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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는 발명품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한국인 대부분이 안고 있던 심각한 주
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건설 혁명’이다. 백성들의 먹거리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농토마
저도 갖추지 못할 만큼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던 이 나라, 게다가 식민 압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나마 유지해오던 주거지마저 통째로 잃어버리는 아픔을 우리는 겪었다.

이런 총체적 한계 속에서 개발의 시대를 관통하며, 한정된 땅 위에 최대량의 주거로 채우는
일. 그 이전의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넉넉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주거를
많은 이들이 갖추고 살게 된 사실은 가히 주거와 도시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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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 또한 이 주거 시스
템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지속적이고 무분별한 공급의 정책을 넘어서, 우리에게
닥친 도시와 주거지의 한계상황을 지혜롭게 개선해 가야 한다.

비움 : 우선 그 집적된 도시의 틈새를 솎아내며 비워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살기 위해서
협소하게라도 나눠 가질 수량 확보에 집중하던 시대는 지났다. 채우기를 멈추고 비워야 할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도시는 잉여의 땅이 생길 때마다 무언가 건설하기보다
비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거단지 속에서도 더 많은 공유 녹지가 생성되는 계획을 제안
하고, 건물에서 막힌 벽과 갇힌 방을 솎아내며, 공중정원을 설치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
다.

열림 : 이미 장벽처럼 막힌 주거단지를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늘과 자연을 향해 열린 단지
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로와 접한 건물의 막힌 벽을 헐고서, 주위의 외부공간으로 투명
하게 개방하여 소통하는 방식은, 법제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듭 시도해 볼 일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전혀 중시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답답한 도시에서의 ‘열린 가치’와
건물에서의 ‘투명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들림 : 현재 주거를 들여다보면 각 세대 간, 또한 건물들 사이의 폐쇄성이 심각하다. 우리가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면 즉시 이웃과의 단절이 감행되고 만다.

정겨운 우리 전통 가옥에서의 내밀한 안채와 교류하는 사랑채, 안팎의 마당 영역에 따라 이
웃 간 서로 정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었던 지혜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의 누각
처럼, 우리네 건축에 이미 존재했던 개념을 현대적인 기술로 들어 올리는 방식은 아래쪽 공
간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희망적인 미래 도시와 건축을 향한 하나의 돌파구일 수
있다.

내부로 사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밖으로는 열어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교류하고 배려하
는 도시 환경의 개선을 위해 비움, 열림, 들림의 공간 철학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길 소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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