역 동

라고 강조했던 초기의 기능설정을 강조하기 위해

중심기능과 맞닿는 말 그대로 ‘중앙’ 에 위치하고

서 공원녹지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였던 것이다.

있다. 그 외에는 ‘쌍지공원’ 이라고 불려는 근린공

21) 실제로 공원 · 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은 약간 상향되어서 3,855,163.5 nf 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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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1 1.

주요 대도시의 공원녹지시설의 비중
(단위 : 천 rd)

행정구역면적
개소

면적
비중(%)
자료 : 서울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05.520
1,385
105,157.1
17.37

750,900
397
56,582.7
7.54

885，않O

957.810
404
36.245.0
3.78

501.200
275

539,710
209
38,055.0
7.05

1,055,730
300
24,196.0
2.29

1998,

310
47,117.0
5.32

14，장5.0

2.84

도시비교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원이 20개정도 존재한다. 이 ‘쌍지공원’들은 그 규

성되었다기

모가 작게는 12,040.7 rrl 에서부터 크게는 358,629.9 rrl

환경을 통해 형성되었다.

보다는 비가시적인 (invisible)

제도적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2) 경쟁적인 교육환경의 기반 조성

공원 · 녹지를 제외한 여가문화의 경우는 스포츠
센터를 위시한 문화시설의 높은 분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 스포츠센터는 주로 상업지

1) 비평준화 독립학군으로 지정

구에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07ß 의 종합스포

한국에서 중 고둥학교 자녀를 둔 30-40대의 부

츠센터 및 각종 스포츠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

모들이 거주지 결정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당히 높다. 또한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백화점이

2

중 하나가 자녀교육문제이다 22) 대학입시를 위한

개를 비롯하여， 종합문화센터가 5곳 존재한다. 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조사지역으로 이주해온 주
표 N-12. 문화시설의 분포
개소

구분

10

스포츠

샌터

구체적인 시설물

3

문화샌터

(2)

‘취학기 자녀를 둔 젊은 중산충가구’라

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교육’ 문제의 해법의 중

관보스포츠클럽， 금산혜포츠，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세

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분

반퍼니랜드스포츠센터，팔혜스스포츠센터，한일래포츠타

당 시범단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토지개발공

운， 혜네스스포츠센터， 세화스포츠센터， YMCA주공스포

사가 1991년 주거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츠센터，강남스포츠센터

종합

요집단이

분당YMCA， YMCA야탑지회， BBC문화센터

삼성플라자문화강좌，롯데백화점문화강좌

자료 : 분당신도시 상업시설 안내책자와 분당소프트2 1( 4

호)을 바탕으로 답사를 통해 조사

교육문제에 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N-13) 에서 보듯이 교육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주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는 정책적으로 대처를 했다. 특히 이주목표집단이
‘강남’에 살거나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산충’

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례지역은 주거기능을 제외하

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정부는 아

고 상업 · 여가기능에 치중되게 물리적 시설이 집

주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설문결과처럼

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 · 여

구(舊)성남시(즉 수정구， 중원구)로부터 분당구만

가기능 이외에 분당신도시가 담고 있는 주된 기능

독립학군으로 지정해서 구성남지역과 교육환경을

은 교육기능이다. 교육기능의 경우는 상업 · 여가

격리했다.

기능처럼 가시적인 (visible) 물리적 시설을 통해 조

그러나

‘명문사립학교의 유치’를 통한 질 높은

22) 1990년 현재 대도시주민의 현 거주지 선택 이유는 경제적 사정 (34.1%)， 직장 사업 (32.7%)， 교통 인근시설(15.1 %), 자
녀교육 (9.5%) 의 순이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엇XJ: 266). 특히 서울의 경우는 주택가격， 자녀교육， 직주접근， 교통，
주변환경의 순으로， 자녀교육이 주거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권원용， 19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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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13. 시범단지입주자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설문분석결과 검토
검토의견

비고

교육문제 전반에 관한

경기도교육위원회， I

관계기관 협의 요망

건설부

계발계획에 반영

기반영

분석내용
교육문제의 주대상이 되는 자녀충

:

고둥학생
전학으로 인한 학습의 일관성 결여
및 부적웅
초퉁학교 이하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공원，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어린이도서관 설치

신설학교의 안정감 부족
학군은 분당지역만 독립학군으로
서울의 유명학원 유치회망

자료: 한국토지 공사，

1997, ibid, p.777-778올

토대로 재 정 리

교육환경 조성이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기에깅) 다

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고교비평준화쩌정은 예견

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당지역을 ‘비평

했던 대로 신홍우수고를 창출했다. 입주시기가 좀

준화’지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비평준화지역으로

더

지정한데에는， 고둥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정부

중부생활권에셔 이른바 대학 잘 보내는 학교들이

의 개입이 없어도 빠른 시기 교육수준을 정상화 또

둥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수고교의 둥장은

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 그리

우수고교로 진학을 많이 보내는 정도를· 기준으로

고 실제로 분당신도시의 교육환경을 경쟁적으로

중학교의 서열화에도 갚은 영향을 끼쳤다.

조성하는데， 비가시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작용하

교의 서열화’는 ‘중학군의 분할‘과 맞물-려서 조사

였다.

지역의 교육환경을 경쟁적으로 조성하는데 또 하

구(舊)성남지역은 고교평준화지역이다. 따라서

빠르고， 중대형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한

‘중학

나의 비가시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성남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분당만 별도로 고교비평

분당중학군은 법적으로 단일학군26) 이지만， 신도

준화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반발했으나， 정부는 분

시가 형성되고 주민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순차적

당의 고둥학교를 특수지고둥학교로 지정하고 이를

으로 6개 지구로 분할하여 중학교에 배정하고 있

관철시켰다.

‘자녀교육’을 통해 중산층 이주유도

다.( <그림 N-2) 참조.) 하지만 근거리 규정을 기반

선례는 1970년대 강남개발(영동지구개발)

으로 한 6개 지구로의 중학군 분할은 1，5，6지구 학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중산층의 강남지역

부형들로부터 집단적인 반박을 받았다. 반발을 일

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명문사립고둥학교의

으킨

이주를 권장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찌

2，3，4지역의 경우 교육환경을 조성해 온 기간이 길

정책의

이는 실

이면(養面)상의

이유는， 선입주(先入住)한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이 안착되었

제적으로 강남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중학군25) (中學群)의 분할

다는데서 비롯된다. 서열상 ‘수위’의 중:학교가 입

23)

한국토지 공사，

24)

구체적으로 경기고둥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휘문， 배재， 중동， 동북， 산영， 배명， 숙명여고， 정신여고， 경기여고， 보성 둥

1997, ibid, p.182

전통의 명문 고둥학교들이 정부의 이주권장 정책을 배경으로 앞다튀 강남으로 이주하였다.(홍영림，

1993, 서울시

강남

지역의 개발과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5)

25) 중학꾼(中學群)은 중학구(中學區)에 비해서 상위의 개념이다

26)

경기도고시 제 1994-33호에 따르면 분당은 ‘성남시 중학군’으로 동일학군으로 묶여있으며， 추첨에 의해 중학교를 배정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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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구

〈양대주택 가구수〉
줬&緣

1-10007f구

_1 때0-2때0가구

_

••
1000

2000가구

이상

중확교
초등학교

2000m

그림 1V -2. 분당신도시 중학구 분포도
학교 때문에 난리야. 백궁 중학교는 이 근발에 있기

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교육열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

는 한데 질이 떨어진데.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고， 또

‘외부’에 차단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거기 옆이 느티마을이잖아. 느티마을이 공무원 연금아

저소득충 밀집지역의 경우 이른바 좋은 학교의 근

파트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잘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

처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의 접근성이

주변 분위기 안 좋다고 (μ시 : 양지마을(3학구)， 50대)

높은 중산충 이상의

차단되

는 경우가 많았다.낀) 3 학구에 사는 A씨와의 인터

이러한 전후사정과 1，5，6지구 학부모들의 여론을

뷰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확인되었다.

21) 한솔마을 4단지 7단지 주민들은 가장 근거리에 내정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학구로 구분되어 배정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탑국민학교는 같은 행정구역내에 하탑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저소득충 밀집지역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사실이 작용하여 이매중학교로만 배정이 되고 있다. (분당중학교학군조정대책위원회， 1됐， 탄원서)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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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여서 실제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은 ‘96년 분

로의 이주 후 쇼핑활동의 증가여부에 관한 설문조

당신도시의 개발완료를 기점으로， 원거리 통학의

사에서， 2777}구 (63.8%) 가

발생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명목 하에 기존의 단일

다’ 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주 후 쇼핑비용이

중학군에서 2개의 학군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28)

증가하였습니까?’ 란 질문에 262가구 (60.4%) 가 이

이것은 관례적으로 적용되었던 6개 학구를 포기한

주 후 쇼핑비용이 증가했다고 답을 했다. 쇼핑횟

다는 것이기도 하다.

수와 비용 모두가 증가했다고 답을 한 가구 역시

그러나 이에 대해서

2, 3,

4지구의 학부모들은

‘쇼핑횟수가 증가하였

모두 229가구 (52.8% )로 절반이 넘는다. (<표

교육청에 반대 안을 제출하였다. 2，3，4지구 학부모

14>

lV-

참조)

들은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을 보장해 달라고 시위

비단 설문조사 뿐 아니라 백화점의 지역별 매출

를 벌였으며， 이런 반발이 교육청에 수용되어 분

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도， 조사지역의 구매

당신도시의 계획권역과 일치하는 기존의 6개 중학

활동의 비중은 짐작할 수 었다，31)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차적으로 주거 인근 지역

구로 조정하게 되었다 29)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청

의 조치는 다시

두 지역간의

에 쇼핑의 편의성이 높고 물건의 종류가 다양한

반목을 자아냈다.

대형쇼핑시설물이 많다는데 었다. ‘분당으로 이주

1，5，6지구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결국 교육환경을 둘러싼 갈둥의 양상은 개발의

한 후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

시간차 및 계충차이와 관련이 깊다. 난항을 거듭

문에서 인터뷰 대상의 대다수는 ‘쇼핑활동’ 이 증

한 끝에 중학군을 둘러싼 대립은 단일학군과 6개

가되었다는 반웅을 보였다. 그러나 이주 후 쇼핑

지구의 분할을 골자로 끝났지만.ll) 아직도 ‘근거리

활동의 증가추세는 단지

규정’ 의 적용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공방이 계속

물리적 요인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 쇼핑관련시

되고 있다. 모호한 규정을 기반으로 한 학구의 분

설물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의 시장규모를

할은 분당의 교육환경이 경합적으로 조성하는 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

가시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당신도시의 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이 도시가계의

관련시설물의

과다라는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사례지역의 구매력 수준

3.

을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해준다. 이주집단의 특성

사회적 소비를 통한 상호작용

역시 이주 후 쇼핑활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 사회적 소비를 통한 과도한 경쟁

이 지역의 구매활동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

1) 구매활동의 증진

은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의 셔틀버스 경쟁을 들

대형쇼핑센터의 발달은 지역 주민들의 구매활동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백화점 및 각종 쇼

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구매활동의 변화여부

핑센터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상점으로의

는 설문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당으

접근성을 높이는 경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각종 이

28) 경기도성남교육청， 1995.8, 성남시 중학군 조정계획(안)
29) 경기도성남교육청， 1995.1 0.20, ‘96 학년도 분당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안)， p4
희망 및 배정은 지구내 중학교를 1 희망부터 2희망까지 또는 3희망까지 통학이 편리한 순으

로 선택을 하여 추첨에

의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떼) 성남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97년도 중학교 입학 때부터 분당구 전체를 하나의 학군
으로 조정하고， 선지원 후추천 방식을 통해 큰거리 우선 배정의 원칙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
다.(조선일보， 1996. 10.1 0)
31) 물론 경기도 전반을 대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존 시 · 군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백화점이 신도
시에 집중해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간접적으로 조사지역의 시장규모를 어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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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14. 이주 후 쇼핑횟수 및 쇼핑비용의 증가여부
쇼핑비용이 증가하였다.
구분

쇼핑

횟수가
증가
하였다

해당사항

이주전후

없음

동일

다소

아주

그렇다

그렇다

해당사항없음

27(622)

2(0.46)

4(0.92)

이주전후동일

11(2.53)
7( 1.61)
3(0.69)
48(11.05)

84(19.35)
35(8.06)
3 (0.69)
124(28.56)

25(5.76)
146(33.64)
18(4.1 5)
193(44.47)

다소그렇다
아주그렇다
합계

1( 0.23)
3(0.69)
10(2.30)
55 (1 2.67)
69 (1 5.89)

합계

34(7.83)
123(28.33)
198(45.61)
79 (1 82)
집4 (100.0이

표 N-15. 지역별 백화점판매액 증감율
(단위: %)

94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24.8
18.6
21.8
20.2
19.5
13.7
20.2
20.0
15.5

24.9
18.3
17.0
16.0
16.2
5.8
14.8
9.7
6.3

17 .4
27 .1
36.3

37.2
26 .7

15.1
15.0

15.7
16.7
1.9
7.7
14.9
7.1
11 .7

34.2
21.7
32.7
17.7
16.8
15.8
7.5

7.9
7.9
17.3
11.4
61.6
64.5
87.0
103.8
39.5

12.7
6.4
15.0
11.3
122
13.9
62
18.3
2.7

52.8
37.9
37.5
44.9
23.7
30.3
30.5
38.4
49.5

2/4분기

3/4분기
4/4분기
9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6년

1/4분기
2/4분기

자료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7,

442
392
26.9
48.6
64.9
49.6

I

유통통계자료집

지 (B씨: 불정동 40대)

벤트 행사 및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상점과의 시간

일반 버스가 별로니까 어디 딴 동네라도 가려고 하

적 거리를 줄이는 것과 백화점 전용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공간적 거리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기

먼 영 힘들어요. 셔틀버스를 타면 일단 백화점으로 들

때문이다. 사례지역은 특히 후자와 관련된 특성이

어갔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동네쪽 버스로 갈아타야

두드러졌다. 분당 내부의 대중교통의 발달이 미흡

하는데

하기에 32)

타고 다니다가 그러지 못하니까. 더 그렇게 느끼나봐

대중교통이

채우지

못하는 도시내부의

남들은 그렇게 이동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를

(C씨 · 정든마을， 40대)

교통연결체계를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이 대신하
고 있기 때문이다.

C씨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각종 쇼핑셔틀버
여기는 그게 문제야. 문제 셔틀버스가 빙빙 도니까

스는 일상생활의 주요 운송수단이 되어 가고 있

처음에는 안그랬는데， 1.-2년전인가부터 대형할인점이

다. 쇼핑셔틀버스가 일상동선이 되었다는 것은， 특

들어서면서， 난리야. 약 5-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돈

히 이 버스들은 백화점 내지 대형할인점이 문을

다니까- 살림에 문제가 많아 맨날 먹자을목에 가게 되

열기 1 시간 전인 9시 10-30분 정도부터 운행이

기도 하고 맨날 사먹고， 뭐사늠데 돈을 많이 쓰게 되

시작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32) 분당신도시의 대중교통버스는 크게 잠실， 용인， 수원， 성남， 양재 방면 둥 주로 외부와 연결되는 식으로 발달되어 있
다. (http://www.bun떠ng.neνbus)

33) 도시의 내부 연결체계란 내부의 존재기본기능 둥 일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상 배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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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체계 33)

기반이 되었다. 취학기의 자녀를 둔 젊은 중산충

를 도시의 기간이 되는 385번 지방도와 수지면과

이라는 이주집단의 인구학적 · 사회경제적 특성이

연결된 남북방향도로찌)에

소생활권별로 묶어주는

고교비평준화와 중학군의 분할과 같은 외부적인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였다. 남북방향의 주간선과

조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경합적인 교육환경

분당신도시계획상에서는 도시내부의

주거가 있는 배후지는 루프(1∞p) 형식으로 연결되

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홍두승 · 김미희(1988:

고， 마을버스와 같은 순환버스를 통해서

이동할

37) 의 논의 에 따르면 중산층은 그들이 이 미 확보

계획되었다 35) 그러나 역세권에 위치하고

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대간 상승이동이

있는 대형쇼핑센터의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이 증가

나 지위의 세습을 통해서 더욱 재생산시키고자 하

되고 운행시간대가 확장되면서， 내부도로연결체계

기 때문이다.

수 있게

설문조사에서 자녀교육을 둘러싼 경쟁적인 상호

의 구상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셔틀버스가 실

작용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주 후 자녀들이 다

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N-3) 참조)

니는 학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W 단
계 이상을 제외한 1,

ll ,

][단계 모두 절반에 가

까운 가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의 수가 증가한
시며

업 지

주。여「

사。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중학교 배치의

‘근거리 규정’ 즉 더

좋은 교육환경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분당 커

S 백화점

뮤니티 내의

‘자녀교육’을 둘러싼 가장 배타적인

경쟁을 보여준다. 중학교 배치

시

근거리규정의

시행을 둘러싼 아래 인터뷰와 같은 논란은， 분당

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
내부의

저소득계층과 같은 비동질절적인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배타적이고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
(,:),")

는지를 가시화 시키고 있다.

1 0:1

.:I. CI'::::;

--.

벽한집셔될에스
노선

> 노 시 내 루 연 김3 서 I~I
{순한버스)

난리죠. 저희 아이는 운이 좋아서 내정중헥교로 갔

는데， 내정， 수내가 백궁 보다 좋거든. 그런데 근거리

그림

N- 3.

도시내부 연결망체계 구상과 쇼핑센터셔틀버

위주로 되다 보니， 백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떤 임

스의 운행현황을 비교한개념도

마는 선생님들과 발자국으로 몇 보인가 재보기 까지
했다니까. 작년에 그랬어 난리지 (D씨

2)

수내횡.40대)

교육을 둘러싼 경쟁적인 상호작용

독립학군편성 및 고등학교비평준화라는 제도적

학교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끊 때 자녀

인 교육환경은 고등학교 서열화X) 와 중학교의 서

교육에 안 좋은 요소는 아이들이 저소득충 아이들

열화로 이어지면서

과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저소득충 아이들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34) 이러한 남북방향의 축은 또한 8 호선 분당선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35) 한국토지공사， 1997, 분당신도시개발사， p.277-288
36)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보통 반에서 1-5둥 정도를 하면 S고， 그 보다 약간 뒤쳐지는 학생들은 B고， 그 다음은 L
고둥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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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16.

이주 후 자녀들의 학원수 증가여부
(가구수: 명， 괄호 안은 비율: %)

생애주기
I 단계

해당사항

이주전후

다소

더욱

없음

변화없음

그런 편

그런 면

8

15
(32.61)

I 단계

(7.0이

m 단계

32
11

14

16

240
(100.0이

(1 6.67)

3

(44 .44)

(100.0이

(1 4.0이

(30.83)
6

(100.0이

100

40

74
(39.1 7)

36
(100.0이

(8.33)

(16.67)

12

12

(100.0이

(100.0이

합계

계

46
(10 .87)

(38.0이

94

(30.56)
V 단계

38
(41.0이

(13.33)
W 단계

(39.1 3)

41

7

5

18
(1 7.39)

합

π

159
(17.74)

62

136
(31.34)

(36.64)

434
(1 4.29)

(100.0이

자료 : 설문조사

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아

도 하는데， 이를 꺼려하는 북쪽의 학부모들이 단

이를 돌보지 않기에 삐풀어지기 쉽다는 일반적 생

일학군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부지역에

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의 또래집단

서 임대주택밀집지역을 자신이 누리는 교육환경에

의 수준을 맞추어주는 것도 사회자본으로서 자녀

서 밀어내고자 했던 것과 같이， 구성남시와 경계

교육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그 경
계를 팽팽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상이하게

거주지 가까운 곳에 중학교를 보내고 싶잖아요. 그

다른 사회 ·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아이들이 자신

런데 저 위의 탑마을 사람들이 분당구 전체를 통합해

의 아이들과 섞이길 바라지 않는 배척하는 태도가

서 주천하자고 그러더라구요 작년까지 교육침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항의)하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 (OH 들

결과적으로 조사지역의 인구학적 · 사회경제학적

을)내보내기 싫어하고， 그쪽 사람들은 아이들이라도 이

구성의 특성， 정부의 제도적 정책 및 분당신도시

쪽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애들을

의 입지적 특성이 자녀교육을 둘러싼 경쟁적인 상

멀리 보낼 수 없잖아요

호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탑마을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성남쪽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서 자꾸 그
러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쪽에서도 밀리먼 안되니까

(2) 사회적 소비의 동질적인 측면

회의하고 진정서 내고 그러지요 (E씨 정든마을，3)대)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각 가구 기
혼여성들의 사회적 소비의 양태는 다른 한 편으

또한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남지역

로는 커뮤니티를 동질화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

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적 조건 역시 교육환경을

다. 구매활동과 자녀교육， 여가문화생활 동의 공

경쟁적으로 조성하는데 매개요인이 되고 있다.H

유를 통해서 이웃과 지역 내에서 국지적인(Ioc외)

씨에 따르면 북부의 성남과 경계지역에 있는 학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들의 경우 성남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배정을 받기

분당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거양식과 이주의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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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구(舊)성남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8) , 1- 31.

이웃관계를 진작시키는 매개는 자녀교육과 반상

회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적 소비의 동질적인 측면은 크게 분당 내부의 커

계의 가구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

뮤니티의 동질화와 생활양식의 동질화로 나뒤어

단계 55.83%) 이 자녀교육을 이슈로 하는 이웃과의

드러나고 있다.

상호작용이 증대했다고 답을 했던 조사결과는 이
웃관계에서

1)

커뮤니티의 동질화

n 단계 55% , m

‘자녀교육’ 이 주요한 모티브가 되고

동질성과 외부 즉 구성남시에

라는 주거양식의 특정상 이웃관계에 편입할 수 있

‘대한’

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이웃관계를 진작시

동질성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웃’

m단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반상회의 경우 아파트

분당신도시의 내부적인 커뮤니티는 일차적으로
이웃’과의’

생애주기

n,

입지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키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39 만 인구가 거주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기반은 아래 인터뷰에

주거단지를 형성함으로써 발생된 많은 지역적 과

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양 받아서 이사온 사람

제를 공유 ·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써도 기능하며，

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

‘이웃’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라는 진단이다.강)

66.9% 의

기(많)형성된 지역으로 이주할

이전거주지가

연구대상의

‘아파트’ 였음에도 불구하

경우에 비해서， 분양을 받아 유사할 때 입주한 경

고 이주 후 반상회 참가율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

우는 이웃관계를 ‘시작’ 하는 것이기에 관계가 돈

났다. (<그림 N-4) 참조)

독해질 개연성이 높다.

한편 이웃간의 상호작용의 중대는 주거내부의
인테리어를 둘러싼 사회적 소비의 동질적인 측면

으로도 드러났다. 외국과 같이

전에 있던 동네는 이사간 거니까 이웃이 가깝지 못

‘단독주택’

위주

하고， 여기는 초기에 분앙 밭아서 남은 사람이 많아서

로 개발된 교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태의 외

인지， 유대관계가 높아요. 젊은 엄마들은 애들로 인한

관으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모임이 많고. 초등학교는 그냥 애 학교 가서 볼일 보

아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반상회， 구역예배

면 그만인데.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지 같이 가죠. (F

둥 이웃간에 자주 오가면서 주택내부를 고치는

씨 : 양지마을， 40대)

것에 대한 경쟁적이고도 동질적인 모습이 형성되

fßl 해땅사항없음

i. 이주전후동일

가까운
01 웃증가

i 口다소 그렇다

’口아주그렇다
반상회에
잖여이부

지역사요때|
참여여부

0%

21:1%

40%
그림

8OO.b

60%

1000~

lV -4. 이주 후 지역사회관계의 변화
자료:설문조사

37) 조사결과 분양 받아 이사온 가구의 비율이 46.31 % (2017t구)에 이르며， 평균거주기간은 5년이다. 중산충 주거단지의
평균 정주기간이 3.6년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된 거주지임을 알 수 있다.

~3

•

중산충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공원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근처 공원과

상에서 운동을 하는 등의 상시적인 공원녹지 이용

아무래도. 이사왔고 아파트이고 하니까. 주위 사람

들도 많이 고치는 것 같더라고. 특히 요즘에 이사오는

에 대한 조사결과도， ‘다소 그렇다’ 가

사람들은 거의 다 고진다고 하더라고 이사온 사람들

가구) , ‘더욱 그렇다’ 가 20.28% (887}구)을 나타낸

인티|리어

다. 전반적으로 근린의 공원이나 산에서 가족끼리

하는 곳도 많고. 그래. 나도 구역예배 보면서 이 동네

여유시간을 즐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예보게 고진 접 있으면 하고 싶고

(<그림 N-5) 참조)

말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잔가지고

44.93%(195

공원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이주 후 가족단위

그러더라구 (G씨 50대 신기동

의 외식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로 가구를 기반

2) 여가문화생활을 통한 동질화

으로 하는 여가문화를 즐기는 행위들이 증가했다

사회적 소비의 동질적인 측면은 여가 · 문화시설

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가구 중 대략 51% 에

의 공유라는 측면 즉 여유로운 생활양식을 공유하

해당하는 가구들이 가족끼리의 외식이 증가했다고

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증대된 여가문화생활의

답을 했다. 이렇게 가족 단위의 여가생활이 늘어

공유는 가족 전체와 기혼여성 본인의 측면에서 동

나는 둥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은 ‘지

시에 드러났다.

역분위기’ 를 들고 있다.

분당신도시에서 나타나는 공원 녹지의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과 강한 접근성은， 이주 후 변화된

지역분위기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생활

가구의 생활양식 중 전원환경에서의 여가활동 증

의 여유가 있고， 주변환경도 좋고， 살기 좋고 불편한

가에 영향을 미쳤다. 조사에 따르면 이주 후 주말

게 없으니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뭐 여기

에 가족끼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정도가

‘다소

를 떠나기가 싫어 계속 살고 싶어 (H씨: 이매존， 50대)

증가하였다’는 경우가 48.16%(209 명)이며，

‘아주
즉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 먹자골목과 같이 여

증가하였다’ 는 경우도 16.59%(72명)로 전반적으로

65% 정도의 가구가

유가 있는 생활공간이 많고， 주위의 이웃들도 생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근린

!

’

m‘:;11 ~:}시 c l잉'lri

:.()I;r:;;，!쭈 ~jj ‘， 1.\;; [~;

가족과증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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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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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이주 후 여가생활의 변화양태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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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전

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같이

반적으로 가족단위의 여유로운 생활이 어느 정도

나가요. 취미활동도 많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것도 듣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그러죠.

하고 백화점 교양강좌

기혼여성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변화여부는 크

우리 옆집은 여기 이사온 후 스포츠 센터에 수영

게 스포츠 센터 및 문화센터 등의 시설물 이용과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4-5년 계속 다니고 있데요.

기타 취미생활이 늘어 났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

나도 그이의 권고로 2년 정도 다녔는데， 아이들까

을 통해 조사되었다. 모든 사람이 취미생활을 하

지 다， 잠시 쉬고 있어요.0씨: 시범단지 .30대)

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개의 항목 모두 대

략 45% 를 차지하는

즉 해당지역에서 여가 문화생활의 형태에 영향

‘해당사항없음’을 제외하면，

이주 전후 취미생활과 각종 문화센터 및 스포츠센

을 미치는 조건은

과

‘전업주부율’ 이

‘교외지역’ 이라는 입지적 특성

높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口해당사항없음

.01 주전후변확없음
디 ol -f-후 다소그런펀

추i 미샘활 C셔부

디이주후 더욱그런편

운-화센터의

장여여부

스포츠센터
이틀여부

/0
09~

20%

그림

40%

8OO/

60%

/。

100%

lV -6. 이주 후 여가문화생활의 변화여부
자료:설문조사

터 둥에 참여 하는 수준이 더 증가된 사람들이 절

미취업 기혼여성들의 높은 비율은 여가시간의 평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와 일정정

이렇게 많은 기혼여성들이 이주 후 각종 문화활
동에 대한 참가가 늘었다는 것은 관련 편의시설이

도 단절되었다는 것은 지역 내부에서 여가를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많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당선도시에는 각종 스포츠센
터 및 문화센타가 존재한다. 소득수준이 어느 정

4.

종합토론: 중산층교외거주지형성과 주부정체
성의연계성

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서 들어선 것이다.

분당신도시의 사례에서 사회공간으로서 중산충

시범단지에 살고 있는 N 씨는 물리적 시설을 제

교외거주지가 주부의 성정체성에 기반한 실천과

외하고 분당에 와서 늘어난 취미 문화에 대한 소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맺고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

비형태를 다음과 같이 원인분석하고 있다.

은 다음 〈그림 N-ll) 과 같이 모식화할 수 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만， 나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혼
자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무료해서 나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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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적 요인 : 인문 · 사회적 배경과 물리
적 · 제도적 환경의 상호작용

중산층 교외주거지의 사회공간적 특성

홍

거시적 배경

i

수도권 신되|개발계획

· 서울시 주택공급 및 부지부족
·주택때만호개발공학

· 계획구상 : 중산층위주의 도시기능설정
· 계획실행 : 중산층의 재원필요

·중산층성장

80년대 성장한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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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화된 사회공간으로 형성
경쟁적， 동질적인 소비형식

·구매활동증진

· 자녀교육 및 교육환경애 대한 경쟁
.여가문화생활강화

그림

N-7.

중산층교외주거지형성과 추부정체성의 연계과정 모식도

분당신도시는 국가 주도로 수도권 외곽에 대규

모의 주거지를 건설하여 교외지역으로의

인구의

중산층이었으며， 이는 분당신도시개발 초기 의 정
부의 개발방향 및 수용기능의 설정에서 확인할 수

이주를 유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교외지역이다.

있다. 현실적으로도 주택상환사채를 구매할 수 있

이 때 정 부의 주요 이주목표집 단 (target

는 중산층의 재원지원이

market) 은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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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외신도시들은 고소득의 과시적 소비성향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이주노력에 적극적으로

이 강한 중산층들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상대

반웅을 했던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그

적으로 넓은 규모의 상업기능의 용지가 풍부했기

규모를 더욱 늘리려고 했던 30-40대의 중산충 가

때문이었다.

정부의 분당신도시로의

구였다. 특히 가구주인 기혼남성만이 경제활동에

상업 · 여가기능 못지 않게 분당의 도시기능 중

참가하는 단일경제활동가구의 이주가 두드러졌다.

정부정책의 개입이 두드러졌던 것은 ‘교육’부문에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산충 가구의

서였다. 교외지역의 환경이

경우， 직주간의 원격화(遠隔化)에

민감한 여성의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교외지역으로 이주하

공간적 제약성의 영향으로 이주를 꺼려했기 때문

는 서구와 달리 38)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전거주지역보다 분당선

녀교육환경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한국의 특성을

도시의 전업주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나고

고려하여， 정부는 분당을 구성남지역과 독립학군

있다. 단일경제활동을 하는 고소득 · 고학력의 젊

으로 분리-고교비평준화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교

은 중산충 가구의 선택적 이주 (selected migration)

육환경을 경쟁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분당신도시 인문적 · 사
회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 내부에서

수도인 서울 이외의 지역은 자

이렇게 가구를 중심으로 한 재생산 기능에 초점
이 맞추어진 분당의 도시기능은 과시소비경향과

‘구역설정 (zoning) ’에 의한

지위세습의 의지가 강한 중산충의 특성과 결합되

생산공간과 재생산 공간의 구분은， 대도시와 베드

어서 각 가구의 소비부문을 맡고 있는 기혼여성들

타운의 성격을 띤 현 단계의 신도시와의 관계에도

의 소비양식을 더욱 경쟁적 만드는 일차적인 요인

적용된다는 일본의 교외지역 뉴타운 (New Town)

으로 작용하고 있다. Handson and Pratt(1988:305)

을 대상으로 한 影山穩、波 (1998) 의 경험연구 결과

의 지적처럼，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이 도시의 구

는 분당의 도시기능에서도 일정정도 적용되었다.

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컨텍스트가 사

분당신도시는 생산기능보다는 소비， 여가기능에

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조형하는 것이다.

토지이용의

많은 부분이

할당되고 있었다. 빠른

시기에 분당신도시의 자족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 매개 요인의 작용

최소한의

계획개발계획

분당신도시에서 드러나는 기혼여성들의 소비양

‘쾌적성과 대규모의 상업중심지’ 를 건설하여

상을 더욱 경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는 상권을 경

중산층의 이주를 유도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유하는 통행동선의 형성， 아파트 위주의 주거양식，

작용한 것이다.

입지상의 특성이라는 매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과，

서비스를 갖추고자 했던

여기에는 또한 90년대 중반 유통개방화에 따른

우선 분당 및 신도시에 고밀도로 분포하고 있는

국내 유통자본의 대웅방식의 영향력이 크다. 구체

대형소매점들의 경쟁은 쇼핑센터 무료셔틀버스의

적으로 외국 유수의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에 대비

경합적인 운영으로 가시화 되었다. 쇼핑센터에 대

하여， 신업태인 대형할인점의 개설과 백화점의 증

한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부

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국내 유통업체가 일종의 공

터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내부를 연결

간적 돌파구로 생각했던 것이 수도권 신도시지역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었던 것이다. 분당신도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은 쇼핑센터의 셔틀버스를 분당내부의 일상

발달이

미비한 탓에， 많은

38) J. Fagnani, 1993, ‘Life Course and S며ce: D뻐1 Careers and Residentia1 Mobility among Upper-Middle Class Families in
the lle- De -France Region' , C. Katz and Janiæ Monk(ed.). IFull Circles Geograohies of women over the life courseJ ,
pp.1 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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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형소매점은

하는 경쟁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일종의 정거장의 역할을 하였다. 계획에 없는 구

다이 이와 같이 경합적인 소비양식을 통한 가구간

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의 상호작용은， 단독주태 위주의 영미의 교외지역

두 번째

90%

매개요인은 분당신도시의

정도가 이른바

택이라는 점에서

주거양식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

에서 이웃간의 제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커다란 차이라고 생각한다.

기인한다. 전경수 (1992:150-151)

마지막으로 사례지역에서

사회적

소비에

영향

에 따르면 아파트 주거지역의 특성이 소비자 경제

을 미치고 있는 매개요인으로는 분당 신도시가 성

생활에

소비자

남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적 특성을 들 수 있

행동유형을 보여준다고 한다. 우선 아파트 주거지

다. 성남시는 1969년 5 월 서울시에서 일단의 주택

는 건축물 자체의

단지 경영사업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서울시의 철

반영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의

통일성과 거주환경의

유사성，

그리고 평수에 따른 거주민들의 동질성을 통해서

거민을

이주시키고자 급조된

획일적인 소비경제생활에 영향을 준다. 또한 단지，

성남은

‘저소득충’

동， 충， 출입구 동의 구분은 소비자 행동유형으로

박혀 있다.

서의

거주지역의

따라서

이미지가 강하게

개념과 관련이

‘저소득충의 도시’ 에 입지해 있다는 조건은 분당

된다. 즉 거주환경이 유사하고 한군데 몰려서 살

신도시 커뮤니티 내부에서 ‘성남과의 거리 두기’의

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며， 행동을 모

모습으로 드러나며， 특히

방하거나 학습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당개발 초기 구

분당신도시는 ‘독립시’문제 둥 지역사안과 관련된

성남지역(수정구， 중원구)과 독립학군으로 편성해

반상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달라는 요구와， 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성남의

서

구획성 (compartmenta1ity) 의

도시이다 41)

이웃간의

‘교육’과 ‘커뮤니티의 상

만남이 크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

원주민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들과 자식의

웃을 틀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

자녀를 같은 공간에서 교육시키지 않으려고 중학

이 더 활발할 수 있다.

군을 놓고 갈등을 하는 모습은

서구와 같이 개인주의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중

‘교육’

부문에서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산충은 스스로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정
체감을 알리는 대상물에 의존하는데， 특히 교외의
단독주택은 사적인

생활을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V. 요약및결론

장소이기에 개별 가구의 정체감을 알리는 대상물
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웠) 하지만 외관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 가구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

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과

지금까지 분당신도시를 사례로 중산충 교외신

도시 사회공간의

형성과 이것이 주부정체성과의

단지 안에서는 주택의 규모와 외관이 획일적이기

연계되는 과정과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공간적 특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다른 가구와 구분하고자

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39) James S. Duncan, “From Container of Women to Status Symool: the 1m맹.ct of Social Structure on the Meaning of
the Hou똥，" in James S. Dun떠n(ed) ， Hou혀ng and Identity, New York: Holmes and Meier Publisher, 1982, pp.36-60( 김
대년 외 면역， 1995,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한울， p. 54-82)
4이 물론 요즘 증가추세에 있는 전원주택은 영미의 교외화와 마찬가지로 외관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아직까지 서울과 같은 대도시 외곽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아파트단지개발’의 형태를 띠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역전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41)

성남시， 1앉웠.5.

14,

성남의 현황과 21 세기를 향한 발전방향 r21 세기분당포럼 창립대회 발표문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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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매력과， 높은 비중의 상업용지를 지닌 분당

같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등 수도권 신도시는 유통업계의 새로운 시장 및

첫째， 분당 신도시로 이주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활로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여가기능’

동질적인 성격을 보였다. 분당신도시의 주된 가구

역시 다른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

는 30.40대 연령의 취학기의 자녀를 둔 중산층으

로 높게 드러났다. 이는 ‘쾌적한 교외주거지’ 라는

로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모두 높다는 특정을

분당신도시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개발방향에

가지고 있다. 또한 가구주만이 서울과 경기도 둥

서 비롯된 것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을 중심으로

으로

녹지공간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루

통근을

하는

단일경제활동가구 (one

breadwinner household) 가

높은 비 중을 차지 했으

어졌다.
‘자녀교육’의 경우， 관련 시설 및 물리적 환경

며， 상대적으로 전업주부율이 높았다.
둘째， 이렇게

이주가구의

동질성이 두드러지는

의 비중과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환경을

migration) ’ 로

정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것은 ‘선택적 이주 (selected

설명할

‘교외지역’

더

정확히

수 있다. 분당신도시는 계획의 구상단계와 실행단

말하면 서울 외부라는 분당신도시의 조건은 취학

계 과정에서 이주집단의 선별적인 수용을 유인할

기 자녀를 둔 중산충 가구에게 이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를 적극적으로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였다.

계획의 구상단계부터 정부는 80년대 말 증가하

촉진시키기 위해서 분당만을 독립학군-고교 비평

던 중산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국가적 과

준화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변 교외지역과 교

제로서

육환경을 차별화 하였다.

고민하였으며， 도시의 주된 기능을 상업

여가 이외에 중산층의 주요 직종인 3.4차 산업을

넷째， 분당신도시에서는

‘사회적

소비 (social

이주

consumption) ’를 통한 중산충 기혼여성들간의 경

를 유도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선(先)분양방식을

합적이고， 둥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통해

지고 있다.

중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중산충으로부터

자금이

선택적

동원되지

않았으면

개발계획 자체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쇼핑의 경우， 분당으로 이주한 후 그 비용

셋째， 분당신도시의 도시기능은 쇼핑， 여가， 자
녀 교육이라는

‘가족-재생산영역’ 에 초점이

과 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당

맞추

신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증가한 대형할인점과 대형

어졌으며， 생산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드

백화점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러났다.

부합하여 높은 구매력과 소비성향을 갖춘 동질적

구체적으로 쇼핑 즉 ‘상업기능’은 전국 어느 도

영향이자， 여기에

인 중산충 가구들간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

시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장 빠른 시기에

다. 쇼핑센터간의 경쟁은 무료셔틀버스의

주거지역의

선택

선 · 빈도에 대한 경합으로 나타났으며， 빈번하게

적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광역소비

운행되는 각종 쇼핑센터의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수

의 중심지’ 라는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했던 것이

단이 미비한 분당신도시 내부에서 주요 통행수단

일차적인 원인이었다.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으로 이용되면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자족성을 보충하고， 중산충들의

90

운행노

년대 초 유통업체의 대형화 경향과 일치했던 사실

‘자녀교육’ 에 대한 경쟁적인 상호작용은 자녀들

이 상업기능의 과도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외

의 학업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개입이 늘어난 것으

국 선진유통업체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국내 유

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을 둘러싼 경쟁적인 사회적

통자본은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의 점포수를 늘리

소비양태는 중학구(中學區) 경계를 둘러싼 갈둥에

고 매장을 대형화하려 했다. 따라서 서울 못지 않

서 더욱 두드러졌다. 분당내부에서 중산층이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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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많이 밀집한 지역의 학부모들은 인접한 교

권용우，

1986, r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에 관한 연

육환경을 배타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위계층을

구J ， r지리학논총 별호J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논문집

한편 사회적 소비를 통한 경쟁적인 상호작용은

김계양，

2, 서울대학교 사

1996, 지역사회 근련관계의 계충적 성격에

커뮤니티와 생활양식을 동질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관한 연구 ; 분당신도시의 사례， 연세대학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쇼핑과 자녀교육， 여가문

교석사학위논문

화생활 행태의 공유를 통해서 이웃과 지역 내에서
느슨한 사회 · 문화적

김대년 외，

카데미

관계망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안강，

다섯째， 분당신도시의 경험연구 결과， 중산층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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