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문극장 2019: 아파트
아파트는 욕망이다

김민섭

아파트는 등장 이래로 계속해서 쟁취해야 할 대상이었다. 언제나 그 시대와 개인이
가진 욕망의 최전선에 있었다.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획득
하게 된 것은 2000 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다. 이 시기부터 건설사들은 유명 연예인을
홍보모델로 TV 광고를 시작했고, 브랜드 아파트도 처음 선보였다.
원래 아파트에는 지역과 건설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대
치동 삼성아파트’, ‘상계동 현대아파트’ 정도면 충분했다. 거기에 ‘1 차, 2 차’와 같은 숫
자를 붙여 구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동탄 레이크 자이 더
테라스’ 와 비슷하게 아파트 이름에 여러 수식어를 덧붙인다. 그것이 분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아파트의 보급은 1999 년 ‘삼성쉐르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거의 모든 건
설사가 저마다의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톱스타를 기용해 TV 광고에도 열을 올렸다. 당
대의 톱스타들이 한 번쯤은 아파트 광고에 등장했으며 그들을 동원해 브랜드를 노출
시키는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로 가야만 한다.”는 욕망을
많은 이들에게 심어 준 것이다.
특별함을 과시하고픈 욕망은 필연적으로 ‘폐쇄, 단절, 통제’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만
다. 같은 브랜드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그들과
의 끈끈한 커뮤니티를 구축해 간다. 그러나 동시에 나와 다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
들과의 관계는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아파트’라는 이 시대의
욕망은 대단히 노골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논의 내용
― 브랜드 아파트의 보급과 아파트 TV 광고의 등장
― 아파트의 고급화 전략: 폐쇄, 단절, 통제
― 아파트에 닿지 못한 욕망들: 브랜드화를 욕망하는 공통주택
― 아파트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

서울 은평구, 불광천 양 옆으로는 많은 공동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인근의 망원
동이나 성산동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아직 개발을 거치지 않은 동네들이, 정확히는 서
울이라는 도시의 욕망에 편입되지 못한 동네들이 서울의 여기저기에 많이 남아 있다.
김민섭
대학에서 현대소설을 연구하다가 2015 년에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쓰고 대학 바깥으로 나왔다.
대리운전이라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했고 2016 년에는
『대리사회』를 쓰며 이 사회를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으로 규정했다. 저서로 『아무튼, 망원동』,
『고백, 손짓, 연결』, 『훈의 시대』가 있다.

그런데 2000 년대 초반부터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이름들이
그 이후에 지어진 여러 수익형 부동산들에도 가서 붙었다. 불광천변의 빌라 이름 중
중 눈에 띄는 것들을 두서없이 나열해 보면 ‘거성리젠시, 아이캐슬, 브라운스톤빌, 우
방이지빌, 워너빌, 월드샤인빌, 한양아트빌, 효성쉐르빌···’ 등이 있다.

기업과 개인 중 누구의 욕망이 먼저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아파트의 경우
는 건설사에서 분양하며 지어둔 이름을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자신이 ‘건물주’가 된다
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지도에 들어갈 한 건물의 이름을 자신이 지어서 신고할 수 있
다. 누구나 잘 짓기 위해 깊이 고심할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대충 아파트’가 없듯이 ‘대충 빌라’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층과 5 층, 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가득 채우고서도 필로티까지 동원해 자신을 높인
수많은 다가구 빌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서울 곳곳에 신축빌라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그 다닥다닥 붙은
빌라들은 아파트라는 복합적인 욕망에는 닿을 수 없는,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다. 지금 이 시대의 욕망은 아파트, 그에 더해 브랜드, 역세권, 서울,
강남 등에 닿아 있는 것 같다.

일시
2019 년 5 월 13 일, 오후 7 시 30 분-9 시 30 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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