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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82년생 김지영>에서 드러나는 상황 내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

A Study of Existential Meaning of Balcony in Korean Apartment Housings
- Based on Discoveries of Situational Settings in <Kim Ji Young, Born in 1982> 방예림*
Bang, Yerim

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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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erature, however fictional, is based on reiteration of realistic affairs supported by causal relationship and feasibility.
Rather than to investigate from a view defaced to eliminate erroneous variables,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Kim Ji Young, Born in 1982> to infer existential meanings
of modern balconies in Korean apartment housings. The story depicts how the modern Korean society neglects conflicts
and sacrifices induced by gender inequality and patriarchy to maintain status quo. The balcony is where the protagonist
falls back on to distance herself from what insinuates to have caused exhaustion and loneliness. People on balconies
disengage in situations happening inside, while being made to remind whom they care about when they recognize the
change of the weather. This occurrence is wired to our memes that have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fudo,
establishing a foundation to develop common sense for community and having been repeated throughout the history.
Most researches on balconies in Korea have concentrated on its functional aspects and its usage to expand interior space,
increasing economic advantage. These new discoveries in meanings of balconies would enrich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balconies and thus, living space.
Keywords : Balcony, Korean Apartment Housing, <Kim Ji Young, Born i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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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성 주부에게 집은 단순 주거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 예컨대, 박완서 소설1) 속의 모습을 통해 여성 주부들
은 집을 ① 지켜야 하는 살림으로, ② 삯바느질과 같이 부
수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일터로, ③ 문간방에 임차인을
들여 임대료로 생활을 경영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④ 요동
치는 부동산 경제를 기회 삼아 자산을 증식시키는 재산2)
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들은 여성 주부
에게 발코니라는 공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전
용면적 확장을 위한 서비스 면적,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정회원(주저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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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ak-gu, Seoul 08826, Korea E-mail: jub34@snu.ac.kr
본 연구는 2021년도 4단계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관리번
호 4120200113771).

표출하는 장식적 공간,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적 요소 등)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코니는 외기에 노출된 구조를 갖는 노대 등으로 1958
년 건설된 종암아파트와 함께 우리나라 건축에 도입되었
다. 발코니는 전통주거의 마당을 대체하기 위한 외부공간
으로 기능하였으나 이후 1980년대 새시 설치 규제 완화
로 반-내부화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2005년 발코니 확
1) 박철수는 연구대상으로서 박완서의 문학작품이 갖는 가치를 다음
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공간과 장소의 사실에 대한 재
현 가치, 2) 도시 중류 가정의 삶의 복원재로서의 가치, 3) 근현대 서
울 주거사의 독보적 가치, 4) 가족사와 공간소비와 일반성 추론자료
로서의 가치, 5) 작가의 이주경로에 의한 사실확인 자료로서의 가치.
Park, C.-S. (2006). Dichotomous View on Seoul Residential Areas
presented in Park, Wan-So’s Literary Work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7(2), 63-75
2) “경제력이 있든지 복부인 노릇이라도 할 줄 알든지. 요샌 복처(福
妻)처럼 큰 처복도 없다고들 하더구먼.” 찬국은 복처라는 소리에 한
없이 낄낄거렸다. 자신이 왜 하루종일 쓸쓸하고 허전했던지를 비로
소 알 것 같았다. 그는 그의 아내가 아파트 투기에 손을 대는 걸 눈
치채고도 모른 척 묵인했었다. …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복부인이었지만 잘되면 알토란같은 복처였다.”(Park, 2012)에서 아
내들이 집을 자산 삼아, 또는 자산으로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하는
시대상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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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허용으로 인해 전용면적 증가를 위한 서비스면적으로
전락하였고 완전히 내부공간으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코니의 정체성이 혼란한 현대사회3)에서 원점으
로 돌아가 발코니의 단편적인 의미에 제한된 접근 방식
과 달리 발코니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상
황 속 발현되는 존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의미를 도출
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방법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일상을 관찰하여 실존
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발코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 고찰과 더불어 개연성을 가진 이야기 내의 보
편적인 개인의 삶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그 상황의 배
경이 되는 공간의 의미를 유추하고자 한다. 스토리 내 공
간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영화를 전개
하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공간적 배경을 사용한 연출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문화와 관습의 기저에 깔려있는 발코니
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영화를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체로 선정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영화 스토리 내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
여 인물간 관계와 공간의 상관성을 이해한다. 특히, 한국
의 1980년대 생의 여성을 대표하는 허구적 인물이 인지
하는 발코니의 의미를 알아본다. 발코니가 사용되는 장면
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각 상황 내 인물의
심리, 자세, 행동 등을 조사하고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발코니를 연출하기 위해 사용된 영
화 촬영기법을 분석하여 영화 제작자와 등장인물뿐만 아
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이 느끼는 공간의 공감각적 요소
와 영향을 해석한다. 영화라는 연구 자료의 특성을 활용
하여 이전의 연구들과 다른 관점에서 발코니의 의미를 알
아보고자 한다.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의의

발코니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의미
를 토대로 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진행되었고, 확장에
대한 각 입장의 관점4)과 의의, 그 영향5)에 대해 서술했
다. 연구방법으로는 주거시설의 평면을 분석하는 방법과
3)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공동주택에는 법적으로 발코니가 있으나
사실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발코니라는
이름이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존재하나 분양공고를
거치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모든 공동주택의 발
코니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피공간의 면적을 제외하
고 확장을 하기 때문이다.” Lee, M. -G., & Jung, Y. -C. (2021). The
Issues and Tasks of the BUILDING ACT in the Balcony Expansion
of Apartment Houses, Chungnam Law Review 32(1), 293-321
4) Park, C.-S. (2004). Emerging from Customary Design for
Balcony Space in Apartmen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itute of
Korea 20(4), 67-76
5) Rhee, B. -H., & Chang, D. -M. (2018). Changes on Building
Density after Legalization of Balcony Expansion -Focused on
Apartment in Songdo Economic Free Zon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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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및 설문 조사가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발코니가 사용자 측면에서 수용되는 의미6)와 선
호도, 그리고 계획했던 의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7) 또한,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 양상을 우
려하여 확장형 발코니의 실태 및 영향,8)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겪는 불편함의 모순9) 등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었다.
다양한 분석의 틀로 발코니가 해석됐지만, 발코니가 내
포하고 있는 상황적 의미에 대한 분석과 역사에 대한 고
찰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
코니 확장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벗어나 발
코니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건축
계획의 관점으로 본 발코니의 정의는 ‘발코니를’ 사용하
는 관점에서 내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건축을 도구
로 사용하여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어 발
코니의 유용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발
코니를 대상화하여 그것의 효용성에 대해 논하기보다, ‘발
코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여 장소로서 발
코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
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
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Jee(2009)에 의하면, 발코니에 대
한 다수의 정의가 있지만 “이를 모두 종합할 때 들보의
연장이라는 발코니의 어원적 정의가 이미 내재한 특성으
로서의 발코니의 켄틸레버 구조와 개방된 건축부라는 내
용”을 포함한다.
<Table 1>에 따른 발코니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을 살
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코니가 서서히 내부공간화
·전용면적화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발코니는 초기에
엄격히 외부공간으로 제한되었지만, 새시 설치를 통해 반
-내부화되었다. 새시를 설치한 이후로는 발코니의 바닥높
이를 인접실과 같게 한 후 같은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여
6) Jee. S. -I. (2009), Characteristics of Balcony Space Changes in
Korean Apartment Housing,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7) Park, K.-O. & Lee, S.-U.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Balcony after Legalization to Remodel the Balcony
-Focused on Comparison of the Apartment Plans of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ial Area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10(2), 61-70
8) Kim, S.-Y. & Oh, C.-O. (2012). A Study of Current Status and
Residents’ Needs of Balcony Extension in Korean Apartmen
Housi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1(2),
152-162
9) Shin, H.-S. & Kim, D.-H. (2018). A Study of Influence on
Apartment Unit Plan according to Balcony Extension -After 2008
Focus on Apartment Under 85 m2-, Proceedings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1), 73-76

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82년생 김지영>에서 드러나는 상황 내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

Table 1. Korean Rule of Law of Balcony in Apartment Housing
Year

Laws and Regulations

1962

Floor area: The projected area of each floor or parts of a building
surrounded by the center line of walls or other means of divis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4 (1) 3

1973.
09

The surface area of a balcony, and the like, shall be included
in the floor area of a building in case the area of rails or
surrounding walls around the balcony exceeds more than 1/2
of the vertical plane of the area bound by the exterior line of
the building and the roof.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 (1) 3 Na

1982

In case the area (excluding the area of the spatial part) of the
rail wall, and the like, surrounding it exceeds more than a half
of the area of the vertical plane (excluding the interior side of
a roof) from the exterior line of the floor to the roof, and the
like, such area shall be counted as the floor area.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01 (1) 3

1986.
12

If the protrusion of a balcony, and the like, in a collective
housing exceeds 1.2m, the exceeding area of the balcony floor
shall be counted in the floor area.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01 (1) 3

1988.
02

The surface area of a balcony, and the like(the area between
the center line of exterior wall and the wall of a balcony), in a
collective housing shall be included in the floor area of
building, regardless of its rails, with the deduction from the
value: the dimension of the longest exterior wall, adjacent to
the balcony, multiplied by 1.5m.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01 (1) 3 Da

2000.
06

The surface area of a balcony, and the lik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lcony, etc.”) shall be included in the floor
area of the building, regardless of its rails. The area of a
balcony, etc. shall be deducted from the value: the dimension
of the longest exterior wall, adjacent to the balcony, multiplied
by 1.5 m; in case in a presence of a flower box installed on the
side of the balcony, etc. facing the sun, if the surface area of
which exceeds fifteen percent of that of the balcony, etc., the
deduction may increase by multiplication of 2m rather than
1.5m, regardless of interior walls or columns. Amendment to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 (1) 3 Da

2005.
12

A balcony installed in a housing within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ay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iving rooms, bedrooms, and storage, if necessary.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 (1) 15

경계를 허물고, 날개벽을 없애는 등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인접실, 주로 거실의 면적을 확장하는 ‘발코니 확장’이 유
행하였다. 발코니 확장과 같은 무분별한 전용면적의 증가
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2005년 12월에 개정안
을 통해 이를 허용하였다. 2005년 이후 건축법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건축 지침서를 통
해 발코니를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2. 한국 주거사적 관점으로 본 발코니의 의미

한국전쟁 이후 도시복구 및 주택공급의 문제가 심각하
였다. 인구증가와 핵가족화 현상과 더불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난이 가중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해결안
으로 “한정된 대지에 많은 가구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아
파트라는 주택 유형이 도입되었다.”(Ahn, 1993)

15

아파트 개발 시작 당시는 공공부문이 공급을 주도하였지
만, 이후 아파트가 도시주택의 전형이 되는 현상이 지속되
었다. 이때, 발코니는 서양의 근대 아파트의 도입과 함께
부지불식간에 우리나라 주거에 정착하게 되었다. 발코니는
바닥면적 산출 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
기 때문에 발코니의 활용은 같은 전용면적 내에 더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경제적 이익10)과 부합하였다. 이
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발코니 확장 서비스를 제공
하였며, 건축면적의 법적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준
11)
으로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을 규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와 같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
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 새로운 양상이 일상
화되자, 한국인들은 다시 발코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12)
1) 전통주거의 외부공간 마당의 의미 계승
발레리 줄레조13)는 우리나라의 발코니는 한국전통주거
의 외부공간, 마당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4)
초기의 아파트 발코니로 인한 문제는 “적층형 주거형식에
서 오는 외부공간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문제, 고층에서
의 안전한 대피 문제, 그리고 주호내부에서 외부 시선에
의 노출 문제, 즉 주호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것”(Jee,
2009)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전통주거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의 역할 부재는 주거생활에 있어 장독대를 위한 공
간과 세탁물을 건조할 공간이 없다는 불편함을 초래하였
고, 사용자들은 마당을 발코니로 대체하였다.15) 이처럼 발
코니에 대한 인식은 전통주거에서 서구의 아파트로의 주
거형식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 사라진 마당의 쓰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10)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원
인을 “전용공간 확보에 치우친 아파트 거주자들의 편향적 주택 선호
속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공급제도와 건축법상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Seo, B. -K., &
Choi, J. -O., （2001）. A Study on Tendency of Extended Balcony
Unit Plans of LH Corp.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1), 146-153
11) Cho, S. -K., Kim, Y. -H., Nam, S. -W., Kim, S. -S., (2020).
Policy Tools for Encouraging Exterior Balconies of Residential
Buildings in Response to the Living Spaces Challenge under
COVID-19,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12) “예전에는 발코니의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실내공간으로 확장
하는 건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발코니 본연의 용도로서 필
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Lee & Jeong, 2021)며 발코니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있다.
13) Gelezeau, (2007). Seoul, Ville Geante, Cites Radieuses (아파트
공화국), humanitas, 193
14) 이때 마당은 조선시대 전통주택 마당의 의미보다 도시한옥의 마
당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조선시대 전통주택의 마당은 주거와
완전히 분리된 외부공간인 반해, 도시한옥의 마당은 ‘ㄷ’자 형태의
가옥과 옆집 벽에 의해 닫힌 외부공간으로 사적 외부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Jee. S. -I. (2009). ibid
15) “1958년 종암아파트와 그 이후의 아파트들에서 발코니는 1960
년대까지 한국 도시의 보편적 주거형식인 도시형 한옥에 형성되었
던 외부공간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당시 아파트의 주생활이 시작
되면서 도시형 한옥의 외부공간이 수행했던 장독대 거취, 세탁물 건
조장, 창고 및 정원에 대한 요구와 고민이 발코니와 다용도실을 중
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Jee. S. -I. (200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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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면적 확장의 수단
먼저,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계획적으로는 동일한 개념
으로 건축법규 내에서는 발코니를 노대 등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법>에서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
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
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건
축물 내부 및 실내 공연장에 좌석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
한다. 그러나 노대는 “비가 들이치고 이슬이 맺히는 부분
으로 외벽 밖에 위치하여 실내 외의 심리적, 물리적 완충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되지 않는 외부공간”
을 의미한다.16)
발코니는 노대 등으로 포함되어 외부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의 외벽의 요철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닥면적 산정과정 중 ‘외벽의 중
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 면적에서 가장 긴 외
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서비스면적으로 정의
하여 제외한다. 전용면적의 최대 효율을 지향하는 수요의
대세17)에 따라 공급자들은 서비스면적을 최대한 제공하고
자 노력하며 발코니를 적극 활용하였다. 공제받는 서비스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
의 끝부분까지의 면적(발코니 면적)]−[가장 긴 외벽의 길
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서비스 면적)]=0이 되도록 설계
하는 것이 곧 불문율이 되었고, 발코니는 1.5미터 폭을 가
진 복도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건설업체는 경쟁이 과열되고, 그
들은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으로 '아파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 한다.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확장형 발코니을 앞
세워 그들은 실내 인테리어 및 설비의 고급화하였고, 1998
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경쟁은 가세하며 발
코니 확장은 암묵적으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18)
3) 기능적 의미
이외에도 발코니의 기능에 따라 발코니의 의미를 다음
과 같이 분화할 수 있다: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온실 및
정원;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취미 및 여가공간; 가재도
구 등을 보관하는 저장공간; 화재 및 재난 시 대피공간;
외부를 조망하는 전망대;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내외부의
중간공간; 외기환경 영향으로부터의 완충공간.19) 다음과
16) 박용석,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설산업동
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16
17) "발코니 확장의 확산은 아파트 거주자의 선호에 종속되어 아파
트 평면설계를 주도하는 주택건설업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
서 아파트 거주자 중심의 개인&#12334;문화적 욕구표출의 심화와
거주자 주도의 발코니 확장의 확산은 주택건설업체의 상업주의 논
리와 결탁하게 되고, 주택건설업체의 확장형 발코니 계획 관행이 시
작된다.” Jee, ibid, 2009, 266
18) 강부성 외 6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2001, 417
19) Choi. S. -M., Lee J. -S., Yoon C. -S., Improvement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the Balcony Space in A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2(3),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01,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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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발코니의 사용자 관점에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발코
니의 목적과 용도에서 비롯되는 의미를 연구한 논문도 다
수 있지만, 발코니라는 공간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은
주객관계에 머물러있어 피상적인 해석에 그칠 수 있다.
발코니의 추상적인 개념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분석의 틀

Song(2017)은 이야기 내 상황을 통해 공간의 특성을 도
출하였다. 이때 이야기는 개연성과 허구성을 갖춘 ‘있음
직한’ 사건의 연속이며, 이야기 내 사건은 인간의 관습에
의해 동의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와 사고로 이루어져 있
다. 그녀의 노력은 이야기 속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주어
진 상황을 이루고 있는 사건의 계열을 확인하고, 이로부
터 공간 요소들 간 관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공간
그 자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확인되지 못하는 공간의 의
미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Song,
2017).
따라서 영화가 담고 있는 건축 및 도시적 상황을 분석
하기 위해 스토리를 분석함으로써 발코니를 대상으로 연
구하였을 때 놓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발코니
의 역할과 존재성, 그로 인한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영화에서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수단-인물의
대화와 자세 및 동작, 사건 전개 양상, 카메라 기법과 연
출 효과 등-을 통해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함으로
써 기저에 깔려있던 발코니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및 분석
1. 연구 대상 선정 근거

1) 하이퍼리얼리즘 장르
조남주의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은 현대 Y세대, 또
는 밀레니얼 세대20) 여성들의 삶의 보편적 일상을 보여준
다. 과장도 꾸밈도 없는 그녀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큰 공
감을 끌어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강요된 전통적인 가
부장제도 아래 치러진 어머니의 희생과 공론화되지 못하
고 개인의 치부로 여기던 현대의 성차별적인 문화, 그리
고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딸을 위한 용기와 희
생이 담겨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란 “극단적인 사실적 묘사에 의하여 흔
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일순간 정지시켜 강조해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는 익숙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
게 한다. <82년생 김지영>을 하이퍼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한 대상의 일대기를 나열한 것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느 현대 한국 여성
이라면 공감하고 경험해봤을 일상적 내용을 저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1)
20)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

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82년생 김지영>에서 드러나는 상황 내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

조남주의 소설을 영화화한 김도영 감독의 영화 <82년생
김지영>도 또한 원작의 의도를 계승하여 현대여성들의 현
실적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대중영화로서 <82년생
김지영>은 사회적 반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사
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관찰과 더불어 사회의 패러다임
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82년생 김지영>을 연구자료로 사
용함으로써 건축계에 전향점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코니’ 공간 연출 의도
소설 <82년생 김지영>과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차
이가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소설에서는 ‘여자
김지영’을 강조하지만, 영화에서는 지영과 미숙의 관계,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22) 개인으로서 겪
는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
은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가 겪은 희생에 대한 미안함
은 남녀 모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여자와 남자, 성차별과 갈등의 이슈를 넘어서,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모성애와 여성 주부의 고된 일상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출한 장면을 통해 보여준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발코니(베란다)를 의도적으로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김지
영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심경을 드러낸다.24) 발코니라는
공간은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써
사용되지만, 김지영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삽입된
장면을 병치시킴으로써 영화 전개 내 리듬의 변화를 준
다. 또한 집 내부의 인공적인 조명 아래 파리한 인물의
안색은 발코니의 자연 햇빛 아래 생기가 비쳐 공간과 더
불어 조명의 색조와 밝기에 따라 인물의 모습이 다르게
연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발코니와 집 안의
21) 장영엽, [82년생 김지영 ①] 개봉 전부터 극과 극의 반응으로 사
회적 쟁점이 된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소설과 어떻게 같고도 다
른 길을 갔을까, 씨네 21, 2019-10-30, http://www.cine21.com/news/
view/?mag_id=94129&utm_source=naver&utm_medium=news
22) 부수정, “[D-인터뷰]<82년생 김지영> 감독 ‘두려워도 용기 있게,’
”데일리안 오피니언, 2019-11-05 https://www.dailian.co.kr/news/
view/838138
23) “살아 숨 쉬는 지영의 ‘개인성’만큼이나 그의 삶에 담긴 시대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일도 중요했다. 원작에서는 각종 통계치가 동원
됐다면, 영화에서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다른 세대·조건의 여성
들 이야기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김지혜, “‘평점 테러’ 뚫고 개봉
한 <82년생 김지영> 김도영 감독 ‘우리 딸 시대엔 성차별이 전래동
화로 여겨지길,’” 경향신문, 2019-10-28, https://m.khan.co.kr/
view.html?art_id=201910282128015#c2b
24) “지영의 휴식은 연속된 노동의 하나로 존재하는 대신 영화 전반
의 공기를 일순간 뒤바꾼다. 그런 의미에서 베란다라는 공간은 지영
이 호흡하는 공간이자 가장 영화적인 공간이다. 그곳은 집에 갇힌 지
영이 바깥을 내다보는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지영
에게 빛이 스미는 공간이다. 이때 빛은 현실의 햇살이 아니라 세공
된 미술의 흔적이 엿보이는 어딘가 인공적인 빛이다. 피로와 우울함
이 깃든 지영의 얼굴을 비추는 빛은 그녀가 선 장소가 일종의 무대
임을 일러준다. 무대로서의 투명한 베란다는 전체의 연극 속에서 무
대 위에 오르기 직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가는 출입구 같은 공
간이다. 이곳에서 나의 존재를 다독이고, 현실의 역할 속으로 들어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김소희, “<82년생 김지영> 현실이 삼킨 존
재를 비추는 허구의 빛,”씨네21, 2019-11-13, http://www.cine21.com/
news/view/?mag_id=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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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통해 현실의 장소에서 무대를 발견하는 극적인 효
과와 더불어 발코니라는 공간이 인물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속의 발코니의 연출의도
를 통해 여성 전업주부에게 갖는 발코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므로 연구 분서자료로 사용하였다.
2. 발코니 공간과 인물 관계의 상관성 분석

건축의 양식은 우리가 사는 공간을 구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삶을 사는 방식을 조직한
다(Evans, 1978). 또한, 가족 구성원의 특징 또는 관계에
따라 공간의 위계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공간 출입의 자
율성 및 강제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문의 개방 또는 방의
밀실 여부가 프라이버시를 만드는 동시에 인간관계에 영
향을 미친다.
<82년생 김지영>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드러난
다. 첫 번째는 주인공 김지영의 내적 갈등으로 육아와 가
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복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두 번째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으로, 학창시절 트라우마가 된 스토커와 아들이
우선인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의
갈등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으로 전근대적인 가부장 제도
와 성차별로 인한 유리천장, 양성평등의 역차별이 있다.25)
예컨대, <82년생 김지영>에서 시댁에 방문한 김지영은
‘다른 가문 출신의 외인’으로 거실과 같은 가족 공간에 어
울리지 못하고 주로 주방에 남아있으며 명절 음식 준비
와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한다. 차례를 지내며 남편의 가족
은 모두 절을 하는데 김지영과 시어머니는 거실과 부엌
을 나누는 미닫이문의 경계 밖에서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여성을 경시하는 가부장제도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시누이가 친정으로 돌아오자 전과 수정과를 대접하길 요
청하는 모습과 고생했으니 거실이 아닌 ‘방에 들어가서’
쉬라는 모습을 통해 시어머니는 김지영을 외부인으로 배
척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Figure 1. A Diagram Showing Boundaries Formed by Hierarchy
in Space Dependent on Human Relationships

25) 김지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임신
전에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시댁을 부담스러워하며, “출산 이후
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벌써 이런 고
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임신한 후,
안정적이고 수입이 더 많은 직장을 가진 남편을 대신해 육아를 도맡
게 되었다. 임신 전, 그녀는 일이 고되어도, 일함으로써 얻는 성취감
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아이를 남의 손에 맡
기고 일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듯, 일을 그만두고 아
이를 키우는 것도 일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었기에 그는 퇴직과
동시에 박탈감을 느꼈다(조남주, 201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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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Figure 1>을 통해 관찰할 수 있듯이, 물리적
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 공간
의 사용이 제한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발코니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사회적 영향으로 인
해 발코니의 쓰임과 의미도 다르다. 주방 발코니 또는 다
용도실을 사용하는 김지영과 시어머니는 ‘주방 일’의 보
조공간으로 사용한다. 또한, 발코니 사용자가 주로 가사노
동을 하는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딸은 자신의 친
가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주객전도 되어있는 점도 또
한 발견할 수 있다. 발코니라는 공간의 용도와 기능에서
비롯된 공간의 의미는 주거공간 내 발코니의 사용자, 특
히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유리되어 발코니의 활용가능
성과 장소성, 역사성과 같은 공간적 가치를 한정시킨다.
3. 발코니가 등장하는 장면 내 인물의 대화와 동작 및 사건 분석

한 유형의 사람을 객관화한 개인의 보편화된 발코니의
사용을 관찰하는 것보다 여성 주부의 관점에서 발코니의
의미와 공간의 위계 및 경계설정의 매커니즘을 관찰함으
로써 다음과 같이 더 심층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영화
는 김지영의 각 유형의 갈등을 삽화식으로 구성하며 그
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회상장면 이후 발코니에서 김지
영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Figure 2>은 영화장면을 토대로 김지영이 사는 집의
평면을 재구성한 것이다. 전형적인 단위세대의 평면구성
을 미루어보아 영화가 한 집에서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
렵지만, 주인공의 주거생활을 나타내기 위한 공간 연출이

었음을 고려하여 다음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발코니
에 연출되어 있는 모습을 표기하고 각 장면의 김지영의
발코니에서의 위치와 자세 등을 나타내었다. <Figure 2>
을 참고하여 다섯 번 동안 영화에 등장하는 발코니의 상
황을 분석하였다.
1) [0:01:35-0:02:00]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김지영이 청소와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다 발코니에 나와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을 힘들
게 하는 가사노동의 일터인 거실을 뒤로하고, 무표정으로
밖의 하늘을 본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찾자 그는 바로
싱긋 웃으며 아이를 본다. 그녀는 “그냥 가끔 옛날 생각
많이 나고, 해 질 무렵이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기는
하는데 자주 그러는 건 아니야”(Cho, 2016)라고 답하는
대사에서 이때 그녀의 심경-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갈등
하는 육체적 피로도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유추할 수 있다.
2) [0:21:30-0:21:55]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자마자 발코니에 둔 의자에 앉
아 햇빛을 느끼는 것도 잠시 바로 딸이 깨자 자리에서 일
어선다. 발코니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발
코니는 그가 자주 찾는 휴식공간임을 알 수 있다. 목적지
와 일정이 있는 삶, 집 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상을 실
천하고 성과를 쟁취하는 보람이 있는 삶과 반대되는 그
의 생활은 한숨을 자아낼 뿐이다. 그는 이처럼 발코니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앞 상황처럼 아이의
부름, ‘엄마’ 한마디에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다이어그
램 분석을 통해 김지영의 일상에서 발코니는 부엌이나 거
실과 같은 주거공간의 주요 실의 비중만큼 관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1:19:25-1:19:35]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아이를 놔두고 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코니로 나와 창 너머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도 역시 직장을 다
니며 사회생활을 했었지만, 아이를 낳고 퇴직을 하고 난
후,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하며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
낮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도 없이, 그는 홀
로 되풀이되는 일상을 경험한다. 그녀는 “이 벽을 돌면
출구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벽이고 다른 길로 가도 벽
이고……. 그냥 처음부터 출구가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Kim, 2019)라며 반복
되는 일상에 대한 지친 마음과 허무함을 표한다. 밖과 집
의 사이 공간인 발코니는 반복되는 고단함과 외로움으로
부터 잠시 벗어나는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1:40:25-1:42:27]

Figure 2. A Diagram Illustrating the Balcony of 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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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이 가사일을 멈추고 발코니쪽 전면유리 앞에 서
서 어머니와 전화한다. 어머니는 눈처럼 벚꽃 잎이 흩날
리던 때에 지영이를 낳았던 기억을 추억하고, 지영은 함
박눈이 내리던 날 딸 아영이를 낳았던 것을 떠올리며 어

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82년생 김지영>에서 드러나는 상황 내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

머니와 자신이 닮았음을 깨닫는다. 그는 함께 겪은 경험
을 통해 과거의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
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받는다. 다음은 지영
과 어머니의 통화장면 내 대사이다.
엄마:
지영:
엄마:
지영:
엄마:
지영:
엄마:
지영:
엄마:

“응, 엄마야.”
“가게야?”
“응, 방금 나왔어. 너는 뭐냐, 아침은 먹었어?”
“응. 아영이 먹이면서 같이 먹었어. 엄마는?”
“네 아빠 아침 꼬박꼬박 드시니, 나야 잘 챙겨먹 지.”
“엄마,”
“응.”
“엄마 내가 태어났을 때 기억나?”
“응. 어떻게 기억이 안나니. 생생하지. 너 태어나던
날 벚꽃이 예쁘게 떨어지더라. 양수 터지고 가방 챙
겨서 병원 가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꼭 함 박
눈 같았어.”
지영: “나 엄마 닮았나봐. 아영이 태어난 날 흰 눈이 내
렸거든. 예쁜 딸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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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바라보게 된다. 아기와 혼자 남겨져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긴 하루를 보내는 그녀를 보는 관객은 주인공
의 곁에 있는 기분이 들지만,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는 허
상의 이미지이기에 주인공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다.
김지영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여 있다. 남편과 있을 때
는 주로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거실과 부엌에 있으
며 남편을 향해 있다. 남편은 주인공의 표정과 동작에 시
선이 빼앗겨 그녀의 감춰진 모습을 볼 수 없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홀로 남아, 집의 내부, 거실과 부엌을 등
을 지고 밖, 즉 자신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곳
을 향해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관객은 고독과 외로
움을 읽을 수 있다.

5) [1:49:22-1:49:50]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첫 장면과 같이 김지영이 발
코니에 나와 지는 해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전과 다르게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이 미소를
통해 관객은 김지영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발코니는 갈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 갈등의 해소
와 함께 막을 내린다.
4.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발코니를 연출하기 위해 사용된
카메라 기법 및 연출 효과

발코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발코니에서 집 안을 등지고 밖을 바
라보는 자세를 자주 관찰할 수 있다. 발코니에서 사람은
거리 위의 사람들과 자동차들, 맞은편에 있는 건물 또는
지형, 수평선과 하늘을 볼 수 있다. 발코니는 주거공간에
서 밖과 안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며 내외부의 중간공간
이다. 사람의 신체는 정면과 후면을 갖는다. 따라서 주인
공이 발코니에 서서 바라보는 자세는 동시에 거실을 등
지고 있는 자세를 동반한다. <Figure 3>은 밖을 바라보는
김지영의 뒷모습이 담긴 장면을 중첩하여 만든 콜라주
(collage)이다. 콜라주를 통해 김지영이 발코니 내 동일한
지점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촬영기법 중 인물의 뒷모습에 집중하여 장면을 구
성하는 것은 다음을 상징한다-얼굴의 정면은 메시지를 표
현하고 전달하지만, 뒷모습은 부재와 은폐를 상징한다. 사
건을 전지적 시점에서 보여주던 카메라가 관객과 동등한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상황을 한정된 시점에서 보여주며
관객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한다.26) 카메라는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관객이 장면의 상황에 참여하도
록 유도한다. 관객은 등장인물의 뒷모습을 통해 카메라가
보여주지 않는 상황과 표정을 알 수 없지만, 배우와 같은

Figure 3. A Collage of the Kim’s Back Shown at Different Times

IV. 분석결과를 통한 의미 도출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발코니에서 인물의 대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건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김
지영이 겪는 갈등과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난다. 발코니가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거나 사건 요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김지영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으로 뒤로
물러서 있었다. 육아와 집안일을 뒤로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아기와 홀로 남겨짐으로 인해 겪는 외로운 모습, 지
는 해를 보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 모
습, 목표나 진전이 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친 모습, 자
녀가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겪는 복직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고민과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은 모두 ‘발코니에
서’ 드러난 김지영의 갈등이다. 이처럼 발코니는 단순히
주거공간의 서비스면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여성 주부
들이 겪는 갈등 상황이 드러나는 무대로서의 의미가 있다.
와쓰지 데쓰로는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존재적 의
미를 탐구하였으며 그는 객관적으로 대상화한 ‘자연’과 달
26)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완곡어법이다. 인물의 뒷모습
은 관객의 욕망에 자신의 육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인간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육체만 보여준다. 이러한 장치
는 인물의 시선이 전달하는 의미를 보류한다. 또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관객의 호기심과 관심을 부추긴다.” Shim, E. J. (2016). Dual
Perspectives : Frontal View by Camera and Representation of
Figures from the back, Cine Forum (23) Dongguk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Image,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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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풍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와쓰지의 풍토는 사람
들 ‘사이’에 초점을 맞추어 풍토는 공동의 감각을 일깨워
개인에서 나아가 ‘우리’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
한다. 사람들은 날씨와 기후에 대응하여 삶의 공간을 구
성하며,27) 공간의 구축형태에 비롯하여 문화적 관습이 형
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간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 사이
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공동의 기반으로써 풍토가 작용한다.
사람들은 발코니에서 밖을 봄으로써 날씨를 확인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날씨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안부를 전할 때 날씨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만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날씨가 시시각각 바뀌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풍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풍토에 대
해 사람들은 발코니에서 날씨를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
게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발코니는 이처럼 날씨를 확인
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눈이 내
리는 상황은 더욱 특별하다. 눈이 내리면 좋은 소식을 알
리고 싶은 사람, 걱정되는 사람 등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
린다. 박완서의 소설 『목마른 계절』에서도 눈이 내림으
로써 피난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세상과 연결되는 상
황을 묘사하고 있다.
볼썽사납게 마당에 돌출했던 바위와 그 바위 위에 비스
듬히 마당을 향해 나 있던 소나무가 눈에 덮여 절경을 이
루고 있었다. 열은 안방 미닫이를 활짝 열고 창백한 얼굴
에 엷은 미소를 띤 채 이런 설경을 감상하고 혜순을 피난
보따리에서 붉은 모본단 저고리까지 꺼내 입고 소녀처럼
들떠 있었다. 세상사로부터 완전히 고립 단절된 생활에, 기
후의 변화로부터나마 단절되지는 않았다는 증거로 내려준
눈이 그들에겐 그렇게 반가웠다.28)

<82년생 김지영>에서 나온 발코니의 모습은 우리나라
풍토에 대한 관습이며 날씨를 통해 타인에게 관심을 불
러일으키는 장소로 볼 수 있다. 눈이 오는 풍경을 보고,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김지영은 자신을 위해 희
생한 어머니의 사랑과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 발코
니에서 모녀가 서로에게 공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토대로 ‘발코니에서’ 일어난 상
황을 관찰한 결과, 발코니는 갈등을 드러내는 무대로 여
성 주부로서 김지영이 겪는 갈등과 고민이 드러난다. 영
화에서 그녀가 고민을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앞뒤로 이
어지는 상황과 그녀의 표정을 통해 갈등을 짐작할 수 있
다. 또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대
한민국 여성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있음직한 상황을 보
여주기 때문에 직접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 기법보다 자
27) 안도 다다오는 스미요시 주택의 중정을 일상 속에서 사람과 자
연의 관계를 일신하는 공간으로 설명한다. 그가 강조하는 생활에서
발현되는 자연과의 관계는 와쓰지의 풍토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기후 또는 풍토와 상응하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사람의 존재 가치
를 이해하고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다(Baek, 2010).
28) 박완서, (2013). 목마른 계절, 세계사,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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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유사한 경험으로 비롯하여 김지영이 겪는 감정에 공
감할 수 있게 해준다.
발코니에서 관찰되는 공통된 모습은 밖을 바라보는 자
세이다.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풍토의 특징인 변화무
쌍한 날씨를 보게 된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 주변 사람들
에게 관심을 두게 하고, <82년생 김지영>에서는 김지영
이 어머니와 연대하는 상황을 끌어낸다.

IV. 결 론
이야기는 하나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황의 중첩과 진리의 발현을 주어진 조건 아래 보여주
는 사건의 연속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작품 내 공간적 배
경이 ‘장소’로서 실현됨으로써 관념으로 존재하는 발코니
를 체화하여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발코니에서’ 드
러나는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보이는 발코니에서의 상황을 분
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발코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
었다. 일상 속에서 현대 여성들의 어려움(주부로서 겪는
가사노동의 고됨과 외로움, 경력단절로 인한 좌절감 등)
을 발코니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은 발코니를 가사노
동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육아와 다른 집
‘안’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밖을 바라보는 자세의 반복과 대화를 통해 발코니
에서 사람들은 날씨를 지각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과 같
이 주인공이 발코니에 나와 노을을 바라보는 영화의 마
지막 장면을 통해 영화감독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 연구는 전용면적의 확장수단으로 발코니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획일화된 건물의 입면을 탈피하기 위
한 설계 요소로 사용되는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
다. 시간을 걸쳐 축적되어온 경험과 이미지, 상황들을 토
대로 발코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찰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던 발코니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발코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에 간접적
으로 참여하고 과거의 선인들과 유대를 맺는다. 이처럼
발코니는 다층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영화 한편 <82년생 김지영>을 위주로 분석
을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후에 발코니가 공간적 배
경으로 쓰이는 더 많은 작품을 바탕으로 발코니에 대한
수많은 해석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등한시되고 있는 발코니의 가치
와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영화를 통
해 기저에 깔려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을 알
아봄으로써 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 및 새로운 관점
의 주거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 및 의미에 관한 연구 - <82년생 김지영>에서 드러나는 상황 내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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