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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부분의 국내 아파트단지는 서비스 공급의 자족성, 자치, 폐쇄성이 특징인 빗장주거단지(gated com-

munity)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동네에 끼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아파트단지 담장에 더해 단지 내

부로 외부 보행자 출입을 막는 차단문이 설치되면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빗장주

거단지의 폐쇄성 강화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근린 내 주거유형을 주거지 

폐쇄의 정도에 따라 저층주거지, 일반 아파트단지, 차단문이 설치된 아파트단지로 나누고 설문을 통해 각각의 사

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차단문의 설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중 삶의 질 관련 지표를 높이는 효

과는 있으나, 일반 아파트단지보다 포용성 지표를 대폭 낮춤으로써 근린의 사회적 응집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폐쇄성이 강화된 새로운 아파트단지는 기존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 간에 유지되어 온 공존 질서를 뒤흔

들고, 근린 내 공간적·사회적 분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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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the Korean apartment complexes are considered as gated communities having characteristics 

such as self-sufficiency in service provision, self-governance and exclusiveness. Today the exclusionary features of 

apartment complexes are reinforced by a new practice of erecting gates against pedestrian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walls without considering implication of the practice over neighborhoods. Three groups of residents, those who live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without walls, apartment complexes with walls and apartment complexes with walls and 

gates were surveyed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new exclusionary practice of gated communities on social sustain-

ability of neighborhoods. Gates turn out to improve social sustainability indicators related to life quality but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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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hesion of neighborhoods by lowering inclusiveness indicator considerably. The new apartment complexes 

with increased exclusiveness shake the established order of co-existence between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apart-

ment complexes and strengthen spatial and social segregation within neighborhoods.

Key Words:  gated community, social sustainability, apartment complex, neighborhood, Seoul

1. 서론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저층주택지를 대

상으로 한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성에 기반하여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와 재

개발에서 제외된 저층주택지가 공존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자본으로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

춘 새 아파트단지와 공공의 기반시설투자가 정체되고 

있는 동안 밀도만 높아진 저층주택지 사이의 간극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 간 격차 

증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 지하주차장 도

입을 통한 녹지와 보행자전용공간의 확대, 아파트 브

랜딩(branding)을 통한 고급주택 이미지 형성과 같은 

민간의 주거부문 혁신이 공공이 제공하는 주거 기반

시설 및 서비스와의 격차를 크게 벌린 데서 비롯된 것

이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 격차는 아파트단지 진입 비용

을 상승시켜 두 주거지 간의 주거비용 격차로 이어지

고 있으며, 두 공간이 한 동네에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와 더불어 명확한 물리적 경계에 의해 나누

어지는 물리적·사회적 분리(segregation) 현상을 발생

시키고 있다. 이 물리적 경계는 대개 아파트단지를 둘

러싼 담장과 도로인데, 최근에는 단지 출입구에 경비

초소뿐만 아니라 카드인식시스템을 갖춘 차단문을 설

치하여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

는 아파트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빗장주거단지(gated community)’ 중에서도 폐쇄성이 

가장 높은 완전보안 단지(full security community) 유

형(Grant & Mittelsteadt, 200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차단문 설치는 폐쇄화가 주변에 끼치는 직접

적 영향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

이 사유재산권 우선의 원칙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민

들의 다수가 원하기만 하면 지역사회의 의견에 상관

없이 강행되고 있다(Kim, 2018). 그러나 아파트단지

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시장, 공원 등 생활편의시

설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차단문의 설

치는 동네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보다 근본적

으로는 차단문의 설치가 형평성, 다양성, 사회통합, 

삶의 질과 같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속해있다는 이

유만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만 따져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차단문을 설치한 아파트단지는 아직 수적으로는 많

지 않으나, 아파트단지의 고급화로 인한 단지와 비단

지 간 주거환경 격차 확대 및 차단문 설치 확산 추세

는 폐쇄적 주거지가 보편화되기 전에 주변에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의 

극단적 폐쇄화로 인해 분절된 주거공간이 단지 주민

과 이웃 주민들 간의 근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

고, 주거지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사회적으로 지

속가능한지 분석하여 빗장주거단지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수립이 필요

한지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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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장주거단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

능성

1) 빗장주거단지의 개념

빗장주거단지(gated community)1)는 사적으로 통제

하는 공동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계가 

명확한 주거단지를 뜻한다(Blakely & Snyder, 1997: 

2; Grant & Mittelsteadt, 2004; Raposo, 2006). 빗장

주거단지는 자족성, 자치, 배제성의 원리에 의한 경제

적, 정치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특

성이 없는 일반 주거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선 물리

적 특성 면에서 빗장주거단지는 단지 내 사유지에 도

로, 공원, 놀이터 등으로 사용되는 공동공간이 존재한

다. 경제적 특성 면에서는 도로, 녹지, 치안, 공교육, 

환경미화 등 공공이 일정 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제공

하는 ‘지역공공재(local public goods)’(Tiebout, 1956)

를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반주거지와 달리, 빗장주

거단지는 단지 내 공동공간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

유하며 일부 지역공공재를 주민들의 비용으로 자체 

생산소비하는 ‘클럽경제(club economy)’(Buchanan, 

1965)를 구축하고 있다. 빗장주거단지가 생산한 지역

공공재는 그 주민이 사유지에서 사적 비용으로 생산

하므로 사적 지역공공재와 공동공간의 관리는 주민자

치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이 일반주거지에 제공하는 지역공공재는 비배

제적인 반면, 빗장주거단지에서 사적 비용으로 생산

된 지역공공재는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무임승차자

(freerider)의 이용을 막는 배제성을 띠게 된다. 빗장주

거단지의 배제성은 사적 지역공공재 독점욕뿐만 아니

라 안전 확보와 사생활 보호 욕구에 의해서도 기인하

며(Sanchez, Lang & Dhavale, 2002), 담장이나 차단

문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표출된다. 따라서 빗장주거

단지는 구성원들의 경제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구

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단지 내로의 접근을 어렵

게 만든다. 그러나 차단과 통제의 정도는 단지 경계

만을 표시하거나, 형식상의 문만을 만들어놓거나, 문

을 잠그는 등 각 단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Grant & 

Mittelsteadt, 2004).

빗장주거단지는 198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공

급되기 시작하였으며(Blakely & Snyder, 1997: 4), 빗

장주거단지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주

택 공급자, 소비자, 국가가 연합한 ‘주거폐쇄화 기제

(gating machine)’ 형성(La Grange, 2014)을 통해 지속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Roitman(2010)에 의하면 빗장

주거단지 확산의 원인은 크게 구조적 원인과 주관적 

원인으로 나뉜다. 구조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로 인

한 사회적 불평등 확대 및 치안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 

축소가 빗장주거단지의 성장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경

제체제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의 인식 변화에 

의한 주관적 원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증가, 편리성

이 강조되는 생활양식 추구, 커뮤니티 소속(sense of 

community) 욕구,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 

추구, 신분과시 욕구 등을 들 수 있으며, 빗장주거단

지는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공간으

로 인식되고 있다(Roitman, 2010).

빗장주거단지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주로 부정

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빗장주거단지 생성 원인 중 하

나인 커뮤니티 소속 욕구의 경우 빗장주거단지 거주

가 커뮤니티 소속감과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

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ilson-Do-

enges, 2000; Lemanski, 2006). 또한, 빗장주거단지

의 물리적 배제장치는 분리의 상징으로 작용하여 분

리주거를 강화하며(Low, 2003), 이러한 시각적, 계급

적 분리는 지역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Atkinson & Flint, 2004).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한 지역에 들어서는 빗장주거단지가 슬럼의 사회

적 혼합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시각도 존재한

다(Salcedo & Torres, 2004).

2)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UN은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

ment & Development, 1987)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UN은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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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3대 축(three pillars of sustainability)으로 경제

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United 

Nations, 2002).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기본적 욕구 충

족, 사회적 자본 생성, 정의 등에 관련된 개발 지속가

능성(development sustainability), 환경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변화인 가교 지속가능성(bridge sustain-

ability), 변화를 맞아 사회문화적 특색의 보존을 뜻하

는 유지 지속가능성(maintenance sustainability)으로 

다시 분류된다(Vallance, Perkins & Dixon, 2011).

개발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의 실

현을 위해 현 세대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사

회적 발전을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송주연·임석회, 

2015). 형평성은 경제적 기회부터 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으나, 빗장주거지의 사회

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형평성은 도시 

공간으로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공평한 접근과 

권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Pacione, 2009: 607).

빗장주거단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경

제적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

나(Bagaeen & Uduku, 2010), 빗장주거단지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측정

된 적이 없다. 많은 빗장주거단지 연구가 단지와 주

변 지역을 포함하는 근린 단위보다는 단지 또는 도시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근린 단위 연구도 주변 주민 또

는 전문가의 빗장주거단지에 대한 반응을 인터뷰로 

정리하는 데 그쳐(Atkinson & Flint, 2004; Roitman, 

2005; Salcedo & Torres, 2004) 빗장주거단지가 근린

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빗장주거단지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이며 객관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빗장주거단지와 연관된 사회적 지속가능성

의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민설문을 통하여 빗장주

거단지가 속한 근린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3) 빗장주거단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 

설정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부 지표는 연구마다 다르

게 도출되며 합의되지 않았으나, 호주 웨스턴 오스

트레일리아주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지

표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와 지속가능성 지표 프

로젝트’(Barron & Gauntlett, 2002)는 정교성 면에

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송주연·임석회, 

2015). Barron & Gauntlett(2002)은 형평성(equity), 

다양성(diversity), 상호연계(inter-connectedness), 삶

의 질(quality of life), 민주성·거버넌스(democracy & 

governance)를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제시하였으

며, 이들 지표는 특히 주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

를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용하기 적합

하다. 지표 설정을 위해 Barron & Gauntlett(2002)이 

제시한 주거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기본틀로 삼

되, 연구 목적을 반영하여 주거지 폐쇄성과 관련된 지

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선정하였다.

형평성 원칙은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결

과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 원칙은 다른 

원칙들의 적용 기준 역할을 하는 기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Barron & Gauntlett, 2002) 구분하여 

지표화하지는 않되, 각 지표의 세부지표 설정에 반영

하였다.

삶의 질 원칙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 충

족에 관한 것으로 교육, 건강, 주거와 같은 객관적 삶

의 조건과 커뮤니티 소속감, 자긍심과 같은 주관적 행

복으로 구분된다(Barron & Gauntlett, 2002). 본 연구

에서는 주거 폐쇄도에 따라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거주 중인 주택과 동네에 대한 만족

도를 삶의 질 원칙 중 ‘주거의 질’ 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빗장주거단지는 도시화 진전으로 인해 발생한 

근린 커뮤니티 소속감 저하와 범죄의 두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등장(Wilson-Doenges, 2005)한 주거형태

이기 때문에, 빗장주거단지의 생성 원인 중 하나인 범

죄로부터의 안전을 주거의 질 세부 지표로, ‘커뮤니티 

소속감’을 별도 지표로 선정했다.

상호연계 원칙은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적 수준에

서 커뮤니티 안팎의 연결성을 증진하는 과정, 체계, 

구조를 뜻하며(Barron & Gauntlett, 2002),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가능하다(송주연·임

석회, 2015). 본 연구에서는 빗장주거단지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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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이웃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자본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이

를 ‘이웃과의 상호작용’ 지표로 설정하여 사회적 자본

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교류, 사회적 자본 

발생의 기저 요인인 이웃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평가

하였다.

커뮤니티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다양성 원칙

은 포용성(inclusiveness)과 다름(difference)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달성된다(Barron & Gauntlett, 2002). 

본 연구에서는 포용성을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려는 의지로 정의하

고, ‘포용성 지표’를 설정하였다. 포용성 지표는 빗장

주거단지 내 공간 공유 의지, 빗장주거단지로 인한 공

간폐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적 혼합에 대한 지지

를 세부지표로 설정했다.

민주성·거버넌스 원칙은 커뮤니티 내 민주주의

적 절차와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결정 참여 능력, 절차와 구조

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좌우된다(Barron & Gauntlett, 

2002). 절차의 민주성은 정치제도에 좌우되고 본 연

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거버넌스’만을 지표로 

설정하여 반상회,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민

원 등 공식적 수단과 기타 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주민

들의 자치 참여 의지와 근린 거버넌스 역량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위의 지표 선정과정을 거쳐 주거의 질, 커뮤니티 소

속감, 이웃과의 상호작용, 거버넌스, 포용성을 본 연

구를 위한 빗장주거단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도출하였다. 주요 지표와 세부 지표는 <표 1>

에 정리되어 있다.

3. 한국 빗장주거단지의 사회적 지속가

능성

국내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단지와 일부 연립주택 

단지도 지역공공재를 자체 생산하고, 입주자대표회

의에 의해 공공재 생산과 공동공간을 규율하며, 공공

재 이용에서 외부인을 배제하므로 빗장주거단지로 간

주된다(김지은·최막중, 2012; Kim, 2018; Woo & 

Webster, 201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한

국 아파트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면 아파트단

지는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파트는 인당,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

대주택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석주

헌·박기현, 2017: 15). 또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재

개발·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공원 조성과 

2000년대 이후 아파트 주차장 전면 지하화(2000년대 

이후)는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 역할을 맡고 있다. 반

면 저층주거지는 고밀화되는 과정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부채납이 없었고,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허물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오히려 녹지가 

감소하였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연면적 2,000m2를 

넘는 아파트단지는 건축조례에 의해 대지면적의 최소 

15%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의 

상품경쟁에 의해 40%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소

규모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의 최소 5% 이상만 조경면

적으로 확보하면 되며 대지면적 200m2 미만에 지어

지는 건물은 녹지 확보의 의무가 없다[서울시 건축조

례(2019.7.18.) 제24조].

경제적 측면에서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행위 당사자

인 디벨로퍼, 주택 소비자, 국가 모두에게 금전적 이

득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디

벨로퍼와 건설사에게 아파트단지 건설은 표준화와 대

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수

요가 확보된 안정적인 사업모델이다. 둘째, 중산층 

주택 소비자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와 아파트 가격

<표 1> 빗장주거단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

주요 지표 세부 지표

주거의 질 주택과 동네에 대한 만족, 범죄로부터의 안전

커뮤니티 

소속감
단지와 동네에 대한 소속감, 동네주민의 이미지

이웃과의 

상호작용
이웃과의 교류, 이웃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 주민자치 참여 의지, 정치적 역량

포용성 공간 공유, 공간폐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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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 상승을 통해 자산가치 증가의 혜택을 누리

고 있다(천현숙·윤정숙, 2001). 셋째, 국가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해 민간자금으로 단시일 내 대규모 주

택공급이 가능하고, 기반시설 설치까지 해결할 수 있

으므로 저층주거지 개발에 비해 재정 부담을 한결 줄

일 수 있다(하성규·김태섭, 2003: 55; 박철수, 2013: 

145).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높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오는 

혜택은 아파트를 마련할만한 자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의문시되어 왔다.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에 의해 저소득층은 도시 내에서 중산

층과 공간적으로 분리(박인권·이민주, 2016)되고 있

으며, 이미 1960년대부터 ‘중산층화’ 과정이 진행된 

아파트단지는(백혜선 외, 2011) 중산층끼리 모여 사는 

분리주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파트단지는 주

택가격 장벽에 의해 소득수준, 가구 구성 등의 측면에

서 주민 동질성은 높지만 다양성은 낮은 공간이며, 주

민들은 임대주택 또는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분리를 통해 동질성을 강화하고 싶어한다(천현숙·윤

정숙, 2001: 187-188).

공간적 측면에서 아파트단지는 커뮤니티 전체를 고

려하는 공적 계획이 아닌 단지 거주자들만을 고려하

는 사적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

되고 이웃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는 공간구성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염철호·하지영, 2011: 53). 담장 설

치를 통한 출입구 수 제한, 보행자와 차량의 통과 배

제, 커뮤니티 시설의 외부인 이용 금지는 아파트단지

의 빗장주거단지적 설계 및 관리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특성은 단지 주민들

끼리의 결속은 강화하나 단지 밖과의 사회적 접촉 기

회를 감소시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한다고 여

겨지고 있다(백혜선 외, 2011: 102; 천현숙·윤정숙, 

2001: 189-190).

더욱이 최근에 나타난 기존의 담장에 더해 차단문

까지 설치하는 풍조는 물리적으로 이웃 주민들의 단

지 진입을 완전 차단함으로써 근린의 공간 이용과 사

회적 지속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지자체에서 차단문 설치를 억제하고 있으나, 아

파트 주민들이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Kim, 

2018) 아파트단지의 내향성과 폐쇄성이 주민 주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4. 빗장주거단지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조사설계

(1) 조작적 정의

주거지 폐쇄화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지를 폐쇄화 정도에 따라 비단

지, 일반단지, 차단단지의 세 가지 공간으로 개념화

하였다. 흔히 저층주거지라고 불리는 비단지는 별개

의 주거용 건물들로 구성된 전통적 주거지로 모든 지

역공공재를 공공서비스에 의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뜻한다. 단지는 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2개동 이

상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분양공동주택 단지로 보행

로, 공원, 주차,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자

체 공급하는 주거지역이다.

단지의 폐쇄도는 경비원의 수, CCTV의 수 등 여

러 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나(김지은·최막

중, 2012), 본 연구에서는 폐쇄적 주거단지의 보행차

단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지 내로의 진입통제 정

<그림 1> 단지차단문 예시(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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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단지차단문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삼고 일반단

지와 차단단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지 

중에서도 일반단지는 담장만 존재하고 단지차단문은 

없는 단지로 소극적으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단지

이다. 반면 차단단지는 담장에 더해 주민이 아닌 보행

자의 단지 내 진입을 차단하는 단지차단문을 설치하

여 적극적으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단지이다.

(2) 연구대상지 설정 및 설문 방식

연구대상지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해 건립된 아파

트단지가 저층주택지와 바로 접하는 곳이 많고, 고소

득자가 많아 주거폐쇄화가 두드러지는 서울시가 적합

하다. 대상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차단단지 주변, 같

은 도보생활권에 속하는 인근 지역으로 하되 주거기

능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빗장주거단

지의 면적 기준은 정의된 바 없으나, 서울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축구장 크기 정도인 7,000m2

가 놀이터와 녹지공간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갖춘 단

지의 최소대지면적으로 나타난다(Kim, 2018).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단지 중 차단문이 설치되어 

출입통제가 철저한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지로 

선택하였다. 서울에서 단지차단문이 설치된 단지는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으나(Kim, 2018) 

가능한 한 지리적으로 다양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강남구 5개, 양천구 2개, 노원·동작·서초·

용산구에서 각 1개, 총 11개 동네가 선정되었다.

연령과 성별 쏠림에 의해 조사결과가 편향되지 않

도록 통계청의 집계구 단위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 실제 인구 구성과 비슷하게 표본구성

을 미리 대상지 인구 크기와 인구 내 연령 구성에 맞

도록 배분(quota sampling)하였다. 이를 위해 동네의 

범위를 통계청 집계구 단위와 일치시켜 실제 연령 비

율과 일치하고, 성별은 1:1 비율에 가깝게 표본구성을 

설계하였다. 표본설계 후 대상지에서 표본설계에 제

시된 연령과 성별 비율에 맞게 무작위로 대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85부가 수거되었다.

설문문항의 대부분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답변을 점수화2)한 후, 주거지 폐쇄성의 정도에 

따라 비단지, 일반단지, 차단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 나누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측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설문답변 점수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독립

변수가 2개일 경우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

을 실시하고, 3개일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분석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

였다.

2) 설문 결과

(1) 거주지 페쇄도별 주민 특성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상위소득 가구일수록 아파

트 거주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국토연구원, 

2019), 본 조사에서도 표본을 비단지 거주자와 단지 

거주자로 구분하면 두 집단 간 상당한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존재한다. 월평균가구소득은 단지 주민이 비

단지 주민보다 약 1.3배 더 많았고, 점유형태에서도 

단지 주민의 60% 이상이 자가로 살고 있는 반면, 비

단지 주민의 자가거주율은 44%에 그쳤다. 비단지 주

민의 월세 거주비율은 단지에 비해 약 5배가량 높아 

전세보증금 또는 자가주택 보유 여부로 가늠해볼 수 

있는 자산보유 수준에서도 단지 주민이 더 많은 자산

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에 비해 비단

지 주민의 평균연령이 5세가량 낮고 가구원 수가 적

어서, 생의 주기상 젊었을 때는 비단지에서 살다가 자

산이 축적되고 자녀가 생기면 단지로 옮겨가는 것으

로 분석된다.

<표 2> 비단지와 단지의 표본 특성

거주지 표본 수
평균

연령

평균

가구원 수

월평균가구

소득(만 원)

비단지 125 43.4 3.15 434.4

단지 360 48.4 3.45 546.1

전체 485 47.1 3.37 517.3

<표 3> 비단지와 단지의 점유형태 비교

거주지 자가 전세 월세

비단지 43.5% 37.1% 19.4%

단지 62.6% 32.7% 4.7%

전체 57.7% 33.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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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폐쇄도에 따라 표본을 비단지, 일반단지, 차

단단지로 삼분해서 보면 집단별 월평균가구소득과 평

균가구원 수는 폐쇄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였다. 단, 

비단지와 일반단지 간 월평균 가구소득격차는 22.8%

인 반면, 일반단지와 차단단지 간 격차는 5.3%로 크

지 않았다. 가구원 수는 폐쇄도가 높을수록 약 6%씩 

고르게 증가하였는데, 평균연령은 차단단지 거주자가 

일반단지 거주자에 비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가구원 수 차는 자녀 수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폐쇄도가 높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높았으

며, 월세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폐쇄도가 높

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고 자가점유

와 전세 비율로 측정될 수 있는 자산이 많으며 자녀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2) 주거의 질 지표

주택 만족도는 3개 거주지에서 모두 보통(3.0) 이상

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비단지보다 단지의 만족도가 

0.5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네 만족도 역시 같은 동

네에 살고 있더라도 비단지 주민에 비해 단지 주민의 

만족도가 0.5점 이상 높은 편이어서, 단지 안과 밖에

는 주택과 근린의 질에 있어 모두 상당한 격차가 존재

하고 있었다.

동네 안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역시 단지거주자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단지 안에서는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동네 안 범죄 안전 만족도

는 비단지와 일반단지 주민들의 점수가 유사한 반면, 

차단단지 주민들의 점수가 높아 차단문의 존재가 안

전에 대한 뚜렷한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커뮤니티 소속감 지표

동네 커뮤니티 소속감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의지는 

모든 집단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편(보통 이하)이나, 

비단지와 일반단지가 비슷하고 차단단지의 점수가 높

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단단지의 커뮤니티 소속

감이 일반단지보다 높게 나타나, 단지 거주라는 공통

점과 사회경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주민 집단 

간 차별성이 나타났다. 동네주민 화합도와 호감도로 

살펴본 동네주민에 대한 이미지 역시 주거지 폐쇄도

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이었다.

차단단지의 높은 커뮤니티 소속감은 다른 나라에서 

<표 6> 주거의 질 지표

거주지
주택

만족도

동네

만족도

단지 안 

범죄

안전

동네 안 

범죄

안전

비단지 3.35a 3.29a 　- 3.34a

일반단지 3.86b 3.89b 3.57 3.41ab

차단단지 3.98b 3.85b 3.86 3.62b

전체 3.78 3.72 3.71 3.46

검정방식 Scheffe Scheffe x2 Scheffe

F/p

x2/p

21.605/

0.000***

19.849/

0.000***

24.939/

0.000***

3.621/

0.027*

p ‹ 0.05*, p ‹ 0.01**, p ‹ 0.001***

<표 7> 커뮤니티 소속감 지표 - 소속감

거주지 단지 소속감 동네 소속감
커뮤니티 활동 

참여의지

비단지 　- 2.63ab 2.82a

일반단지 2.89 2.59a 2.79a

차단단지 3.10 2.87b 2.97a

전체 2.98 2.70 2.86

검정방식 x2 Scheffe Scheffe

F/p

x2/p

11.396/

0.023*

4.473/

0.012*
1.784/0.169

p ‹ 0.05*, p ‹ 0.01**, p ‹ 0.001***

<표 4> 비단지, 일반단지, 차단단지의 표본특성

거주지 표본 수
평균

연령

평균

가구원 수

월평균가구

소득(만 원)

비단지 125 43.4 3.15 434.4

일반단지 185 48.9 3.35 533.5

차단단지 172 47.8 3.56 561.6

전체 482 47.1 3.37 517.3

<표 5> 비단지, 일반단지, 차단단지의 점유형태 비교

거주지 자가 전세 월세

비단지 43.5% 37.1% 19.4%

일반단지 57.1% 34.8% 8.2%

차단단지 69.0% 29.8% 1.2%

전체 57.7% 33.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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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기존 연구(Wilson-Doenges, 2000; Lemans-

ki, 2006)와는 반대의 결과로, 서울에서는 물리적 폐

쇄성이 사회경제적 동질성에 기반한 단지 구성원 간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웃과의 상호작용 지표

주민들 간 실질적 이웃 관계는 커뮤니티 소속감과

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주거지 폐쇄도가 낮을수록 

이웃과의 상호협조가 활발하며, 이웃과 친하게 지내

려는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비단지 

주민은 경제적 자본의 부족을 근린의 사회적 자본으

로 메꾸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Lemanski, 

2006)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신뢰

도와 이웃 관계 만족도는 주거지 폐쇄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세 집단

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웃관계 만족도는 

주거지 폐쇄도와는 상관성이 없고, 소득과 점유형태

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소득이 높고 자가에 거주할

수록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5) 거버넌스 지표

빗장주거단지의 폐쇄성에 비추어 주민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단지에만 관심을 갖고, 주변 근린의 현안

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 인식

(Blandy & Lister, 2005)과는 달리, 모든 지역단위(단

지, 동네, 자치구)에서 차단단지의 커뮤니티 현안 참

여 의지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주거 폐쇄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아 통계 검정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치적 역량은 세 집단 모두 중간

점수인 3점에 못 미쳐, 주민들은 근린 단위에서의 정

치적 역량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폐쇄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단지는 동네보다 범위가 작고, 주민들이 직접 결성

하여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지는 비슷한 기구가 없는 동

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6) 포용성 지표

자신이 사는 단지가 아닌 주변 단지 실외공간 이용

<표 8> 커뮤니티 소속감 지표－동네주민의 이미지

거주지 동네주민 화합도 동네주민 호감도

비단지 2.63a 2.85a

일반단지 2.76a 3.14b

차단단지 2.87a 3.31b

전체 2.77 3.13

F/p 2.656/0.071 9.580/0.000***

p ‹ 0.05*, p ‹ 0.01**, p ‹ 0.001***

<표 9> 이웃과의 상호작용 지표

거주지
이웃과의 

상호협조

이웃 친화 

의향

이웃 

신뢰도

이웃관계 

만족도

비단지 2.60b 3.35b 3.09a 3.31a

일반단지 2.31ab 3.26ab 3.06a 3.15a

차단단지 2.20a 3.13a 3.03a 3.30a

전체 2.35 3.24 3.06 3.24

F/p
5.478/

0.004**

3.236/

0.040*

0.157/

0.855

2.808/

0.061

p ‹ 0.05*, p ‹ 0.01**, p ‹ 0.001***

<표 10> 거버넌스 지표－주민자치 참여의지

거주지
단지현안 

참여의지 

동네현안 

참여의지

자치구현안 

참여의지

비단지 　- 2.86a 2.85a

일반단지 3.00 2.89a 2.88a

차단단지 3.17 3.06a 2.95a

전체 3.08 2.94 2.90

검정방식 x2 Scheffe Scheffe

F/p

x2/p
6.783/0.148

2.577/

0.077
0.661/0.517

p ‹ 0.05*, p ‹ 0.01**, p ‹ 0.001***

<표 11> 거버넌스 지표－정치적 역량

거주지
단지에 의견반영 

가능

동네에 의견반영 

가능

비단지 - 2.70a

일반단지 2.77 2.68a

차단단지 2.87 2.70a

전체 2.82 2.69

검정방식 x2 Scheffe

F/p

x2/p
5.057/0.281 0.030/0.970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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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질문한 결과, 비단지 주민들이 산책·운동, 자

녀의 야외활동 등의 특정 목적 이용을 위해 주변 아

파트단지 실외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고,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 

오픈스페이스가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단지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지역공공재 역할을 일부 맡아 수

행하고 있으며, 비단지 주민들은 사적으로 생산된 지

역공공재를 활발히 무상사용(freeriding)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단지 주민들은 주변 단지 실외공간을 특

정 목적보다는 단순 통과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

(33.2%)이 가장 높았다. 차단단지 주민들은 타단지 실

외공간 이용이 불필요하고(33.7%), 이용하면 안 된다

(8.0%)는 답변이 많아 전형적인 빗장주거단지의 성격

인 자족성과 폐쇄성이 사고방식에 강하게 드러났다.

단지시설의 외부 개방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세 

집단 모두 야외공간 개방 필요성이 실내시설 개방 필

요성보다 더 크다고 보았으나, 차단단지 주민의 단지 

개방 필요성 인식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

게 나타났다. 보행자 차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단지

와 일반단지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차단단

지만 강하게 긍정하여 두 집단 간 상당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차단문으로 인한 불편은 세 집단 모두 불편 점수가 

중간점수를 넘지는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단지 실외공간의 목적성 이용이 

많은 비단지 주민이 그렇지 않은 단지 주민보다 더 크

게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일반단지와 차단단지는 

비슷한 정도의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즉, 일반단지 

주민은 차단단지 주민과 비슷하게 차단으로 인한 불

편을 겪고 있으나, 차단단지 주민보다 차단 반대 비율

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자 차단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도 비단지와 

일반단지 주민 의견이 서로 가깝고 차단단지 주민의 

의견이 동떨어진 결과가 도출되었다. 폐쇄도가 낮은 

곳에 사는 주민일수록 차단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높

고, 차단시 주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비단지 주민은 차단문 설치가 사회 통

념에 어긋난다고 보는 반면(3.30), 차단단지 주민은 

그렇지 않아(2.65) 상당한 인식 차가 드러났다.

<표 12> 집 주변 단지 실외공간 이용

실외공간 이용 비단지 일반단지 차단단지 전체

특정목적 이용 47.5% 31.4% 23.1% 33.5%

통과목적 이용 28.2% 33.2% 30.7% 30.9%

이용 불필요 16.6% 28.8% 33.7% 26.8%

이용 반대  5.0%  3.1%  8.0%  5.3%

이용 불가능  2.8%  3.5%  4.5%  3.6%

<표 13> 포용성 지표－공간 공유

거주지
단지 야외공간 

개방 찬성

단지 실내시설 

개방 찬성

보행자 차단 

필요

비단지 3.38b 3.24b 2.66a

일반단지 3.43b 3.03b 2.87a

차단단지 2.76a 2.61a 3.57b

전체 3.17 2.93 3.06

F/p
21.982/

0.000***

12.612/

0.000***

30.746/

0.000***

p ‹ 0.05*, p ‹ 0.01**, p ‹ 0.001***

<표 15> 포용성 지표－공간폐쇄에 대한 인식

거주지

차단시 

주변의견 고려 

필요성

차단문으로 

인한 갈등소지

차단문 설치와 

사회통념

비단지 3.51b 3.50b 3.30b

일반단지 3.32b 3.30b 3.07b

차단단지 2.94a 2.79a 2.65a

전체 3.23 3.17 2.98

F/p
13.285/

0.000***

19.796/

0.000***

15.761/

0.000***

p ‹ 0.05*, p ‹ 0.01**, p ‹ 0.001***

<표 14> 차단문으로 인한 불편 체감도

거주지 차단문으로 인한 불편

비단지 2.94a

일반단지 2.66a

차단단지 2.65a

전체 2.73

F/p 3.370/0.035*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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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분리를 선호하여 폐

쇄도와 사회적 분리 선호 성향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지는 사회적 분리

에 중립적 입장(3.06)을 취했으며, 일반단지는 긍정

(3.23), 차단단지는 강한 긍정(3.51)을 표명하였다. 반

면, 주거분리와 관계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소득을 비

롯한 다른 독립변수들은 사회적 분리 선호와 약한 상

관관계 또는 무상관성을 나타내, 폐쇄적 주거양식이 

사회적 분리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

로 드러났다. 반면 본인과 다른 배경을 가진 이질적 

이웃 수용 의향은 비단지에서 가장 낮고 일반단지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른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아 경향성이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3) 종합

빗장주거단지가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끼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비단지, 일반단지, 차단단지

로 나누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측정한 결과, 주

거 폐쇄성에 따라 각 주거지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우선 차단단지의 경우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주거의 질 지표와 커뮤니티 소속감 지표에서는 비

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사회적 삶에 관련된 

이웃과의 상호작용 지표와 포용성 지표는 낮은 점수

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차단단지는 단지 내 거주하는 

개인의 객관적, 주관적 삶의 질 향상에는 유리하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및 근린 공간 이용의 형평

성 유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거형태라고 볼 

수 있다.

비단지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차단단지와는 반

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비단지는 세 가지 주거지 중 

삶의 질에 관련된 주거의 질 지표와 커뮤니티 소속감 

지표 점수가 가장 낮아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된다. 비단지 주민이 이웃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차단단지 주민에 비해 좋지 않으나, 이

웃과의 교류로 나타나는 실질적 이웃관계는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단지는 공공가로와 바

로 접하는 도시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고, 저층주

거지 내 공공 오픈스페이스 부족을 주변 단지 내 사적 

오픈스페이스 이용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공유와 사회적 혼합에 대해 가장 포용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단지는 차단단지와 같은 빗장주거단지에 속하

<표 16> 포용성 지표－사회적 혼합

거주지 계층별 주거분리 선호 이질적 이웃 수용의향

비단지 3.06a 3.26a

일반단지 3.23a 3.53b

차단단지 3.51b 3.39ab

전체 3.28 3.41

F/p 8.926/0.000*** 3.674/0.026*

p ‹ 0.05*, p ‹ 0.01**, p ‹ 0.001***

<표 17> 빗장주거단지가 속한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

지표 주거 폐쇄성

주요 지표 세부 지표 비단지 일반단지 차단단지

주거의 질
주택과 동네에 대한 만족 ++ +++ +++

범죄로부터의 안전 ++ ++ +++

커뮤니티 소속감
단지와 동네에 대한 소속감 + + ++

동네주민의 이미지 + ++ +++

이웃과의 상호작용
이웃과의 교류 ++ + +

이웃에 대한 신뢰 ++ ++ ++

거버넌스
주민자치 참여 의지 + + ++

정치적 역량 + + +

포용성

공간 공유 +++ +++ +

공간폐쇄에 대한 인식 +++ +++ ++

사회적 혼합 +++ ++ +

+: 낮음, ++: 보통, +++: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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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득수준도 비슷하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차단

단지와 유사하기보다는 비단지와 차단단지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삶의 질은 차단단지보다 조

금 낮은 우수한 수준이면서 포용성은 비단지와 비슷

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태

까지 아파트단지 주거문화에 가해진 비판들에도 불구

하고 기존 일반단지는 주민들의 양호한 삶의 질을 유

지하면서도 근린의 파편화에는 극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단지의 내향성이 

강화되어 나타난 최근의 차단단지 등장은 현재까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유지되어 온 근린의 성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빗장주거단지의 존재가 근린의 사회

적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

단단지가 속한 서울의 11개 동네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단지와 비단지 간 사적 

인프라 양과 질의 차이에 따른 주거환경격차가 존재

하고, 이는 주민 간 사회경제적 격차 및 주거 분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차단문 유무에 따른 아파트단지들 

간 소득,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격차는 적은 편이나, 

사회적 사고와 행동양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

재하였다.

비단지, 일반단지, 차단단지를 비교하면 폐쇄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속감도 높아 고차원적 사회적 자본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관계로 측정되는 실

질적 근린 사회적 자본은 폐쇄도가 높아질수록 낮았

다. 또한, 주거지 폐쇄도가 높아질수록 주민들의 주거 

분리 욕구도 높았다.

폐쇄도가 낮을수록 주변 단지의 실외 공간 이용 비

율이 높고, 산책과 운동 등을 위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아파트단지 내 실외공간이 단지 주민뿐만 아니

라, 이웃 주민들을 위한 지역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지 폐쇄화가 공공 인프

라가 부족한 곳에 사는 단지 밖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

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간 내 단지 밖 공공 인

프라 개선이 어려우므로 단지 폐쇄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폐쇄도가 낮은 

곳에 살수록 차단문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느끼고, 보

행자 차단을 반대하여 차단문으로 인한 담장 안팎의 

갈등 소지가 잠재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주거지 폐쇄도에 따른 다른 주거경험

이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단문은 동일 주거지 

내 삶의 질을 높이고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주거 분리 선호와 담장 밖의 사람들에 대한 낮은 

배려로 연결되어 근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까지 차단

문 설치에 따른 극심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거지 내 차단문 설치 유무에 따른 주민들 간 뚜렷한 

사고방식 차이를 볼 때, 주거 폐쇄화가 공간적·사회

적 분리의 고착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방형 아파트 설계 장

려, 공공건축가 단지 설계 투입, 담장 없애기 운동 등

을 통해 줄곧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을 완화하려는 노

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건설과 관리 

체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는 아파트

단지 폐쇄화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정책범위가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는 빗장주거단지가 근린의 사회적 지

속성에 끼치는 영향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시민사회와 

정부에 환기시키고, 선제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가 밝혀낸 

아파트단지 내부의 사적 오픈스페이스의 공공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할 수 있다. 단지 주민의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공성을 유

지하기 위해 국가가 차단문 설치를 강제로 막기는 어

렵기 때문에, 대신 대도시 버스 준공영제나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지원처럼 일부 아파트 옥외공간의 준공영

제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주변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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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파트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의 유지 비용을 국가

가 보조하여 차단문 설치를 막는다면, 국가는 오픈스

페이스 신설과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는 공

간·사회적 폐쇄화와 분절화 방지 및 저층주거지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

1) gated community의 우리말 번역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

으며, 본고에서는 Kim(2018)에서 제안한 빗장주거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3) 김은정 외(2011)에 따르면 출산의향은 소득과는 관계가 없

었고 자산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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