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문극장 2019: 아파트

아파트는 기억이다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기록

정재호

작년 여름까지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시민아파트를 들락거렸다. 철거예정이었던
그 아파트에서 이미 떠난 사람들의 흔적과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의 절규를 마주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난 풍경들은 나의 과거였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현재였으
며 또 그들의 미래이기도 했다.
청운시민아파트에 대한 작업 이후 나의 관심은 남아있는 다른 아파트들로 이어졌
다.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아파트들을 먼저 찾았고 동사무소에 수소문 하며 60 년대 말
부터 70 년대 초의 아파트들을 찾아 다녔다. 낙산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공원이 조성
되었고 청운시민아파트, 한남맨션, 삼일아파트, 잠실주공아파트는 조사를 다니던 중에
사라져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파트들이 남아있었는데 회현시범아파트, 중산시범
아파트, 대광맨션, 대광맨션아파트, 수색아파트, 옥인시범아파트, 연희시범아파트, 금
화시민아파트 등이 그것이다. ‘오래된 아파트는 시급히 철거되거나 재건축되어야 하는
도시의 흉물이다’라는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 오래된 아파트가 가진 풍부한 표정과
의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상당히 많은 곳들이 아직도 훌륭한 주거의 역할을 하고 있
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은 사라졌다고 여겨지는 공동체로서의 삶의 양식이 보존
되고 있음을 목격하였으며, 비록 좁지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조화와 배려라는 건축의
이상이 담긴 아름다운 공간들을 볼 수 있었다.
제인 제이콥스에 의하면 도시가 노후화되는 것은 도시의 건물이나 구조물이 오래되
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노후화되어 간다고 한다.
이 말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철거대상으로 내몰리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오래되어 사
람이 살기에 위험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서울이라는 거대 자본주
의 도시의 구조 속에서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늙은 아파트들은 관리가
부실해지고 이내 황폐해지게 된다. 경제적 의미에서는 제이콥스의 견해대로 서민아파
트들은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 이 도시의 부속들에 대해 멀
찌감치 보고 흉물스럽다고 말하기 전에 그 앞을 바싹 다가서서, 그리고 그 안을 거닐
면서 낡은 창틀과 어지러운 베란다와 스티로폼 화단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을 직접 보
고 그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한다.

정재호
동시대 건축물과 환경을 형성화하는 작가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2018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랐다. 도심 재개발에 밀려가는 낡은
아파트나 도심 내 서민용 집합주거 빌딩을 세밀한
필치로 그려낸 아파트 연작
〈청운시민아파트〉(2004), 〈오래된 아파트〉(2005),
〈황홀의 건축〉(2007), 〈열섬〉(2017)이 있고, 입체
작업으로 〈아현아파트〉(2006), 〈시민아파트를 위한
기념비〉(2006), 〈안암아파트〉(2006),
〈남대문빌딩〉(2007)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금화시민아파트와 냉천동 골목
― 중산시범아파트-한강의 기념비
― 회현시범아파트-도시의 기억과 전설
― 대광맨션아파트-아파트의 꿈
― 청운동 공원화 프로젝트

*** (중략)
아파트는 늙는다. 시민아파트들은 이제 ‘도시의 흉물’로 일반에게 통용될 만큼 낡아
있고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으니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처벌하겠음’이라는 경
고장은 그 낡은 건물을 떠나야 하는 공적, 사적 이유를 제공해 준다. 철거계획이 이루
어지고 사람들이 떠난 집은 벽이 갈라지고 물이 스며들고 잡초가 자란다.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지어진 시민아파트들. 서울의 야산마다
전시라도 하듯 올려 세워졌던 시민아파트들은 이제 늙어버렸고 그 집을 껴안고 살아
야 하는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낙산공원에 올라 보았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공원 부지의 형태를 통해 어렴풋이
이곳에 서 있었을 아파트를 가늠해 본다.

공원의 가운데에 있는 전시관에는

낙산아파트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점이 걸려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낙산의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 무허가 판자촌이었던 곳에 낙산아파트가 세워지고 그것이
헐리면서 낙산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는 짤막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록은
낙산아파트를

실패한

역사로

기록하고,

이

산이

공원화되어

모든

시민에게

돌려졌음을 홍보하고 있었다. 낙산의 정상에 오르니 강북 시내의 풍경이 펼쳐진다.
새까맣게 뒤덮은 빌딩과 주택들 사이사이로 흰색 아파트들이 여기저기서 솟아오르고
있다. 저 풍경은 한때 낙산아파트가 보는 풍경이었을 것이고 낙산아파트를 보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일시
2019 년 5 월 20 일, 오후 7 시 30 분-9 시 30 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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