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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선은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라 불리던 공간에 직접 
들어섰다. 전시를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예술가들의 개입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모색했다. 
나광호는 서울과 경기의 경계지역을 연구했다. 그 경계에 유독 

많이 걸린 현수막을 관찰하고, 현수막이 자랑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찾아 나섰다. 
로봇 봄(김은진, 나영오)의 연구지역은 경상북도 경산시다. 

원룸촌, 대학가, 고분군이 서로 얽혀있어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공간이다. 이곳의 역사를 조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하고, 
현상을 분석해 이곳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화수분(이형범, 백승재, 김기중, 허은하, 김창호)은 옛 신흥포구를 

중심으로 경기도 평택의 어제, 오늘을 연구하고 내일을 모색했다. 특히 
반농반어 마을이었던 공간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문화에 
집중했다.
정상희는 인천에 도시재생을 위해 가해졌던 공공미술 사례를 

되돌아봤다. 중구, 동구를 중심으로 공공미술 현황을 현장조사하고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분석하여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했다. 사진작가 이홍규가 현장 기록에 참여했다.
소나영, 정채경은 백화마을을 연구했다. 행정상으로 사라져 이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이라 불리며,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 
기억을 공동체가 공유하고, 재개발로 사라진 마을의 의미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을지 연구했다.
김민선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지역적 특성이 적용된 소비 패턴인 ‘장보기’라는 행위를 마을의 길로 
연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지역 내 마트 분포도와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이 지역의 ‘밥상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공공미술 R&D 프로젝트는 공공(지역, 사람, 생활상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미술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정이었다. 기존 다수 사업의 경우 지역의 필요에 의해 출발했다는 
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2015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구 수행방법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연구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주제 선정부터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결과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할 것이며, 
연구결과 피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더 많은 이들이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팀은 젊은 작가와 기획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왔다. 2012년과 2013년에 시행한 
‘오픈콜 오디션’이 그 일환이다. 이를 계기로 젊은 예술가들은 
아르코미술관의 담장을 허물기도 하고, 마로니에 공원을 한정된 기간 
동안 지붕 없는 다방으로 변모시키기도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색다른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바늘을 두었던 2년이었다. 2014년은 
방향을 선회했다. 익숙한 공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숨어있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명 또한 ‹ARKO 공공미술 R&D 
프로젝트›로 새 단장을 했다. 이전 아이디어 공모가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한 기획력, 프로젝트 실행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R&D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현황, 요구, 현상을 예술가의 눈으로 
연구�조사하여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10월, 55개 팀이 프로젝트 참가를 지원했다. 이 중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섯 명의 심의위원(박세훈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 단장, 박이창식 문화살롱 공 대표, 이경복 작가, 
이재준 새동네연구소장, 故 구본준 한겨레신문 기자)이 지원자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했다. 연구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연구방법 및 
일정의 현실성, 프로젝트와 지원자 경력의 부합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총 10개 팀이 선정됐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심의위원과 전체 또는 그룹 미팅을 통해 진행 
상황을 보완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임민영은 노량진을 성공을 위한 임시거처로 바라봤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에 놀이를 만들고, 음악을 재생(paly)하듯 도시를 
재생(paly, 再生)해보자는 방향으로 노량진을 연구했다. 수험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원에서 영화제를 열어 임시 거주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취했다. 
최제헌은 강릉 명주동의 개인 정원을 공공 공간으로 역할하게 

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신축 공사로 공공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원을 개방함으로써 대문 안의 마당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동네 정원이 가능할지 고민했다.
미텔딩(박형준, 이주하)의 관심은 대전이었다. 과학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지만, 이곳의 실제 거주자들이 이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의 과학 역사를 조사하고, 
은퇴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과학도시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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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과정에 
대한 질문과 답을 결과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대화의 
시간이다. 한 지역을 잠시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재되어있는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익숙한 
주변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랜시간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는 지역과 
대상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에 
필요한 예술적 당위성을 만들어 주며 미래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 두 번째, 관찰의 태도이다. 무엇을 보았는가 보다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를 담아내어야 한다. 예술활동을 위한 리서치는 
보편적인 자료의 모임(collection)을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무의미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선택(selection)들의 합이 되어야 한다. 예술이 과학기술과 다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발견의 순간이다. 
시간이 축적된 지역의 무언가로부터 어떤 것들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찾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공공미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움을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래된 익숙함에서 발견한 무분별한 새로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은 한정된 대상이 아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가지 
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무한의 다면체이다. ‘우리’라는 ‘공공’을 
스스로 바라 본다는 것. 타자에 의한 다른 나로부터가 아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은 그 자체로 온전히 다른 그 무엇이며 그토록 애타게 찾고 
갈구하던 우리의 본질일 것이다. 모더니즘에 기인한 세계화의 오류는 
결국 로컬리티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있다. 예술은 늘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로부터 새로움과 놀라움이라는 감동과 유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믿는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치있는 그 
무언가를 위한 오래된 보물찾기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예술은 자신의 사라짐 이후에도 살아있는 모든 것의 패러다임이 
된다.” — 쟝 보드리야르

모든 역사적 사건은 동시대의 중심에 대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되어 
새로움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가치는 사람과 함께 새로움을 사회의 
익숙함으로 성장시키고, 시간과 함께 다양한 층위로 축적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정체성’으로 진화한다. 이처럼 지역성은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삶이 시간과 함께 만든 위대한 유산이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흔적들이다.
공공미술 R&D 프로젝트는 예술기획을 통해 우리 일상에 숨겨진, 

감춰진, 버려진, 오래된 현재를 찾는 일이다. 현재는 과거가 만들어낸 
모든 순간의 합이다.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변화와 혼돈의 과정을 
견뎌내고 끊임없이 진화해 온 순간들은 따뜻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근대화와 세계화가 만든 이미지의 과잉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모습은 
익숙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촌스럽고 의미없는 것들로 치부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무의미하게 흩뿌려져 있다. 예술은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대화의 고리를 
만들어 준다. 지금 우리는 예술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이미지의 단편들을 모으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내어 우리만의 의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R&D 는 Research & Developement가 아니라, Remind & 
Debate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우리의 무언가, 어딘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생각과 
이미지들을 환기시키고, 예술이 가진 다차원적 상상력을 통해 
의미있는 논의와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보기 좋은 꽃과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간 우리의 땅속에 감춰진 수많은 뿌리를 
찾아내는 과정의 기록이다. 때론 부족하고 때론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술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평가보다는 더 많은 보물을 찾기 
위한 시도와 실험을 담아가는 아카이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있는 보물찾기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있는 수많은 단편들을 모아 가치있는 
지도를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오래된 새로움에 대한 무분별한 보고서
이재준 (건축가, 전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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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플레이

조사자 
임민영

대상 
서울 노량진 

개요

노량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는 젊은 
세대가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동네인데, 
젊은 세대가 처해있는 현실과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다. ‹노량진 플레이›는 이들 개개인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동네에서 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시와 영화 상영회,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 키워드
젊은 세대, 잉여, 공동체, 공동체 영화상영, 인터뷰, 
노량진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도시의 특정 지역이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획자, 예술가, 행정가

—  특정 세대나 지역 거주민에 바탕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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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진단들—88만원 세대, 삼포세대, 잉여 등—을 잣대로 개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어린 시절의 꿈, 현재의 생활, 미래의 바람 등 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이러한 이야기 속에 시대적 현상들이 드러난다.

3) 인터뷰 대상자 및 내용
인터뷰어1 (27세, 공립유치원 교사 준비중)

인터뷰 장소: 독서실 스터디룸
유난히 질문이 많았던 이 아이는 학교에서 늘 선생님들의 귀찮은 
존재였다. 몇몇 좋은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엉뚱한 질문들에 
난감해했고, 그는 자신의 창의성이 공교육 속에서 짓밟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아무런 꿈 없이 살다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어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지만, 종교 생활 속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에 일반 
전문대 아동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2013년 시험 낙방 후, 많은 
좌절감과 모순—왜 나는 공교육에 반감을 가지면서 공립 교사를 
지망하는가—을 느끼며 흔들리기도 하였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공부방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할 때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 먼 훗날 시골에 있는 작은 유치원에서 자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 중이다.

인터뷰어2 (20세, 경찰 준비 중)

인터뷰 장소: 스터디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수에서 서울 노량진으로 상경한 그는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다. 어렸을 적 낯선 아저씨를 따라가서 유괴될 
뻔 하였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렴풋하게 그때부터 
꿈을 키우고 시작했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친 
언니의 권유로 대학에 가지 않고 경찰 시험공부를 준비하게 되었다. 
노량진에 와 보니 자신과 같은 나이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20대팸’도 결성하였다고 한다. 합격하면 비행 청소년을 상담하는 
역할의 언니, 누나 같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해외로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 꿈이 있다.

인터뷰어3 (26세, 체육교사 준비 중)

인터뷰 장소: 고시원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대학에서도 항상 학생회장, 

1. 기획 배경 및 목적
서로 눈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작은 창들이 난 건물들, 버터 냄새 
나는 길거리 음식들, 헬스장에서 홀로 체력을 단련하는 학생들, 
길고양이처럼 연애하는 어린 남녀들. 노량진 고시촌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노량진만이 가진 독특한 
풍경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주체성 결핍,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노량진이라는 도시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노량진은 성공을 위한 임시 거처 장소이며,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방치된 아이러니한 풍경을 
보여준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는 육교처럼, 
누구도 자신이 있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나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 노량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노량진 플레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공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에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음악을 
플레이하듯이 도시를 재생시켜보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는 작품이 현재의 공간들에 침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불안을 조장하는 풍경들은 사유의 도구로 전환시키고, 
세대론적인 접근보다 개개인을 향한 미시적 접근으로 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한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인터뷰 및 다큐멘터리 제작
1) 인터뷰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다큐멘터리 제작이었다. 
전단지를 통해 인터뷰이를 공모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의를 받았다. 속내를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이들 중 노량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적극적으로 문의해 온 학생들이라 그런지, 단지 안위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지 뚜렷하게 알고 있었다. 이후 노량진에서 30년 거주해온 주민들의 
인터뷰 또한 진행해보았는데, 학생들과 또 다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2) 다큐멘터리 제작
다큐멘터리 ‹컵 라이스 Cup Rice›는 노량진에서 생활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관한 사적인 기록이다. 젊은 세대를 압박하는 

12 13

노
량
진

 플
레
이

 
서
울

 노
량
진

임
민
영



3. 프로젝트 
1) 전시 — 풍경 바꾸기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과 연결된 육교는 지역의 랜드 마크처럼 자리 
잡고 있다. 전철역에서 나와 노량진 고시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통과의례 같은 곳으로 이곳 수험생들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서울 시내 어느 육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이에 따라 수많은 광고들이 현수막의 형태로 
전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오면 시험에 합격시켜준다는, 
스타강사의 얼굴이 박힌 학원가의 광고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육교 풍경을 바꾸고 지나가는 사람을 잠시 멈출 
수 있게 하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형태는 기존의 학원 광고와 같이 
현수막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스타 강사의 얼굴도, 합격을 
보장하는 문구도 없는, 노량진에서 촬영한 시적인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담겨있다.
전시는 11월 15일, 16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이번 작업은 기존의 

현수막 형태 및 자리를 그대로 차용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작품’을 
옮겨오는 작업과 구별된다. 완성된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이 단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공공미술이 아니라, 본 작업은 이곳 육교 
위에 전시됨으로써 완성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미술로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미술은 그것 스스로 ‘이것이 
미술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도 
미술일까?’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 일상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현대미술이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갤러리’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간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상과의 
경계는 어떤 것일까? 반대로, 공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업실에 있던 
물건 하나를 바깥에 설치해놓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공공성을 읽을 
수 있는 걸까?

임민영, 현수막-사진, 설치, 290cm×80cm, 2014 임민영, 현수막-사진, 설치, 480cm×80cm, 2014 

과대표 등을 맡아하였다. 독립심이 강해 장학금, 입시 과외 등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였고, ROTC를 졸업하자마자 
노량진으로 와 자리를 잡았다. 현재 고시원에 생활 중이며 밥은 
처음에 고시식당에서 해결하다가 위병이 나는 바람에 고민하던 
중, 강남교회에서 아침에 무료로 주는 급식을 먹고 있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선수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체육교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장차 교육계 출신의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영어 공부를 하여 야구 경기를 보러 미국에, 축구 
경기를 보러 유럽에 가보고 싶다.

인터뷰어4 (28세, 경찰 준비 중)

인터뷰 장소: 스터디룸
헬스 트레이너 코치, 보디빌더, 배우 등으로 활동하던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경찰 시험 공부 준비를 시작했다. 독립심이 
강해 늘 혼자 생계를 해결해왔는데, 시험 준비로 다시 부모님께 도움을 
빌리게 되어 부담이 더 컸다고 한다. 결국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현재 면접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고시 공부로 인해 오래 사귀어온 
연인과도 헤어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노량진에서 
생활하면서 새로 사귀게 된 관계들이 있고, 비록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지만 좋은 인연으로 남았다. 보디빌더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다.

인터뷰어5 (노량진 거주 30년, 전단지 아르바이트 경력 11년)

인터뷰 장소: 집
동네 이웃의 권유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올해로 
11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노량진에만 30년 동안 살았고, 과거의 
노량진은 이렇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종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으로 모든 학원들이 노량진으로 
몰리게 되었다. 입시나 고시학원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의 
학원들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 복잡해진 것이 다소 불편하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 ‘짠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다. 
* 모든 인터뷰들은 익명 처리 되어 다큐멘터리 ‹Cup Rice›에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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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담담하게 그린다.
본 상영회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감독들 또한 이십대라는 점이다. 

이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관조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토론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고, 작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리스닝 테스트: 포토그래피
(Listening Test: Photographs)
이은희 연출
2014년  제작

이은희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랐고,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업인 ‹리스닝 테스트: 포토그래피 Listening 
Test: Photographs›는 언어능력평가 시험과 흡사한 열 
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개인과 시스템, 주체와 객체 그리고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관계를 관찰한다. 영상은 관객을 
수동적인 시험 응시자로 만들면서 진행되는데, 정답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느낌을 남긴다. 이는 
과연 이상적인 정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이은희는 시험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이미지들과 그것들이 보여주는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미소녀 변신무당 
해초 손혜은 더 무비
최서희 연출
2012년 제작

최서희는 1987년 청주에서 태어나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영상연출과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방송영상전공을 수료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회사 게임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철학, 정치, 
심리학, 애니메이션, 게임 등 포괄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날으는 용사 하다람›, ‹미소녀 변신무당 해초 손혜은, 더 
무비› 등을 제작하였다.
제 12회 전주국제영화제 ‘폰 필름 페스티벌’ 본선 진출작 
‹미소녀 변신무당 해초 손혜은, 더 무비›는 예술을 꿈꾸지만 
가난한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의 고충과 그것을 
위로하는 무당 손혜은을 통해 치유와 소통의 가능성을 윗트 
있게 그려냈다.

— 상영 작품 리스트

컵 라이스(Cup Rice)
임민영 연출
2014년 제작

임민영은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교육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작가, 
기획자, 예술 강사로 활동 중이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일상 

팡팡이 익스프레스
최신춘 연출
2014년 제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영화감독 최신춘은 
1986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학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2) 영화제 — 고시 영화제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침투’이다. 공간에 작품을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 속에 작품이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착시 효과처럼 이상하고 모호한 
효과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시 영화제는 그렇게 기획되었다. 
항상 강의 자료 혹은 동영상 강의가 틀어지던 칠판 위에 작품들이 
상영된다. 작품들은 시험, 교육, 노량진, 성과 사회, 청춘, 예술과 
관련이 있는 작품들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말할 거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영 작품들은 비디오아트, 다큐멘터리, 단편영화의 구분 

없이 선정하였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발언을 하지 않아도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상영하였다. 이은희의 ‹리스닝 테스트: 
포토그래피 Listening Test: Photographs›는 ‘정답’을 맞추어야 하는 
시험의 형식을 이용하여 그 제도에 의문을 던지고, 결국 우리가 아는 
정답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최서희의 
‹미소녀 변신무당 해초 손혜은, 더 무비›는 무속 신앙을 통하여 가난한 
청년 예술가의 죽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임민영의 
‹컵 라이스›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노량진이라는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초상을 그린다. 최신춘의 ‹팡팡이 
익스프레스›는 오래된 친구 사이마저 흔드는, 젊은 세대들이 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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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의 두 가지 가능성(특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공공성을 함축하는 작품의 완성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작품을 ‘매개로 한’ 소통의 가능성이다.
전자의 경우 작품의 완성은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가는 어떤 최소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장소와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채운다. 이때 작가는 작품이 놓이게 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기존에 이미 있던 구조를 차용하여 혼란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작품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됨으로써 
완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닐 수 
없다. 다시 말해, 똑같은 오브제가 다른 공간에 그저 놓일 뿐이라면 
공공미술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들은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위를 작가의 작업실로 만드는 것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공공미술은 작가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장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사람들이 작품을 예술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는 상태,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 갤러리라는 공간이 어떤 
것이든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마법의 공간이었다면, 공공미술은 
어떤 작품도 예술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예술이 가지는 
아우라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간섭하는, 비예술의 
예술을 실천하는 것이 그 힘의 결과이다.
단언컨대 공공미술은 작가의 작품보다 그 주위의 것들이 더 

부각되는 영역이다. 작품은 그 자체로 소통을 시도하지만, 그와 동시에 

관객: 뭔가 계속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감정을 자극하였다. 개인적으로 고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 그때를 상기하게 하였다.

임민영: 그렇다. 다 알고 있다. 노량진에는 고시생들이 많고,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열심히 하는 건데 
왜?” “좋은 거 아닌가?” “열심히 꿈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왜 나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루어야할 
목표가 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패자로 만든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최신춘 감독님의 ‹팡팡이 익스프레스›이 
어떤 이야기인지 짧게 설명해달라.

최신춘: 스무살을 넘어갈 때 즈음 경험했던 감정들을 
떠올리며 작업한 작품이다. 예전에는 잘 알고 지냈지만 
지금은 뭐하는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이다.

관객: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각기 다양한 이십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서 묘한 구분 짓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민영: 실제로도 스무 살이 넘고 나면 친구들 사이의 그러한 
구분 짓기들이 생겨 속상할 때가 많다.

진행자: 예술 행사에 가면 항상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잔치일 
때가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많은 관객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시도에 큰 박수를 보낸다.

임민영: 공동체(community)라는 말의 어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술 한 잔 하면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속의 시적인 것들을 담는 사진 작업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를 멈추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컵 라이스›는 스물을 넘은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한 도시에 모이게 된 사연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픽션이다. 
그 목소리들과 그들 주위의 다양한 풍경들을 병치시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은 마치 실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조르주 페렉의 소설 ‹사물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다.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오렌지 
마말레이드›, ‹더덕구이›, ‹알바당선언›, ‹행운동 껌 소년› 등이 
있다.
최신춘의 영화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들을 
특유의 윗트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하고 딱딱한 세대론이 아닌, 
사소한 해프닝들로 풀어내는 그녀의 작품은 ‘88만원 세대여, 
토익 책을 덮고 캠코더를 들어라. 그리고 이 불쾌한 별명을 
버리자.’라고 이야기한다.

—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진행자: 장혜영
 참여자: 이은희(Listening Test: Photographs 연출), 
임민영(영화제 기획자, 컵 라이스 연출), 최서희(미소녀 
변신무당 해초 손혜은, 더 무비 연출), 최신춘(팡팡이 
익스프레스 연출)

진행자: 먼저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 보자. 첫 작품인 
‹Listening Test: Photographs›는 굉장히 대담하게 자막도 
없이 틀어졌는데,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가?

이은희: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자라 
독일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언어 시험을 봐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험 문제 속에 나오는 이미지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지를 볼 때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데, 시험에서는 어떠한 상상도 없이 
‘사실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하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리스닝테스트에서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 부분만을 
지시하는 답을 ‘정답’으로 보여준다.

진행자: 기획자는 왜 이 작업을 첫 작품으로 선택했는지 
설명해달라.

임민영: 우선 이 학원 공간과 문맥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았고, 
정답이 있고 없고의 면에서 이은희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언어영역 
시험 문제를 실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처럼 ‘시험’이라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작품이라 선정하게 되었다.
 
진행자: 다음으로 상영한 ‹미소녀 변신무당 해초 손혜은, 더 
무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는데. ‘예술 하는 
애들은 기가 허해서 귀신이 잘 들러 붙는다’는 대사였다. 
어떻게 이 대사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최서희: 이 작품을 만들 때 즈음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죽었던 기사가 화두였을 때라, 거기에서 착안하여 만들게 
되었다.

관객: 개인적으로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히어로물과 
무속신앙을 결합한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보았다.

임민영: 요즘 예술계에서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비록 
저예산 스마트폰 영화이지만 재조명되어야 할 작품이라 
생각하여 상영하게 되었다.

이은희: ‘예술’이라는 경계, 그리고 ‘작가’라는 명함 안에서 
스스로가 굉장히 그 범위를 좁힌다고 생각하는데, ‹미소녀›와 
같은 작업을 보게 되면, 요즘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편집을 잘 하기도 하고 말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들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진행자: ‹컵 라이스›의 제작 동기에 대해 설명해달라.

임민영: 원래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사진에는 소리가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그 목소리들을 담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뷰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진행자: 오늘 그 전단지 돌리는 아주머니도 오신 것 같던데.

임민영: 보시다가 재미가 없었는지 가셨다. 작업을 하다 
친해졌다. 집에서 간식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30년 넘게 여기서 산 토박이 주민 부부였다. 왜 노량진에 
학원이 몰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이것도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진행자: 그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다.

임민영: 아이러니함을 느낀다. 전단지를 돌린다는 것은 
공해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화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 사람인 것이다.

관객: 노량진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떡볶이같은 
분식보다 컵밥이 많아져서 깜짝 놀랐다. 작품을 보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봤는데, 먹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편으로는 상인들은 2500원짜리 
밥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또 한 
편으로는 컵밥만 먹다보면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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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동의 심미적 천이
대문 안 마당들이 이어지고  
골목의 수다가 더해져서  
‘동네 정원’이 되기까지

조사자 
최제헌

대상 
강릉시 명주동

개요

강릉시 명주동은 강릉 원도심 지역 가운데 하나로 
전통적인 동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명주동을 
중심으로 작은 공연장 ‘단’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봉봉방앗간’ 등 예술을 매개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예술가와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면서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술 공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터뷰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형식과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 키워드
공공예술, 예술 공간, 지역 커뮤니티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지역이 가진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공공예술을 
준비하는 행정가, 기획자, 예술가

—  도시 재생과 지역 커뮤니티 유지 모두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기획자

—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획자, 예술가 모두

보다 직접적이지만 현 사회에 부재한 것, ‘대화’를 도입한다. 그리하여 
비언어적 소통과 언어적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작품은 
공통의 경험을 향한 매개체이다. 
공공미술에서 대화는 왜 중요한가. 대화는 필연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인은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미술이 추상적인 제도적 영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연역적 제도 적용이 아니라 
귀납적 결과 도출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도시 전체를 무대로 

움직이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지역의 
특성상 지나치게 인구 밀도가 높고 거리 소음과 매연, 유흥주점 등이 
한데 섞여있어 그 속에서 예술적 집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들의 변화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도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개인 역시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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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단오제 -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UNESCO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길 건너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고 조선시대에 
관아로 사용되었던 건축물들이 남아있어 전통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강릉 대도호부‘라고 명칭 달아지며, 관광과 더불어 살아있는 
역사를 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작가가 유심히 바라보는 지점은 몇 년 전부터 더해지는 골목안의 

새로운 흐름이다. 문화예술 영역의 문패를 내건 건물들과 활동들 
그리고 유입되어지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다. 강릉시가 
운영하는 ‘작은 공연장 단’과 ‘명주 사랑채’가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봉봉방앗간’이 새로 새겨진 문패들이다. ‘단’은 동네 
안에서 낯선 풍채를 드러내며 교회 건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하우스 콘서트(Haus Concert) 형식의 기획 공연들로 시작하였지만, 
지역의 다양한 요구들 아래서 연극을 비롯한 각종 대관공연들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공간 활용에 따라 내부 시설의 변경이 따르고 있으며 
관람유형의 변화에 따른 관람료 및 다양한 고민지점들을 실험해내며 
정체성 찾기를 하고 있다. 
강릉의 도시 브랜드인 커피를 매개로 지어진 ‘명주 사랑채’는 

커피도 체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강릉시의 브랜드 홍보관 
역할을 하기엔 지리적 여건이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동네 안의 ‘수다 
공간’으로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단지 동네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출발한 건축물이 아니었기에, 노년층이 대다수인 동네사람들이 
드나들기엔 불편한 건물 내부 구조가 흠이다. 하지만 동네사랑방이 
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동네 
이야기를 나누는 공적인 교육 및 활동 공간으로의 소중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봉봉방앗간’은 역시나 커피수다가 매개가 되는 공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가인 운영자들이 대안적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1940년대부터 있었다하는 동네의 문화떡방앗간을 다듬어 카페와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동네엔 적산 가옥을 비롯한 
근대 건축물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원래의 역할대로 거주 공간으로 
쓰이거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목적으로 
찾아지지는 않고, 사진산책가들이 종종 다녀감을 볼 수 있다. 방앗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영상을 풀어놓고 그림을 그려내고 
간다. 또한 봉봉사람들은 지역의 청년들, 다양한 열정의 출구를 찾고 
있는 이들과 교육활동으로 교류를 맺으며 동네에서의 예술살이를 

1. 배경 및 연구 방법론
1) 명주동네 걷기

강릉시 명주동에는 담벼락이 이어지는 골목길에 자리 잡은 오래된 
가옥들, 그 안에서 마당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다. 볕 좋은 날엔 색색의 
대문들 앞으로 나와 앉으신 할머니들과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열린 대문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마당엔 꽃식물들과 먹거리 채소 
그리고  열매나무들이 있다. 오래된 건축모양새 만큼이나 나이테를 
채운 자연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집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선 옆집으로 
나눠지는 음식처럼 꽃씨앗과 모종이 담벼락을 넘는다. 마당들이 
이웃의 사연을 담고 이어져있다.

2) 심미적 움직임
몇 년 사이 골목 안을 넘나들기 시작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공연장과 
전시장으로부터의 심미적 움직임들이다.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동네로 드나드는 예술인들이 가꿔가고 있는 마당에 문화적 자연1이 
서로 옮겨 심어지고 있다.  

3) 명주동 바라보기
원도심 지역으로 구분되는 명주동 주변엔 오랜 세월 함께한 
가구골목이 있고 그 뒤로는 남대천이 흐른다. 강릉동네의 단오문화를 

전시 ‘천이’를 위해 옮겨지는 경옥씨네 마당의 장미화분

1

 자연의 마당에 
문화적(펼침의) 역할이 
더해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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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씨(명주동 통장)

춘◯ 통장님은 삶의 터에 마당을 만들고 꽃식물을 가꾸어내신다. 
열어두고 산다는 대문 안으로 이웃들이 들어오듯 사연이 붙은 
꽃식물들이 끊임없이 날아들어서, 모두가 구경 오는 마당정원이 
되어있다. 춘◯씨네 꽃모종 역시나 옆집으로 넘어가고 씨앗이 알아서 
또 들어간다. 골목 안의 마을 공동체가 마당으로 이어져있다. 

풀어내고 있다. 예술적 이주민의 발걸음으로 사이들을 이어보려 하고 
있다. 

4) 연구 방법론
‘문화예술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동네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에(2012년 10월 단 +명주 사랑채, 12월 ‘봉봉방앗간’ 
open), 동네 사람들 사이로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그리고 
다녀가던 사람들이 예술적 이주민이 되어 동네로 들어오고 있다. 
동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문 밖 골목길을 
‘행사장’으로 내어주는 일을 겪지만, 아직까지는 ‘사람 북적이니까 
좋아’라고 표현하신다.
할머니들의 집대문과 문화예술 거점지들의 문 사이가 아직 

가깝지는 않지만, 함께한지 몇 년이 지났다. 이쪽에선 꽃향기를 뿜고 
저쪽에서 문화예술 내음을 보낸다. 젊은층과 노년층 그리고 다니러 
오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 있지만 골목 안에서의 
쌓여가는 시간 속에 함께하는 마당, 마음마당 만큼은 열린 듯하다. 
그래서 그 열린마당에서 함께하는 잔치을 기대하게 된다. 
정해진 한 장소보다는 동네의 수다가 펼쳐지는 곳이면 어디든 

‘마음 마당’이 열린다. 대부분은 할머니들의 마당인데, 쉼이 있고 
먹거리가 펼쳐지고 그리고 흥(유희꺼리가)이 있다. 

 수시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퍼블릭 가든(마음 마당)이 좀 
더 확장되어, 동네에 다니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열릴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여. 동네를 살피며 조사하고 할머니들을 만났다.

2. 조사 내용
1) 동네 할머니들의 마당 가꾸기 이야기

대문 안 꽃식물이 이웃의 마당으로 옮겨가고, 골목길에 날아 떨어진 
씨앗들은 마을의 마당을 넓힌다. 담벼락 위에 올려 진 화분들은 동네 
길을 잇는다. 넓어진 마당은 모두의 마당이 된다. 그 안에 동네가 있다. 

— 경◯씨
70을 바라보는 경◯씨는 40여 년 전 이곳에 집을 지은 이래로 자식을 
키워 시집장가 보냈고, 얼마 전엔 할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렸다. 
경◯씨네의 초록식물들은 단단하게 검다. 꽃피워 내는 봄날을 맞이한 
후 겨울을 거치고 나면, 다시 화려한 시기가 돌아옴을 아는 노년의 손길 
아래서 살뜰히 챙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마당의 꽃농사와 함께 집을 
그리고 삶을 지어가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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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림

혼합림

지속적인 소규모 교란
— 연결되는 동네마당 
—  더해지는 이웃(예술적 
이주민) 

—  (가능한)공공 
프로젝트

명주동 골목은 2014년 일 년 동안 대략 4번 차 
없는 거리가 되었고, 똑같이 생긴 화분 박스가 
나열되었지만 꽃길이 생겼다. 그리고 아직은 
낯선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지만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이 열린다. 할머니의 마당 생활과 밖의 
예술 활동이 만나는 교류가 자연과 예술이 있는 
‘정원 산책’을 조금씩 만들어 내고 있다.

음수림 
(극상의 단계)

바라보는 지점
—  거주민과 이주민의 
심미적 연결

—  동네정원의 심미적 
확장 

식물 군락이 오랜 시간 진화와 퇴화를 거듭하며 
변화하듯 생의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성장해 
가며 예술가들의 움직임이 더해지는 심미적 
천이가 진행되어 명주동이 문화예술 군락이  되길 
기대한다. 오랜 시간 쌓여 풍기는 삶의 여유에 
새로운 낯섦(예술)이 조화롭게 얹어져서 사는 
사람에게도 다녀가는 사람에게도 쉬어 갈 수 
있는 마음의 마당이 되는 공공의 터 ’동네 정원‘을 
기다린다. 

오랜 생활역사를 지닌 명주동, 매일의 변화를 더하며 사는 사람들 (명주동 사람들)

+ 그 안에 씨앗(예술)거점들, 그리고 낯선 산책자들 (예술적 이주민들)

3) 인터뷰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미적인 교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의 조사와 견해에 따라 ‘공공의 지점들’을 설정하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들에 필요하다 여겨지는 관점을 서술한다. 
노년층, 특히나 할머니들이 대부분인 동네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말수다(인터뷰)가 주요 조사 방법으로 쓰였는데, 연구 설문지에서 
흐름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짧게 
인용한다.

— 골목주차장: 걷는 길이 될 수 있을까?

골목 주차장
비교적 넓은 골목길은 주차공간으로 한 쪽을 내주고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느리게 걷는 노년층 거주자들 사이로 
천천히 지나다니는 차들 혹은 주차된 차들은, 올해 시행된 
골목행사시에 요구된 주차금지 요청사항에 무리 없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골목안의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하여 뻗은 골목길은 명주프리마켓이란 행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많은 방문객을 맞았다. 활동영역이 다양한 
참여자들을 따라 산책자들이 늘었다. 

인터뷰
춘◯ 통장님

골목에 행사가 있다고, 주차 금지를 부탁했는데, 흔쾌히들 
지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올해 처음의 골목 
벼룩시장이 더 자주 있어도 괜찮겠다고들 해.

9-1번지 부부
장날에 먹거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동네 사람들 나와서 술 
한잔 씩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저 앞쪽 공용주차장 
쪽에만 펼치지 말고,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쭉~ 넓게 넓게 
펼쳤으면 해.

걷는 길이 될 수 있을까?
내 집 앞 주차의 편리성을 포기하고, 동네의 
공동목표(골목길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호응을 보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동네의 외곽과 멀지 않게 닿는 
남대천의 뚝방을 대체적 주차지역으로 생각하고 또 사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동목표에 대한 방향성 및 가치의 이익정도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서로간의 충돌지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껏 시도되었던 잔치들의 

— 동네 할머니 모임 ‘작은 정원’
‘작은 정원’ 명주동 할머니들의 모임(2013년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 

경◯ 할머니: 명주동 부녀회가 대단했어, 우리가 폐지 모으기해서 
1등 표창도 받았고, 아주 열심이었다고... 그런데 이젠 젊어야 
60이야. 지난해부터 마을 만들기 센터 사람들이 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모였는데 한 스물 여섯집 정도. 마을 공동텃밭 

가꾸고 화분도 만들어 내놨는데, 재미도 있지만, 아이고 물 주러 

다니려면 힘들어, 애 닳은 몇몇은 아주 열심이야. 

거주한다는 것은 자연의 무늬 위에 삶의 기록이 덧대어 지는 
일이라고 한다. 명주동네엔 시간을 쌓아가는 건물들과 담벼락들 
사이에 생의 기록을 더하는 꽃식물들이 있어서 그리고 마당을 
보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오래된 동네가 계속하여 
살아있는 생활역사를 이어가는 듯하다. 낡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생기고, 예술가들이 드나들고 그리고 
산책자들이 늘어가는 이유인듯하다.

2) 심미적 천이가 일어나는 동네 
명주동에, 심미적인 흐름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문화예술거점지들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사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움직임에 대해, 생태계의 변화 과정에 쓰이는 
‘천이’2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 명주동의 천이 과정 기술
 
 명주동의 심미적 천이 과정

생태계 명주동 심미적 천이

자연 명주동 대문 안의 개인 
마당

정원이 있는, 명주 동네

개척자 식물 변화의 지점들
—   담벼락 넘는 꽃식물들
—  세워지는 문화예술 
거점지들

—  들락이는 
문화예술인들/청년들

명주동 마당에선 도시안의 작은 농사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럿의 
휴식터로 열려 있어서 공공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심미적 움직임이 더해지며 명주동 마당은 
‘문화적 자연-정원’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천이 (遷移, 옮기어 바뀜): 
어떤 원인에 의해 형성된 
나지는 시간이 흐름이 때라 
개척자 식물이 정착하여 
개체수를 늘리고, 또 
다른 종의 식물들도 계속 
유입되어 새로운 식물 
군락으로 변화하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되는 생태계 속성의 
변화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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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원’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꽃길

했는데 돈이 만만찮아. 그리고 우리들이야 뭐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저쪽으로 보기 좋잖아.

 꽃길이 (아트로드) 이어질 수 있을까?
느슨했던 사람공동체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지원 사업의 
역할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다. 할머니들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으로 탄탄해진 ‘작은 정원’ 은 
앞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의 변주가 가능하리라 본다. 

다양한 협력 관계들로는 동네로 드나드는 예술(활동가)들 
혹은 식물관련(연구/활동)자들과의 교류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할머니들의 리듬에 맞는 즐거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골목에 줄지어 늘어선 박스화분들과 몇몇의 시기를 
달리해 그려진 담벼락 벽화들이 일차적인 드러나는 동네의 
환경조성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주관을 달리하는 사업의 
결과물들이다. 동네의 어우러짐 있는 모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장기적 시선으로 내다봐야할 것이다.

— 골목문패: 들러 갈 곳들이 있을까? 

골목문패
서로 간에 알고지낸지가 오래라, 대문을 열고 지내신다 
하셨다. 그러면서 이집 저집을 일러주시는 말씀에 문패 대신 
감나무 큰집, 담으로 채소박스 올려 세운 집 , 담벼락 새로 
칠한 집 등이다. 대문 색 혹은 지붕 색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언제나 대문 열린 집이라고 칭해지는 곳도 있다. 
그리고 들어선 문화예술거점지들은 골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영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림 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악기 둘러맨 사람들이 오가는 건물은 번쩍이는 
간판을 달고 있진 않지만, 동네 안에서 불려 지는 문패들은 
확실해 진 듯하다. 

인터뷰
종◯ 할머니

작은 공연장 단이 들어오고 나서, 동네가 좋아졌어. 악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보이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사이의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사람 사는 동네는 북적여야지. 

총무 할머니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뭐, 우린 이제 
다 60에서 80 넘었어. 하도 서로 오래봐서 그냥 누구네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거지 뭐. 들어와 
차한잔해. 이거 먹어. 저 넘어 그 집 가면 마당이 이뻐. 그냥 또 
오면 되지 뭐. 

명주동네 주차 모습들 명주동네 포토스케치 (최제헌, 2013)

적극적인 주체자인 적도 아직은 없었다. 
점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골목으)로, 걷는 골목길으로의 
전향을 고려해 볼 때, 쌓인 시간들의 자연스러움과 어울리는 
산책을 담아내는 컨텐츠들이 더해져야 할 듯하다. 게릴라식 
행사의 공간으로 내어주길 반복되는 골목길이 된다면, 사는 
사람들의 거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골목화단
할머니들의 모임인 ‘작은 정원’의 2014년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상자 화단이 만들어지고 먹거리 채소와 꽃식물이 
심겨져서, 동네 곳곳으로 내보내졌다. 식물(채소)가꾸기라는 
할머니들과 가까운 유희거리가 동네지원사업과 협업하며 
이뤄낸 모습인데, 할머니들이 좋아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관리자 푯말이 붙은 화단박스들은 똑같이 생겨서 줄지어 
늘어선 탓에 누구씨네의 무엇이 되지는 못하지만 제 힘으로 
뽐을 내고 있다.   

인터뷰
공◯ 할머니

사이좋게 나눠 먹으려고 심었지, 시장도 안가도 되고...

경◯ 할머니
작은 정원 회원들이, 화단박스를 만들고 꽃이랑 먹거리랑 
심어서 골목 여기저기에 내 놓았는데, 글쎄 물 안주는 
사람들도 많아... 애가 닳아서 말야, 동네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 참..지난번엔 저기 공연장 직원 
젊은이한테 가서 야단을 쳤잖아, 나 여기까지 물들고 나오기 

힘드니까 잘 살피라고 말야.

공연장 직원
꽃식물이 유난히 커다란 화분에 담겨져서 공연장 앞에 
여럿이 놓아져 있는데, 작은 정원 화분들까지 해서.... 우리 
남자직원들이라선지 잘 못 챙겨요, 오히려 자동차 통행에 
방해된다고 싫은 소리 듣는 게 더 신경 쓰여요.

감나무집 할머니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준다고, 누가 사진기 둘러맨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내사 절대 싫다 그랬지, 아이.. 깨끗한 게 최고야.

부부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인데, 예전 집에도 벽화를 미대 학생들 
불러다 그렸다고, 새로 담벼락 칠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리면 
딱 되겠네. 화단이 있는 꽃가득한 그림을 그려줘, 나도 꽃 엄청 
좋아해.

춘◯ 통장님
이쪽 골목으로도 그림 좀 그려 넣고 의자도 놓고 그러려고 

— 골목화단: 보기 좋은 꽃길(아트로드)이 이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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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의 꽃식물들

심미적 거주와 이주 활동에 대한 관찰은 자연스럽게 예술의 공공적 
접근에 대해 고민으로 이어졌고, 앞의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 때때꽃길

개요 할머니들의 마당 안에서 길러지고 가꿔진 꽃식물과 
먹거리 채소 화분으로 만드는 꽃길

배경 동네 사람들과 가깝게 생활해서 관찰한 결과 이 행위는 
명주동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노동/취미/유희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활동을 활용해서 꽃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의 마당 안의 갖가지들이 (변화하는) 벽화가 되고,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예술정원사가 된다.

내용 계절 변화 따라 가꿔지는 꽃식물+먹거리 채소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분류 특화하여, 때때마다의 다른 
꽃산책길을 만들어낸다. 

방법 평상시에 가꾸어 온 꽃식물과 먹거리 채소들을 
집집마다의 일상적인 화분들에 담겨진 그대로 담벼락 
위로 혹은 대문 앞으로 놓아 길을 잇는다.

기대효과 색바랜 담벼락이 산책길로 변화할 수 있다. 단풍놀이를 
가듯, 눈길을 걷듯 명주동네에서 철쭉 피는 봄 길을 걸을 
수 있고, 달리는 방울토마토도 따먹을 수 있는 여름길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기타 꽃/식물 전문가 혹은 자연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며 동네의 마당농사를 연구해 볼 수 
있을 터이고 나아가 꽃장터를 열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골목 안의 봉봉 방앗간, 작은 공연장 단 그리고 명주 사랑채

공◯ 할머니
단이 생기고 처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을 먼저 모셨다고, 
그리고 자리가 비면 종종 연락이 와, 가보면 할머니들이 줄을 
쭉 섰다고.. 그래서 종종 봤어. 고맙지 뭐.

청년 동◯군
아지트(봉봉방앗간)가 있어서 명주동에 자주 오지만, 
평화로운 사람 사는 분위기와 함께 자연풍경을 느낄 수 
있어서 동네를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의 작은 버스킹 공연 때 앞쪽으로 동네 할머니들이랑 
청년들이랑 함께 앉아있는데, 좋더라구요.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라면, 명주예술동.이란 표현 
괜찮은것 같아요.

3. 제안 프로젝트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명주동에 일어나는 심미적 변화들이고, 그 
변화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야하고 그리고 갈 수 있다 여긴 이유는 
정원(문화적 자연의 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열린 마당생활(화분에 담겨진 
꽃식물과 먹거리 야채를 포함한 마당 가꾸기)이 예술적 이주민과 
또 산책자들과의 교류 가능한 지점이라 여기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들러 갈 곳들이 있을까? 
오래된 것들과 낡음의 사이로 새것이 들어서는 과정에, 
문화예술을 품은 건물들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들어서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술적 이주민이 되어가며 동네의 
이웃으로 서로간의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동네의 변화들 
속에 마당 꽃농사와 예술 터밟기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
감나무 아래에서 버스킹을 하고, 작은 공연장 단 회색마당이 
할머니의 손길이 닿아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동네의 새 
이정표가 된 문화예술거점지들이 열린 대문 집 마당처럼 동네 
안에서 자리 잡아 가길 기대한다

오래된 삶 속에 살아있는 생활역사를 더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술의 더함이 있는 곳이다. 심미적 교란들과 함께 
진행되는 천이는 식물의 시간과 닮아 있어야 할 것이다. 
동네사람들이 서로 간에 부르는 문패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장소가 되고 
역할이 된다면 상생하는 군락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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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예술(가)의 개입들로 확장되는 정원, 거주민들에 
이웃들(예술적 이주민)이 더해지며, 서로간의 예술적 
활동이 정원에 수다로 얹어져서 벌어지는 마을의 잔치 

배경 문화예술 거점지들이 동네 안에서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네로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건물 밖으로 동네 사람들 가까이로 움직임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의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들어온 예술가들이 어우러지며 
동네 정원의 수다를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동네가 
변화한다.

내용 동네 사람들의 유희가 펼쳐진 마당에서 예술인의 
활동을 더하여 감각수다가 있는 정원이 된다.  

방법 작은 공연장 단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음악하는 이들, 
연극하는 이들 그리고 춤추는 이들과의 연계이다. 
열정 가득한 이들의 전문적인 활동이 삶과 가까운 
곳에서 펼쳐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활동(발표) 공간이 야외로(마당으로) 옮겨지는 
방식에서부터, 관람과 발표의 만남도 다양한 펼침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적 공간 봉봉방앗간을 
중심으로 모이는 영상 담아내는 이들과의 만남이다. 
영화(다큐멘터리)감독 활동을 하는 이들 그리고 청년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을의 수다를 담아 낼 수 
있을 듯하다. 

정원 음악회
개인 정원에서 열리는 음악회(버스킹) 

마을 라디오
대문 안의 이야기를 듣고 내보내는 라디오 수다-

동네라디오방송국

마을극장

생활시간의 기록(다큐멘터리 촬영) - 밤 시간의  
담벼락 상영

2) 마당 이어진 동네 정원

개요 개인의 마당들이 화려한 찰나를 맞이할 때 쯤 이웃들의 
동네 마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마당 열리는 날, 
그렇게 이어진 동네 정원 

배경 동네 대부분의 집들은 크기와 모양새는 제각각이지만, 
대문 안팎으로 화단을 가꾼다. 꽃식물이나 채소가 
화려해지고 단단해 질 때쯤에 대문이 열리고, 마당에 
모인 동네사람들의 수다 소리가 들린다.

의의 공동체의 열린 정원이 된다.

내용 대문을 한꺼번에 열어서, 꽃구경도 하고 마당의 수다를 
펼친다. 예술가의 손길이 함께하는 산책길을 만든다.  

방법 골목장터(명주 마지막 주 토요일) 열리는 날과 
연계하여, 골목 프로그램으로 진행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을 듯하고 마을정원들을 넘버링화하고 투어 지도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적 구체화는 예술적 이주민들과의 
협력 교류를 통해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대문을 열어두고 사는 동네라는 어르신들의 말 속에서, 
혹시나 있을 사적공간과의 부딪힘에 대한 우려 대신, 
정이 담긴 공공의 공간을 기대한다.

 기타 예술적 이주민들이 늘어가고 있고, 동네 사람들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도 쌓아가고 있다. 마당을 특정 장소로 
한 예술가와의 일대일 아트 프로젝트를 장기간을 
설정해 두고 진행해 보는 것도 동네정원을 특화해 낼 수 
있는 좋은 과정일 듯하다. 

명주동네의 꽃마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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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보기 좋은 식물화단을 넘어서서 사람이 모이는 열린 터 역할을 
하는 ‘정원-문화적 자연’을 지닌 동네이다. 
매일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꽃식물과 먹거리 채소를 (비록 화분에 

담겨진 형태일지라도) 가꾸며 형성된 동네의 독특한 문화가 노년층이 
대부분인 오래된 동네라 불리는 이곳이지만, 유입되는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움직임들을 만들어 내는 
힘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웃들과 산책자들이 늘어나는 ‘동네의 시간’에 발맞추어 

확장된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공공성을 지닌 ‘동네 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흐름들이 동네의 시간과 만날 때 급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여겼다. 열린 정원문화를 
품고 있기에 명주동에서는 긴 시간의 천이를 거치며 변화하는 생태계 
군락처럼 지속적인 심미적 천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축 
공사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대문 안의 마당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동네의 정원(public garden)’을 공공미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며 그를 위한 단계적 방법들을 본 연구서에서 
제안하였다. 
개인의 화단들이 대문 안에서 가꿔지지만, 동네의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로 비슷한 식물의 종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대문 밖으로 일제히 흐드러져서 골목을 꽃길로 바꾸고 
산책길을 만든다. 오랜 이웃지간이기에 누구네 마당이든 누군가의 
쉼터가 된다. 그리고 음악공연장과 미술전시장 옆으로 할머니의 
수다를 얹어 내다 주시는 화분과 씨앗은 들락이는 젊은이들과 
낯선이들을 동네로 품는다. 이런 모습에서 충분히 상상가능한 동네 
정원이다. 이제는 골목에서 인사 나누는 예술가들이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서 정원의 수다를 풀어야 할 차례인 듯하다. 

 “명주동 사는 경◯씨는 정성으로 한 식물을 30년 넘게 보듬어 
나무로 키워냈고, 춘◯씨는 태어나 자란 동네에서 누구나 
드나드는 열린 대문집의 통장이 되었다. 얼마전 봉봉방앗간은 
춘희씨의 소개로 경옥씨의 30년 나무를 넘겨받았다.”

‘예술의 공공적 접근’이 천이 과정에 더해지는 ‘지속적인 소규모 
교란’이 되길 기대한다. 심미적 천이가 일어나고 있는 명주동이다.

명주동네의 거주, 자연, 예술(명주에, boje. 최제헌, 2013)

기대효과 동네 사람들이 직접 화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 
생활역사를 풀어내고, 활력을 더하는 수다를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나누는 방법으로 야외극장, 
공동체라디오의 방식들과 연계하여, 동네잔치로 연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사례소개: 동네의 대안적 공간 ‘봉봉방앗간’에서 
2014년 5월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최제헌 기획으로 
전시회 ‘천이’ 진행 -동네 할머니 경옥씨의 사연 많은 
식물들을 옮겨오고, 서울 사는 이웃작가 선희씨의 
그림을 데려와서 열린 공간에 ‘정원’을 만들어 펼쳤다. 
음악하고 글쓰는 이웃들이 더해지며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4. 결론
우리에겐 더 이상 동네가 흔하지 않다. 거대해지는 도시공동체, 그 
안에서 결핍을 느끼곤 하는 개인의 삶을 위해 볼꺼리 산책거리들이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이란 개념아래 생산되고 있다.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온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천이(옮겨 
심어진)된 식물에게 긴 시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듯 문화예술이 
공동체와 교류하고 상생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지역 안으로 문화예술 거점지들이 들어설 
때, 주변의 것들과 어우러짐 없이 낡은 것을 뒤엎고 세운 건물에 
랜드마크의 지위를 부여하고 공동체를 묶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오래된 동네를 만났다. 몇 년 사이(2012년 이후) 문화예술 

거점지들이 들어서는 새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명주동이다. 이 
동네의 예술적 이주민 중 한사람인  연구자는 이 곳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에 남겨진 ‘삶의 시간’이 ‘식물의 시간’과 닮아 있음에 

34 35



명
주
동
의

 심
미
적

 천
이

강
릉
시

 명
주
동

최
제
헌

선물, 벨기쉐스 피어텔을 위한, 최제헌, 2007, 독일 쾰른

2) 벨기쉐스 피어텔, 독일, 쾰른
(PLAN im Belgische Viertel, Germany, Koeln)

독일 쾰른(Koeln)의 한 구역(das Belgische Viertel)엔 해마다 
도시계획가, 인문학자 그리고 건축가는 물론 예술가들이 모여, 각각의 
방식으로 연구하고 또 생생한 거리를 풀어놓는 도시 프로젝트(Plan)가 
벌어진다. 오래된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휴식공간이 몇 년 사이 
주변으로 새롭게 형성된 클럽문화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의 
불편한 환경과 섞이게  된 곳이다. 유럽의 도시 공원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며 생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유지되어 오고 있다. 작가는 그 7번째 해에 참여하여, 공원의 곳곳에 
꽃프린트 된 선물 덩어리들을 새로운 도시의 구조물로 내어 놓았다. 그 
장소에서 지내는 사람들과 다녀가는 사람들 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프로젝트의 경험을 아래 사진으로 소개한다. 

3) 대인예술시장, 한국, 광주
도시프로젝트라는 잔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의 문화를 
직접 형성해 가는 젊은 상인들이 밀집한 쾰른지역과 달리, 광주의 
대인시장에서의 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다. 한국의 전형적인 
전통시장인 이곳은 경제상황 변화와 맞물려 비어가는 공간이 늘어갔고 
시장의 흥이 떠나가는 곳이었다. 예술행정의 지원 아래 예술가들의 
거주/작업 공간들이 들어섰고 대인예술시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작가는 사업 첫 해(2009년)에 3개월의 시간을 시장 안에서 보냈다. 
새로운 거점이 생기고 사람이 드나들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삶)터의 
무늬를 만들어 내는 일이, 빠르고 짧은 시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록. 지역에 개입한 작가의 프로젝트 사례 소개1

1) 예술가의 집, 독일, 라우엔부르크, 엘베 
(Das Kuenstler Haus, Germany, Lauenburg/Elbe)

엘베강 옆에 위치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동네는 유려한 
건물들과 화려한 역사가 함께 했지만 현재는 문화예술로 부흥했던 
흔적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예술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예술가들이 머무는 공간을 공동 운영하는 방법으로 풀어가면서 
동네에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동네에 들어간 
작가(작가 공동체_ 주기적 변동이 있지만)를 동네 사람들이 만나고, 
공간과(예술가의 집)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동네가 
생생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엘베강에 떠있는 부표를 
모티브 삼아, 꽃부표가 있는 산책로를 동네에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걷고 거리연주회를 더하여, 동네 잔치를 벌였던 
경험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1

연구자 본인이 작가로 참여한 
사례들로, 모두가 작가의 
작업 이미지들이다.

boje, in Lauenburg/Elbe, 최제헌, 독일. 라우엔부르크/엘베, 2008

36 37



타
임
캡
슐

:  과
학
섬

대
전

 대
덕
연
구
개
발
특
구

미
텔
딩

 ( 박
형
준

, 이
주
하

)

타임캡슐: 과학섬

조사자 
미텔딩 (박형준, 이주하)

대상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개요

대덕특구는 박정희 정부 당시 기획되고 조성이 시작 
된 과학특구로 현재 우리나라 과학의 중심지이자 
대전이라는 도시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덕특구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조사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과학을 매개로한 문화예술적 커뮤니티의 형성 가능성 
여부와 맥락을 짚어보았다. 

연구 키워드
대전, 예술과학, 과학문화, 대덕특구, 과학 커뮤니티, 
엑스포, 과학사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과학을 매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행정가나 
전문가 

—  예술과 과학, 인문을 결합하는 작업에 관심 있는 시민, 
예술가

—  은퇴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하는 행정가, 기획자, 예술가.  

경험을 갖게 했다. 사는 동네와는 다른 생활격전지 특히나 시장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예술가들이 들어가는 일이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각양의 
모양새로 부딪힘을 겪으며 진행되고 있음을 듣는데, 일상에 예술이 
어우러지는 일은 살아가는(시간 머무르는) 동네(공동체/장소)의 시간 
흐름에 맞춰 서서히 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꽃바람 프로젝트 in 대인시장, 최제헌, 2009, 한국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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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뷰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조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발간 책자, 웹 자료 및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지역의 역사 및 
환경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진행된 ‘인터뷰 조사’는 문헌 
상에 제시된 자료를 넘어 실제 지역에서 상주해온 과학자와 관계자 
개인의 기억과 관점을 통해 해석된 대덕특구의 발전과정을 듣고 
개괄적으로 서술된 텍스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2-1. 대전특구 연혁 및 조성 배경

1935년 대덕군 생김(대전군 + 회덕군)

1969년  한국과학기술원(KIST) 생김,  
홍릉 연구단지 내 

1973년 11월 30일 대덕연구학원도시로 지정 
1973년 대덕연구단지 공사 시작 
1975년 12월  한국표준연구소 발족(現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78년 대덕연구단지 건설사업 본격화 
1978년 한국표준연구소 대덕연구단지 입주 
1978년 3월  중부주거지에 연구원 입주 아파트 144세대 

건설 착수 
1979년  과학기술처 산하 ‘대덕단지 관리사무소’신설 
1979년 10월 26일  중화학 공업 추진위원회 폐지, 과학기술처가 

대덕연구단지 건설 업무 추진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과학기술정책 변화 및 

침체

1983년 2월  대덕연구단지,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
1984년 8월  부지조성방식, 자체개발방식 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 
1985년 11월 공영개발부지조성 1단계 개발사업
1987년 5월 공영개발부지조성 2단계 개발사업 
1989년 대덕군, 대전직할시로 통폐합
1989년 12월  제 106차 국제박람회 기구총회, 한국에 조사단 

파견

1990년 8월 대전세계박람회 공인 
1991년 4월 대전엑스포 기공식 
1992년 11월 대덕연구단지 준공식 거행 
1993년 8월 7일  대전 엑스포 개최(공식명칭: 대전세계박람회)

1. 들어가는 글 
대전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과학도시’를 쉽게 떠올리지만,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지역민이나 예술가는 대전에 과학문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덕특구가 개발되고 자리를 잡은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대전과 대덕특구는 갑천(甲川)을 경계로 나뉘어있다. 
미텔딩은 대전문화재단의 ‘아티언스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와 
과학자가 협업하는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덕특구가 
일반인에게 얼마나 생소하며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체감하였다. 심지어 혹자는 이를 두고 ‘서울시 대덕특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적·내적 환경에서 대덕특구는 ‘과학섬’으로 
존재해왔다. 대전이 타지역과 차별되는 특색을 갖춘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전과 과학도시는 한 몸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들과 예술가, 지역민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그 첫 단계로 대덕특구의 역사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예술·과학 프로젝트의 
진행 당시 대덕특구에 관한 개괄적인 안내 부족과 과학용어의 
낮은 이해로 겪은 어려움에 기인하여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하는 예술가 및 시민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 제공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기에, 이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번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덕특구는 1만여 명의 과학자가 거주하고 3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다수의 기업연구소가 입주한 70km2 규모의 유례없는 
과학도시로 대전만의 독특한 콘텐츠임에도 역사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관심이 있는 예술가나 시민이 대전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연구 성과나 분야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유례없는 산업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선진국의 과학 
도시들이 백여 년이 넘는 역사를 축적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덕특구는 
지난 40여 년 간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따라잡아 첨단과학기술국 
반열에 올랐다. 숨차게 달려온 시간이었기에, 정책적으로나 거주하는 
과학자들 개인적으로나 대덕특구를 휴머니즘을 겸비한 문화적 장소로 
키워내기에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덕특구를 
건설하는 데 힘썼던 과학자들이 은퇴하고, 대전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대덕특구가 단순히 연구기관을 모아놓은 특수한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에나 문화가 쌓이듯 이제는 ‘과학섬’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전 전역이 과학의 향기가 묻어나는, 또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문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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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었으며, 대전과도 행정구역상 
분리되어있어 연구자들은 주택문제에 시달렸다(둔산 신시가지는 
1985년 이후 조성).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화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중부주거지, 서남부주거지, 신성주거지, 
동부주거지를 차례로 개발해나갔다. 가장 먼저 중부주거지 지역에는 
연구소 사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였고 변전소, 은행,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등의 지원시설과 대덕초, 대덕중, 대덕고를 
개교하였다.

1973년 기본계획수립 이후 대덕연구단지 조성이 한창이었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인해 과학기술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더불어 과학기술정책이 재수립되고 
연구비는 삭감되었으며, 1981년 대덕연구단지 건설 사업은 
전면 재검토·수정되었다. 1979년 이후 동결된 연구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정책,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연구원들이 
대덕연구단지 입주를 거부하면서 연구소 전체가 존폐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인지한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다시 입주와 정착이 
시작되었다. 1983년 대덕연구단지가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대전시 도시개발계획과 대덕연구단지의 건설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기존에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개발하고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85년 11월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1단계 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4,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역이 건설되었다. 2단계 
개발 사업에 따라 야산과 구릉지로 고립되었던 대덕연구단지 주변 
지역이 크게 변화였는데 전민동, 문지동, 도룡동, 화암동, 신성동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민·문지 주택단지는 4,000여 
세대의 엑스포 아파트를 비롯한 7,000여 세대의 주택이 건설되고 
신성동지역에는 대림, 삼성, 럭키아파트 등이 건설되어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모하였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규모도 축소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친 대덕연구단지 준공은 20여 년 후인 1992년에서야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과학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

 2-3. 화려했던 93 대전 엑스포, 그리고 위기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대전엑스포가 개최되었다. 대전엑스포는 국제박람기구 최초로 

1997년 외환위기(IMF)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발표, 

모든 연구기관의 기구·인력·사업비 축소
1999년 12월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
2000년 9월 28일 대덕밸리 선포식 
 
대덕은 1989년 대전직할시로 통폐합된 지역으로 1973년 
연구학원도시로 지정되기 전까지 복숭아, 배를 주요 산물로 하는 
농사지역이었다. 1969년 한국이 36억원 미국이 총 920만 달러를 
투자하여 최초 과학기술연구원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서울 홍릉에 건설하였다. 뒤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생겼으나, 산림청 임업시험장의 한정된 부지 
안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입주하였기에 대규모 연구단지가 만들어지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제2과학연구단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입지 
선정기준은 350만 ~ 500만 평가량의 부지 가운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교통, 용수, 전력 등의 도시기반조성 비용이 적게 들고 
지가가 저렴한 곳이었다. 먼저 제2과학연구단지 건설로 지목 된 곳은 
3개 지역으로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탄동·구즉면 일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일대,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강서·남이면 일대였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화성에는 방송시설이, 충북 청원에는 군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세워지고, 대덕특구가 제2연구단지 건설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2. 대덕특구 조성과정(1973~1992)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국표준연구소(現.한국표준과학연구원)를 1975년 설립하며 초기 
조성을 시작해, 1978년 한국표준연구소의 대덕연구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대덕연구단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표준연구소의 입주에 뒤이어 한국선박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핵연료개발공단, 충남대학교, 쌍용중앙연구소, 
한양화학중앙연구소, 럭키중앙연구소 등이 잇달아 입주하였다. 
연구소의 기초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인력과 장비, 부품의 
부족과 더불어 전력, 난방 등 기초적 연구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당 80여 시간씩 연구하였다. 또한, 당시 야산과 구릉지, 
논밭이 전부인 개간되지 않은 주변 환경에 대전과 대덕을 잇는 도로는 
1개로 대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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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온 연구자들을 위한 거주 지역이었다. ‘93엑스포’가 
있기 전까지 대덕연구단지 안에는 길이 없었다. 대덕대로도 없었고 
다 논밭이었다. 좁은 길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유성으로 돌아서 
시내를 나갔다. 유성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리면, 시외 택시 
같은 게 있고, 대전역에 내려서 연구단지가자고 하면 승차거부를 
하거나 웃돈을 바래서 많이 싸웠다. 거기는 유성이라고 하면서, 
대전에서 다니는 택시가 있고, 유성택시가 따로 있었다. 심지어 
공동관리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은행동에 
동양백화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가 유일하게 
괜찮은 동네였다.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만해도 연구단지 대우가 
비교적 괜찮았고, 일반 교수보다는 급여도 좋았다. 내가 표준연에 
들어온 19번째 박사였다. 당시에 강우연 소장님이 계셨는데 해외 
유치과학자가 왔다고 파티도 열어주시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미: 외국에 남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박: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다른데, 학문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으면 
미국에 남을 것이다. 미국에서 직장을 갖게 되면 월급이 높으니 남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게 된 데에는, 사실 국가에 
기여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이 작용했다. 가족의 결정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미국에서 살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영남대에서 전임강사를 했는데, 당시 지방대학은 실험시설이 거의 
없었다. 그냥 수업 만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올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 시설도 없고 수업만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 
공부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사명 의식 때문에 연구 단지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입사했다. 나중에 영남대에 갔는데 4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시설이 많이 
갖춰졌었다. 당시는 한국이 급변하던 시절이었다. 예를 들어 80년도에 
미국에 갈 때는 자동차를 가지는 게 큰 부자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 웬만한 월급쟁이들이 차를 가지고 있었다. 4년 
사이에 한국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 당시 연구단지 분위기는 어땠는가?
박: 그 당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 
기업연구소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았고, 기업이나 국가적 아젠다, 
문제도 모두 이곳으로 왔다. 당시만 해도 연구비가 크지 않았는데, 
3천만 원짜리 연구가 굉장히 큰 과제였다. 사실 그때가 국가적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된 행사였다. 공식명칭은 ‘대전세계박람회(The 
Taejon International Exposition, Korea, 1993)’이며 일반 표기는 
‘대전엑스포93’로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주제로 삼고,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부제로 삼았다. 
1990년 대전엑스포 개최가 결정된 후 1991년 착공을 시작하여 
2년 후인 1993년 8월 개최하였다. 이때 ‘터치 스크린’을 비롯하여 
패턴인식기술을 이용한 ‘필기체 문자인식 시스템’ 등의 첨단기술이 
엑스포 최초로 도입되었다. 전시 또한 첨단기술이 도입되어 눈으로만 
관람하는 전시가 아닌 직접 기기를 다루고, 가상현실 시스템을 
체험하고 첨단 영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세계 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전시기법이 사용되었다.  

1992년 일차적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안정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1997년, 
외환위기(IMF)의 여파는 대덕연구단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모든 연구기관의 기구와 인력을 최소한 배치하고, 연구 
사업비는 축소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000여 명, 
기업연구소에서는 5000여 명이 떠났으며, 이러한 혼란을 겪으며 
다수의 연구자가 연구소를 떠나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한 학교 등으로 
이동하였고, 반면에 대덕연구단지에 많은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인터뷰
박용기 박사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현 UST 교무처장) 

미텔링(이하 미): 대덕연구단지가 처음 조성되었을 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박용기(이하 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이 가장 처음 
연구단지에 입주했다. 나는 표준연이 설립되고 10년 정도 된 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의 상황은 잘 모르고 이후 30년 동안 재직했을 
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미: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가? 
박: 1985년 여름에 들어왔는데 아직 정주조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다. 공동관리 아파트가 유일하게 거주할 수 있었고, 많은 
연구자(과학자)들은 대덕 바깥에 있었다. 공동관리 아파트는 나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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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들었고 좀 안다는 게 아는 거였는데, 아 이게 그 차이로구나 
우리는 그걸 묻고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었기에 교수도 잘 모르는 걸 
가르쳤을 거고, 나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나마 토론 문화를 좀 접했던 
건 과학원(現 카이스트)이었다. 우리가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매일 
데모를 해서 개강하고 몇 주 지나면 학교 문을 닫았다. 자습만 하고, 
모든 책을 앞부분만 배우고 못 배웠다. 당시에 과학원을 들어가야 하니 
몇몇이 모여서 우리끼리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토론했다. 내가 
과학원 3회인데, 당시 우리나라 대학원은 정말 엉망이었고 과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었다. 당시 과학원은 홍릉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전원기숙사에 미국서 막 돌아온 젊은 교수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다. 코피 터지게, 진도는 무지 빠르고 숙제도 많고 정신이 
없었다. 그나마 그렇게 맛을 보고 미국에 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미: 연구단지에 대한 환경적 기대치가 있었나?
박: 사실 연구단지가 조성이 끝난 건 꽤 오래 뒤였다. 예산이 줄고 
그러면서 늦어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뒤쳐졌다. 그래도 연구단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경 써서 만들었다. 
녹지도 많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되어 있었다. 
타운하우스가 특히 그랬는데 그건 우리를 위한 아파트는 아니었다. 
공동관리 아파트는 잘 지은 아파트는 아니다. 싸게 지어서 내부시설이 
엉망이었다. 내가 왔을 때가 연구단지 10년 차인데, 엉망이었다.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거실 난방도 안 되고, 미국에서는 빈민들이 
사는 아파트에도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기본이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실 난방도 안 되고, 처음에 나 혼자 내려왔다. 
집사람은 서울에 있고, 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엉망인 거다. 참 
열악했었다.
 

미: 연구단지의 전성기는 언제였나?
박: 내가 오고 나서 10년 정도까지 그래도 계속 연구비도 늘어나고, 
연구원도 많이 채워지는 팽창기였다. 그 이후에 연구단지가 
어려움을 겪은 게 IMF 때였다. 93년 엑스포하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 후에 연구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연구자를 내보내야만 
하는 구조조정이 있었고, PBS(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매년 월급도 
동결되거나 한 자릿수 인상에 묶여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보다 급여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연구단지의 

기금(펀딩)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우리나라가 80년대 초에 엄청 발전했는데, 그때부터 연구기금을 
제공하고 규모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연구 
자체보다는 연구소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형태가 주 임무였다. 10년 
선배 연구자들은 연구소를 세울 때 임용되었고, 그전에 이미 미국 
표준연서 교육받고 연구소 설립당시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보직을 받고, 연구소를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장비 구매나 그런 일을 
주로 했고, 나는 2세대이기에 그들이 세트업(set-up) 해놓은 연구실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세대였다. 밑에 박사가 많지 않고 기능직과 석사를 
데리고 연구했다. 실제 연구를 시작한 것이 30년 정도 되었다는 
소리이다. 그러다보니 문화가 쌓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일본 만해도 
표준연과 같은 연구기관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오래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노벨상이 나오는 것도 과학문화라는 토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연구비를 많이 들이는데, 왜 창의적인 연구가 없느냐”고 묻는데, 
사실 기간과 총 투입 연구비를 따져보면, 선진국들이 훨씬 많다. 
기초과학 등에 대한 투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속성으로 가다 보면 밑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후발 
주자이기에 외국의 실수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노벨상을 
받으려면 과학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태도며 모든 것들이 
선진수준으로 올라가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당시 연구하는 데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박: 미국은 전문가들이 많고 시설이 좋았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시설이 
좋아졌다. 그리고 연구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쌓여있었다. 
우리가 학위 과정으로 배워왔더라도,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들을 
단번에 가지고 와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미: 미국에서 연구했던 환경과의 차이는 어땠나? 
박: 우리 세대는 군대문화에 의해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토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른 말씀에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게 힘든 문화였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군사문화가 
들어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두려워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충격 받은 것은, 미국 학생들은 교수가 강의하면 질문을 자유롭게 한다. 
근데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이 기초적인 것이다. 그런데 교수는 좋은 
질문이라면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데 사실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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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퇴근 후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참 없다.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문화가 정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내가 왔을 때에는 사람이 
적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이 좀 모이긴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인구가 많아졌다. 이런 현상은 대덕의 문제인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최근에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국가적 접근이 아닌, 자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가 활동할 
센터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 외국의 과학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사하고, 방법론에 관한 토론을 해보려고 한다. 이곳에서 
직장을 다녔고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여기에 남기 시작했다. 시간도 
있고 애정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동관리 아파트가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으면 한다. 과학문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면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형성되고. 예를 
들어서, 로봇이 서빙을 한다든지, 음식점이라도 칼로리나 영양분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든지, 과학적인 테마가 있는, 일반인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먹고 마시는 공간, 필요하다면 과학자들이 재밌는 토크도 
해주고, 이런 카페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이 좋은 길에서 축제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단합해야 한다. 예술가와 과학자가 
대중과 만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과학문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쌓으면 독특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선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주조건은 단순히 
집 뿐만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야한다.
 

황응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실)

미텔딩(이하 미): 대덕특구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달라.
황응준(이하 황): 신성동 쪽으로 해서 이 동네에 들어오는데 여기로 
동네가 끝난다. 오지 중의 오지였다. 전민동은 엑스포 아파트 
들어서면서 생긴 거고, 여기 산 밑으로 초등학교, 갑천 변에는 논과 
밭, 시골 집이 몇 채 있었고, 유성 쪽 산이 다 우리 연구소랑 연결 되서 
막혀있었다.
 

미: 사진을 전공하셨는데, 대덕특구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황: 우리 학교로 추천이 왔다. 사진사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 해서, 

선호도가 낮아졌다. 인재유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카이스트 
출신들이 연구단지로 많이 온다. 
 

미: 대전 엑스포 때 기억이 있는가?
박: 시끌벅적했다. 이 동네가 엑스포 때문에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정주 조건이 달라지고, 대전이 촌 동네였다가 국제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한 기점이었다. 대전을 엄청나게 바꿔놓은 것이다. 그 
전에는 대전(大田)이 말 그대로 벌판이었다. 일본사람들이 철도를 
놓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생긴 도시였다.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도시는 아니었다.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대전의 인프라가 모두 엑스포 때 만들어졌다. 대덕대로도 
그때 만들어졌고, 갑천도 정비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전 
예술문화 중심지도 그때 생긴 것들이다. 그전에는 시민회관 정도만 
있었고, 문화예술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가 예술의 전당이나 
미술관 등등 모두 그 당시에 생겼다. 과학도시는 연구단지 때문에 만든 
거고, 그랬기 때문에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 엑스포 과학공원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달라.
박: 글쎄. 사실 엑스포가 좀 더 잘 활용되는 방법으로 남아서 
과학문화의 본거지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동시에 과거에 매여 있는 건 문제인 것 같다. 기초 과학이 중심이 
되는 건 문제가 없다. 엑스포를 통해 연구단지와 대전의 근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흔적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다.
 

미: 처음 왔을 때보다 연구단지가 많이 바뀌었는가?
박: 처음에는 기업연구소는 없었는데, 뒤쪽이 개발되면서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터널도 원래 없었는데 엑스포 이후로 뚫리고, 
기업 연구소들이 전민동 쪽으로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다. 터널을 
기준으로 저쪽은 기업 연구소로 건물이 멋지게 지어지고, 이쪽은 
건물이 좀 후지고 빈부차이가 느껴진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항상 
아쉽게 느끼는 것은 연구 단지나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얘기는 하는데, 
엑스포나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지만 그것을 문화라고 보기는 그렇고, 
과학 냄새가 나는 문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참 아쉽다. 
길거리며 그냥 마을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 연구단지도 
연구소 외에는 볼 것이 없다. 그리고 내부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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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
 

미: 다른 연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는 어땠나? 
황: 다른 연구기관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다. 
사실 대덕특구가 연구원들끼리 모여 있는 장소인데, 서로 같이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때 체육 대회같은 게 있어서, 유성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연구소들끼리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같은 종목을 했는데 
경쟁이 매우 심했다. 전문 선수를 직원으로 기용하고 그랬다는 말들이 
많았다. 서로 막 고발하고, 나중에 너무 과열이 돼서 그거 없앴다. 그게 
뭐라고, 서로 이기겠다고. 그게 90년 초반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로 
폐지되었다. 
 

미: 구제금융위기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황: IMF 되면서 행정이나 시설, 경비 부분을 내보냈다. 그때는 
비서직 여직원들, 경비, 식당 분들을 다 정리했다. 그때 난리 났었다.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 전부터 안 좋아지기 
했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많이 삭막해지고, 연구자들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회의적으로 변하고, 학교로 많이 옮겨갔다. 대학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니까. IMF 전에는 대학보다 이미지가 좋았는데, 
정년이 65세였다가, 조정되었다. 처음에는 유치과학자들 대우에 
맞춰서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 뒤에는 점점 우리는 묶인 상태로 
계속 온 것이다.
 

미: 대덕특구에서 과학과 예술을 연계한 사례가 있었나? 
황: 아주 예전에 대한민국과학축전을 연구단지서 유치한 적이 있었다. 
소규모로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 서예작품들을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라고 해서 보여줬었다. 
 

4. 결론
대전은 과학과 교통의 중심도시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문화도시로 위치지우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전은 국가 정책과 맞물려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적 지지대가 
부족할 수 있으나 파이 자(∏)형 인간, 학문적,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인재가 요구되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교차적 인프라가 갖춰진 
점은 대전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술과 과학, 
인문을 결합하는 작업에 관심 있는 지역민이나 예술가가 대덕특구에 
접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과학도시를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왔다. 75년에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81년도에 
내가 연구소에 들어왔다. 78년에 연구소가 대전으로 내려왔으니까 
연구소 터전이 막 잡혔을 때 들어온 셈이다. 당시 연구 장비와 함께 
사진 장비도 최고 사양으로 구비되어 있었다. 난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서울 충무로의 광고사진 전문 스튜디오에도 없던 
암실, 조명 장비가 풀세트로 적혀 있는데, 이 장비들을 내가 다 쓴다고 
생각하니 환상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대학 선배랑 같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안 보였다. 올라오는 
계단에서 도르래 소리만 딸랑딸랑 울리는데 절간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 장비리스트를 보여주는데, 날 뽑아달라고 했다. 장비를 
보니 너무 탐난다고 나를 쓰라고.
 

미: 설립 초기부터 계셨는데, 연구소 분위기는 어땠나? 
황: 해외에서 유치한 과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그분들이 꽤 
오랫동안 연구소를 유지를 해줬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분들 대우를 
굉장히 잘 해줬다. 초창기에는 정말 좋았다. 표준연이 개소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만해도 잘해줬는데, 그 후로는 
점점 하락세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설 당시부터 자주 왔었고, 우리 
연구소가 세팅된 거를 돌아보기도 했다. 
 

미: 설립 당시에 어떤 연구를 했나? 
황: 초창기 표준연은 길이나 시간이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빨리 표준을 
확립해야했던 분야였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꾸 새로운 분야의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점점 더 넓어졌다. 이제는 200여 개 단위표준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종류가 좀 적었다.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정밀도 높은 표준으로 가야한다.
 

미: 입사 당시 주변 환경은 어땠는가?  
황: 처음 왔을 때 주공아파트에 살았다. 주공아파트는 내가 오고서 
바로 생겼다. 처음에 임대 아파트로 시작했는데, 내가 아는 직원이 
나보고 먼저 살라고 해서 1년 잘 살았지, 그리고 나서 시내 쪽으로 
나가서 살았다. 입주는 우리가 제일 빨리했다. 그리고 1 ~ 2년 사이에 
다른 기관들도 전부 이곳으로 내려왔다. 나중에 입주한 곳이 기초연, 
한의학연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카이스트는 예전에 과기대라고 
해서 대학과정으로 해서 처음에 생겼었다가, 서울 키스트에서 나온 
카이스트랑 합쳐졌고, 내가 그때 고유번호가 292번이거든, 300명 안 
쪽으로 직원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몇 십 명 정도로 시작해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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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특구진흥재단

1967.11.28 박정희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접견 

1973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1

1973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 2

1973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문서3

1968 과학기술개발장기종합 계획(안)

배경으로 타 공공미술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되는 과학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겨, 대덕특구와 원도심 지역과의 문화적 격차가 
해소되고 과학자와 예술가,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공생하며 과학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만을 
쫓는 정책에서 벗어나, 대전만의 강점을 살린 공공미술 콘텐츠와 그 외 
예술 콘텐츠를 발전시켜, 과학도시의 감수성을 내재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5. 향후 프로젝트 계획
본 연구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전 ‘아티언스 프로젝트’의 경험에 
기초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의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체감하였고, 연구지역에 관한 폭 넓은 
이해와 향후 프로젝트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번 연구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은퇴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시간 상 본 연구의 조사내용 중 일부분은  영상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수집 되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과 직접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기억을 온라인을 통한 
가상의 ‘타임캡슐’에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은퇴 
과학자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억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타임캡슐을 구축 하고자 한다. 타임캡슐이 1차적으로 
지역이 가진 기억을 온라인에서 공유함으로써 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의의 및 사건들에 대해 여러 예술가와 시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2차적, 3차적인 예술적 활동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한 
지역의 기억과 고유 콘텐츠가 타임캡슐을 통해 과학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 예술가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공공의 예술적 시도로서 확대, 
재생산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참고문헌
—  ‹대덕연구개발특구 40년사, 과학기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013,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http://www.archives.go.kr) 
— 대덕특구 40주년 홈페이지(http://40th.ddi.or.kr/)

—  대덕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http://dd.innopolis.or.kr)

—  대전’ 93엑스포기념화사업 홈페이지(http://expo93.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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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1992 대덕연구단지 준공 기념석 제막사진

1992 대덕연구단지 준공당시 대덕연구단지 
항공촬영 모습

대덕과학문화센터조성 전 

위성사진으로 본 대덕연구단지 1976년도 위성사진으로본 대덕연구단지 2003년도

1993 대전엑스포 개막식

1975.9.19 한국표준연구소 설립을 위한 미국제개발처 차관 
500만불 협정 조인

1976.9.23 한국표준연구소 기공식 1976.9.23 한국표준연구소 기공식 1

1979.2.22 박정희 대통령 연구소 시찰

1976.2.11 서울 지소 현판식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9번지 국립 
공업표준시험소에

54 55



타
임
캡
슐

:  과
학
섬

대
전

 대
덕
연
구
개
발
특
구

미
텔
딩

 ( 박
형
준

, 이
주
하

)http://www.kier.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042-868-0000/0420
http://www.kins.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4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042-868-2000/2001
http://www.kaer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042-860-9700
http://www.kinac.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042-860-6114
http://www.etr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38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042-868-3114
http://www.kigam.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92 

한국천문연구원(Korean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042-865-3332
http://www.kas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8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042-868-5114
http://www.kriss.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9 

한국한의학연구원(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042-861-1994
http://www.kiom.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항공우주연구원(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042-800-2114

http://www.kar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042-866-3114
http://moeri.kiost.ac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 

한국화학연구원(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042-860-7114
http://www.krict.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9(유성우체국 사서함 107호) 

기초과학연구원(Institute for Basic Science)
042-8788-114
http://www.ibs.re.kr/kr/index.jsp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전민동 463-1)

정부출연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 본부(Kore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
042-620-5600
http://www.kosha.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7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042-822-4271
http://www.add.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치원길 46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042-865-8800
http://www.innopolis.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산업안전보건연구원(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042-869-0300
http://oshri.kosha.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8번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호

국가수리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042-864-5700
http://www.nims.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628 타워코리아나 3층 

국가핵융합연구소(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042-870-1800
http://www.nfr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 

나노종합팹센터(National NanoFab Center)
042-879-9500
http://www.nnfc.com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3-3 

안전성평가연구소(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042-610-8250
http://www.kitox.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042-710-1114
http://www.nipa.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y of Technology)
042-715-2114
http://www.keit.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orea Institut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cience &Technology)
042-820-5600
http://www.kird.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042-869-1004, 1234
http://www.kist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042-869-6114
http://www.nrf.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기계연구원(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042-861-7401
http://www.kimm.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orean Basic Science 
Research Institute)
042-865-3500
http://www.kbsi.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Korean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042-860-4114
http://www.kribb.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042-860-3114

별첨. 대덕 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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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상상

조사자 
성원선

대상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개요

이번 연구는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촌에 
위치한 예술 공간인 ‘더텍사스프로젝트’에서 있었던 
‹무정주›라는 전시를 소개하면서, 현재 도시 조건 안에서 
예술가나 예술 기관이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다. 

연구 키워드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문화공간,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공공미술, 제도적 지원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공동화된 도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행정가, 기획자, 예술가 모두

—  사적/공적인 예술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개인, 예술가, 기획자 모두

—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Artist-Run-Space) 연구자
—  도시 안에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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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특정적 예술공간
지역거점의 예술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안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지역의 정체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 뉴욕의 
아프리카미술관, 파리의 팔레 드 도쿄 등을 보면 세계, 다문화적 현상의 
예술적 여파로 인식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90년대 
이후 만들었던 창작촌에 대한 논의를 빼고 대안 예술공간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더텍사스프로젝트’는 대안공간이란 말 조차 
무색한 전시공간이다. 미아리텍사스 성매매촌 안에 위치한 이 공간은 
2013년에 몇몇 작가에게 예술적 사용에 대한 무상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고 전시공간을 위해 임대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기존 전시 공간에 
비해 많이 열악하다. 전기나 배수 시설이 없으며, 언제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시멘트 슬레이트 블록과 지붕이 천막으로 둘러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주는 힘으로 인해 작가들의 전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공간에 대한 호기심은 작가와 관객 모두 대단하다. 
금지된 장소로 진입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악취와 암전이다. 
앞이 안 보이는 컴컴한 공간에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그 공간에 대한 
첫 이미지이다. 50여 평 되는 지하실을 포함해서 이 3층짜리 건물에는 
무려 약 27~28개 정도의 방으로 나뉘어 있다. 크기가 140cm x160cm 
밖에 안 되는 방도 있다. A4 용지 한 장이면 가려질 창문 하나에 바닥을 
꽉 채우고 있는 매트리스가 전부인 방이다. 중간마다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타일 바닥을 넣은 목욕실이 있었고 화장실은 
1층에 3곳이 모여 있었고, 2층에는 하나 밖에 없다. 시간을 두고 그 
공간에 있다 보면, 불현듯 왁자지껄한 환영들 속에서 어느 날 밤에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꼬깃꼬깃 접힌 돈을 내미는 남자들이 그 
건물로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더텍사스프로젝트’라는 공간은 한 개인 작가의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의 구조만으로도 상상하는 것을 환영으로 보이게 
하는 곳이며 그 공간의 냄새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전시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인 전기나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작가 스스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전시는 
예술로 다시 환원된다. 실제로 전시의 결과에서 전시 자체의 개념은 
작품의 의도에 따라 공간이 변화되기보다는 지역의 장소 특정적 
성격에 따라 총체적으로 파악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전시 외에도 지역민에게 전시 타이틀 로고를 

스텐실로 찍는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였다.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티셔츠를 작가들이 분담해서 사고 
현장에 있는 작가 모두가 참여하였다. 총 100장의 티셔츠 가운데 70% 

1. 들어가며—생각의 시작
우리 삶의 장소와 공간,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삶의 공간인 도시가 
다양한 삶의 주체들을 담아 내고 내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도시 
안에 떠다니고 알 수 없는 오늘의 불안이 숨죽인 채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착, 정주의 개념은 우리가 출생지로부터 성장까지 그리고 

죽음까지의 생의 전반에서 지속적 생산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인간의 생을 유지해야 하는 공간 즉, 삶의 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는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은 
주거/이동, 정주/이주라는 이항들을 통해서 확산된다. 
지금 우리는 도시 개념에 지속적 가치를 유지하고 인간 

삶의 장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더 나은 삶(Better 
Life)”의 가치를 도시 속에 투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1을 통한 획일화를 만들어 내며 
개별 도시가 가지는 개별적인 독창성을 삭제한 채 마치 누구나 같은 
크기와 같은 생활방식의 동선 속에 배열하고 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나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강령은 우리의 지난 
기억들, 웃고 울며, 또한 삶의 시간을 지탱하고 버티게 한 이야기를 
삭제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파트 가격이나 주거 비용, 
정주 환경과 같은 자본주의의 척도로만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동하고 정착하지 
못한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간파했듯이 자본과 도시 사이에는 무시무시한 권력욕망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든 구역에는 
발자크(Honore de Balzac)가 말한 대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드러내 
주는 생존 방식이 있다.”2 정주와 이산의 반복은 현대인들의 삶을 
불안전하게 하며, 불확실하게 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의 현상이 
현대적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지 못할 공간, 노동과 
생계의 공간 그리고 사이의 공간들-’틈’ 속에서 사회의 바닥에서부터 
흔들거리는 사회와 개인의 기억과 역사, 정착과 안정에 대해 삶의 
원초적인 희망들은 이 도시 위에서 부유하고 정주하지 못하고 있다.

1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데이비드 하비/김병화 역, 
파리 모더니티 (생각의나무, 
2010, 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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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의 장소로 변환 가능한 낙후,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예술공간이 한 도시의 삶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통계적 자료로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다. 많이 알려진 영국 소호나 독일 
베를린의 공동작업실과 같은 사례는 한국의 제도적인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작가 작업실에 대한 일차적인 고민은 월세와의 
전쟁이다. 예술공간은 전시뿐만 아니라 작업을 생산하는 노동 공간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작품의 탄생은 전시에만 있지 않고 예술가의 
삶에 정착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시를 보면 전시 전부터 그 
공간에서 작업하고 전시를 연출하는 시간 동안 작가들은 지역과의 
유대 관계를 더 많이 이끌어냈으며, 전시장소뿐만 아니라 작업의 공간, 
예술노동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였다.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 42나 길 26-16 ‘더텍사스프로젝트’ 역시 개인이 
제공해서 만들어진 전시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몇몇 문화예술에 
대한 애호와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공공적 활동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부동산정책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도시의 문화예술공간 확장 등에 대한 용어로 

‘문화젠트리피케이션(Cultural Gentrification)’이란 용어를 
거론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는 1888년 ‘Memories and 
Proceedings of the Manchester Literary & Philosophical Society’란 
문헌에서 최초로 등장했지만, 현재의 용법으로는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로스 글라스(Ruth Gla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들이 살던 주거지에 중산층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중산층 거주지로 대체되어가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술했다. 
실제 당시 런던의 많은 노동자 지역은 중산층 지역으로 야금야금 
변해갔다. 본래 거주자인 노동자들이 중산층 거주자로 조금씩 바뀌면 
지역 전체의 사회적 구성과 성격이 변했다. 미국의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가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건강효과’란 보고서는 부동산 
개념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낮은 부동산가치의 근린지역사회가 높은 
부동산 가치의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변화는 궁극에 
근린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바꾸게 되는 데, 그 기제는 바로 높은 지대, 
주택담보대출금, 재산세 때문이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èbvre)에게 있어서 도시권은 “도시 

일상생활이 위기에 처하여 맞닥뜨린 실존적 고통에 대한 반응”이었다. 
또한, 이 위기를 명확히 인식하여 대안적 도시 생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 예술가가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월세가 
누구나 지급 가능한 정도가 되는 법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정도가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러한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폐쇄성이 강한 이 지역의 여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고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역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개인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영역에서 관객 참여형 작업은 
다수의 참여작가, 지원자, 후원자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소한 공공미술에서는 작가의 주관적인 
작품 세계와 사회적 태도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 관객에게는 이러한 공간을 통해 사회의 금지된 벽 

안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고 도시공간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문화 예술적 
혜택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조한 
교수(홍익대 건축과)는 ‘로드 톡’이라는 제목으로 작가와 관객에게 
“공간, 기억, 소멸”이란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강연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건축의 인문학적 지형에 대한 사유를 통해 
전시공간이 존재하는 미아리 텍사스에 대한 공간적 의미와 예술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가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을 통해 예술공간이 
전시, 참여, 소통, 심리의 공간으로 공동체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인문학적, 철학적 논의들은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장소에 침착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재개발과 삶의 터를 구성하는데 발생하는 
근원적인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 미술을 보면 조형물을 만들거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공간재생의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을 개선하고 시각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의 활동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을 포괄하는 문제, 삶의 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기관 주도형 
사업을 벗어나 공동체와의 소통, 도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공간과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틈새를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공감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와 공간 운영자, 지역 기관이 함께 
해야 한다. 대단위로 진행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도시갤러리 등의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들이 도시 곳곳의 모세혈관까지 진입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모여야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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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인프라 
구축

—  창작 인프라 조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 달성

단기목표

지역의 
자생적 
예술생태계 
구축

—  수요자 맞춤형으로 최소한의 공공개입을 통한 창작자의 
자생력 배양

—  창작자 간 교류 및 협업 증진을 통한 예술생태계 활성화
—  지역연계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중기목표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산업 퇴락지역 활용 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유휴 공간 활용도 제고

장기목표

서울문화재단의 창작 인프라 구축에 관한 목표

또한, 유휴공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보면 주로 주민센터, 
예술센터, 창작센터, 도서관의 회의실, 강의실, 공연장들을 활용하는 
일회적 행사를 위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휴공간은 지역민이나 구민, 서울시민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대관료를 받는 곳도 다수이다. 특히 대부분의 
유휴공간이 가변적 형식의 행사와 이벤트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곳들은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제한적이며, 전시와 복합적 예술행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무실, 강의실과 같은 공간에서 예술의 지속성, 자율성들을 
보장하는 장소 특정적, 지역 연계성, 사회 참여적 행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도시 재개발과 재생이란 측면에서 예술이 가지는 
의미를 확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공동체나 예술창작을 

서울특별시의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이미 도시의 곳곳에서 누구나 도시에 살거나 정주지로 삼는 것은 
동시대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피치 못할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사람들, 즉 낙후지역과 
빈집에 침투하여 활동하는 파이오니어(pioneer) 같은 주체가 
등장할 때 주거에 대한 주체적 자유가 형성될 것이다. 파이오니어는 
학생, 예술가, 서브 문화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저렴한 
월세 지역은 이들에게 특히 더 매력적인 삶의 장소이고, 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주하면서 단순히 월세가 저렴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흥미로운 장소로 발전하게 된다. 대부분의 
예술가 집성지역이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홍대, 아현동, 망원동, 
문래동과 금촌동으로 진행된 예술가들의 작업실 집성지의 이동 
경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고, 예술가, 학생, 서브 문화 인들이 경제적 약자로 이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던 이들이 경제적 강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경제적인 
성장(학생에서 직장인의 변화)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결혼, 연인, 출산 
등) 등을 겪으면서 발생한다. 즉, 외부인의 유입이 없더라도 크고 좋은 
집에 대한 내부적인 수요가 늘기 시작한다. 
물론 자본은 어김없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오고, 

투자자들은 집을 구매해 공간 신축이나 재건축, 재생 등을 통해 
상업이나 주거공간으로 개선하여 비싼 월세로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실은 예술가에게는 소모적이며, 보장이 
없는 무정주(無定住)의 상태를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도시 파이오니어들이 공공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복지라는 측면(시민과 예술가 모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유휴 공간활용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금천기술공장, 영등포기술공장, 신당지하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마을과 같은 곳이 현재 기관에서 주도하여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변형하였다. 전문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참여와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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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공간에 접근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을 운영할 능력은 없지만 자신의 사유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물주나 공간 소유주에게는 
지역사회와 문화적 환원에 기여하는 공간을 전환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의 공간, 장소를 삶의 터로 만들고 공공의 가능성, 

또한 공감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상과 문화예술적 실천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간의 선례를 구축하는 방안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 등을 작가, 문화예술기획자, 예술공동체 등에게 제공받아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조절해 나간다면 더욱 지속성이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것이라 보여진다. 재정적 지원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하고픈 
공동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한 지점이 발견된다. 

4. 전시 ‹무정주 無定住 non settlement›
1) 개요

성북구 하월곡동 동소문로42나길 26-16에 2014년 11월 1일부터 
16일에 열리게 된 ‹무정주›전시는 미아리라는 일반적으로는 열려지지 
않은 공간으로 진입하는 도구였다. 붉은 벽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구축된 공간은 냄새, 먼지, 낡아진 문짝들만이 시간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곳은 미아리텍사스라 불리던 집창촌(集娼村)에 위치한다. 
1960년대 후반에 정릉천 주변의 허름한 선술집으로 운영되던 
판자촌지역이 서울 도심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성매매 단속을 피해 
모여들어 지금의 집창촌이 되었다. 이곳의 대지면적은 5만 5,198m², 
전성기에는 600여 개의 업체가 영업했다는 그곳의 골목은 성인 두 
명이 지나기에도 비좁다. 
서로 엉켜있는 미로 같은 길들을 두고 두 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간이 벤치와 비를 피하고자 쳐놓은 붉은 비닐 천막이 늘어서 
있다. 미아리텍사스의 재개발계획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03년 서울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대규모 개발을 
공포했다. 2004년에 9월에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발효되었고, 
이 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2008년에 초고층아파트의 신축이 
되었고, 그리고 2009년 토지소유자 70% 이상이 찬성하면서 조합까지 
설립되어 재개발이 가시화되는 듯하였다. (2014.07.01. 데일리안 
기사, 박민기자 참조) 그리고 길을 건너 성북구의 언덕에는 길음, 
월곡 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내부순환도로 아래에 위치한 

위한 매개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매개자와의 소통, 
공간운영과 구축에 관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자율적인 전시와 작가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력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지점이 논의되는 예술활동, 창작활동들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차적 시스템 구성방식에서 좀 더 진보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른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싱가포르의 길멘버렉 
아트센터(Gillman Barracks Art Center)는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곳에 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곳은 도시 안의 
낙후된 곳을 재개발한 것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비전을 
투여한 사례로 보여진다. 이곳은 작가공방, 갤러리, 예술센터, 시민 
참여와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이끌어 내는 장소이자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무색하게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나 정부가 이러한 유휴공간, 재개발의 대상지 등에 대해서 여러 
문화예술 사업단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저렴한 임대료로 대여한다. 
작가공동체이거나 비영리 사업단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세금을 
감해주거나 전기나 수도 등의 사용 요금을 지불한다.

빈 집이나 낙후공간, 유휴공간에 대한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와 
확충을 통해 재개발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재화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예술가들의 개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의 낙후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서의 예술활동에 있어서 빈 집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지역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소통을 통해 

길멘버렉아트센터 http://gillmanbarrac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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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려 하였고, ‘지역중심’의 작가들은 
지역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개념중심’은 성매매, 재개발에 대한 것들에 대해 주관적 해석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감성중심’에서는 추상화된 이미지, 작가의 
내면에서 도출된 미아리텍사스에 관한 단상들을 대상화하였다. 크게 
나누어진 이 4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사회적 현상과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첨예한 대립점들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작가적 주관성을 가지고 
공통으로 거론 되었던 지점들은 기억, 소통, 정주, 공간의 소멸, 무관심, 
시간성에 대한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3) 작품 설명
— ‹무정주› 전시장 1층

김자영 Kim Jayeong
‹굿바이 로자›
디지털프린트, 90×90cm, 2014

현대사회에서 상품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된다.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잘 고려하고 반영한 
상품은 가장 훌륭한 제품이다. 로자 아줌마에게 평생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자신이 사창가에서 제일 잘 나가던 시절. 
즉 남자들에게 잘 팔리는 훌륭한 상품이었던. 그 시절이다. 
미아리텍사스의 화려한 기억은 비극으로부터 발현되는 
환상이다. 무정주의 도시는 로자 아줌마의 환상과 닮았다. 
실체가 없는 비극과 환상의 기억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보한다. 

추유선

1 F

박세라

성원선

유광식

유광식한미혜

손혜경 김자영

조현지

혜수

정덕현 오수

손민지

커뮤니티 공방

오승준

이 미아리텍사스라 불리는 곳에는 120여 개의 업소가 영업 중이며 
재개발에 대해 술렁거림보다는 하루하루 생계에 대해 깊은 한숨만이 
튀어나올 뿐이다. ‘재개발’이란 단어는 이곳에서는 새로운 술렁거림이 
아닌 그저 늘 있는 단어에 불과하다. 이곳의 토지주나 건물주들은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모님들은 이곳을 떠나서 또 다른 
정착과 이주의 장소에 대한 고민으로 더 답답하기만 하다. 
작가 23명은 정주-이주로만 구분되는 도시민들의 현재에 상태에 

대한 ‘틈’의 공간에서 도시와 기억, 재개발과 욕망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모였다. 여러 번의 작가 모임을 거치는 동안 도시와 예술의 
공생적 관계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미아리 
집장촌’이라는 장소를 만나게 되자 거의 모두가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재개발을 통한 이주와 정주성에 대한 고민의 
대상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려고 하는 ‘도시의 삶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거대한 주제아래에서 아주 작은 이러한 미아리텍사스 집창촌의 
상태와 같은 거주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생계를 위한 노동만을 하는 
곳도 아닌, 마음을 담을 수도, 몸을 담을 수도, 기억할 수도, 욕망할 
수도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생계와 삶을 엮어나가는 정주인, 혹은 
무정주인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23명의 작가들은 몇 해 전까지 
실제 성매매업소로 사용되었었던 ‘더텍사스프로젝트’ 공간에 
‹무정주›를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2) 전시 구성
전시를 통해 공간에 진입하고자 하였던 것은 재개발 현장에서 예술이 
어떠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작가들은 전시 시작 전부터 
도시에 관련된 재개발과 자생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을 함께 했다. 
여러 차례 작가미팅을 거치면서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그들의 작품의 내용은 ‘공간중심’, ‘지역중심’, ‘개념중심’, 
‘감성중심’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공간중심’으로는 
추유선, 조은지, 오수, 유광식, 김주R영, 손혜경, 정덕현, 성원선 
작업들을 논할 수 있고, ‘지역중심’으로는 이선미, 양병만, 이병진, 
김자영, 한미혜 작가들의 작업을 이야기할 수 있다. ‘개념중심’으로는 
혜수, 민김, 이옥현, ‘감성중심’으로는 박세라, 홍주영, 이재서, 조현지, 
강서영, 손민지, 오승준으로 구별해볼 수 있었다. 

‘공간중심’의 작가들은 전시공간의 환경과 지역적 재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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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은 양식이 가능해져서 다행이다. 그럼에도 알루미늄으로 
포장돼 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버섯은 기시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공간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모습이 
윤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지만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다.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자리 잡은 이 버섯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고 해도 버섯이긴 하겠지만. 

추유선 Choo Yoo Sun 
1층 작업 ‹소리의 우물›
 PVC Pipe,깔대기,용수철, 한지,  가변설치, 2014
2층 작업 ‹Zero-sum›
분필, 구슬, 가변크기, 2014

어떤 건물이든 어느 한 곳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 그 곳을 떠날 수는 없다. 따라서 집이 세계를 느끼는 
것은 아마 자신과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일 것이다. 그 것이 긴 호흡이거나, 짧은 호흡이거나... 
집의 안과 밖의 소리를 연결함으로써 집이 세계를 느끼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소리, 소통은 집의 
구멍들 사이로 안과 밖을 연결한다. 또한 어린 시절 “땅 
따먹기”라는 놀이의 추억은 재개발의 현재의 자본의 
놀이들과 중첩된다. 영롱한 유리구슬은 오늘 시공간에서 
정주의 불안함 속에서 눈물처럼 빛난다.

추유선+ 한미혜 Han Mi Hye (음악)
‹집의 노래›
드로잉, sound, 2014

재개발과 무정주의 주제에 대한 고찰은 폐허가 된 빈 
공간에서의 소리라는 소주제의작업으로 시작되었다. 텅 빈 
공간에 떠돌고 있는 집의 노래(소리), 그 공간을 방문하는 
낯선 타자의 불안하고 긴장된 시선, 그리고 그 모두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시도하는 또 다른 시선을 음역별로 
구분하여 표현하였고 이들의 무관심, 충돌,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정주와 무정주의 의미를 소리의 
작업을 통해 공감해보고자 시도하였다.

혜 수 Hesoo Kim
‹웅얼거림(murmuring)›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2014

물 속에서의 소리전달은 공기 중에서 보다 잘되지만, 그 
소리가 공기 중으로 나오려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파동을 
매개하는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경계 면에서 모든 파동은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물 속에서 말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고 공기 중에서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파장을 
가지고 들려온다. 지하 계단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두 매질 
사이에 놓여진 소통불가능성, 더 나아가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가진 이곳 집장촌의 소외감 또는 비관적 관점, 거기서 
오는 좌절과 상실감을 보여준다.

성원선 Seoung Won Sun
‹Re-Le-Vant›
나무, 레몬, 인조잔디, 라바콘, 2014

오래 비어져 있는 공간에 악취와 먼지들은 고양이와 
하수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재생과 재활을 위해서 
공간에 고양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고양이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방법, 
정주를 위한 재생, 또다시 고양이들은 어디론가 떠나가야 
한다. 살아야 하는 것에서 주거를 방해하는 것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들은 서로 그 가치가 공존하지 못한다.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로 도달하는 통로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미아리텍사스, 그 공간의 정주하는 이는 누구인가? 
길냥이를 키우며 무료한 오후에 말을 부치는 미아리텍사스의 
이모님들의 눈초리를 받는다. 

— ‹무정주› 전시장 2층

강서영 Kang Seo Young
‹일반화된 미신›
복합매체, 설치, 2014

나를 움직이는 것들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중독 
때문에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을 세워놓고 그 공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 생각의 통로를 
만들어 버린다. 이후에 내 모든 생각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만 
지나다니게 되고 그것이 ‘내’가 되어 버린다. 
그 ‘내’가 현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또 그 
개인의 행위들이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 형식들이 사회를 
이룬다. 형식에 눈이 가려져 행위를 이끄는 본질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김주 R.영
‹Thinking with ›
가변크기,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4

당신이 느끼는 이 장소의 이야기는? 그네를 타던 순수한 
아이가 되어 이곳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나와 함께 해줄 그 
무언가와 함께 지금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민 김 Min Kim
‹다시 피어›
가변설치, 2014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생’을 보고 있으면 이 장소는 공간 그 
자체가 아닌 공간의 체험과 지각으로 이루어진 현상들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푸코가 말한 ‘자유롭지만 
바다의 무한성에 숙명적으로 내맡겨져 있는 장소, 장소 없는 
장소이자 떠다니는 공간의 조각인’ 바보 배 인 것처럼. 땅 
바닥에 두 다리를 우직하게 딛고 변함없이 서 있는 공간은 
매우 드물고 대신, 조각배처럼 늘 떠다닌다. 한 도시에 
정주하지 않고 약속 없이 옮겨 다니는 작가 본인의 외재적인 
물리적 삶과, 그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어 매일 매 순간 

박세라 SE RA PARK 
‹임시적 주거—흔적›
 Fragments of drawing/Drawing pieces, Paper, 
Surgical tape, 2014 

미아리 텍사스는 노동과 주거가 공존했던 혹은 여전히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주거 형태는 
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보편적인 주거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다. 보편적인 주거의 기능과 정반대로 존재하는 곳에서, 
안전과 보안이 부재하는 곳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주거는 
이루어진다. 시작과 끝이 모호해진 재개발이란 미명하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점점 더 정주할 수 없는 무-정주의 
공간에서 살아나간다. 이곳에 이미 존재했거나 아직 존재하고 
있는 정주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드로잉 조각으로 
수집하고자 한다.

손민지 Son Minji
‹지금 (地金)›
skeleton leaf, 가변설치, 가변크기, 2014

미아리 텍사스에 처음 답사를 갔을 때, 아무도 살지 않는 방 
안에 식물들이 강인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씨를 틔우고 자라나는 생명을 
보며 폐허가 된 이 공간에서도 그러한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뭇잎의 잎살을 제거하고 잎맥만 남은 skeleton 
leaf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공간에 난 작은 
창으로 뻗어 들어오는 그 잎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죽은 
잎들이지만 오히려 어두운 공간 속에서 환하게 빛나며 
역설적으로 생명의 기운을 드러냅니다. 담쟁이는 지금(地金) 
즉, 땅을 덮는 비단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막힌 담을 
넘고 공간에 뿌리내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담쟁이가 
미아리 텍사스에 비단 금침을 수놓을 것입니다.

손혜경 Son Hye Hyung
‹Since 1st November 2014›
 미아리텍사스 주변의 ‘사물’화된 사건들, 가변크기, 
2014

그들은 이 건물을 떠났지만 이곳은 그 자리에 정주해 있을 
뿐이다. 2014년 11월 1일부터 정주하지 못한 것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고 모르는 것들을 알아채고자 하는 게임을 
시도하는 작업이다. 미아리텍사스 주변을 거닐며 임의로 
이동이 필요한 소재들을 끌고 와서 한 곳에 정착시킨다. 
그들끼리 그곳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곳을 찾는 관객들은 
그곳에 조합들을 응시하며 각자의 사연으로 그 재조합을 시도 
할 것이다. 

오승준 OJEY
이번 전시 무정주-공간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그 곳의 
여성들도 봄 꽃 같은 소녀이고, 여자였을 것이다. 여자일 
것이다. 시끌벅적함과 공허, 아름다움과 슬픔. 그 안에서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무엇인가를 상상해보았다.

오 수 OH SU
‹천 개의 별›
조명, 좌대, 의자, 설치, 2014

머무름도 떠남도 없는 이곳은 세상의 시선으로 격리되어 
건물과 지내는 이들의 마음까지 변형되었다. 이곳의 
이야기들을 찾으며 인터뷰 영상을 보고 기사를 읽고 사연을 
들으며 그들과 내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어느 
밑바닥 인생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공감을 잃어버리고 
동정이 사라져버린 폐허가 된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다. 언제라도 상처받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별과 꿈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매개로 공감해 보고자 한다. 

유광식 Yoo Gwang-sig
‹level›
ink-pot string, 가변설치, 2014 

공간을 형성하는 주변의 흐름은 얼마만의 수준, 수평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주목해 본다. 쌓인 더미를 헤쳐 보면 
그 속엔 늘 층층히 역사다. 이는 매우 자연스런 자연이지만 
현대 도시는 이와는 좀 다른 속도를 내며 인간개입과 동시에 
파괴와 건설로 다소 격하게 요동친다. 전시 공간에 수준선을 
튕긴다. 건축도구인 먹줄을 이용해 이 도시, 현 공간의 수준을 
통로에 때릴 것인데, 먹줄은 수준이자 수준의 임시격이다. 
이후 시간을 벗하여 자연스레 희미해질 것이다. 텍사스는 
잠시간 결합 행위에 수많은 이가 들락거렸던 욕망의 장소-
퇴적된 중심이다. 인간과 장소는 이 시소 양쪽 끝에서 역할 
하는 중심을 바라지만 이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동은 정지할 수 있는가? 

정덕현 Jeong Deok Hyeon
‹극야 (polar night, 極夜)› 
장지에 먹, 호분, 227×181cm, 2014

무정주라는 키워드를 접했을 때 노동이 생각났다. 하지만 
나는 미아리 텍사스 성 노동자들이 아니기에 그분들을 공감할 
순 없다. 더텍사스프로젝트 공간을 둘러보고 들은 생각은 “참 
어둡구나.”이다. 그래서 하얀 불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공간을 밝게 만들 순 없는 종이 그림이겠지만 불을 그리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계획: 가장 어두운 방에서 불을 그리려 한다. 방 한 쪽 벽에 
장지로 도배를 하고 그곳에서 불을 그리겠다. 그림 그릴 
때 생긴 흔적들도 그대로 남겨 잠시라고 그곳에 머물렀던 
나의 온기도 담고 싶다. 만약 그림이 완성되기 전 그 공간이 
익숙해져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면 그림은 멈춘 상태로 
전시할 것이다. 

조현지 Cho Hyunji
‹mush ROOM›
설치, 흙, 알루미늄, 버섯, 2014

자연스레 이뤄진 군집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모습을 바꾸며 또 다른 군락을 형성했지만, 버섯은 
버섯버섯하고 균류가 자라는 곳은 양지일 리 없다. 스스로는 
빛에서 영양을 얻지 못하고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지만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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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installation, 
2014

색깔은 어떤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 모두 한 가지 색깔을 보고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듯 어떤 한 가지 색깔이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이 장소에 대한 
용어로 홍등가는 빨간색을 연상한다. 그리고 붉은색에는 
사랑이나 열정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듯 피와 같은 붉은 죄라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이미 붉게 칠해진 방에 초록색으로 덧 칠을 한다. 그리고 
빨갛게 빛나는 것처럼 다시 푸르게 비춰본다.

홍주영 Hong Ju Young
‹단상회화›
80×80, 100×60cm 외, 2014

우리가 다른 모습의 삶을 계획하는 것도 유년시절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실 안의 텐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실의 큰 
일부가 되며 우리를 상상에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지역과 연결되지 못한 현대인의 고립을 장애가 아닌 
고유한 특징이자 새로운 연결을 향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유년 시절의 추억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4. 전시 ‹무정주›가 끝나고
이 전시는 작가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다. 화이트 
큐브 안에 담을 수 없는 장소나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장소와 마주하는 
작품을 통해 연구하고자 모였다. ‹무정주 無定住 Non Settlement› 
전시는 기획단계에서 도시재개발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도시의 재개발에서 이번 전시의 장소가 위치한 
미아리텍사스의 지역 이야기를 전시를 통해 만나보고자 하였다. 총 
23명의 전시참가자는 각자의 작업과 작가적 태도로서 도시재개발에 
대한 공공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였고, 
이것은 ‘삶의 터’, 현대인의 삶의 형식과 장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미아리 텍사스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한 연구나 공공의 문제 즉, 성매매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관한 정책과 같은 문제들에 관련된 행정적 
관점들은 전시 시작 전에 이야기되지 않았다. 물론 이번 전시 공간을 
만나서 논의되는 지점으로서 미아리텍사스의 관점을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에 대한 예술의 역할과 개입에 대한 
논의에서 이 지역은 예술을 떠나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지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주›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과 생의 공간에 대한 의미는 ‘도시’라는 총체성에서 
예술가 스스로 고민하였고, 전시는 바로 예술로써 사고하고 행위하는 
과정이었으며, 도시재개발, 도시재생이란 것에서 예술의 역할을 
논의 함에 있어서 예술가가 도시 속에서 처한 현황은 이러한 주제를 
대상화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본질적 문제로 의식화 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예술가 스스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주거의 

자본화, 개인의 역사(고향) 상실과 같은 현대의 도시화를 통해 
삶의 상황이 크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작가들의 작업의 공간이 도심을 떠나 재개발 대상지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밀려날 수 없는 것도 예술가들의 노동과 예술을 통한 
생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대 많은 예술가는 오늘도 

헤매며 집을 찾는 내적인 홈리스 ‘ home-less’ 상태와 
유사하다.

양병만 Yan Byung Man
우리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그 자유와 주체의 빈 공간만큼 
어느 누군가는 지배를 하고 독점을 해서 불공정과 억압을 
고착화 시켜가는지도 모른다. 무관심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이 주변의 나약하지만 공존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사라진다.

이록현 Lee Lochyun
‹무제›
바퀴, 드로잉, 설치, 2014

바퀴라는 것은 본디 쓰임이 정주와는 거리가 멀다 (간혹 
정주의 공간 안에 편의상 있기도 하지만 ) 무정주와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 바퀴는 벽에 달림으로써 ‘달림’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작업 안의 이 바퀴는 불완전한 정주 , 
불완전한 무정주 그 자체이면서 그 흔적의 장소를 상징하는 
동시에 무엇이든 생존 아니면 도태로 나누는 작금의 
‘속도감’을 상징한다. 그 속력을 벽에 잠시 고정해 두겠다. 자 
그럼 재생은 가능할까? 그럼 재활은?

이병진 Lee Byung Jin
미아리 텍사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이다. 그녀들이 이곳에 오기 전 순수했던 
어린 시절과 꿈 많던 10대 때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인형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시절을 표현함으로써 다시 한 
번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얻은 것이 있다면 나 자신도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하다. 나 역시도 젊었던 그 시절에 
동화되어 한없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선미 Lee Sun Mi
눈앞에 펼쳐진 유한의 공간 속에서 매 순간 들어오는 
모호하게 중첩된 표상들이, 떠나지도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기억들이 이 공간에 주어진 이 모든 숨 쉬는 시간은 
검푸른 심연 속으로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물결처럼 
들어가는 이들 나가는 이들 어디론가 가야만 했고 멈출 수 
없었던 우리들의 기억의 편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재서 Lee Jae Seo
‹석고상여인›
91×72cm, Oil Painting, 2014년

꽃, 거울, CCTV, 양초, 조그만 성자상 들이 설치로 공간의 
곳곳을 장식한다. 마치 그 공간의 이전의 시간의 저편을 
끌어다 놓은 그러한 공간에 한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진 
회화작품을 설치하고자 한다. 창문 없는 창을 바라보는 그림 
틀에 갇힌 여인의 뒷모습을 보인다.

조은지 EJ CHO
‹더 텍사스 크리스마스›
 light bulb (found Object), paint, 

2F

양병만

김주 R.영

추유선

민 김

홍주영 이선미 이록현 이병진

조은지

이재서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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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해본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의식을 발생하게 하였다. 과연 우리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는 삶의 터를 만드는 것은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한 공간에서 시간을 지우고 기억을 지운다고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반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미아리텍사스에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여성들에게 또 다른 생계의 선택 가능성은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하는 물음들이다. 
미아리에서 ‘재개발’이란 것이 이뤄져야 한다면 그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도시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시대인으로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매매업소의 
여성들, 그곳을 배경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모님들, 파지를 줍는 
아주머니, 싼 임대료로 인해 옮겨온 독거노인들 등의 삶을 좀더 
밀도 있게 봐야 하고, 재개발추진 계획 속에서 그리고 정체되어있는 
개발과정에서 무너져가고 외부와 단절되는 미아리 집장촌 재개발 
지역내의 거주민, 생계 인들의 삶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야 하는 
‘공감공간’들을 생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러한 ‘공감공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의 작가작업실을 활용하는 
방안, 다양한 예술가들의 능력들을 이용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 
예술가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들을 유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건물주와 작업실 임대료, 보증금, 공사비용 등등을 통해 압박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한다.
이번 전시공간이 있는 미아리 지역의 재개발은 1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 물론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지역의 역사는 성매매 
업소들이 밀집된 도심의 해로운 지구로 알려진 곳이고, 공공연하게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단속되지만 그 업소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미아리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 이곳을 둘러보면 그 업소들은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지루할 만치 조금도 변함이 없다. 여전히 지금도 
150여 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많은 
건물주(땅 주인)는 이 업소의 주인이 아니며 임대를 통한 경제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다. 재개발의 정책에서 보상의 문제는 법적 
토지소유주에게 재개발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이 지역의 대다수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야 하는 여성들, 

미아리텍사스에서 빨래와 청소 등을 맡아 하는 이모님들은 욕구와 
욕망을 소비하는 이곳이 재개발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만 
한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들을 할 기회는 제공되기 힘들 것 같다. 
여전히 도시는 재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재화의 창출은 무언가를 
소유한 자를 위해서이다. 
물론 이곳에서 전시를 진행하면서 작가들의 귀는 이러한 

재개발의 시간 속에서 작품이 전시된 공간을 떠나 이 지역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그리고 전시가 진행되면서 도시적 
관점, 환경적 관점에서 유해시설로 낙인 찍힌 이곳의 재개발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정한 인간을 
위한 삶의 장소로써 공간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었다. 과연 
이곳에서 살았던 시간과 삶의 터전들은 그곳에서 매춘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였던 사람들과 그것들에 의존해서 살았던 여러 지역민의 삶에 
어떤 의미와 기억을 남겼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상상들이 오고 갔다. 
전시에서 작품들은 소소한 작가적 감성과 예술적 의지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무정주›전시를 통해 만났던 지역민들은 이곳이 
언젠가는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허물어져 가는 위태한 주거의 공간, 마치 
도심 속의 블랙홀처럼 파묻혀가는 그곳의 환경, 앞으로 또 어딘가 
이주하거나 이동을 해야 하는 막막함, 생계를 위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복합적으로 느꼈다. 
지금 우리 삶은 이동과 이주, 그리고 정주에 대한 불확실성, 

고정적이지 않는 삶의 터들은 잠시나마 그 공간을 빌어 전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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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現垂幕’(현수막) 

프로젝트: 
경계의 지역에  
현재 드리운 막

조사자 
나광호

대상 
서울과 경기도 경계지역, 서울, 경기

개요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지역을 오가면서 발견한 현수막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와 지역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프로젝트이다. 작은 단서에서 출발했지만 작가 
개인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진 주거 문제 
등으로 확장되며 발전하였다. 부동산 업자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 예술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 키워드
현수막, 공공미술, 경계, 거주, 토착민과 이주민, 부동산, 
재개발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물리적, 인식론적 경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모든 사람

—  거주, 정주, 토착민, 이주민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하는 예술가,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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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직한 의, 식, 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아카이브 과정에서 배제하였고 

주거의 문제와 정치적 이념의 이미지 중 현재 나의 더 큰 관심사이며 
고민이 되어버린 직접적이고 피부로 느끼는 주거의 이미지를 최종 
연구개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결과 보고서는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질문의 순서는 

현수막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공인중개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과 작가를 인터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한 뒤에 
현수막에 적힌 분양 사무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적힌 내용을 묻고 
듣는 상담의 방식으로 사실 확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특히 경계의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이유를 지역주민과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묻고, 때론 문전박대를 당하며 기록하였다. 

2) 인터뷰 내용

경◦부동산 전문가 인터뷰
나광호: 안녕하세요.

경◦부동산: 108동 살죠?

나광호: 네, 기억 하시네요? 저는 작가구요. 현수막 프로젝트를 

해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사장님, 요새 서울에서 경기도 들어오는 길목마다 현수막이 참 

많아요. 구리 들어오는 길목, 월곡 IC, 구리에서 남양주 가는 길 등. 

형형색색 색감도 자극적이고 내용도 양도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부동산: 100% 맞는지는 확인 해 봐야 해요. 직접 확인 해보고 
본인들이 판단해야죠. 제 생각에는 100% 진실도 아니겠지만, 100% 
거짓도 아니에요. 현혹하게 문구들이 보이기는 해요.

나광호: 허위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왕십리, 신당 쪽 현수막 

내용을 보면 전철역에서 5분, 어떤 건 10초래요. 너무 황당해서 

기억 에 남아요. 
경◦부동산: 현수막은 포장이에요. 여기 부동산에서 구리역 까지는 
7분이에요. 제 걸음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고객들에게는 10여분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진짜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광호: 브랜드가 탄탄한 곳에서 내 건 현수막은 참 정직해요. 

브랜드명, 분양평수, 연락처 딱 이렇게 정직한 느낌이랄까요?
경◦부동산: 그런 경우는 그냥 분양이에요.

나광호: 구리에서는 전세로 내 집 마련, 남양주에서는 월세로 내 

집 마련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작업실(서울 건대)과 집(경기도 구리)을 매일 지나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이고, 지역이 바뀌는 경계의 부분에서 형형색색의 
‘懸垂幕(현수막)’을 보게 된다. 현수막의 형식은 가독성을 높인 
자생적인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처럼 보였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현실의 문제, 지금의 문제, 나의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오르는 전세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난 나의 현실을 통해 사회적인 현상, 언론과 뉴스, 대안언론에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계라는 것과 구분 짓는 것에서 이런 현상이 지역을 리서치 하고 

맵핑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실제 제 경험, 경계에서의 현상, 
시각적인 형형색색의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구호가 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무엇인가 재미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저렴한 가격에, 전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해소와 지금, 오늘 현수막이 지역과 지역의 경계에 집중되어 
설치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와 작가로서의 관점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 
혹은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론의 배경과 의미
스스로가 생각하고 쌓은 정체성보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상호작용의 
입장을 만들어가며 만들어낸 집단 정체성이 안정적인 것처럼 다양한 
입장과 의견의 내용에 귀 기울이며 다른 이들과의 유사성과 차이에 
의해 이 프로젝트가 정의되고 구성 될 수 있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경험에 의해 현장에서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강렬하다고 혹은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3. 인터뷰 프로젝트 
1) 개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수막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현수막은 제작하는 사람이 단속을 피해 매달고 풀기를 반복하거나 
공무원이 단속을 하여 제거하는 바람에 많을 때도 있고 하나도 없을 
때도 있었다. 현수막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 늘 카메라를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촬영하였다. 운전을 하다가 비상등을 켜고 창문을 
내리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가 시선을 끄는 
현수막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현수막의 이미지들을 모아보니 
의식주의 문제와 이념,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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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부에서 전세대출이 잘 되니 다들 전세 살아서. 그런데 너무 재산이 

없어도 전세대출이 잘 안 되는 것은 문제에요. 담보 대출이니까. 전세금 
1억 4~5천이 있어야 되니까. 내 집이나 세입자죠.

나광호: 마지막으로 20~24평 2억 원 때 아파트면 실제 

얼마일까요?
경◦부동산: 2억 원 후반 대라는 얘기죠. 백화점 가보면 19,900원 
상품 가격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도 부동산에서 일 하다보면 시세를 
전세가 1억 7~8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인은 1억 8천을 생각하고 
있고, 세입자는 1억 7천을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신이 
필요한 쪽,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주인은 
세입자의 기준에 맞춰주면 생색을 내죠. 오해들이 생겨요. 분양 2억 
원대면 2억 원대 후반으로 생각 하시면 되요. 100% 거짓도 아니고 
심리를 자극하는 상술에 불과하죠.

나광호: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맞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경◦부동산: 감사해요.

시◦부동산 전문가 인터뷰
나광호: 구리 남양주 지역에 아파트, 빌라 홍보하는 현수막이 참 

많은데요.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시◦부동산: 그래요.

나광호: ‘실입주금 1억 원 (즉시입주) 계약축하금 지급’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시◦부동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금액은 조건부가 붙어요. 
대출대행, 분양회사가 보증회사 끼고 대신 입주 잔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이런 현수막 홍보에 많이 넘어가요. 분양 
회사가 집을 담보로 입주자에게 빚을 떠넘기는 방식이죠. 

나광호: ‘전세탈출, 구 33평형’ 무슨 얘기에요?
시◦부동산: 평은 예전에 사용하던 말이라 구가 붙는 것이고 지금은 
평방미터로 표기하는 게 맞아요. 

나광호: ‘수택동 ◦◦◦ 선착순, 마감임박’ 이거는 낚시 같은데요?
시◦부동산: 유인책이죠, 빨리 유인하려는 의도가 다분해요.

나광호: ‘특별혜택 회사지급 입주지원금 1,400만 바로입주’는 

무슨 뜻 인가요?
시◦부동산: 대행회사, 분양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직접 준다는 얘기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광호: ‘◦건설 회사보유분 파격조건 바로입주’는요?

경◦부동산: 현장을 보고 상담을 받아야죠. 부동산은 매매나 세를 연결 
해 주기 때문에 분양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전세의 경우 1억 으로 내 
집 마련이면 25평 기준으로 1억 2천~3천이 아니라 1억 5천 이상일 
가능성이 커요. 1억 5천의 경우 1억 5천을 대출해서 3억 정도로 마련 할 
수 있는 거죠. 빚을 내야하는 거죠. 월세의 경우는 남양주(화도) 빌라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낸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고 60만 원을 월세가 아닌 은행에 이자로 낸다는 의미죠.

나광호: 말이 됩니까? 카드 돌려막기랑 다를 게 없네요? 

집주인이면서 대출이 있으나, 세입자면서 전세금이 내 돈이나 

차이가 없는 거랑 같네요?
경◦부동산: 그렇죠.

나광호: 그럼 그게 진짜인지? 진짜 그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해요?
경◦부동산: 내가 입주를 할 건 데 진짜 분양가를 알려달라고 해야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물어보면 되요.

나광호: 전화번호가 뜨면 전화가 귀찮게 올 것 같아요, 공중전화로 

걸어봐야 할 것 같아요.
경◦부동산: 저도 이상한 번호 뜨거나 발신자가 안 뜨면 저도 솔직히 
상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나광호: 현수막에 보면 마지막 3세대, 긴급처리 등. 이런 내용은 

미분양 된 거죠?
경◦부동산: 미분양 땡 처리죠. 팔아야 할 세대가 더 있어도 이렇게 
해야 구매자가 빨리 내가 사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니까요.

나광호: 그럼, 2년간 대출이자 지원 이런 문구도 있던데요? 진짜 

대출이자를 지원 해 줄까요?
경◦부동산: 네, 정말로 회사가 지원해줘요. 대신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구매자가 다 내는 거죠.

나광호: 핸드폰과 똑같네요? 기계 값 무료! 결국 요금제에 다 

포함되어 후불제로 내는 거랑 같은 이치네요.
경◦부동산: 그렇죠. 

나광호: 실제 현수막의 내용대로 분양되는 곳이 있을까요?
경◦부동산: 상봉의 경우 1억 을 싸게 분양 된 곳이 있어요. 실제 4억 
아파트인데 미분양 세대는 3억 에 분양 되었어요.

나광호: 2년 전에는 전세, 월세 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경◦부동산: 전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도 
8개나 있어요. 많이 있다고 봐야 해요. 월세의 경우는 남아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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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최◦◦ 작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보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애초에 기대감이 없어요.
이◦◦ 작가: 왜? 문구들이 자극적이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덜 
자극적이어야 오히려 믿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광호: 일단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언어, 내용의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 아파트 분양 사무소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 보고 전화 드렸어요. 400만 원으로 입주 

때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계약금인가요?
◦성 아파트: 네, 400만 원은 계약금이구요, 5%에 해당 되요. 
700~800만 원 일반 미분양 가격이에요. 25일까지 3,000만 원 할인 
되고요. 2억 7천8백만 원이죠. 34평은 1442만 원 5% 계약금이에요. 
일반 10%인데 여기는 5%에요. 1,000만 원 할인되는 거죠. 중도금 
무이자이고 회사에서 지원해줘요. 발코니 공시비 880만 원을 할인해 
드리고요.

나광호: 위치가 어떻게 되요?
◦성 아파트: 호평, 평내 쪽이고요. 마석 옆에 모란미술관 아시죠? 
근처 1,000세대 있어요. 마무리 단계 할인이구요. 은행 60%가 
나와요. 들어갈 때 7,300만 원 3~5층 사이 1~2개 남았어요. 500만 
원 할인 되요. 중도이자 없고요. 전세가 워낙 오르다보니까 34평이 
국민주택이잖아요. 

나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성 아파트: 문자명함 보내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오세요.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익 ◦◦벨 분양 사무소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 보고 전화 했어요. 입주지원금이 1,400만 원 

인가요?
◦익 ◦◦벨: 네, 최초분양가에서 1,40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광호: 위치가 어디인가요? 
◦익 ◦◦벨: 별내 신도시에요, 별내에서 제일 늦게 분양 
시작했습니다. 38평, 42평 있고요. 38평은 1,300만 원 할인, 4억 
2천만 원이구요, 42평은 1,400만 원 할인, 5억 8백~9백만 원입니다. 
어디사세요?

나광호: 구리요.
◦익 ◦◦벨: 모델하우스로 한번 나오세요.

시◦부동산: 로얄이라고 하는데 그냥 회사 물건은 모두 로얄이라고 
합니다. 등기를 떼어보면 회사 명의로 물론 되어있습니다. 미분양일 
뿐이죠. 그리고 명의로 되어있다고 역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광호: ‘별내중심 ◦익 ◦◦벨’?
시◦부동산: 달콤하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나광호: 초대박, 시세보다 낮은 가격?
시◦부동산: 말이 안 되는 거죠.

나광호: ‘실 2억 대 파격분양’, 즉시입주는 2억 9천이겠죠?
시◦부동산: 2억 9천 일거에요. 2억 9천 9백 9십 9만 원일 수도 있죠.

나광호: ‘구 25평형 1억 6천2백만’ 전화번호는 031로 

시작하니까 구리 아니면 남양주겠죠, 이 가격이 맞을까요?
시◦부동산: 일단 전화로 알아봐야죠, 일단 전화를 하게 만드는 
최신수법입니다. 이런 게 일종의 애매모호한 광고에요. 

나광호: 긴급처분, 마감임박은 아까 말씀 해 주신 유인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동산: 이런 문구에 넘어가는 비중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오만 군데 불법 현수막이 많죠. 이런 현수막을 달아주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낮 시간에는 안 달고 일몰~일출에 
맞추어 달았다 떼었다 해요, 그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홍보가 
됩니다. 오전에 떼고 해 넘어가면 다시 달아요. 손실되면 몇 만 원 
손해를 보니까요.

나광호: 역까지 5분이면 정말 5분일까요?
시◦부동산: 걸어서 5분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집도 더 비싸고 잘 
팔리고. 사실 실제 걸어가 보면 10분~20분 일거에요. 

나광호: 왕십리에서 10초도 봤어요. 웃기죠?
시◦부동산: 웃기네요. 

양◦◦ 작가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에 적혀있는 내용이 정말일까요? 잔여세대 몇 세대 

안 남았다. 즉시입주나 얼마로 내 집 마련. 대출금 몇 년간 지원 

같은 내용이 많은데요.
양◦◦ 작가: 선정적인 문구 자극적인 내용은 낚시에요. 현수막을 보는 
나의 관점은 거짓이라고 봐요. 전세난에 전세 집구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광호: 5분 역세권이면 근처일 것 같은데 정말 5분 거리일까요?
정◦◦ 작가: 차로 5분일걸요? 저는 현수막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꼭 
자기 집이 있어야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요. 꼭 
있어야할까요? 외국은 다 렌트해서 살잖아요. 

84 85



‘ 現
垂
幕

’ ( 현
수
막

)  프
로
젝
트

서
울
과

 경
기
도

 경
계
지
역

, 서
울

, 경
기

나
광
호인창동 주민 인터뷰

나광호: 구리 ◦◦◦ 아파트는 문구로는 유인책은 없어 보이는데 

왜 홍보 현수막이 걸렸을까요?
인창동 주민: 교통이 일단 불편해보이고, 전철역도 멀고,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상권이 형성되어있지 
않고 주변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의 초입이고 
변두리에요. 도로변에 바로 아파트를 짖다보니 소음이나 먼지, 매연이 
심할 것 같아서 주거 환경으로는 좋지 못 할 것으로 인식됩니다.

나광호: 왜 서울에서 구리로 들어오는 길, 경계에 현수막이 

많을까요?
인창동 주민: 일단은 경기도로 구분되지만 서울하고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강북 노원 쪽보다는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도로가 인접해 있고 서울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노원하고 강북 쪽은 중랑천이 비가 많이 오면 지대가 낮아 
상습적으로 침수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차라리 교통이 
편리한 구리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고속도로 타기도 수월하고 
강변도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시내 진입도 쉽죠.

◦◦부동산 인터뷰
나광호: 사장님, 요즈음 왜 이렇게 아파트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아요?
◦◦부동산: 그거 다 미분양 된 거에요. 평내, 호평 다 거기에요. 
끝자락이죠. 사자마자 몇 천 만 원씩 프리미엄 붙으면 그거 누가 
안사겠어요? 벌써, 이미 다 나갔지. 현수막이 한 개에 5만 원 정도 할 
텐데 몇 십 개씩 붙이면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 돈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걸겠어요. 안 팔리니까 거는 거죠. 

나광호: 서울과 경기도 경계의 지역에 현수막이 특히 많이 걸려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근거리니까 돈이 없으면 
갈만하니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죠. 강남 사는 사람이 전세 
값, 집값 오른다고 그리로 가겠어요? 거리가 먼데. 근처에서 찾지. 

나광호: 그럼,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안 팔리는 아파트 

홍보네요.

◦ 집 부동산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 집 부동산: 평내, 호평 신도시에요. 백화점 앞에서 버스 있어요.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익 ◦◦벨: 문자 명함 넣어드릴게요. 

나광호: 네, 감사합니다.

◦대 ◦◦◦◦트 분양 사무소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대 ◦◦◦◦트: 아, 네. 어디서 보셨나요?

나광호: 구리에서 남양주 가는 길에요.
◦대 ◦◦◦◦트: 아, 구리 사시면서, 남양주로 출근 하시는구나. 
저희가 7월에 1차 분양을 시작 했어요. 2차 분양 때는 평당 50만 원이 
올라 가구요. 3차 때는 평당 150만 원이 올라갑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비싸집니다.

나광호: 위치가 어디에요?
◦대 ◦◦◦◦트: 화도읍 아시죠? 고개 오르막 넘어 아파트 오른쪽 
공터 ◦◦자리에요.

나광호: 현수막에 25평이 1억 6천2백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나요?
◦대 ◦◦◦◦트: 네, 그런데 저층이구요, 1층이에요.

나광호: 1층은 선호를 안 하지 않나요?
◦대 ◦◦◦◦트: 지상에서 6미터 부상해있어서 일반 아파트 3층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층 33층은 1억 8천5백만 원 이구요. 

나광호: 최고층은 다락방 있나요? 
◦대 ◦◦◦◦트: 없습니다. 요새 다락방이 하자가 많아서요, 
◦대 ◦◦◦◦트: 문자로 제가 명함 넣어드릴게요.

나광호: 네, 감사합니다.

◦봉 ◦◦◦◦아파트  분양 사무소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파격분양이 어떤 거죠?

◦봉 ◦◦◦◦아파트: (당황) 분양가를 할인 해 주는 것입니다. 

나광호: 실 2억 대는 얼마인거에요? 2억 후반대로 집을 장만 할 

수 있는거에요?
◦봉 ◦◦◦◦아파트: 2억 에 사는 게 아니고, 2억 으로 계약이 
가능한거에요. 53평 1개, 58평이 3개 남았어요. 58평은 모르겠고, 
53평을 예를 들면 8억 6천1백만 원인데, 19% 할인되어서 6억 
9천7백만 원이에요. 

나광호: 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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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백화점, 편의시설이 도보로 10분 거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살았거나 신혼 때 거쳐 가는 코스에요. 신혼부부가 3~4천만 원 차이가 
나서 옮길 거면 사서 새집으로 이사 가는 거죠. 

나광호: 현수막을 보고 꽤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한다던데요?
정◦부동산: 젊은 부부들은 그런 충동이 쉽게 생기죠.

나광호: 전세가 계속 오르는데 또 오를까요?
정◦부동산: 전세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게 맞아요. 대신 변수라는 게 
있어서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죠.

4. 결론
1) 경계의 특징 

경기도 구리는 차로 운전하거나 거닐다보면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라는 인상이 든다.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한 개만 있어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구리에 살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경계의 특징 중 내가 발견 한 현상은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변두리, 끝자락이라는 평내, 호평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리의 사람들에게 분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또한 그곳에서의 
경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경계의 지역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경계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경계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접근성과 홍보가 용이하다는 점과 경계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거리가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처에 있으면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 경계의 지역은 사람의 

유입이 많고 비교적 재산이 적은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구리에는 지금 약 6,500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현수막에 담긴 내용을 유추해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대이거나 많이 선호하지 않는 저층. 로열층이 아닐 확률이 높고 
빨리 처분하고 싶은 것들이다. 생활수준을 맞출 수 있고, 아파트가 
많고, 서울과 가깝고, 출퇴근하기 좋고, 교통이 좋다. 농수산물센터, 
마트, 백화점, 편의시설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전에 살았거나 신혼 때 거쳐 가는 도시라는 인식이 많다. 
젊은 신혼부부들은 현수막을 바라보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충동이 쉽게 생기게 된다.
현수막의 홍보 대상은 경계 근방의 거주민들이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경계로 갈만하다는 인터뷰에 

구리와 24평을 비교 해 보면 결코 싸진 않아요. 현수막은 사람의 유입이 
많고 이곳 사람들에게 먹히죠. 거리나 가격이나. 사람이 많고 미분양은 
서울에 현수막의 홍보가 먹히겠어요? 미분양 된 외곽 끝 지역이겠죠. 
평내, 호평에서도 경계의 부분이에요. 새집이면 뭐해요? 생활여건이 안 
좋은걸.

굿◦◦부동산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굿◦◦부동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나광호: 전문가시잖아요.
굿◦◦부동산: 몰라요.

◦◦◦공인중개사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공인중개사: 사람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세대수가 많아요. 
6,500세대가 넘어요. 세 사는 사람들에게 홍보 하는 거죠.

인◦◦◦부동산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인◦◦◦부동산: 미분양 되서 그래요. 사람이 많이 살고 거리가 
근접해서 홍보 내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추천 할 만 한 것은 없어요. 

정◦부동산 인터뷰
나광호: 현수막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정◦부동산: 별내 분양이 안 되서 많이 남는 거죠. 미분양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 하는 거죠. 금액이 낮고 거리상 구리와 크게 멀지 않아서 
그래요. 요새 워낙 분양하는 곳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대이거나 많이 선호하지 않는 저층. 로얄층이 아닐 확률이 높죠. 
통산 그런 거죠. 땡 처리죠.

나광호: 그럼, 사장님이 솔직하게 소개 할 물건은 아니네요?
정◦부동산: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나광호: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정◦부동산: 생활수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구리에 아파트가 많고 
서울과 가깝고, 출퇴근하기 좋고 교통이 좋고 농수산물센터,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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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가의 눈이 ‘감시의 눈’에서 ‘눈물의 눈’으로 바뀌어도 현수막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슬프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5.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 점검과 평가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 본 문제점을 작가적인 생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입부의 아이디어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리서치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에 비해 비교적 좁히긴 했지만 심도 있는 구성, 
끊임없이 요구받아 온 작가적인 관점에 대한 부재에 대한 지적은 속 
시원히 풀어내지 못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대신, 소유주와 세입자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제단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프로젝트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와 개별 프로젝트에서 더 깊이 있는 리서치와 아카이빙을 할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본다.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2) 눈물의 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작가로서의 성과는 시작하던 시점의 
‘감시의 눈’은 이내 ‘측은지심’과 ‘눈물의 눈’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태도와 반응에서 오는 것인데,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친절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불친절한 태도,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대했다. 카메라를 매고 
찾아 온 작가를 외면하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응시하였다. 내가 돈이 
안 될 것이라는 빠른 판단에서 오는 사업가적 기질에서 오는 것일 
것이다. 분양사무소는 상황이 달랐다. 빠른 사업가적 판단으로 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순수한 성향이거나 굉장히 친절한 
태도와 구체적인 설명으로 전화응대를 해 주었다. 어떤 분은 내용을 
모두 숙지하지 못하여 글을 읽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고,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명함과 분양 하고 싶은 상품의 정보를 보내주었고, 구매자가 
될 수도 있는 고객에게 웃음 짖게 하는 순수한 상술로 응대하고 주말이 
되면 한번 들러달라는 전화도 잊지 않았다. 
많은 내용들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에서 위치에서 

성실하게 취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고, 경계에 머무르며 다양한 직업군 
중 하나의 직업을 가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어쩌면 나처럼 
어린 딸을 둔 아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록 현수막의 내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을지라도 말이다.

3) 정리 
경계의 지역의 특징은 밀려날 수 있고 또한 진입할 수 있다는 절망과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수막이 말하는 
경계는 밀려나기를 자처하며 빚을 내어 집을 장만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중심부에서 더 멀어지기를 강요하고 있다. 더욱 외곽으로 
변두리로 경계로, 그리고 미분양 된 단지로, 층으로, 곳으로 가라고 
말이다.
구리에 있는 작가의 아파트 소유주는 집을 세주고 보증금으로 

남양주에서 전세로 산다고 한다. 이 집에 사는 이도 세입자고 이 
집의 소유주고 세입자이다. 작가의 부모님도 부천에 있는 집의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인천의 세입자이다. 슬픈 현실이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떤 이는 사업의 이유로 어떤 이는 장가보내는 자식의 
주거 공간을 마련 해 주기 위해서이다. 많은 이가 경계로 밀려났고 많은 
이가 경계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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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 대학가 
원룸촌 일대 
공공미술 R&D
조사자 
로봇 봄 (김은진, 나영오)

대상 
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 대학가 원룸촌

개요

경산시는 12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교육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자랑하지만 원룸촌이 밀집해 있는 임당동, 조영동 
지역은 치안이나 열악한 거주 환경 등의 문제를 내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원룸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공공미술의 전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미약하나마 그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지역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거주민과 외부인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연구 키워드
공공미술, 지역, 민원, 외부인 vs 원주민, 지역 문제 
해결로서 공공미술의 가능성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지역의 역사성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

—  지역 문제를 공공미술 맥락 안에서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기획자, 행정가, 예술가 집단

—  일시적 외부 집단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가, 주민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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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연접해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통학을 하고 
문화소비도 대부분 대구에서 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대학가 일대에 많이 조성된 원룸 주거형태의 환경 
취약성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도 하다.  
특히 경산시 중심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주변 임당동, 조영동 일대에는 전국 최대 원룸밀집지역이 조성되어 
있다. 이 일대는 원룸 주거형태의 환경 취약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으로, 경산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역민이면서 지역민이 아닌 이중성을 가진 주민이 대부분인 특수 
지역으로 쓰레기,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다. 
경산시는 대학가 일대에서 인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내 12개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올 초 경산시-대학 
상생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와 대학을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이 학교 담장 넘어의 지역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 안 
환경조성, 성과위주의 관학연계사업 방향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된다. 
이에 임당동, 조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대학교 대학가 

원룸촌 일대에 나타나는 지역 문제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지역 
문제의 해법을 문화를 통해 찾아보고 정책추진에 효율적인 문화행정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문제의 해법을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미술을 통해 찾고자 한다.  

3) 조사 방향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향은 먼저 대상지의 사전 지역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여건 및 현황, 지역민의 요구 및 현상 등을 연구하고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한 적절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먼저 사전단계로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한 지역 여건, 역사, 문화를 알아본다. 현장 
조사단계로 조사지역 행정가, 마을 리더(동장 등), 거주 주민, 지역 
예술가들과의 인터뷰와 현장 답사를 통하여 지역 현황, 문제점 및 
지역과 주민 문화에 대한 최신 자료들을 수집·분석한다. 기획단계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안하도록 한다. 

1. 들어가는 글
1) 공공미술 연구 배경

“당신이 생존을 위해 경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술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주변에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 속에 예술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은 분명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는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만나는 예술이 아니라 
일상 속 대중적인 장소에서 모두 함께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예술, 
공공미술을 경험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공공미술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공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미술(公共美術, public art)은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용어로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을 뜻하며, 공공의 
공간에서 주민과 다양한 교감을 통해 문화경관을 조성하는 활동과 
방법의 형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또한 공공미술은 대중을 위하고, 
대중을 향하여, 대중의 참여를 통해 제작된다고 한다. 지금의 
공공미술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 건축, 공원·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 공간 활성화, 조경,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커뮤니티아트, 
교육문화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예술적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공공미술이 지향하는 것은 대중을 위해 척박한 환경, 정신적 

가난에 대한 치유의 한 방법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에, 공공미술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산시 영남대학교 대학가 
원룸촌 일대에 공공미술 R&D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행복한 일상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경산시는 경상북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연접해 있는 인구 26만정도의 도농복합도시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으며,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12개 대학에 12만명의 대학생과 170여개소의 
대학부설연구소가 있는 교육문화도시이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생이 많은 청년 학원문화도시라는 요소는 

시의 가장 큰 활용 자원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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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쪽 사적지 조영동고분군을 에워싸고 원룸 1,200여동(관할 
주민센터 추산)이 블록쌓기처럼 빽빽이 들어서있다.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인 일명 오렌지 

골목일대는 음식점, 술집, 카페, 로드샵 등 상가가 밀집되어 
대학생들의 유흥가가 형성되어 불야성을 이룬다. 이 구역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영남대학교 정문쪽에서 멀어질수록 
사적지, 일반주택, 근린공원과 함께 원룸주택은 점점 더 많아지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고  쓰레기 대란, 주차난, 교육문제, 도난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 환경은 더 
취약해진다. 원주민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남아있는 
원주민은 임당동고분군 사적지 주변과 원룸촌이 끝나는 조사지 
최북단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는 옛집을 지키며 남아있다.  
이곳은 동서최단거리 1km여, 남북최단거리 1km여의 

최대면적 60여만㎡ 범위내에 상가, 원룸, 단독주택, 근린공원, 
사적지(6만㎡정도), 용도미지정 공터, 경작지가 한 몸에서 세포 분열된 
것처럼 촘촘하게 미로처럼 형성되어 짙은 안개처럼 쌓여 있는 곳이다. 

2) 지역 역사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삼국사기의 
기록에 있는 삼한시대 경산의 고대국가인 «압독국»의 중심지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다. 마을 명칭 유래를 
살펴보면 임당林堂동은 전주 이씨가 개척한 마을로 신라시대에 
촌락이 형성될 당시 숲이 무성하다 하여 ‘정림’이라 하였고 임금이 
살던 곳이였다고 전해진다. 조영造永동은 밀양 박씨가 처음 정착하여 
많이 살았다 하여 고촌박동古村朴洞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고촌대원동古村大院洞을 합하여 조영造永·계영리桂永里라 하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영동이 되었다. 
 선덕여왕때는 “압량주”로 김유신 장군이 군주였던 곳이고 고려시대에 
‘장산’이라는 지명에서 ‘경산’으로 개칭되어 속한 마을이었다. 
아직까지 마을에는 압독국 당시의 무덤인 임당동 고분군(임당동 676-

1번지 일원) 7기와 조영동 고분군(조영동 556번지 일원) 15기가 
남아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무덤의 규모는 직경 20m 내외, 높이 2m 
내외로 문화재란 사전 지식없이 보면 낮은 산처럼 보인다.

3) 지역의 문화자원
이 지역의 가장 큰 문화자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임당동 
고분군과 조영동 고분군이다. 이들 역사문화 자료는 조사 대상지에서 

단계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사전단계 지역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언론보도자료 등

조사단계 지역의 특성(역사·문화·사람), 형성과정, 
최근 변화요인 등

현장답사, 인터뷰 등을 통한 
지역 현황 최신 자료 수집 분석

기획단계 지역현상 분석, 지역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 질문 제시 

지역문제를 풀 수 있는 
공공미술 해결책 모색, 기획 
제안 

2. 지역 연구
1) 조사 대상지

조사대상지는 경산시 대학로 280(대동 214-1)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정문 북서쪽 일대의 대단위 원룸밀집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지금의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역 주변은 금호강 연안까지 넓은 들판이고 남쪽은 구릉지대로 

감나무가 많고 포도밭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였던 이 
지역은 1982년 해외로 고대유물을 밀반출하려는 도굴범들이 
검거되는 사건으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간 국보급의 
화려한 신라유물은 경주의 왕릉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밀반출 유물들이 경산시의 작은 마을인 임당동의 고분에서 
나온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고 
경주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무덤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일대의 발굴조사는 1982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삼국시대 무덤, 집터, 토성, 습지 등에서 2만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적,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중요 무덤 
일부는 국가중요문화재로 인정되어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으로 지정되었으며, 고고학계에서는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으로 불리며 신라사를 규명하는 핵심적 자료들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성과와는 달리 문화 주거환경, 문화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적지를 제외한 
지역의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사적지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18m) 
등의 이유로 인해 분양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결국 택지를 반값에 
분양하는 우여곡절 과정에서 주택매매업자들이 대거 개입되었다. 그 
결과 원주민 대부분 이주한 2000년경부터 영남대학교를 마주보고 큰 
도로변에서부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원룸촌이 하나둘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임당동, 조영동 일대의 서남쪽 사적지 임당동고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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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술가] 
다수

— 인터뷰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마을 이야기를 들려 
달라. 
지금 현재 마을의 좋은 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를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마을에 있는 고분군 사적지에 대해 알고있나? 어떻게 생각하나? 
당신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 마을 문화는 어떤 것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공공미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공공미술은? 
그 외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2) 인터뷰 내용: 민원 수집
조사대상지에서 가장 많이 수집한 이야기는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였다. 실제 관할 동사무소에 의하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고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동단위별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라고 한다. 
불편한 내용을 소리내어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인터뷰를 민원 제기의 장으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을 가지며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의 최신 이슈가 될 수 있는 민원을 공공미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예술이 일상을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이고, 문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한 
뼘 자라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마을의 공간 특징
경제력이 있는 대학생들은 경산소방서와 인접한 비교적 환경이 
안전한 도면의 A구역 또는 B구역에 주로 거주 
B구역은 일명 오렌지 골목으로 불리는 곳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술집, 카페, 로드샵 등 유흥가들이 즐비
대학생들의 행동반경은 주로 C구역까지 한정됨. D구역에는 
원룸의 면적대비 월세가 저렴한 편이어서 직장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인데 일반주택, 원룸 거주지, 경로당 등에 어린이가 있는 

6km여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경산시립박물관과 인근한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압독국에 관한 상설·특별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산시립박물관에서는 지역의 
발굴조사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일 년에 한 차례 
지역의 고분군에서 고분축제를 하고 있다. 
지역의 또 다른 문화자원은 대학가의 잠재적인 

청년문화자원이다. 그러나 흔히 있는 대학가의 음주 등 유흥문화 외에 
예술적 문화공간이나 커뮤니티 아트그룹, 아티스트 네트워크 등 예술 
활동은 전무하다. 또한 이 지역에 공공미술을 목표로 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 지금 이곳은 아주 오래된 고대 무덤을 지나 빽빽한 원룸촌 좁은 
골목사이를 태연히 통과하는 예술 문화의 바람이 매우 필요하다.

3. 연구 내용: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자 및 방식

현장조사를 위해 지도를 들고 지역을 답사하고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 지역 행정가와 마을 리더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으나, 약속을 하였다가 취소한 사람도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외면을 당하여 성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 이렇듯 인터뷰는 
제한적이였으나 적극적인 인터뷰어들 덕분에 지역 현황과 이슈가 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인터뷰 대상자
[지역 행정가] 
해당지역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관계 공무원 외 다수  

[거주 주민]

마을리더(조영동 통장, 원주민, 원룸 운영)

거주민1 (영남대학교 대학원생, 여자, A구역 원룸거주)

거주민2 (영남대학교 졸업생, 직장인, B구역 원룸거주)

거주민3 (영남대학교 대학원생, 남자, C구역 원룸거주 후 이주)

거주민4 (영남대학교 졸업생, 직장인, D구역 원룸거주 후 이주)

거주민5 (주부, 인근 공동주택 거주) 
거주민6 (조영동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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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문화소외지역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 민원 2: 범죄에 대한 불안

예전보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도난사고도 걱정되고 특히 좁은 골목은 많은데 조명이 어두워서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할때는 너무 무서워요. 근린공원에서는 

성범죄에 살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고성방가하는 

취객들이 공원을 점유하고 있어서 저녁 산책은 꿈도 못 꿔요.

마을 특성상 좁은 골목이 많은데 조명이 밝지 않아 위험하고, 
어린이 교육문제도 걱정이라는 것과 저녁에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가진 마을이 되길 바라는 민원이 많았다. 이 
일대가 크고 작은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이여서 CCTV도 증설되고 
환경개선을 위해 근린공원에 운동기구와 공연을 위한 작은 
야외무대도 설치되었는데, 늦은 밤 취객들에 의해 기물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성폭행 등의 범죄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야외무대는 
제거되었다고 한다. 

— 민원 3: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불만 

그 무덤이 문화재였나요? 거기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경산시립박물관에는 가 본 적이 있지만 박물관 전시유물이 여기 

무덤에서 나온 것이라는건 몰랐습니다.

고분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봤으나 흔한 어린이 

체험학습 위주여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지역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압독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에 대한 
민원이었다. 원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은 주거지 인근의 
고분군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범죄 발생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사적지 관리기관인 시의 
문화관광과에서는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압독 
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을 

가구들도 많이 거주하는 편이여서 교육문제, 범죄 등에 더욱 
민감한 구역

— 민원 1: 외부자에 대한 불만

이 마을 원룸촌 거주자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일 년 내내 쓰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특히 여름엔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위생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소방서가 가까이 있지만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일 거예요. 좁은 

골목 폭에 주차량도 엄청납니다. 시골도 구석구석 다니는 버스가 

큰 도로변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돌아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학가 번화한 도심이지만 오히려 문화소외지역입니다. 오렌지 

골목이라도 음주문화가 아닌 좀 더 좋은 문화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마을 동장들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원주민이 
100호 정도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0호 정도 남아있는데 
모두 고령의 노인들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1/10도 안되고, 이 지역 전체인구의 99%가 외지사람이라고 한다. 
일대의 부동산중개소 운영자의 전언에 의하면 1,800여동으로 
추산되는 원룸의 공실율은 10%정도이고 원룸 거주자 중 경산시로 
주민등록 정리가 된 가구는 전체의 1/3수준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지역민 의식 부재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민원이 가장 많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인 북부동사무소에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 
대란이라고 한다. 최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소방차나 버스가 교차하기 힘들 정도의 좁은 골목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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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문제 해답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제안
조사를 위해 다시 찾아간 마을에서 빈틈없이 이어지는 원룸촌을 
보면서 떠올린건 아이러니하게도 고향이라는 단어였다. 거주 주민 
대다수가 외지인이고 주거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견뎌내면서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를 공공미술을 통해 제시한다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는 곳이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주거 공간이 가치있는 
장소로 인지되기 시작한다면 더디지만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 
이에 생활 속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생각의 전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람, 
소통, 공유, 문화예술이다. 예술가-지역민-행정기관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며 ‘예술 고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예술 고향은 
예술을 경험하는 추억이 있는 고향 만들기로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요소인 고분군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원 제기의 장에서 확인된 지역의 문제점들을 각각의 실정에 맞는 
공공미술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일상과 함께하는 예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원 제기된 지역 문제  공공미술 해법

쓰레기 무단투기, 범죄 등 — 셉티드 기법을 활용한 공공미술
+

사적지 고분의 정비, 문화자원 활용 —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문화콘텐츠화하는 공공미술

+

오렌지골목 등 상가 문화거리 조성 —
커뮤니티아트를 통한 공공미술

교육 문제 —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공공미술을 문화콘텐츠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사적 지정된 고분군의 경이로움을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부각시킴 

—  신압독여지도 제작: 고분가는 길을 그림지도로 창작하여 
박물관, 마을에서 팸플릿으로 배포, 마을과 고분에 대한 관심 
유도

— 압독화첩 제작: 마을과 고분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창작
—  고분가는 길 이정표 만들기: 마을에서 임당동 고분군과 조영동 

통해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자원인 고분군과 관련해서는 시립박물관에서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 성인 및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1년에 하루 
조영동고분군 현장에서 개최되는 고분축제는 모르는 사람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의견도 많아서 홍보 및 프로그램 
기획 방향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 민원 4: 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기관은 알지 못합니다. 공공미술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TV에서 벽화마을은 봤는데 마을에 

벽화그리는 것을 말하나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도 예술가가 와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환영입니다. 잘 

해놓으면 마을도 밝아지면서 좀 더 살기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조사를 하면서 만난 어느 누구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알지 못했다.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면 TV,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된 벽화마을에 대해 얘기하면서 공공미술이 담벼락에 
천사날개 같은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예술가가 많이 와서 마을을 밝게 할 수 있다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들 하였다. 예술가를 밝게 해주는 존재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도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3) 남겨진 질문: 과연 공공미술을 통해 이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조사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무엇보다 명확해졌다.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은 원룸 동네가 처한 문제는 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렇다. 이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과연 한낱 공공미술을 통해 찾을 수 있을까?
공공미술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변화하는 지역문화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역민과 함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주지 주민 등록도 하지 않는 원룸촌 주거민은 과연 지역민일까?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환경 문제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적인 
미술이 가능한 것일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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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살기좋은 제2의 예술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술가, 지역민, 
행정가가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예술적 접근과 활동을 시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생활 속 예술 활동의 생산과 확대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끈질기고 지속적인 참여와 
설득,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획이 모든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5. 나가며 
지역의 문제, 공공미술로 해답찾기: 무엇이 더 가치있는 일인가? 

지난 10월 ARKO 공공미술 R&D 프로젝트 참가자 선정 이후 1·2차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하고 최종자료 제출까지 몇 주간의 짧은 시간동안 
우리는 조사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정리하고 고민하며 
숨가쁘게 마지막 일정을 향해 달려왔다. 
조사를 진행하는 기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겠다는 다급한 

생각보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가치있는 일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왜 사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화유적지는 
모두 같은 모습이여야 하고, 왜 무엇이든 관광자원화를 시켜야만하는 
행정기관의 강박이 도달하는 곳은 이제는 너무 흔한 벽화마을 
정도일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숨겨진 비법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고력에 있다. 더 늦기전에라는 속도전에 평범함을 
바치지 말고 우리 지역만이 가진 차이에 집중하고 생각을 확대시켜야 
한다. 
깜깜한 밤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진 

많은 예술가들이 지역의 사전조사 연구보고서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경산시로 몰려들어 예술적 활동을 고민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이번 공공미술 R&D 프로젝트 참가의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하며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고분군간의 길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바닥에 다양한 창작 
이정표 만들기

—  고분 퍼포먼스: 고분 앞 정해진 일정위치에서 일정시간 프린지 
퍼포먼스 

—  고분축제: 지역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서 
스펙트럼 확대

—  사적정비: 기획단계부터 예술가가 함께 진행하여 공공미술로 
확대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쓰레기 무단투기,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 
감소를 위해 셉티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이용한 공공미술을 활용한다.
—  공원에 배치된 벤치에는 중간 팔걸이를 만들어 취객이 누워 
자는 것을 방지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119, 경찰서, 동사무소에 신고 또는 
민원이 들어온 장소를 맵핑하여 낮은 조명 설치, 맵핑 지도 
배포

—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 장소를 맵핑, 소리나는 고양이 조형물 
제작 설치하여 주의 환기

— 조명이 어두운 골목 바닥에 형광 페인트 사용한 창작
—  전봇대 주변 형광꽃 화단만들기

오렌지 골목 등 지역일대에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박물관, 마을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민원 제기 영상 미디어 제작: 민원 제기를 공공미술 아이템으로 
활용 

—  지역 예술작가를 발굴하여 작가 풀을 작성, 박물관교육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 전통문화를 활용한 커뮤니티아트 
네트워크 운영     

—  오렌지골목 톡방 운영: 카페+술+인문학+예술 퍼포먼스 데이 
운영

—  커뮤니티 아트 그룹, 아티스트 네트워크 활성화

제안한 매우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억할 문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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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오늘과 내일

조사자 
청년생활예술공동체 ‘화수분’

대상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옛 신흥포구를 중심으로

개요

개발이나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이미 사라져버린, 혹은 
앞으로 곧 사라질 마을의 유적과 마을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번 
연구는 과거 신왕나루로 번창했지만 지금은 겨우 그 
명맥을 지키고 있는 평택시 신왕리를 배경으로 마을의 
유무형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작가들의 연구와 
노력을 담고 있다. 

연구 키워드
공동체, 마을, 유물, 유적, 전승, 전통, 현대, 개발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여러 이유로 쇠락해지는 마을 공동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공공미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행정가, 기획자, 예술가

—  인류학 기반의 향토 문화 연구와 예술 분야를 
접목하고자 하는 기획자, 학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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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다. 그 어떤 글보다 우리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는 신왕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신흥포구) 
글: 김해규 (역사학자)

 현덕면 신왕리는 신왕1리와 2리로 구분된다. 1리는 마두, 2리는 
원신왕이다. 1리에는 마두라는 자연마을 말고도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다. 기왓말은 마두마을과 이웃해 있다.이 마을은 ‘옛날에 
기와집이 있어서 유래되었다’고 말했지만 한글학회가 발행한 
«지명총람(1986)»에는 기와굽던 가마가 있어서 유래되었다고 
해석한다. 기와골 서북쪽은 ‘황골’이다. 황골은 상주 황씨들이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신왕2리 신왕골 뒤쪽 심복사로 넘어가는 골짜기는 
아홉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 ‘구내’이다. 옛 뱃터 부근에는 
‘병풍바위’가 있다. 병풍바위는 아주 가파른 바위벽으로 유명했다. 

  신왕리는 신왕나루로 유명하다. 이 나루는 조선 전기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당포진”으로 나와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포진은 “수원부 남쪽 90리 지점에 있으며, 아산으로 통한다”고 
되어 있다. 당포진은 현덕면 권관리의 계두진이거나 대안리의 
구진으로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 계두진은 
아산의 백석포나 공세포로 통하고, 구진은 아산만의 어항으로만 
기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포진은 조선 후기 ‘신흥포’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신흥포가 팽성읍 노양리 경양포와 아산의 둔포, 
남포, 백석포로 통하였다고 말했다. 아산과 직산 사람들은 신흥포에서 
내려 덕목리, 삼정리, 대반리를 거쳐 수원과 한양을 오갔다. 근대 
이후 철도교통이 발달하면서는 신흥포에서 배를 타고 팽성읍 노양리 
경양포에서 내려 평택역으로 갔다고 한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신흥포에는 황씨 성을 가진 뱃사공이 상주했다. 주민들은 일 년 내내 
나룻배를 이용하고는 봄, 가을에 곡식으로 뱃삯을 치렀다. 뱃사공의 
성실함과 소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한 주민들은 신왕리 길목에 
송덕비를 세웠다. 하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경지정리를 하며 
송덕비는 땅에 묻혔고 뱃사공에 대한 추억은 노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았다. 

 신흥포는 팽성읍 노양리 경양포와 함께 안성천 하류의 
대표적인 어항이었다. 어업은 신왕1리 마두마을 주민들이 주로 
하였고 신왕2리는 반농반어의 형태였다. 어종은 다양했지만 주로 
강다리와 숭어, 꽃게를 잡았다. 강다리와 숭어는 이른 봄에 잡히는 
어종이다. 그래서 음역 정월에는 당산에 풍어제를 지냈고, 양력 4월이 

1. 시작하는 글
1) 배경

생활의 빈 공간에 공공미술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각에서 보자면 
주거환경 변화나 개발로 인해 더 이상 문화가 유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미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지금까지 공공미술의 문제점과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려 한다. 동시에 이번 연구는 
사라져가는 마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토대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드러내어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둔다. 

2) 전제
 경제적 성숙은 압축이 가능하지만, 문화적 성숙은 압축이 
불가능하다. 

문화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평택의 오늘은 어떠한가? 주한미군 주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평택항(港), 삼성산업단지유치 등 개발과 이기(利己)로 민중의 땅인 
평택은 몸살을 앓고 있다. 

생활사를 담는 그릇
평택 고유의 정서가 담긴 평택만의 생활문화를 담아내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실천 의지가 요구된다. 이미 개발과 공동화로 
마을의 태가 묻어나는 생활물건들은 대부분 유실되어 사려져 버렸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방법은 마을 주민이 기억하고, 각자 지니고 
있는 기능(구전, 기술)을 재현하여 보존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 민중의 생활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과거는 미래에 의해 포함된다.  
그리고 미래는 과거에 의해 향상된다.

우리는 평택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생활예술공동체 ‘화수분’이다. 
민중의 삶터에서 함께 웃고 울어야만 그들만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맥락으로 프로젝트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3)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김해규 역사학자의 글을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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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가마 정도의 수고비를 받으시고 30년 평생을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 하셨기에 환갑잔치 또한 현덕면에서 치러 주었고 선생의 
봉사정신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공덕비도 세워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공덕비가 유실되고, 근거나 자료 또한 없다고 한다.
과거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던 포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현재는 평범한 농촌마을인 “신왕리” 이제는 과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별세하면 과거로 묻힐 “신흥포구”, 우리는 변해버린 
마을에 묻혀진 이야기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故황길용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지금은 유실된 공덕비에 행방, 또 옛 신흥포구에 삶에 대한 이야기 
듣고자 마을을 찾았다. 마을에는 당시 故황길용 선생과 동시대를 
사셨던 이태수 선생과 김인택 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 인터뷰
 백승재, 허은화 (화수분)

  이태수(신왕1리 85세 최고령자), 김인택(신왕1리 74세)

백승재 (이하 백): 어르신 신왕리가 고향이세요?
이태수 (이하 이): 조상부터 본토백이야 3~4대째 신왕리에서 살고 
있어.

허은하 (이하 허): 옛 공덕비 자리를 아세요?
이: 알지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공덕비가 세워졌던 위치는 있어.
김인택 (이하 김): 이곳에 공덕비기 때문에 자료가 면에 있을 거라고 그 
양반이 한 30년 동안 무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양반 환갑잔치를 
해주면서 세워 준거야. 그러니까 자료가 6.25때 불나고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없애지는 않았을 거야. 그 당시만 해도 공덕비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평택군을 거쳐 면에서 해주었던 일인데. 
김: 마지막으로 공덕비를 버린 곳이 지금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태양열 
집열판 발전소였어.

백: 왜 거기에 버렸나요?
이: 길이가 1m 넓이가 40인데 집 밟기가 좋아서 옮겨서 농사에 돌로 
많이 썼지.
김: 공덕비에 귀신이 붙어서 집에 해를 끼친다고 해서 삼거리에 갔다 
버렸다고 해. 인적이 드믄 아카시아나무 산에 버렸다고 하지.

허: 故황선생님의 나룻배로 마을 주민이 편하셨나요?

출어기에는 뱃고사를 올렸다. 4, 5월 성어기 마두 1리 뱃터는 서평택 
사람들의 관광지로 변했다. 뱃터 주변에는 20여 개의 간이주막이 
세워지고 주막에서는 생선회에 막걸리를 팔았다. 몇몇 주막에는 
접대부를 고용하였으며, 오월 단오에는 그네도 뛰었다. 안성천 하구의 
수로교통으로, 아산만 어업의 대표 어항으로 크게 번성하던 신흥포는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하며 크게 쇠락하였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벌에 물이 채워지고 일부는 간석지로 변하면서 주민들은 
어업보다는 농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양식어업으로 전환했던 일부 
세대들도 나이가 들고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폐업하였다. 
생산활동과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풍어를 기원하며 불렀던 어로요도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고, 동구 밖 당산나무도 찾는 이가 없게 되었다.

2. 조사 내용
1) 변해버린 마을에 묻혀버린 이야기  
(故황길용 선생님의 공덕비와 마을공동체 이야기)

참여작가: 백승재, 허은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신왕리 마을의 모습은 아담한 농촌 마을로 
마을 앞으로는 안성천이 흐르고 1. 2리 두 개의 부락으로 나눠져 있고 
마을에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다.
신왕리는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1973년)되기 전 반농반어의 

마을이었다. 신왕1리는 농업과 어업으로 종사하였고 바쁜 농번기를 
지내고 나면 뱃일을 하고 신왕2리는 주 농업으로 신왕1리보다 풍족한 
농촌이었다고 한다.
옛 지명은 신왕나루로 유명한데 이 나루는 조선 중기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당포진”이라 명칭으로 나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포진은 “수원부 남쪽 90리 지점에 있으며, 아산으로 
통한다”고 되어있다.

«경기도 물길이야기»(2008, 경기도 발행)를 보면 신흥포는 
단순히 어항이나 나루의 구실 뿐 아니라 선상들에 의한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던 포구로 판단된다. 이곳에서는 각종 어물과 함께 곡식과 
소금, 목화, 종이, 우피, 담배, 등 매우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신흥포구(나루)에 한평생 마을 분들을 위해 

30여 년 동안 무상으로 나룻배를 운행하시던 사공이 계셨다고 한다. 
이분은 고(故)황길용 선생으로 지금의 신왕리와 계양을 오고 가는 
마을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나룻배를 운행하시며, 뱃삯 대신 일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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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황길용선생 공덕비의 행방
우리는 마을 어르신의 안내로 공덕비가 세워진 옛터로 방문을 하였다. 
옛 터에는 공덕비에 관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이며, 단지 
나루터가 훤히 보이는 곳에 세워졌었다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의 나루터가 있던 장소를 돌아다니는 도중 이태수 선생님께 

공덕비의 유실된 내용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공덕비의 크기는 길이 1m, 넓이 40cm, 두께 20cm 정도 였으며, 

마을의 여기저기에서 탈곡하는 농기구나 마을 남자들의 힘자랑하는 
용도로 쓰여 졌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 당시 한 무속인이 공덕비에 귀신이 

씌여 마을에 안 좋은 기운을 퍼트린다며 굿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다 
끝내 마을 입구에 버려졌다고 한다. 현재로서 공덕비에 대한 마을 
분들의 이야기만 남아 있을 뿐 행방이 묘연하다.
옛 신흥포구의 모습이 변해버린 현재의 신왕리의 이야기, 

故황선생님의 기록들을 채집하기 위해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그 당시 신왕리에 공덕비를 세운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택시청, 문화원 등에 요청하여 기록을 
조사하였으나 공덕비는 물론 신흥포구에 관한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사를 마치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관할 지역 기관들에서 잊혀진 옛것, 마을에 
있는 유, 무형의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 결론: 마을의 현재와 미래
농사와 어민의 삶을 살면서 역사의 아픔을 몸소 겪으신 옛 신왕리의 
주민들의 연세는 현재 평균 75살에서 85살 정도이다. 옛 신왕리 

경기도 물길 이야기. 나루터- 포구현황-II 
경기도 행정자료실 中

공덕비가 있던 자리로 주위는 어업인들의 
그물 손질이나 쉼터 역할을 하던 곳으로 옛 
주막자리가 위치하고 있었다. 나룻터였던 
자리는 현제 자전거 도로로 개발되었다.

이: 그렇지 계양을 편히 왔다 갔다 했지 옛날엔 계양(계양포)이 
터미널이었으니까. 그분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공덕비도 
세워준거야.
이: 공덕비 옆자리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쉬기에 좋은 자리였어. 주막 
옆으로 집이 3채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나고 다 외지로 나가서 
집터도 없어.

허: 故황선생님 혼자 나룻배를 운행 하셨어요?
이: 혼자서 했지. 나룻배 하고 주막에 살면서 남의 집에 궂은 일도 많이 
했어. 마을에 초상나면 일 많이 했지.

허: 품앗이 농업이나 어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이: 왔다 갔다 철따라 하는거지. 뱃일은 어민들이 했고.

허: 어르신은 뱃일 안하셨어요?
이: 했어. 농사도 짓다가 시간이 나면 뱃일도 했지. 뱃일 하면 일품을 
줬어. 사공이 조금 더 가지고 뱃일을 한 사람들은 조금 덜 가져가고 
그랬어.

허: 나룻배가 운영하던 계양은 당시에 어떤 곳이었나요? 터미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계양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 뱃일해서 잡은 물고기를 계양에 있는 지정상회에서 판매를 
해주니간 갔던거야. 신황포구에서는 계양만 운행한것이 아니라 
탁고개도 다니고 했지.

허: 신황리에서 계양까지 나룻배 타고다닌 시간은 대충 기억 

하세요?
이: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어. 바람이 잘 불면 빨리 갔던 것만 기억나.  

허: 고기가 많이 잡히게 기원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있었어. 사고없이 잘 봐달라고 고사를 지냈어. 정월달에도 하고 
조금때 들어와서 나갈 때 떡도 해서 나가고 했지. 

허: 나룻배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었나요?
이: 나룻배는 모르겠어. 

백: 나룻배는 매일 어떤 분들이 타고 나가시고 하셨어요?
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탔지. 집안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품삯 받고 
일도 하고 했으니. 

허: 그때 당시가 그리우세요?
이: 에이 뭐가 그리워. 지금이 좋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배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잘 살았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힘들었어. 힘들어서 외지로 
많이 나갔고. 나도 그때는 어려서 그분에 대해 잘 몰라. 어려서 말도 잘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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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므로, 이 때 불리는 소리들 또한 멕이고 받는 형태로 불린다. 
평택 어업요는 대부분 선후창으로 부르지만, 그 형식은 선후창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는 곡들이 많다. 즉 멕이는 소리 선율만 
변주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평택의 어업요는 멕이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계속 변주를 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업노동요의 인문적 가치는 어촌에서 농촌으로의 변화는 

신왕리 주민의 삶의 본질을 송두리째 변하게 하였다. 또 다시 개발이란 
명분에 놓인 신왕리의 오늘은 매우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볼 때 
재현과 보존이란 명분은 매우 유효하다. 물론 ‹평택민요보존회›에서 
보전과 전승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채록된 음원은 
인문적 서사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인원환 선생의 뱃사람의 향기가 전해지는 음원을 

기록하였다. 

— 닻감는 소리 (출항할 때)4

[배 나갈 때 닷 올리면서 부르는 소리]

메: 하늬바람 불어오면 어야~ 돛을 달고 배질하세
받: 어기야 디야~ 어~야  어~어~어~어~~야 
에~헤~헤 헤~야
메: 마파람 불어오면 어~야~ 고기떼가 모여든다
받: 어기야 디야~ 어~야 어~어~어~어~~야 에~헤~헤 헤~야
메: 일락서산 해는 지고 어~야~ 월출동령 저 달 솟네.
받: 어기야 디야~ 어~야  어~어~어~어~~야 에~헤~헤 헤~야
메: 오늘저녁 뻘이 울면 어~야~ 내일 날에 바람 분다
받: 어기야 디야~ 어~야  어~어~어~어~~야 에~헤~헤 헤~야
받: 어기야 디야~ 어~야  어~어~어~어~~야 에~헤~헤 헤~야
메: 황포돛대 돛을 달고 어~야~ 어디로 가는 배냐
받: 어기야 디야~ 어~야  어~어~어~어~~야 에~헤~헤 헤~야
메: 꼴뚜기가 뛰어들면 어~야~ 망둥이도 뛰어든다.
받: 어기야 디야~ 어~야  어~어~어~어~~야 에~헤~헤 헤~야

— 큰 배 노젓는 소리
[1]

메: 에~이혀
받: 에~이혀
메: 어~이야~아
받: 어~이야~아

4

평택민요보존회 자료 발췌

주민들이 작고하시면 이제는 옛 과거조차 들추어 낼 수 없는 신왕리의 
현재이다.
지금, 그리고 미래의 신왕리는 과거가 존재치 않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마을문화의 존폐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존해야하는 것이 무엇이며, 

누군가에겐 하찮은 물건 또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미래엔 
소중한 보물이며, 역사이고 유물일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2) 생활에서 가슴으로 부르는 소리 
 (신흥포구의 어업노동요를 중심으로)

참여작가: 김창호, 이연주

우리는 신왕리 옛 신흥포구에서 우리는 어업활동에 대한 그들의 삶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다. 찾아간 인원환(78세)선생은 신왕리에서 약 
150년 전부터 신흥포구에서 4대째 어업활동을 하시고 뱃사람으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시간 신흥포구에서 어업활동을 
하며 배를 타고 만선을 꿈꾸며 물고기 잡던 선생의 생생한 증언과 
뱃소리에는 40년을 이어온 어부의 한이 서려있었다. 
현재 어업노동요(漁業勞動謠)는 경기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선생은 전수자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비록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살고 있지만, 뱃소리를 들려주는 
선생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땀과 설움이 묻어난 (이를 바다 냄새라 
한다) 어부의 (태)가 서려있었다. 뱃소리를 들려주는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잊히고 사라져 가는 농어촌의 협동문화(두레, 품앗이)와 마을 
공동체의 정서가 느껴졌으며,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배려와 나눔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어업요(뱃소리)

평택민요보존회의 뱃소리(어업노동요)는 경기남부지역 유일의 
뱃소리 민요로서 경기북부지역과는 음악적인 면에서 구별된다. 
신왕리 지역의 뱃소리(어업노동요)로는 ‹닷감는 소리›, ‹큰배 노젖는 
소리›, ‹닷 내리는 소리›, ‹돌 옮기는 소리›, ‹아매/수해 내리는 소리›, 
‹그물 뽑는 소리›, ‹줄 사리는 소리›, ‹그물 다는 소리›, ‹고기 되는 
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평택의 신왕리 일대에서는 1972~3년도까지 중선 배를 끌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다. 중선 배는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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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민요보존회 자료 발췌
— 수심 재는 소리 / 닻 내리는 소리6

여기는 일 홉이요
여기도 또 이 홉이요
여기도 또 삼 홉이요
여기는 네 홉이요
여기는 오 홉이요
여기는 육 홉이요
여기도 칠 홉이요
여기는 팔 홉이요

메: 정자리요
받: 닻 주세
메: 준비
받: 자~ 
메: 어 ~
받: 어거야~
메: 손이야
받: 자~

— 아매 내리는 소리 / 수해 내리는 소리
메: 아매 준비!
받: 자~~
메: 어거~야
받: 어~야
메: 어거~야
받: 어~야
메: 손이야!
받: 자~~
메: 수해!
받: 야~~
메: 어거~야
받: 어~야
메: 어거~야
받: 어~야
메: 손이야!
받: 자~~

메: 에~헤~ 헤~ 헤 에이혀
받: 에~헤~ 헤~ 헤 에이혀 
메: 에~이혀
받: 에~이혀
메: 에~이야~아
받: 에~이야~아
메: 어야디야
받: 어야디야
메: 어~야아
받: 어~야아
메: 여기 이곳은
받: 어야디야
메: 어디쯤이요?
받: 어야디야. 두멍턱이다 에~헤~ 헤~ 헤 에이혀

[2]

메: 에~이혀    받: 에~이혀
메: 어~야아   받: 어~야아
메: 에~헤~ 헤~ 헤 에이혀
받: 에~헤~ 헤~ 헤 에이혀 
메: 에~이혀 
받: 에~이혀
메: 에~야아 
받: 에~야아
메: 우리 배가 
받: 어야디야 
메: 잘도 간다.
받: 어야디야
메: 어~야아   받: 어~야아
메: 여기 이곳은
받: 어야디야
메: 어디 쯤이요?
받: 어야디야. 육측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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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어~야 돌이다
받: 어~야 돌이다
메: 발 조심 하면서
받: 여~야 돌이다

— 그물 뽑는 소리10

메: 에~이혀
받: 에~이혀
메: 에~이혀
받: 에~이혀
메: 에~헤~ 헤~ 헤 에이혀
받: 에~헤~ 헤~ 헤 에이혀 
메: 강다리 털어서
받: 어야디야
메: 누대도 빨고
받: 어야디야
메: 고기를 몰아서
받: 어야디야
메: 잡아 당깁시다
받: 어야디야

— 바다질 소리 / 잦은 바디질 소리11

메: 어이~여어라 바디여
받: 어이~여어라 바디여
메: 우리 선주님 좋아 하겠네
받: 어이~여어라 바디여
메: 돈 나온다 돈 나와요
받: 어이~여어라 바디여
메: 이 고기를 퍼서 싣고
받: 어이~여어라 바디여
메: 우리 선주님 보러 가세
받: 어이~여어라 바디여
메: 바디 소리가 너무 적다
받: 어이~여어라 바디여
메 :이 바디 소리에 돈 나온다
받: 어이~여어라 바디여

10

평택민요보존회 자료 발췌

11

평택민요보존회 자료 발췌

— 아매 올리는 소리 / 수해 올리는 소리8

메: 영차!
받: 영차! 
메: 영차!
받: 영차!
메: 영차!
받: 영차!
메: 영차라!
받: 영차!
메: 영차!
받: 영차!
메: 영차라!
받: 영차!
메: 영차!
받: 영차!
메: 어거~야
받: 어~야
메: 야~~
받: 야~~
메: 손이야!
받: 자~~
메: 수해!
받: 수해!
메: 어~야
받: 어~야
메: 야~
받: 야~~

— 돌 옮기는 소리 
메: 어~야 돌이다 
받: 어~야 돌이다
메: 어~야 돌이다 
받: 어~야 돌이다
메: 어~야 돌이요 
받: 어~야 돌이요
메: 어~야 ~돌이다~        
받: 어~야 ~돌이다~

8

평택민요보존회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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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던 土縋(점토 추)에 대한 선생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업을 하며 그물을 엮어가던 선생은 아직도 능숙한 솜씨로 
어구를 재현해 주었고, 보유한 어망제작 도구를 기증해 주셨다. 우리는 
신흥포구에서 어망제작과 점토채취를 통한 점토 추 제작방식과 
소성(불에 굽는 과정) 재현을 통해 기록물을 남겼으며, 사업보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한 기록물과 재현물은 농업이 기반이 되 

버린 평택에서 잊힌 어촌의 뿌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판단과 실천을 통해 재현된 어구는 공공적 
가치가 투영된 인문적 맥락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土縋제작 
두 개의 각재에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칸을 나눈다. 토추를 제작하는데 
가장 신중한 작업이다. 간격이 맞지 않을 경우 토추의 균형이 틀어질 수 
있다.

— 토추 제작 재현 및 인터뷰
선생과 만남을 위해 몇 차례 방문하였지만 농사일과 읍내방문으로 
만남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농번기에 
따른 일정 조정과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했다. 조각도, 삽, 포대, 톱, 
카메라, 영상장비, 노트 등을 챙겨 약속된 일정에 본격적인 재현 
작업이 진행되었다. 재현에 앞서 이번 사업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어르신께서 고개를 끄덕 끄덕 하신 뒤 서둘러 나무와 자, 끌, 정 등을 
창고에서 챙겨와 토추 제작을 위한 틀 제작이 시작되었다. 제작 과정 

— 줄 사리는 소리12

 메: 영~차  
받: 영~차 
메: 영~차 
받: 영~차 
메: 영~차  
받: 에이자자 
메: 영~차

— 그물 다는 소리13

메: 어~어~어~야 
받: 자~~
메: 어~어~어~야 
받: 자~ 
메: 어~어~어~야 
받: 자~ 
메: 어~어~어~야
받: 자~
메: 잡아메요~
받: 야~~

3) 풍요로웠던 삶 
(무게 추 – 점토 추 제작, 점토, 소성방법 중심으로)

참여작가: 이형범, 김기중

어구(漁具) 제작을 보유하고 계신 김인택 선생을 통해 어구 제작방식을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특히 점토 추에서 어떻게 점토를 채취하고 
제작하며 소성을 시키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동시에 어망 
제작과 무게 추(뽕돌) 제작을 위한 점토를 어디서 어떻게 채취하고 
제작하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구제작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김인택 선생은 지금 신왕리의 

노인회장이시다. 옛 신흥포구에서 어업활동을 하신 선생은 약40년 
지난 어업활동의 어구제작방식으로 어망을 제작하신다. 바다에서 
민물로 바뀐 곳에서 어망의 크기와 생김새가 다른 어망을 제작하여 
가끔씩 민물어종을 잡으신다. 선생은 우리에게 어망제작과정과 그 
당시의 사용되었던 어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지금의 
어망에는 鑞縋(납추14, 납으로 된 무게 추)가 매달려 있으나 예전에 

14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있다. 따라서 
현재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11일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에 대한 판매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제, 
경찰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 추 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12

평택민요보존회 자료 발췌

13

평택민요보존회 자료 발췌

120 121



평
택
의

 오
늘
과

 내
일

경
기
도

 평
택
시

 현
덕
면

 신
왕
리

청
년
생
활
예
술
공
동
체

 ‘ 화
수
분

’

김인택선생의 재현을 통한 연구자의 제작과정 

50% 제작 진행모습 

점토를 이용한 가압성형 완성된 틀과 가압성형으로 제작된 점토 추

다음 작업은 신흥리 흙을 채집하여 토추틀을 이용해서 토추를 찍어내 
소성의 과정을 거쳐 토추를 구워내는 작업이 남았지만, 당일 어르신 
사정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다만 찾아간 김에 한사코 손 사례를 
쳤지만 김장을 담그는 일을 도왔다. 신왕리의 또 한해가 서서히 저문다. 
그런 만큼 신흥포구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바빴다.
이후 선생과의 이야기와 만남은 계속 진행되었다. 하지만 

김장철과 선생의 개인적 시간 등 연구 마감일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목적만을 진행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어망에 사용되는 
점토추의 개수는 대략 300개가 제작되어야 하며, 성형과 건조를 
거쳐 노천소성으로 옛 방식 그대로 소성될 계획이다. 또한 어망을 

틈틈이 창밖을 보며 감회에 젖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날카로운 
조각칼에 손을 베이기도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재현해 주셨다.
농사일을 뒤로 물리고, 손을 베어가면서 제작한 총 6개의 

‹토추틀› 홈파기 중 한 개의 시연을 배우고 나머지 5개의 틀을 
연구자가 제작하기로 하고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나왔다. 작업실에 
돌아와 5개의 홈을 조각하고 틀을 완성시켰다. 다음날 점심때를 맞춰 
다시 찾아간 우리를 선생은 환한 미소로 반긴다. “벌써 다 했어?” 
하시며 제작한 토추틀을 이리저리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밑그림 위에 조각을 시작하시는 김인택 선생  점토 추 틀에 한 개의 조각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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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점토 추 틀을 점검하시는 김인택선생

어망을 엮는 김인택선생이 직접 제작한 도구

기록에 사용될 어망 

밭의 경계선으로 이용한 패 어망 

직접 제작하며(제작기간 약15일 소요) 점토 추를 달아 완성된 어망은 
마을의 쌈지 박물관 형태로 전시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과 
마을의 사라져가는 기록을 통해 연구 마감종료 후에도 본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기록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남기며 재현된 물품들은 
마을에 ‘쌈지형’ 박물관 기획을 통하여 보관 기록되어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유, 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해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출일과 목적에 의한 우리의 접근에 대한 문제를 

반성하며, 진행된 과정의 내용만을 충실히 기록하려 하였다. 
또한 김인택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인천 등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해의 어업지에서 나룻배를 제작하시기도 하였다. 
향후 더 늦기 전에 나룻배도 함께 제작하고 싶다 하셨다. 우리는 
나룻배를 직접제작 할 수 없더라도 형태와 스케치를 통한 기록도 남길 
예정이다.

3. 마치는 글
2012년 5월 결성된 청년생활예술공동체는 젊은 창작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활동에 대한 예술적이며, 창의적 접근을 목표로 했다. 우리에게 
이번 R&D 사업은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매개체인 공공미술을 
통해 문화적 환경변화와 유실 단계에 처한 마을과 주민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담으려 하였다. 문제점을 그대로 들어내고 서술함에 앞서 
특정단체, 인물,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었음을 밝혀둔다.
우리가 조사한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신흥포구)는 현재는 

어업활동이 사라졌지만, 40여년 전 어업을 하였던 어부들이 생존하고 
있다. 곧 사라져 갈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 그들에게 내제되어 있는 
어부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작가의 이야기로 이번 연구 보고서를 마친다. 

“지금, 그리고 미래의 신왕리는 과거가 존재치 않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마을문화의 존폐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존해야하는 것이 무엇이며, 누군가에겐 
하찮은 물건 또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미래엔 소중한 
보물이며, 역사이고 유물일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백승재, 허은하)

“지역과 마을의 사라져가는 기록을 통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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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과 가능성을 공공미술적 접근의 실험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었다.  
이번의 짧은 기간 동안의 담지 못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쉬움이 

있으나 지속적 활동을 통하여 마을의 쌈지 형 박물관 기획을 통한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유, 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해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문화공동체의 공공미술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청년생활예술동동체 ‘화수분’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진정성 있는 창의적 작업을 
진행하려 하며, 사업최종 보고 이후에도 어구제작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지속적 활동을 통하여 채집, 기록된 물품과 기록물은 마을의 

쌈지형 박물관 기획을 통한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유, 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해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문화공동체의 공공미술적 접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탁드린다. 

하며, 기록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남기며 재현된 물품들은 
마을에 쌈지형 박물관 기획을 통하여 기록 보관되어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유, 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해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공공미술적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형범, 김기중) 

 이번 ARKO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짧은 기간 상이(相異)한 
문화적 전망을 가진 예술가와 주민이 만나 이해를 공유하고 가치관을 
이해하며, 생각과 기억의 상이한 기대치를 받아들여 추상적이고 
사적 기호가 강한 생활문화를 공공의 가치로 재구성함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공공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예술의 사회화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화를 통해 
‘컬처노믹스(Culturenomics)’가 형성되어야 한다. 

화수분이 조사하고 연구한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신흥포)는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 사라진 상태이다. 개발과 변화는 공동체의 
파괴와 삶의 생태계가 변해버리는 마을의 위험한 상황은 마을 
공동체가 지닌 문화 형성과 확장 의지 조차도 찾을 수 없는 암울하고 
위험한 시기이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 임하였다. 
역사학적으로는 신흥포의 이야기를 남길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이 
묻어있는 다양한 기록물들은 창의적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 우리의 
몫이며 과제였다.
사라진 신흥포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 뱃노래를 부르며 

만선을 꿈꾸던 뱃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신흥포의 기억과 삶이 
묻어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개척해 나가듯 사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연구한 신흥포의 흔적을 찾지 못하듯 더 많은 마을공동체의 
이야기들이 유실 될 것이다. 
그렇기에 화수분은 신흥포의 사람이 중심이 된 자료를 바탕으로 

뱃소리, 어망제작등 다양한 기록을 남기려 하였다. 뱃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뱃소리와 어망제작은 전승이 아닌 신흥포구의 삶이며 유실 
되어가는 신흥포구의 기록물인 것이다. 
마을은 오랜 세월 역사를 거친 선명한 향토성을 지닌 공간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유목적 삶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문화를 상업적 
인식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과 인위성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문화와 공동체는 자생적으로 탄생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다. 그러한 문화공동체의 명맥이 사라져 간다. 지금의 평택에는 
문화형성이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이번 R&D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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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과 
공공미술의 역할 

조사자 
정상희 (스페이스아도 아트디렉터, 미술평론가) 

대상 
인천 원도심

개요

인천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는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인천 원도심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공공미술을 지역별, 사업별로 나눠 조사하였다. 
장소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와 
이해 등 공공미술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연구 키워드
지역, 장소성, 근대화, 인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벽화, 도시 가이드 프로그램, 재개발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지역을 배경으로 공공미술을 준비하는 기획자, 
예술가, 행정가

—  지역의 역사성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 재생에 
관심있는 행정가 

—  인천 원도심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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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있겠지만, 지역 특유의 역사가 포함하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역사관과 현실적으로 상권의 형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입장 
등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공공미술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마을을 
변모시키는 가장 쉬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벽화 미술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어 여러 장소와 공간 내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통틀어 공공미술이라 부른다. 벽화미술과 거리와 건축물 주변에 
자리한 조형물들은 물론 지역의 역사 문화적 기억들을 되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유형의 예술들, 특정 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여러 방향의 움직임 자체와 과정 및 결과가 예술이 되는 
유형들,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건축물을 포함한 거리를 
개조하는 다양한 입장들에 이르는 모두가 공공미술이라는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공공미술 역시 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의 지원과 여러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공공미술이 여러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공공미술을 크게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과 

공동체중심의 공공미술, 그리고 거리 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공공미술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인천 중구와 동구에서 최근 
10년간 진행되어 온 거리환경,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도시 재생이라는 기준 하에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기반으로 했다.  
지역의 공공예술 흔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거리 및 장소와 

거리개선사업 중심으로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 현장 탐방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거리와 장소의 범위에서는 우각로,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송림 아뜨레길, 배다리안내소, 스페이스빔, 여러 공원과 
광장, 숭의 목공예마을, 신포동 일대 등을 탐방했으며, 거리개선 
사업의 영역은 중구 신포동과 개항지로서 중앙동 및 해안동 일대를 
탐방지로 설정하였다. 
지역과 영역 설정에 따른 현장 탐방을 진행한 뒤 각종 기사 및 

지자체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기존에 진행 완료된 세미나 및 각종 
모임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현장탐방으로 
시작된 리서치는 지역과 사업별 공공미술로 크게 나눠 정리했다. 인천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미술은 역사성을 어떻게 

1. 들어가는 글
1) 연구배경

최근 인천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천 원도심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고자하는 의도 하에 마을만들기, 지역문화공동체 만들기, 
거리개선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공공미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낙후되어 온 
원도심에 어떠한 공공미술들이 형성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며 도시의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한국 근대 역사의 현장, 인천 원도심 
인천은 1876년 강화도 조약과 함께 부산, 원산과 같이 개항된 
항구도시로서 국내 최초의 국제적 색채를 띤 근대도시 중 하나이다. 
19세기 말, 개항의 중심이었던 제물포항은 한적한 해안 마을이었으나 
개항 이후 각국 조계지가 형성되었고,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경쟁적으로 건설되었다. 
국내 최초의 서구식 건축이라 불리는 여러 건축물들이 세워졌고, 
서구식의 근대적 도시계획 수법이 도입되기도 했으며, 최초의 근대적 
공원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제물포항과 그 주변의 조계지는 오늘날 중구의 관동, 중앙동, 

해안동 일대가 중심이 되었으며, 원도심의 대부분 지역의 가구 
및 획지의 형상과 도로의 형태는 조계 설정 당시의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이국적인 건축물들과 함께 특유의 근대적 
역사 경관을 형성하고 있지만, 과거 역사의 치욕스러운 증거물로 
치부되어 지속적으로 철거되어 왔으며, 무분별한 개보수가 진행되며 
훼손되어왔다. 1980년대 이후 인천 중구에 자리하고 있었던 시청사를 
비롯한 각종 관공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경제는 
급속도로 침체되기 시작했고 이후 20여년에 걸쳐 인천 내 번화한 
중심가에서 외진 변두리로 변해갔다. 인적이 끊기고 상권이 축소되며 
젊은 거주민 층의 이주가 급속화 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계획 및 

실행과 더불어 인천의 원도심으로 중구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인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계획 
실행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분명한 방향성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 부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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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려는 제도 중심의 노력에서 벗어나 
도시를 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기획된 예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유목민의 삶의 철학을 반영한 도시문화탐사대가 
몽골텐트를 베이스캠프 삼아 인천 지역의 곳곳을 이동하고 일정기간 
체류하며 탐색을 이어가는 작품이 그 대표적 예의 하나이다. 장소가 
지니는 의미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예술적 시각으로 가치를 재발견하고 
입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과 삶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방식들이다.   
한국 전쟁 피난민 수용소에 있던 이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라 전해지는 우각로 일대는 역시 인천 내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이다. 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오랜 세월 방치된 끝에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상당수가 빈집이 되었고, 각종 범죄와 지역 문제를 가진 
우범지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른바 우각로 문화마을이 형성된 것은 비어있는 집과 

터를 행정적 도움을 얻어 예술가가 거주지나 작업실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2011년 이러한 지역의 공간 활용에 대해 
고민하던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시작되었지만, 오랜 
시간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수고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반 이상의 예술가들이 중도에 우각로를 떠났다고 
한다. 2012년부터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지원을 받아 외부에서 
개입되는 예술가들과 더불어 지역민들 중심으로 생활 안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지역의 
공공미술이 전개되어왔다.
배다리와 우각로 일대에서 전개되어 온 공공미술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과 벽화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공공미술이다. 지역이 낙후된 정도와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은 공공미술 참여에 대해 적극적일 수 없다. 이 두 지역은 
인천 내에서도 낙후된 대표적 지역들에 포함되어 마을과 거리 환경 
자체가 개발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획일적인 개발에 맞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은 다양한 공공미술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거나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외부로부터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자체가 지니는 정체성을 획일적인 정책으로 
말살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인의 관심보다 
중요한 내부인의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애정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낳고 있다.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배다리와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전개되어 온 공공미술의 흔적들은 
역사를 편협한 입장에서 확정하려는 한계에서 벗어나 시민과 체험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개항장과 신포동 일대에서 전개된 흔적들은 
보다 관광촉구를 통한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역사를 표면적인 것에서 
한정지으려는 경향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공공미술 현황과 더불어 사업별 정리를 통해 인천 

원도심에서 이뤄져왔고 앞으로 전개될 공공미술의 방향과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사업은 크게 장소, 공동체, 정책이라는 세 영역으로 
구별했으며, 각 사업별 구분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지역별 구분과도 교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과 사업별 구분을 통해 인천 원도심의 발전에 있어 가장 적절한 
공공미술의 형태를 찾기 위한 나름의 연구 방법의 결과이다.  

2. 연구 내용
1) 인천 원도심의 지역별 공공미술  

역사적 문화공간에서의 미술을 통한 도시 재생의 여러 시도들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을 배다리와 우각로 문화마을, 그리고 
개항장과 신포동 일대로 나눠 그 안에서 전개되어 온 공공미술들을 
살펴보았다. 거리상 근접해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배경과 방향으로 
공공미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해가고 있는 지역들이다. 서로 다른 
방향의 공공미술은 각각 중요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지닌다.

— 배다리와 우각로 문화마을  
배다리는 동인천역과 도원역 사이의 굴다리에서 시작되어 송림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초입 지역을 일컫는다. 배다리에서 우각로로 
이어지는 길은 인천 근대역사의 중요한 현장으로 개항 초기에 서울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주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거하던 곳으로, 
근대 교육과 종교와 문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배다리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를 잇는 

산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전면 철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2007년을 전후로 하여 문화예술 
운동가들이 이 지역의 보존을 위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시민의 
목소리가 합세해 여러 움직임들이 이어진 끝에 재정비촉진계획은 
변경되기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현재 이 배다리는 지역 
고유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자산과 함께 시민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미술의 역할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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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과 더불어 활동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활동보다는 관광 지구로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개되는 사업들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보인다. 

— 인천 원도심의 지역별 공공미술에 대한 분석 
공공미술의 지역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작가 중심의 작품이 
도배된 벽화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관광 사업으로 변질되곤 한다. 
우각로의 경우 도서관, 공방, 카페 등의 문화공간이 함께 조성되었지만 
가장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변화는 벽화를 기반으로 한 거리 
외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범지대로 인식되어지던 과거에 비해 한결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네 차례의 현장 탐방에 따른 결과 
지역의 한가하다 못해 인적을 느끼기 힘들 정도의 한적함과 적막감을 
느꼈다. 배다리 일대에서 받을 수 있었던 느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느껴진 상황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결과일 
것이다. 처음의 가지각색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을을 변화시키고 
경험하고자 했던 공공미술의 시도들을 일으킨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미지근해지기 마련이지만, 그 시도의 과정을 통해 천천히 스며든 마을 
주민들의 인식과 시각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와 
같은 외부인들이 그 시도와 과정에 대한 세세한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느끼는 것만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예술적 시도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여기서 소소한 지역의 변화 안에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게 만들며 시선을 끌 수 있어야만 이상적인 공공미술의 임무가 
완수되는 것일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게 된다. 
관광객이 중심이 되는 외부인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하며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미술의 유형들은 앞선 
경우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도시 경관 변화와 더불어 올바르게 고증되지 않은 역사의 결과물들이 
올바른 지역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에 모여드는 관광객 수가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시민이든 예술가이든 관광객이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닦인 

지역 이해의 길을 가는 동안 보다 장소와 마을 등을 스스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늘날 공공미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되며, 인천의 원도심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 개항장과 신포동 일대 
인천의 중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개항장 일대에는 개항도시 인천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근대 역사 문화 관련 건축물이 50여 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이 지니는 특색 때문에 인천 
공공미술의 연구 영역 안에 도시재생을 위한 거리개선 사업들은 다른 
지역보다 인천 개항장의 중심지인 이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 원도심 지역의 재생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거리개선 

사업을 비롯한 공공미술이 대두되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승인과 함께 시작된 인천 원도심에 대한 개발 문제는 올해 치른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지도로 보는 인천에서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영종, 송도, 창라지구의 개발에 
대한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원도심의 중요성과 개발에 
대한 입장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007년 인천시와 중구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근대건축리모델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개항장 일대의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시절, 영국인 존스톤의 별장과 독일의 
세차양향 사택, 미국인 알렌의 별장, 영국과 러시아 영사관을 포함한 
건축물들에 대한 설계도도 없는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시민의 격렬한 반대에 따라 무산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역사문제보다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고려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반하는 시민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개항 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역사적 흔적의 재현을 주장했다.  
한편 개항장과 더불어 신포동 일대는 1990년대 이전, 인천의 가장 

번화한 거리의 하나였지만 화재사건과 더불어 여러 환경 변화와 함께 
차츰 젊은이들이 떠나버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시민들이 
주를 이루며 차츰 활력을 잃어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차츰 젊은 예술가와 기획자들 중심으로 여러 커뮤니티가 신포동 내에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항장 일대와 달리 보다 활발한 상권이 
형성된 신포동 일대는 90년대 이전의 상권과는 비교가 안 되게 
축소되었지만, 그 상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개항장과 신포동 일대에서는 앞서 살펴 본 배다리와 

우각로와는 달리 커뮤니티의 활동 중심의 공공미술이 주로 이뤄지는 
않는다. 물론 자유공원이나 홍예문 등을 둘러싼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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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극히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원도심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한 실정이다.  
올해 초 개항 각국거리를 신포동 우현로 39번길을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가 또 
한 번 일어났다. 인천 원도심의 역사 콘텐츠가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얄팍한 계획에 따라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의 관광 개발을 위해 역사 콘텐츠 기반 여러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3. 현황분석 
특정한 테마를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크게 아우를 수 있는 장소를 
특화시키는 공공미술의 영역은 그 방법과 과정 안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한시 
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특정 장소 중심의 지역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관광 상품화의 긍정적 결과로 도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주변 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연계와 시민 주거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 활성화에서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원도심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공미술의 큰 두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공공미술은 지역이 지니는 
역사성을, 그 과정이 느리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보다 세심하고 
깊이 있게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역이 지니는 역사성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콘텐츠로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관광상품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즈음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천의 공공미술의 가능성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 모든 
지역의 공공미술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사실일 수 있지만, 행정과 
시민과 예술가의 원활한 소통이 우선시되어 전개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천 원도심의 공공미술의 전개와 
함께 그 영향으로 인구의 변화와 지역민 연령의 변화 및 부동산의 
가치 변화 등의 변화가 유도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았지만 극히 미세한 변화 외에 구체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2) 인천 원도심의 사업별 공공미술 현황 
인천 원도심의 공공미술을 사업별로 구분해보자면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 공동체 중심의 공공미술, 정책 중심의 거리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공미술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벽화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와 인천 특유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경우이다. 또한 지역투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공공미술 사업들이 
눈에 띄는데 도시를 한번에 변화시키려는 제도 기반의 노력과 같이 
도시를 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 원도심은 여러 
시공간이 혼재된 듯 보이는 독특한 장소성을 지니는 곳으로, 특히 
인천 중구의 경우 고유한 문화와 역사의 흔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한 동화마을 조성을 비롯해 월미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차이나타운을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한 이래, 이 지역들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경관 개선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2000년대 
초반 계획되었던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 지역 정비방안이나 
자유공원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도시계획보다는 관광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춘 
상당수의 추진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높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하에 추진되는 것들이다.  

2003년 실행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일본 조계지, 청국 조계지을 비롯한 각국 조계지 등 과거 개항 시대의 
근대건축물 계획에 의거해 그 시대의 거리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2006년 건축물 외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구청 중심의 일본 조계지 지역의 일부 건축물 외형을 일본풍 
목재마감을 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반발이 확산되었고, 애초에 2007년에 2차로 계획되었던 
건축물외관정비사업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구청 별관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역시 일본식 목재 마감 
공사를 추진해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2004년도에서 시작되어 2011년에 이르기까지 

인천 원도심의 구역별 개발이 계획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지역은 청국 점포 주택풍으로 외관을 유도하고, 
내부 주거지역은 경사지붕 및 환경친화형 담장을 권장하며, 
근린상업구역은 인접 주거지역을 배려하는 외관계획을 추진하며, 
근대건축물 밀집 구역은 일본 점포 주택형 외관을 유도하고 외관 
특성화 요소를 유지하며 특화 가로를 형성하고, 창고군 밀집 
구역은 과거 창고 건축물군임을 고려하여 외관을 유지 개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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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별관

차이나타운 벽화거리

차이나타운 벽화거리

배다리

송림초등학교 우각로

없었다.  
인천 원도심의 공공미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엔 역사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역사성이 어떻게 다뤄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 대한 적절한 고증과 관광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역사 하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공공미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히 
인천원도심의 주요 지역인 배다리에서 우각로와 개항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벨트의 형성은 인천 원도심에서 공공미술이 발휘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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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해체,  
그 이후

조사자 
소나영, 정채경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백화마을)

개요

광주 백화마을은 광복 후 김구 선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유서 깊은 마을이 재개발 이후에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장소가 되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재개발 이후 사라진 백화마을의 기억을 마을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고, 공동체의 해체 문제를 
공공미술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키워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 재개발 지역, 
공동체 해체, 공동체의 기억, 젠트리피케이션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재개발 지역에서 공동체 해체 이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 있는 기획자, 행정가,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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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세대3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 또한 김구 선생과 관련이 깊다. 김구 선생이 

‘100여 가구가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자’는 뜻으로 ‘백화’라는 이름을 
붙여 그 때부터 백화마을이라 불렸다는 설도 있고, 서로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백화라고 불렸다는 설도 있다. 또 김구 선생의 또 다른 호를 
따 백화마을로 불렸다는 설도 있다.   
당시 전재민들이 정착한 백화마을은 [그림 4]와 같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백화마을 인근에는 ‘학 팔거리’라고 불리던 전국에 유일한 
주거지역 내 방사형 거리가 있었는데, 중앙 팔 거리로 뻗어나가는 길이 
각각 또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총 40갈래의 길로 골목이 뻗어나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학 팔거리는 본래 일제가 갱생지구라고 
불렀던 곳이다. 동네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획한 이 설계도[그림 
6]는 실제 그대로 구현됐는데4 이곳은 일본인들에 의해 거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곳의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 이후 학 팔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 의해 독특한 삶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재개발 이전 백화마을에 살았던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백화마을에서의 기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백화마을이 형성된 시기가 1940년대 후반으로 현재 70~80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마을이 사라진 후 백화마을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다. 
인터뷰는 백화마을 터에 새로 지어진 백화아파트 상가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백화아파트 지하 
노인회관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들은 외부인에게 경계심이 
있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다. 그들에게 백화마을은 기억하고 싶은 장소이자 
벗어나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다.5

2. 공동체의 기억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 백화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의 기억들을 
재구성하는 작업들도 함께 진행했다. 백화마을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대부분 학 팔거리와 우물터, 종댓거리, 당산나무, 천막극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 팔거리는 백화마을 안에 여덟 골목이 다섯 군데에 나 
있어서 그 길에 한 번 들어서면 주민이 아니면 길을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3

김후진, ‹도시빈민주거의 
건축적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1, p.48.

4

동아일보, 1936년 4월 21일, 
4면.

5

백화아파트 노인회관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노인회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백화아파트 상가와 
백화아파트 지하에 있다. 

1. 장소의 발견: 백화마을
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로 마을이 수없이 사라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위치했던 ‘백화마을’도 그렇게 사라진 마을 중에 하나이다. 
현재 형체가 없는 이곳은 거주민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곳이다. 
2000년 10월 1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백화마을이 재개발 대상 
구역으로 물망에 오르면서, 1990년대에 생긴 백화아파트를 제외한 
백화마을의 나머지 구역의 주택들이 철거되었다. 그 후 그 자리에 
L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예전의 백화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지만, 그 지역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고, 재개발로 사라진 마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연구는 백화마을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 동시에, 재개발이라는 도시문제, 그것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문제를 되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를 공공미술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백화마을은 광주의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이며, 백범 김구 

선생과 얽힌 일화가 있는 곳이다. 해방 후 지역실정을 살피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던 김구 선생은 1946년 광주에 들러 서민호1 광주시장을 
만나게 된다. 김구 선생이 전국을 순회하던 중 광주를 방문하였을 
당시 전재민과 백화마을에 관련된 내용이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한편 해방과 함께 일제에 의해 징용·징병되었거나 일본에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이들이 대거 귀환하였다. 이들을 
전재민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에서는 학동 백화마을에 정착을 
하였다. 해방 이후 산업은 더욱 피폐하여 대부분의 전재민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였고, 전재민 문제는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였다.”
«백범일지»

김구선생은 징용에 끌려갔다가 귀국한 '전쟁에 재난을 당한 
백성'이란 의미의 '전재민'들이 광주 천변에 천막을 치고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회강연 때 받은 물건들(손목시계, 글씨, 그림 등)2을 
서민호 시장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서민호 시장은 김구 선생에게 
받은 이 물건들을 지역 유지들에게 팔아 기금을 모금하여 백화마을을 
만들게 된다. 당시 전재민들을 위해 형성된 백화마을은 방 1칸, 부엌 

1

광주 초대 시장이었던 서민호 
시장은 독립 운동가이자 
정치가로서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광복 후 
1946년 6월 광주시장, 같은 
해 10월 전라남도지사를 
지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지역을 방문했을 때 
함께 전쟁난민구제 방법을 
논의했으며 김구 선생이 
후원받은 물품을 당시 광주 
시장이었던 서민호 시장이 
경매로 팔거나 기부를 받아 
백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앞장섰다.

2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귀국해서 전남지역을 
방문하여, 가는 곳 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 
만나는 사람들은 김구 
선생에게 감사표시로 
후원물품을 기증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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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커스도 보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중앙 팔 거리 우물터 근처에는 종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을 종댓거리라 불렀다. 줄을 잡아당겨 종을 
치는 사람은 주로 일제 강점기에 마을 주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주민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모여 식민지 시대의 억압을 
경험하기도 했다.

3. 재개발 이후 해체된 공동체
그들의 기억 속에서 백화마을에 있었던 학 팔거리, 종댓거리, 

우물, 당산나무, 천막극장 등은 백화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백화마을에서 그들은 정서적인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장소의 상실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가져왔다. 
백화마을 재개발 이후 백화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재개발로 환경은 
좋아졌지만, 함께 살던 친구들,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재개발 이후에는 친구고 뭐고 하나도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겄어. 살기는 깔끔해서 좋아. 그때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았던 것이 하나도 없이 어디로 다 
흩어져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노인 회관에 나와서 있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헤어지기 싫어서 반대했지. 반대하고 
돌아댕기고 그랬지”9 

백화마을의 재개발로 흩어지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일부 
백화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방 한 칸 얻을 자금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광주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학동 
백화마을은 재개발 이후 역사성이 퇴색되고, 장소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살려나. 다들 광천동으로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지. 재개발을 많이 반대했지. 여자들이 주로 반대했어. 
뿔뿔이 흩어지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다 알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 혼자 남으면 쓸쓸하잖어. 재개발한다고 보상금 줄 테니 살 곳을 
마련하라고 했지. 보상을 받으면 어디 가서 사나 고민을 많이 

9

김OO 할머니(70대)와 
인터뷰, 2014.10.16., 
백화아파트 노인회관

“나 시집온 지 얼마 안됐을 때가 생각나. 아침에 우물터로 물을 
길러 나갔지.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집에 가려는데 아무리 가도 
가도 그 길이 그 길인거야.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찾느라 
혼났어. 아침에 물 길러 나왔다가 저녁 때 집을 찾았다니깐. 맞아~ 
그게 팔 거리가 한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가다보면 또 나오고 
가다보면 또 나오고. 여기도 팔 거리, 저기도 팔 거리 동네가 다 
팔 거리였어. 그래서 길 찾기가 힘들었지. 근데 계속 살다보니 
나중에는 길을 찾게 되더라고.” 6

또 백화마을에는 당산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마을 한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당산나무가 사라지고, 현재는 ‘당산나무 집’ 앞 나무 한 그루만 남아 
있다. 백화마을 주민들에게 당산나무는 그들이 함께 해온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자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다. 다음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당산나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마을엔 당산나무가 꽤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정신은 말짱해서 옛날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 자기 어릴 때 
어디서 당산나무를 가져왔는지 마을 어귀에 째그만한 당산나무를 
심었대. 할아버지가 나이 먹은 만큼 당산나무도 나이를 먹어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라고 하더구만. 근데 지금은 다 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저그 당산나무집 당산나무 한그루만 남았제. 
할아버지도 가고 나무들도 사라져서 가끔 슬프기도 해. 가시기 
전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재밌는 얘길 많이 했어.”7

“당산나무에서 제를 지내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냥 저냥 쉬었다 
가는 곳이었지. 예전엔 제일 큰 나무가 마을 한 가운데 있었어. 
길 잃으면 그거 보고 길도 찾고 했었어. 지금은 하나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무 볼 때마다 다른 애들도 생각나. 재개발하면서 
어디로 파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잘 사나 모르겠어.”8

학 팔거리에 있던 우물터는 동네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여성들이 소소하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개인적인 사건과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은 우물터뿐만 아니라 천막극장에서도 나타난다. 
집집마다 집안행사나 동네 행사가 있을 때 골목을 막고 천막을 쳐서 

6

김OO 할머니(70대)와 
인터뷰, 2014.10.23., 
백화아파트 노인회관.

7

박OO 할머니(70대)와 
인터뷰, 2014.10.16., 
백화아파트 노인회관.

8

김OO 할머니(70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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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듣고 그것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다음과 같이 불만을 털어놨다.

“우리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길을 막는대. 그래서 통행로를 못 막게 
하려고 현수막을 걸어놨지. 저 학동 증심사 쪽에서 여기로 오려면 
그 길을 통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로 다니는 게 싫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내가 즈그는 안 늙을 줄 아나 그랬지.”12

이러한 갈등은 백화마을이 재개발 되면서 백화아파트로 이사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새로 생긴 
L아파트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들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한 것들이었다. 

백화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L아파트 
주민들은 백화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현재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에 백화마을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 
후 삶의 터전을 뺏긴 주민들이 백화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새롭게 이사 온 L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것이었다. 
백화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프로젝트일지라도 이들에게 어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러한 시도들이 어떤 갈등 구조를 드러내며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는 예술가가 재개발 
지역에서 어떻게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지 보여준다.

5. ‘문제’ 드러내기 
‹논아트 밭아트(Non Art But Art)›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흘러갔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결과를 내기도 했던 
프로젝트였다. ‹논아트 밭아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광능내 
일대의 사유지 2,000평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로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불거진 주민과의 갈등을 예술로 풀어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급격한 외부인구 유입과 환경 변화로 인해 공동체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안에 잠재된 사람과 자원의 
가치를 발견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논과 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Non Art, but Art’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 이 프로젝트는 
제목처럼 다양한 의미를 생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를 
드러내며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 예상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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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 살기는 힘들지, 웃돈을 얹어야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돈은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래도 이 동네에 
계속 살고 싶어서 백화아파트니 옆 동네니 이사를 갔고, 아파트를 
지어놓으니 백화마을 옆 동네 사람들도 이사 오고 그랬지.”10

“백화아파트 짓고 여기 살면서 남은 백화마을 땅에 L아파트 
짓는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했지. 시에 가서 시위도 했었어. 
아파트 짓는다고 우리 아파트에서 길가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거든. 우리는 다들 나이가 많아 오래 걷질 못하는데 
L건설에서 가까운 길을 막아버렸으니 어쨌겠어. 시위한다고 시며 
어디며 퍽 쫓아다녔어. 결국엔 우리 요구대로 길을 터주긴 했어. 
그 때 생각하면 아직도 답답해.”11

재개발 과정에서의 갈등은 외부인과 내부인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주민 내부의 갈등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세와 월세의 비율보다 자가 주택의 경우가 더 적지만 재산권을 지닌 
주민들이 다수를 대변하면서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들은 8평이 안되는 
쪽방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았던 극빈곤층 주민들과 반대에 부딪혔다.  

[표 1] 학동 2지구 주민 현황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총계

197(31.9%) 294(47.6%) 86(13.9%) 41(6.6%) 618(100.0%)

출처: 동구청, 주거복지과

4. 계속되는 갈등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부딪히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심해져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는 현재에도 여전히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백화아파트와 L아파트 사이에서 주민들 간에 불거진 
문제들도 그러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L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백화아파트 아파트 
주변에 공사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이 가림막으로 인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으로 향하는 직선 통로가 막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큰 갈등을 빚게 되었다. 백화아파트 주민의 70%가 노인인데 
직선통행로가 없어지면서 더 먼 길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백화마을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시청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L아파트에서 백화아파트와 이어지는 통행로를 막으려 한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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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었다. 이들은 마을신문17을 제작하여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버려진 집을 마을회관 ‘교동사람들’로 
개조했다. 또 주민들의 발자취가 담긴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전시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도롱이 집 이주 외에도 전통 막걸리 
전수자와 함께 막걸리 빚기, 건축가와 함께 생태마을 만들기, 
식생전문가와 함께 주변 식물의 활용연구를 통해 도롱이 박물관 및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작업을 통해 도시화와 댐 건설로 인해 약해졌던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기도 했다.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는 재개발로 마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주민들의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되어 온 마을의 공동체의 가치가 보상과 개발이라는 현실적인 
이기심으로 해체되었지만, 예술가들은 마을의 상황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주민의 삶을 예술로 접목한 프로젝트를 통해 
해체되었던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재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 백화마을, 그리고 새로운 공공미술
이미 사라진 마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공공미술의 
패러다임은 이제 ‘물리적 장소’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과정’으로 
변화하였다. 이제 공공미술이 어떤 실체적 장소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공공미술이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공공미술은 사회와 문화 안에서 
‘공공의 삶 속의 논의 과정’ 혹은 ‘소통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미술은 공동체의 관심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이슈를 형성하는 담론의 장을 만들어 낸다. 작품의 장르는 중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조각, 설치, 벽화에서부터 퍼포먼스와 프로젝트까지도 
포함된다. 또 작품의 결과 보다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더 
의미를 두며,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관객이 작품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 사회적 이슈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과정, 즉 태도가 형식이 되는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백화마을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마을이 사라지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삶의 터, 그들이 어려운 시절을 버텼던 
힘이었던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그곳에 거주했던 주민이 잃어버리는 
것은 단지 집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삶의 공간, 그들이 존재해 온 기억, 
그리고 그러한 기억을 공유했던 공동체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해체는 

못한 일은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땅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발이었다. 이는 프로젝트를 
변형시켰고, 결국 1,000평의 논에서만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다. 상호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철없는 논’을 
진행하면서, 오리 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재배하기 위해 집 밖으로 
오리를 유인해서 논에서만 물을 마실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또 잡초를 소중히 하는 행태는 그 
지역의 농부들을 화나게 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마을 내부의 권력구조들이 드러나고 공공성과 사익의 관계들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은 ‹논아트, 
밭아트› 프로젝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타난 결과들이었다.

6. 재개발 지역에서의 예술가의 개입
그렇다면 재개발 지역에서 예술가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다음의 공공미술 사례는 어떻게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고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와해된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려는 주민 밀착형 예술 프로젝트로서, 
예술가와 지역전문가가 함께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재탄생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예술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가 이 프로젝트의 화두였다.
도롱뇽이 많이 서식한다고 하여 교(蛟)동이라 불리는 경기도 

포천의 교동마을은 2009년까지 32가구가 거주했지만 한탄강 
홍수조절 댐이 완공되면, 마을이 수몰되기 때문에 3분의 2는 보상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프로젝트 당시 11가구만 남은 상태였다.13 

‘도롱이집’은 프로젝트팀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 붙여준 
이름으로 도롱뇽을 발음하기 편하게 부른 것이다.14 이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슬레이트지붕으로 
바뀐 것 외엔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 근대 가옥으로, 당시 생활상을 
전하는 살아있는 유산이었다.15 이곳을 해체한 뒤 새로운 곳에 
복원하여 이전을 돕고 주민들의 삶이 담긴 마을의 문화를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마을회관 겸 박물관으로 활용하여, 공동체를 이끄는 
사랑방으로 재탄생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예술가들이 마을에 개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은 ‘곧 사라질 마을에 무슨 예술이냐’16며 거부감을 
표했으나, 장기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점차 마음을 열게 

13

박이창식,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옛것이 
보물이다›,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루, 2011. 3. 5.

14

교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1950년대 
지어진 근대가옥으로 
김영자(74·여), 
이수하(78·남)씨 부부의 
집이다. 'ㄱ'자 형태의 
근대가옥으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1990년대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오래된 가옥을 해체할 
때슬레이트로 바꾸었을 뿐 
가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15

박이창식,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옛것이 
보물이다,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루, 2011. 3. 5.

16

축산농 이길주(41)씨는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술가들은 매일 이 집 
저 집에서 이것저것 묻고 
사진을 찍고 다녀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탄강 수몰지구 포턴 
‘도롱이집’ 이사간다›,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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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마을이 있었던 학동 일대는 노인 인구가 많다. 백화마을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연령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참여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현재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백화마을에서 공공미술을 진행할 때 또 하나의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단지 낙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빈민지역, 깡패소굴 등 이러한 단어들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백화마을의 기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기억일 수도 있다. 또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그들이 어떤 사업에서 대상화되고,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묻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다. 공공미술을 
기획하기 전에 각각의 지역마다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특성이 있고 
민감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갈등을 유발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마을 주민들은 그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이기도 했다. 어떤 일을 경험한 
시기가 다를 수도 있었고, 각각의 개인마다 입장차가 존재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서 생기는 입장차도 
있었다.  
우리는 백화마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찾는 것과 과거 

백화마을에 살았던 주민들과 기억을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그들과의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당시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 해체 
문제가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백화마을에서 공공미술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예상해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우리의 연구가 앞으로 백화마을 혹은 학동에서 이루어질 
공공미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단지 물리적인 공간의 상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실감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들의 상실감을 보듬어주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담론을 만들어주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평적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지역민에게는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고 삶의 긍정적 자세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공공성’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미술을 시도하는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개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와 시작점이 다르다. 이들의 역할은 단지 
어떤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공동체 
사이에서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공미술이 공동체의 소통을 중요시 하면서도 

소통에 실패하는 것은 예술가가 공동체의 관심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결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하는 작업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데에 있다. 또 예술가들은 공동체를 
그들의 예술행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기도 한다. 그들은 그 
지역의 공동체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진정한 협업이나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또 그 반대로 예술가가 
커뮤니티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공동체의 관심만 쫓는 등 
비판적 대화를 창조할 책임을 포기한다면, 예술가의 역할이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게 된다. 따라서 예술가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은 상호 소통을 통해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하며 그 틈새에서 
의미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노력들은 공공미술 혹은 프로젝트를 할 대상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에서 출발한다. 또 사전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에 공동체와 함께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공공영역에 개입해야 한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작업 과정이 
그들의 삶의 쟁점이 되는 주제로 다가가야 한다.
그러므로 백화마을에서 어떤 공공미술을 시도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전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그 사전 
작업이 공공미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실행할 
프로젝트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을 대상화 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프로젝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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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동 팔 거리 [그림 6] 광주갱생지구설계도

[그림 8] 사라진 당산나무

[그림 9] 재개발 전 학동 팔 거리

[그림 7] 현재 남아 있는 당산나무

[그림 10] 옛 우물터

[그림 11] 백화마을 재개발 당시 학동 일대 [그림 12] 백화마을 재개발 당시 모습

8. 계속되는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된다. 사라진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체적인 공간이 없는 곳에서 공공미술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공공미술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이 공공미술인가? 우리는 
이제 해체된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예술적 행위 혹은 예술 
프로젝트로서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가? 이러한 성격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사회운동 혹은 교육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과 계속되는 고민들, 상충과 충돌이 
이루어지는 이 지점이야말로 오늘날 공공미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까.이루어지는 이 지점이야말로 오늘날 공공미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까.

[그림 1] 학동에 남아 있는 집터 1

[그림 3] 백범 김구 선생 광주방문 당시 [그림 4] 백화마을 말집 평면도

[그림 2] 학동에 남아 있는 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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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두산동아, 2010.

신문기사

— 국사편찬위원회, 동아일보, 1936. 04. 21, 4면.
—  정대하, ‹광주 학동에 ‘백범 김구 기념관’ 세운다›, 한겨레,  

2014. 10. 01.
—  연합뉴스, ‹한탄강 수몰지구 포천 ‘도롱이집’ 이사간다›, 
연합뉴스, 2012. 10. 18.

—  이현규, ‹김구선생 삶과 사상 계승요람 건립›, 광남일보,  
2014. 11. 24.

Website
—  박이창식,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옛것이 보물이다›,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루, 2011. 03. 05.

그림 출처
—  [그림 3] 무등역사연구회, «무등역사연구회 총서2 전라도 역사 
이야기», 백범의 광주 방문, 2013.

— [그림 4] 동아일보, 1936년 4월 21일, 4면.
—  [그림 5] 광주민속박물관, «광주 100년, 서울나들이», 
광주민속박물관, 2008.

—  [그림 6] 광주민속박물관, «광주 100년, 서울나들이», 
광주민속박물관, 2008.

—  [그림 8] 정영대, ‹같이살자›, 시민의 소리, 2009. 7. 21.
—  [그림 9] 윤재영, ‹골목길을 문화자산으로2. 학동 8거리 
백화마을›, 무등일보, 2007. 10. 22.

—  [그림 10] 박우주, ‹거주민의 삶을 통해 본 학 팔거리 장소성에 
관한 연구›, 2009.

— [그림 11] 김향득.
—  [그림 12] 김영대, ‹백화아파트 ‘고립 위기’›, 시민의 소리, 2009. 

5. 11.
—  [그림 21] 스폰치, ‹한탄간 수몰지구 포천 ‘도롱이집’ 이사간다›, 
연합뉴스, 2012. 10. 18.

— [그림 22] http://arteday.tistory.com124

표 출처
— [표 1] 학동 2지구 주민 현황.

[그림 13] L모 아파트와 백화아파트 통로

[그림 14] 통로 근처 상가 벽에 걸린 통행로를 막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

[그림 22] 포천도룡이집 이주프로젝트

[그림 21] 포천도룡이집 이주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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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밥상을 
위한 장보기:
길 위에 펼쳐지는 
밥상 네트워크

조사자 
김민선

대상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개요

 우리는 살면서 자주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위해 대형 
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을 방문한다. 이번 연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거여, 마천동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장보기 패턴(습관)과 마트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람들이 이동한 동선에 주목했는데 그 이유는 
‘길’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속성 때문이다. 사람들은 
길 위에서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위한 길은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가치도 함께 가진다. 이번 연구가 의미있는 지점은 
우리가 습관이나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이동 경로를 
공공적인 의미로 읽어내고 확장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연구 키워드
길, 발터 벤야민, 산책로, 산책자, 데리브(dérive)

이 연구가 도움이 될 대상
—  걷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

—  도시 관리 계획 행정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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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려하게 포장되어있는 상품들을 재빨리 스캔하느라 눈동자는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리고 어느새 계산대에서는 원래 사려고 
했던 봉지에 한 봉지가 더 딸려서 포장이 되어있는 상품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편리했고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선 
마트에서 보낸 시간만큼의 시간을 쇼파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서 
쉬었다. 
이 곳으로 이사 온 이후, 장보기는 불편해졌다. 대형마트보다 한 

단계 어두운 듯한 형광등 실내조도는 제품을 아름답게 포장해주지 
않았고, 촌스러워 보이게까지 했다. 게다가 카트가 없기 때문에 
팔에 쇼핑 바구니를 끼고 장을 봐야한다. 특히 이 동네에서는 고기는 
축산 전문점, 과일은 청과 전문점에서 사는 식으로 따로 장을 보는 
것이 이득이였다. 그래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파는 재료들이 
신선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다소 비싸면, 특정상품이 세일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골목마다 자리하고 있는 지역 중소형 마트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렇게 몇 번을 구매하다보니 ‘단골’이라는 곳도 
생겼다.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더 살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그 분들과 
일상을 나누는 횟수가 늘어나다보니 덤으로 몇 개를 더 얻기도 
했다. 신기하게 양 손이 쇼핑백으로 가득차게 사는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도 없었다.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사다보니 예전보다 자주 시장을 보러 나왔지만 장보기를 
핑계로 동네를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길’과 
친해지고 있었다. 

2) 연구배경: 거여동의 지역 형성과정
1960년대말, 서울도심재개발의 여파로 집 잃은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고 무허가 판잣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적했던 농촌 마을이 

1. 연구 배경 
1) 카트와 쇼핑 바구니

거여동에 이사 온지 5개월이 지났다. 부산 수영구, 안양, 길동, 반포, 
평촌, 개포, 수서, 그리고 거여동.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한다. 집에서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와 먹거리를 해결해 줄 마트의 위치이다. 이사 
오기 바로 전에 살던 수서동을 거여동과 비교해보면 집에서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는 비슷한 것 같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거여동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중소형 마트들이 많고, 대형 마트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여 아파트는 총 6단지, 대략 3,890세대가 

살고 있는 큰 아파트 단지이다. 거여 아파트 이외에도 주변의 작은 
아파트 단지 세대 및 거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있는 
다세대 주택의 오랜 거주자들까지 합하면, 거여동 총 세대 수는 
거여 아파트 단지 세대수의 4배 이상이다.1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거여 1단지에 거주 중인데, 1단지를 기준으로 
반경 2-300미터 안에 지역 중소형 슈퍼마켓들이 꽤 많다. 심지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중형 마트가 자리하고 있으니 어디를 
가야할지 너무 고민된다. 아니, 어쩌면 이미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공산품부터 신선 재료까지 한 번에 구입하는 소비 형태에 너무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다. 예전엔 비교할 대상이라곤 그 마트 안에 
있는 다른 제조사들끼리의 상품이었는데, 이젠 A 마트 입구에서 
쇼핑 바구니를 하나 들고 계산대를 나와 다시 B 마트의 입구에서 
쇼핑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야 한 끼에 필요한 식재료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쓸데없이 동선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동네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식구가 단촐한 우리 집의 경우에도 장보기는 주말의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양손 가득 봉지 봉지를 들고 들어와야 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은 일이였다. 오피스텔과 사무실로 이루어진 20층의 
기존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지상에서 대형 마트로 들어가기 
위해선 한 사람만이 겨우 설 수 있는 좁고 어두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그러면 비현실적으로 새하얗게 밝은 형광등 
조명으로 꽉 차 있는 마트 입구로 들어서게 된다. 제품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있는 대형마트의 진열대 사이를 카트를 밀고 지나다니면 
자연스럽게 발걸음도 느려지고 여유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제품이 이렇게나 많구나’ 같은 생각부터 
‘다음 쇼핑 때는 이 제품을 써봐야겠다’라는 나름의 포부까지 가지며 

1

위키피디아, 거여1, 2동 
세대수(16,724가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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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관찰자 되기
이 곳에 이사 온 이후, 장을 보러 몇 번을 이 마트 저 마트 다녀보니 
자연스럽게 난 이 동네와 친해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마을의 
길과 친해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여동에서의 장보기는 
여러 마트를 돌아 다녀야 이득이였다. 주로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나 
또는 공산품인지 신선품인지에 따라 장을 보러가는 동선은 변한다. 
개인적으로 대형마트의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선 
공산품과 음료, 단지 앞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축산점에서 고기, 
지하철 역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청과점에서 
과일, 4단지(현재 살고 있는 1단지에서 북쪽으로 5분거리) 안에 
위치해있는 지역 종합마트나 길 건너편 공판장(현재 살고 있는 
1단지에서 남쪽으로 5분거리)에서 야채와 생선을 주로 구입했다.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사기위해 주로 이용하는 A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나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골목 사이를 지나가는데, 

인구 과밀화 지역으로 변했다.2 서울시 송파구 거여·마천동은 ‘강남 
속의 강북’이다. 송파구의 대부분 지역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과 달리 거여동, 마천동 일대는 단독주택이 난립해 있다. 
아파트 단지가 10여군데 이상 들어서 있긴 하지만 거의 1~2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다.3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 주거 환경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의 
대규모 서울 유입, 그리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이들이 시 외곽으로 
다시 밀려나는 한국의 압축성장의 비극이 이곳에도 담겨 있다.4 특히, 
마을사람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해서 붙여졌다는 
거여동의 ‘개미마을’은 1966년 종로 세검정 뒤 달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살 곳을 잃은 철거민들의 이주로 처음 형성된, 현재는 무허가 건물 
770여개동이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다.5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 서로서로 조금씩 도왔고,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정도로 인심 좋았던 동네는, 서울시의 거여-마천 
뉴타운 재개발 계획으로 토박이들은 다시 이주민이 될까봐 술렁인다. 
거여동은 다양한 종류의 주거문화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단층으로 이루어져 주변의 높은 지대로 지나갈 때면 
지붕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낮은 개미마을은 이 지역에서 가장 땅과 
근접한 주거공간이다.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며, 지붕 위에는 
집안의 새는 비를 막기 위해 비닐과 벽돌이 올려져 있다. 70년대에나 
볼 수 있을 법한 빛바랜 ‘새서울 이발관’ 간판은 흘러간 세월을 
보여주는 듯하다.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재개발 사업시행을 알리는 
빨간색 바탕의 현수막이라든지 OO보살등의 점집은 선뜻 마을 
안으로의 발걸음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막상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고요하다. 평온하다. 그분들도 그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거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근방 3~400미터 안에는 4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과 단독 주택들이 많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면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 사이로 여러 집이 붙어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붐 이후 땅 값이 방이동, 오금동 등 인근 지역 못지않게 
오르면서 생겨난 아파트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 대단지로 형성된 
거여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주택들이 계획없이 개발된 
탓에 오밀조밀 모여있던 단독주택지역에 들어선 ‘나홀로 아파트’가 
많다. 그리고 그 중, 한 동이 맞은편 ‘고물상’과 함께 골목 안에서 꽤 
이질감을 준 채로 서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젠 함께 살아가는 나름의 
법칙을 깨달은 듯 보인다. 고물상 주인이 제법 괜찮은 물건들을 선별해 
입구에 좌판을 펼쳐 놓으면 아파트에서 시장 바구니를 끌고 나오는 
주부들의 발길을 붙잡곤 한다.  

2

한겨레, 사회(지역), 2008년 
7월 22일자 발췌 

3

한국경제, 2000년 
12월13일자 발췌

4

서울신문, 2005년 5월 
17일자 발췌

5

한국경제, 2013년 8월 
1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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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직접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장보기에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실제 이동하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셋째 
주부터 약 보름동안 지역 내 주부들을 직접 만나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거여-마천동 일대에 위치해 있는 중소형 마트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 내용은 주로 
밥상 메뉴와 장보기에 관련된 것이었다. 장보기와 관련된 질문은 
구체적으로 식재료별로 이용하는 마트와 그 이유, 그리고 집에서부터 

이 길이 가장 빠르면서 ‘동네’가 주는 사소함이 있어 재미있다. 여름엔 
큰 골목에서 작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입구에 집에서 쓰지 않는 
의자들을 나란히 붙여놓으시곤 동네 할머니 분들의 수다가 끊이질 
않는다. 가끔 골목 안에 있는 놀이터를 돌아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시야의 트임이 
있어 좀 돌아가더라도 종종 이 동선을 선택한다. 그러면 잠시지만 
지붕 위의 연장된 푸른 하늘을 그리 힘들이지 않고 쳐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과일 가게를 가야할 때면 
거여역 사거리에 위치한 지하철 역 입구를 지나치게 되는데, 이땐 
골목이 주는 풍경과는 반대로 이 지역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동네여서 거여역 사거리엔 가족단위를 
상대하는 음식점이나, 커피숍, 학원 등의 상가 건물이 주로 위치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 외부사람의 유입보다는 동네 안에서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음식점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  비율이 높은 편이다.   

4) 문제제기: 길 위에 펼쳐지는 밥상 네트워크(I)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거여동 주부들은 어디에서 주로 장을 
볼까? 장보기를 통해 어떤 밥상이 만들어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동선을 이용하여 동네를 알아가고 있을까? 그들이 선택한 마을의 길은 
어디일까? 
아마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늘 ‘오늘은 뭘 먹지?’란 

메뉴 선정을 놓고 고민해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오늘 밥상은 뭘 
만들지?’란 고민은 주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일 
것이다. 그리고 밥상은 장보기라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이며, 거여동의 지역적 특성이 적용된 소비 패턴이라면 
‘장보기’라는 행위를 마을의 ‘길’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수많은 밥상의 네트워크들이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이고 
소모적인 일이었다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좀 
더 생산적이고 신나는 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들이 
마을을 둘러보고 산책하는 일로 연결 된다면 내 집, 내 가족에서만 
머물던 생활이 우리 이웃, 우리 마을로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거여-마천 뉴타운 재개발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곳에서 살아온 거주자들이 생활의 역사를 잃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공 문화라는게 생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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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콩나물무침, 오징어국, 낙지볶음, 새우야채전, 닭안심까스, 

누룽지, 치즈, 블루베리, 무생채, 물김치, 계란 후라이, 소불고기, 
양파 장아찌, 연근조림, 으깬감자, 함박스테이크, 라면, 치킨까스, 
떡갈비, 메추리알조림, 사과, 피자배달, 어묵볶음, 시리얼, 단감, 
카레밥, 양배추샐러드, 김치찌개, 호박국, 돈까스, 주먹밥, 부침개, 
돼지고기구이, 현미밥, 시금치무침, 감자볶음   

2) 지역 내 마트 분포도  
지도상에 위치한 마트들은 거여동 안에서는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이다. 좀 더 쉬운 비교를 위해 거여동 사거리에서 마천동에 위치한 
마천재래시장은 도보로 12분에서 15분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거여동 
내에 위치한 마트들은 10분 내외로 모두 접근이 가능한 셈이다. 지도 
위에 표시된 마트들은 편의점을 포함해 모두 39군데이다. 마트는 
종류별로 총 7개로 구분을 하였다.

 [종합1]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마트, 농 수 축산물/
공산품 판매

[종합1B]  기업이 운영하는 종합마트, 농 수 축산물/
공산품 판매

[종합2]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마트, 농산물/
공산품 판매 

[축(축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청(청과)] 과일

[농(농산물)]  곡식, 채소, 과일등의 유기농제품 판매
[24/7(편의점)] 

그 마트들을 갈 때 이용하는 동선들을 지도위에 표시를 부탁드렸다. 
마지막에는 이 지역 장보기의 장, 단점과 자신만의 장보기 방법 
등을 여쭤봤다. 주로 3-40대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주부였으며, 사전 약속 없이 이루어진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거여 
단지 내의 놀이터 두 군데(거여 아파트 1단지 내 꿀벌 유치원 앞 
놀이터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내 개미 어린이 공원)와 송파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파란하늘 방과 후’에서 진행되었다.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 매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오고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펜을 
들어 적어나가기까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을 그 몇 초간의 시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약 30명의 주부들로부터 건네받은 설문지는 거여동에 거주하신지 
3개월차 된 분부터 다른 지역의 거주 경험 한 번 없이 40년을 사신 
분까지 다양했다. 서술형의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서 
진지하게 적어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 번의 방문에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파란하늘 방과 후’ 선생님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

질문: 어제 하루 밥상 메뉴를 공개해주세요
라볶이, 순두부찌개, 토마토 구이, 계란말이, 김, 오이무침, 김치,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 우유, 콩나물 밥, 유부초밥, 된장국, 
도라지나물, 배추나물, 매화콩밥, 무김치, 잡곡밥, 사골국, 오뎅국, 
깻잎무침, 고추 장아찌, 미역국, 흰 밥, 멸치볶음, 콩자반조림, 
김밥, 호박쌈, 강된장, 계란찜, 생선구이, 우동, 고사리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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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오기도 무겁고 공산품은 어차피 같은 물건이어서 배달 서비스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 야채는 주로 신선도 때문에 마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하지만 급할 때는 거여 단지 내의 종합마트에서 산다. 
육류는 골목 내에 있는 전문 정육점을 이용한다. 이전에 살던 곳이 
길동이었는데, 그 곳에 비해 한 곳에서 비교하면서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거여동 1년 반 거주
아파트 단지 앞의 종합마트를 이용한다. 동네에 대형마트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제품상태가 괜찮은 종합 마트가 자리하고 
있어서 만족한다. 가격이 조금 저렴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주말에 가끔은 다른 지역 대형마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거여동 8년 거주
아이 먹거리를 위해 유기농 전문점을 주로 이용한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유기농 전문 매장이 있어서 좋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아쉽다. 동네 마트에서도 삼만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을 
해줘서 종종 이용하고 있다. 

거여동 5년 거주
집에서 가까운 O마트만 이용한다. 가깝고 편리해서 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사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서 선호한다.

거여동 6년 거주
집에서 가까운 O마트만 이용한다. 가깝고 저렴하며 매일 조금씩 
주 2-3회 정도 장을 보며, 1회에 2-3만원 정도의 소비를 한다.

거여동 6년 거주
기업형 슈파마켓을 주로 이용하고 과일만 청과 전문 가게를 
이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포인트 적립으로 시장 본 금액의 
일부를 다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깔끔한 진열과 상품의 
신선도가 좋다. 하지만 상품의 종류가 다소 다양하지 못해 
개선되었으면 한다. 

설문조사에 응해준 30명의 주부들 중 약 67%가 거여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이었고, 그들은 주로 단지 내에 형성된 마트를 중심으로 

3) 마트 이용의 패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30명의 주부들의 마트 이용 패턴은 주로 집과 
가까운 중소형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한다고 답해주었다.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점이 가장 큰 이유였고, 마트별로 
할인하는 품목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식재료나 종류에 따라 이용하는 마트가 구분되었는데, (1)공산품, 
유제품 및 그 밖의 생필품, (2)육류, (3)과일 또는 채소, (4)생선 정도로 
나뉘어졌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있어서 편리하다고 
답했지만, 신선하지 못하거나 식재료의 다양성이 아쉽다는 의견도 
함께 적어주었다. 그러다보니 마천 재래시장이나 근처 다른 
지역(가락동)에 위치한 친환경재료만을 판매하는 가게를 이용하거나 
생활 협동조합 등에 가입해 식재료를 구매하는 주부들도 있었다. 

거여동 8년 거주
집에서 가까운 O마트를 자주 이용하나, 과일값은 너무 
비싸 급하지 않을 때는 싱싱한 곳을 찾아다닌다. 주로 마천 
재래시장이나 다른 지역까지 가서 구입을 한다. 그래서 특별히 
장보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나 야채나 과일 등이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거여동 7개월 거주
공산품은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몰을 이용한다. 장을 본 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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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동 5년 거주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공산품을 사고 고기와 과일은 집에서 
가까운 정육점과 청과가게에서 구입한다. 고기나 과일은 전문 
가게가 더 신선해서 좋다. 동네에 이런 전문 가게들이 많아서 
좋다. 

거여동 17년 거주
맞벌이중이며 한군데의 기업형 슈퍼마켓만 이용하는데, 집에서 
가장 가깝고 늦은 시간에도 장을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할인마트들이 많이 있어서 장보기가 어렵지 않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누어 장을 보고 배달 주문 서비스를 종종 
이용한다.

거여동 15년 거주
생필품등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과 
야채와 과일은 공판장을 이용한다. 특별한 장보기 방법은 없지만, 
마트 전단지를 이용하여 할인 품목을 체크해서 구입한다. 

거여동 3년 거주
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친환경마트나 생활 협동조합 마트를 차로 
이동하여 이용한다.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고기나 유제품 
등을 제외하면 가격이 싸고 믿을 만한 품질이다. 집 근처에서는 
걸어가기에 편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공산품을 구매하거나 
친환경마트에 없는 과일은 길 건너편에 있는 청과 전문점에서 
구입해서 먹는다. 특별한 장보기 방법은 없다. 

4) 길 위에 펼쳐지는 밥상 네트워크(II)

집 ‘안’에만 있던 수많은 밥상 네트워크들이 집 ‘밖’으로 나온다. 
개인적으로 소모되던  소유의 시간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움직임, 
그리고 여러 삶의 모습들이 뒤섞일 공유의 시간을 시작한 것이다. 같은 
마트를 이용해도 다른 밥상을 차리듯이 그들은 같은 길을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길이, 마을의 골목이,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일어나는 움직임의 장소로 활성화되면 마을도 
흥미로워지고 안전한 곳이 된다. 
앞서 정리한 장보기 동선의 패턴은 특정한 규칙이 없어 보인다. 

특이한 점도 없다. (지역 내 더 많은 주부들과의 만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지는 모르겠다.) 다만 길과 길이 만나는 

장보기 동선을 그렸다. 그리고 아이와 가족을 위한 먹거리의 관심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친환경매장, 그리고 마천 재래시장으로의 장보기로 
동선의 넓은 확장이 인상적이었다.   
응답자의 약 23%는 단독주택지역 및 근처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다. 응답해 주신 분들의 비율도 적었고, 
거주지가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트를 이용해도 
각기 다른 동선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거여동 2년 거주
야채류는 자가 밭에서 해결하며, 그 외 식재료는 주로 집과 가까운 
공판장(종합마트)을 이용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고, 생선을 살 수 있는 곳이 좀 더 깨끗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거여동 40년 거주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큰 원을 그리며 5군데의 마트를 
돌며 장을 본다. 각 상점마다 싱싱하거나 저렴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날 메뉴를 정하면 전날 거의 매일 조금씩 장을 
본다. 그러면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고, 냉장고 
안에서 썩어서 버려지는 재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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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내려다보는 발코니이다.6

지금은 추상적으로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길 위의 교차로들은 향후 
지역을 위한 공공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야기 할 때 분명히 중요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단편적으로 교차로 한 장소에서 머물기보단  지역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차로간의 연결로 시각을 넓힌다면 좀 더 새로운 방법의 공공 
디자인이나 공공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연구를 마치며: 그 경계에서
이번 공공 미술 R&D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실행보다는 리서치를 통한 지역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진행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거여동의 형성과정에서 
계획없이 만들어졌지만 돋보였던 ‘길’, 그리고 그 길을 ‘장보기’라는 
일상생활로 연결시켜 본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이 리서치를 통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길과 그 장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거여동에 처음 이사왔을 때는 많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살아온 경험밖에 
없어서인지 다른 지역과 달리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있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신기했고 점점 사람냄새 나는 이 동네에 정이 많이 들고 있다. 
2003년부터 서울시에서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 재개발 계획은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했지만, 
곧 진행이 된다고 하니 이 지역도 몇 년 후엔 많이 바뀌어 질거라 
예상한다. 현재도 쓰여지고 있는 이곳의 생활의 역사가 모두 지워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문화가 만들어져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집 바깥의 삶에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서로 어울리며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쌓여갈 때 그 지역의 문화가 생성된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삶들이 지속됐을 때, 지역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 믿는다. 이젠 소득의 높고 낮음으로 지역이 평가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방식을 가장 잘 이야기 할 수 있고 사람이 우선인 지역이 
재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계에 거여동과 마천동이 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곳에는 ‘교차로’가 생긴다. 그리고 그 교차로는 엄연히 확인되는 길과 
길이 만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선을 통해 이동하는 곳의 특정한 
부분이 교차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비슷한 위치의 
마트를 이용하며 장보기 동선을 보여줬던 두 그룹에 따라 나눴던 
동선을 하나로 합쳐, 그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동선의 교차로를 
찾아보고자 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자신의 길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편승하여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두 이야기가 합쳐져 전혀 새로운 방향의 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교차로에서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 그 교차로가 생긴 ‘길’은 공공성이 짙은 장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와 
공유의 경계에서 우리는 책임감의 정도도 틀려지며 편안함의 느낌도 
달라진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말했듯이 우리가 거리의 
산책자가 된다면, 거리는 산책자의 거주지가 된다. 산책자들은 
건물의 입구들 사이에서 견디고,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다. 산책자는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그러하듯 건물들의 외관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산책자에게 빛나게 에나멜을 칠한 상점의 간판은 부르주아 살롱의 
벽 장식과 유화처럼 좋은 것이다. 벽은 그가 자신의 노트를 내려놓는 
책상이며, 신문 가판대는 그의 도서관이며, 우체통은 조각상이고, 
벤치는 침실 가구이다. 그리고 카페의 테라스는 일이 끝난 후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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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주목한다.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추구하는 
대전문화재단의 아티언스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다수의 예술관련 
글을 기고하였으며,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경계를 지우는 중간계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여러 나라를 떠도는 노마딕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예술가들의 생각과 상상
성원선 swonsun@daum.net

홍익대학교 디지털콘텐츠대학원 강사이자 독립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예술가를 위한 Dotum 융복합인문학강연프로젝트, 문래동 
‘옥상민국’, 개포동 아파트 ‘APT DOC’, 도시와 공간 재생을 다루는 
’무정주‘ 전시 등을 기획했다. 

‘現垂幕’(현수막) 프로젝트
나광호 kh369369@daum.net

국민대학교 미술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중이다. 경기창작센터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先感圖(선감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기획자, 학예팀, 작가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창동창작스튜디오 ‘창동여지도’ 프로젝트, 
삼성미술관 리움 ‘잇!태원 : 감각의 지도’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성수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R&D 프로젝트에 ‘懸垂幕(현수막)’에 대한 호기심으로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컨설팅을 통해 작가로서 관점을 가져야한다는 것과 
아카이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가능성을 바라본 
작가는 이를 기반으로 ‘現垂幕(현수막)’ 프로젝트를 지원받아 진행 할 
궁리중이다.

작가 소개 노량진 플레이
임민영 imminyung@gmail.com

‘인스턴트’라는 사진 출판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해 왔고, 지금은 사람들을 위해 해프닝을 만드는 활동가이다.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일에 관심이 있다.

명주동의 심미적 천이
최제헌 siweal@hanmail.net

감각의 훈련들을 시작한 이래로, 삶의 이동과 함께하는 작업시간을 
보내고 있다. 낯선 동네를 산책하며 만나는 발견의 지점들에 
공간그림(설치)을 내어 놓으며 잠시의 머무름과 떠남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은 떠나온 곳(성장한 동네)인 강릉 특히 명주동네를 
오가며 갖가지를 살피고 수다하고 있다. 

타임캡슐: 과학섬
미텔딩(mittelding) mittelding@naver.com

독일어 mittel(영어 middle)과 ding(thing)이 합쳐진 말로 중간물, 
잡종, 돌연변이, 혼혈아, 하찮은 것을 뜻한다. 미텔딩은 ‘이도저도 
아닌 중간물’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심을 기초로 한 초학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박형준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평소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뉴테크놀로지와 의학, 과학 등을 예술적 시각으로 
표현해낸다. 평소 재밌는것, 신기한 것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잡다한 
지식을 수집하기를 즐기며 예술이라는 관점과 미디어아트로 간주하는 
예술계적 시각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보여주기에 능하다. 아티언스 
레지던시를 비롯해 예술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독일 ZKM과 대전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이주하

예술 이론을 전공하였지만 과학을 비롯한 타학문에 관심이 많고, 평소 
자연현상과 시공간을 테마로 한 책이나 영화를 좋아하며 공상하기를 
즐긴다. 그는 단순히  예술로 간주되는 것을 넘어선 고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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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원도심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과 공공미술의 역할 
정상희

인천의 중구 개항장 역사지구에 위치한 아도크리에이션의 프로젝트 
공간인 스페이스아도의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며, 미술과 건축의 
접점에서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획과 
집필을 하고 있는 기획자이자 평론가로, 미술사와 건축학을 전공했다.

공동체 해체, 그 이후
 소나영 nayeongso@daum.net
정채경 chelee1988@naver.com

도시재개발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문제를 공공미술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백화마을’은 이미 사라져 버린 마을이지만, 광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이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아픈 기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백화마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기억이자 새로운 기억이다. ‘백화마을’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려고 
했지만 자료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우리는 백화마을에 누가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자료를 
모으고 흩어진 백화마을 주민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직접 그 기억의 
연결 고리가 되기로 했다. 

우리집 밥상을 위한 장보기
김민선 minsunkim2010@gmail.com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과 주변 사람들 관찰하기를 즐긴다. 
예술건축, 실내건축,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공공)장소들을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현재는 공간 기획 및 집에 관한 놀이 
워크샵을 진행중이다.

 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 대학가  
원룸촌 일대 공공미술 R&D
로봇 봄

프로젝트 팀�로봇 봄�은 프로그래밍된 로봇(일상에 지친 나, 
삭막한 도시) + 예술 문화를 봄(에너지 충전) = 행복한 로봇, 따뜻한 
봄날(살만한 세상)을 의미한다.   

김은진 muselady@korea.kr   
고고학을 전공하고 경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일하면서 역사와 
유물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박물관 업무 전반에 
매진하고 있다. 기획자로 참여한 2013년 아르코 몽골 노마드 레지던스 
이후 고대문화와 현대예술과의 만남, 역사를 매개로 예술적 영감을 
발현시킨 기획을 통해 우리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나영오 na05ssi@naver.com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인간의 욕망과 희망을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예술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작가다. 

평택의 오늘과 내일
청년생활예술공동체 화수분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라는 뜻으로 예술가들이 만나서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공동체이다. 평택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화수분은 다방면의 
문화예술가들이 모여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예술가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문화생산물을 함께 나누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형범 lee2589@hanmail.net
백승재 bseoungjae@daum.net
허은하 heh0615@naver.com
김기중 kkj9040@naver.com
김창호 cass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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