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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공동체의 성립과 발달*
남 영 우**

The Formation and Classification of Gated Communities*
Young-Woo Nam**
요약: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남미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등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현상 중 하나
인 폐쇄적 공동체의 성립배경과 유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분석결과, 폐쇄적 공동체는 뉴욕의 씨 게이트가 최초의
것이며, 이는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려는 중류층 이상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
다. 그리고 폐쇄적 공동체는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공동체·프레스티지 공동체·안전지대 공동체의
세 유형으로 대별되며, 미국의 경우는 라이프스타일 공동체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주요어: 폐쇄적 공동체, 영역성, 라이프스타일 공동체, 프레스티지 공동체, 안전지대 공동체.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al backgrounds and types of the gated communities which seem to
be one of the global phenomena observed mainly in United States as well as in Asia , Europe, Oceania and Afric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gated community was Sea Gate in New York. Afterward, gated community was
spreading out into upper middle classes in order to obtain more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without external
crime threats.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of gated community such as lifestyle community, prestige
community, and security zone community. Lifestyle community is the most preferable for Americans among three of
them.
Key Words: gated community, territoriality, lifestyle community, prestige community, security zone community.

1. 서 론
19세기 후반에 Tönnies(1887)는 그의 저서『공동
체와 사회』
에서 모든 사회현상을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혈연사회(gemeinschaft)와 선택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이익사회(gesellschaft)의 두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본질적 의지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실재적·자연적 의지로서, 이러한
본질적 의지에 기초하여 구성된 사회가 혈연사회라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친숙하여 사랑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을 터놓고 교류할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선택의지란 작위적이고 관념적인 의
지로서 인위적으로 조직되는 사회를 형성케 만든다.
이 이익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활동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서로 간의 교류에서는 반대급부를
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시카고학파는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동
체(community)와 근린(neighborhood)에 대한 연구
를 행하였다. Park et al.(1925)은 시카고를 대상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도시화와 근대화로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공동체는 정의
를 내리기 난해한 용어이나, Blakely and Snyder
(1999, 33)는 공유 혹은 나눔(sharing)이 공동체를 의
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영역의 공유(shared
territory)는 물리적 또는 사회적 경계에 의해 정의되
며, 가치의 공유(shared values)는 인종·소득수준·
종교·전통 등에 기반한 정체성과 동질성에 의해 정
의되고, 장소의 공유(shared public realm)는 공원·
오픈 스페이스·거리 등의 공통된 장소에서 교류함으
로써 이뤄진다. 그리고 지원구조의 공유(shared
support structures)는 자선단체·교회·레크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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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클럽 등에서 행하는 상조회나 지원단체를 가리키
며, 운명의 공유(shared destiny)는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하거나 안내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상술한 공동체의 특징적 요소들은 사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갈등을 유발하여 부조화를 이룰 때가
종종 발생한다(Barton and Silverman, 1994). 공동
체의 결속력은 대체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Alexander(1994)는 사적인 요소가 가
끔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식을 약화시키며, 그는 미국
인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공동체의 계약론과
공산사회주의 이론 간의 충돌로 보았다. 각종 범죄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공동체는 폐쇄
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
가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딪히면서 자신들이 거주
하는 공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주거지역에 담을 둘러치거
나 출입구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멕시
코의 북미와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남미는 물론 영
국·프랑스·독일 등의 유럽, 호주·뉴질랜드 등의
오세아니아, 한국·일본·인도 등의 아시아에 확산되
고 있는 폐쇄적 공동체의 존재를 소개하며 그것의 성
립배경을 파악하고 분포적 확산과 유형에 대하여 고
찰해 보기로 하겠다(그림 1). 본 연구는 폐쇄적 공동체
에 대한 문헌적 조사와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한 것임
을 밝혀둔다.

2. 폐쇄적 공동체의 성립
담을 둘러치거나 출입구를 설치한 게이티드 커뮤니
티는 국내에서「빗장 커뮤니티」혹은「빗장도시」
로번
역된 바 있다(최은영, 2004). 또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한다는 의미에서 성곽도시(walled city) 또는 요새
(fortress), 성채(fort) 등의 은유적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다(Low, 2004). 그리고 MacKenzie(1994)는 개
인주의 또는 사인주의(privatism)와 유토피아(utopia)
의 합성어인 프라이바토피아(privatopia)라는 용어를,
Hayden(2003)은 폐쇄적 월경지(gated enclav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상파울루의 주거지
분화를 분석한 Caldeira(2000)는 요새적 월경지
(fortified enclave) 및 호화 월경지(luxury enclave)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게이티드 커
뮤니티」
라는 용어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폐쇄
적 공동체」또는「배타적 공동체」
로 번역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남영우, 2005).
폐쇄적 도시(gated city 또는 walled city)는 도시건
설 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최초의 폐쇄
적 공동체(gated community)는 약 B.C. 300년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는 토지에서 비롯되었다. 로마군의 가
족은 그들의 숙영지와 그 근처에 성벽을 치고 모여 살
았다. Henry I세·Richard II세·Charles II세와 같은
영국의 왕들은 반항적인 귀족이나 적대적인 호족세력
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런던 타워
(Tower of London)를 축성하였다. 런던에는 18세기까
지 경찰력이 없었으므로 야만인으로부터 자신들을 지

폐쇄적 공동체가 존재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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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자조사에 의함.
그림 1. 폐쇄적 공동체의 국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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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도처에 성채가 만들어졌다(Parker, 1976).
성곽과 성문으로 둘러친 군인들의 주거지는 스페인
이 카리브해 연안에 항구도시를 건설하면서 신대륙에
도 만들어졌다. 현대적 주거단지에 폐쇄적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19세기부터의 일이다. 뉴욕의
턱시도 파크와 세인트루이스의 프라이비트街에 부유
층의 폐쇄적 공동체가 1800년대 후반에 조성되었다
(Blakerly and Snyder, 1999). 특히 턱시도 파크의 경
우는 남자예복인 턱시도의 이름과 동일하여 유명해졌
는데, 이 공동체는 개발업자인 Lorillard 집안이 뉴욕
에 직장을 둔 상류층을 겨냥하여 사냥과 낚시 등의 레
저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급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주
택을 건설한 대표적인 폐쇄적 공동체이다. 여기서 주
목할 것은 폐쇄적 공동체의 특성이 주택단지와 레저시
설이 공존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고급 주택지와 차별화
된다는 데 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조성된
폐쇄적 공동체들이 호화로운 리조트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를 개발해 왔고, 이 공동체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98% 이상이 백인들이었다. 따라서 북미의 초창기 폐
쇄적 공동체는 백인 상류층을 위한 배타적인 주거단지
의 대명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김석경, 2004).
근대적 주거단지 중 폐쇄적 공동체가 처음 본격적
으로 등장한 것이 1885년 뉴욕 근교에 건설된 턱시도
파크였다고 전술하였으나, 공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는 Rosen(2003)은 그의 저서『씨 게이트: 뉴욕시
최초의 폐쇄적 공동체』
에서 뉴욕의 최초 폐쇄적 공동
체는 씨 게이트라고 주장하였다. 이 공동체는 1930년
대를 전후하여 뉴욕의 브루클린 서남해안 일대에 형성
된 마을이다. 폐쇄적 공동체 Newman(1972)의 저서
『방어적 공간: 도시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에서 뉴욕의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반달리즘(valndalism)의 실태
를 파악하고,1)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들에게 자
신들의 주거환경 내에서의 영역성(territoriality)을 부

① 격자형

여하는 도시설계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Newman
의 방어적 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은 저소
득층의 주거단지 재생사업에 폐쇄적 공동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의 개념이 부각되는 이미지를 갖게 하였
다. 이로 인하여 폐쇄적 공동체의 이미지는 상류층의
주거단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
층에 이르는 주거단지까지 확산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폐쇄적 공동체가 저
소득층까지 보급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Newman(1972)이 저소득층 주거단지의 재생사업
에 적용한 공통적 설계원리는 ① 해당 공동체의 거주
자들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외부인의 차량 통과를 방
지하기 위한 게이트의 설치, ② 공동체 내를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는 통과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개인주
택 앞의 도로를 내 집 앞의 도로로 인지시키기 위한
컬데삭(cul-de-sac)의 가로망 설계(그림 2), ③ 공동
체의 영역을 나타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
는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Newman은
공용공간에서 입주자들의 사회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
록 배려한 설계,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을 계획해 주는 등의 다양한 계획원리가 적용되었다.
사실 폐쇄적 공동체는 퇴직자를 위한 계획적 실버
타운이 조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와 1970년대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희소가치가 있었다. 당시의 레저월
드와 같은 은퇴주택개발(retirement development)
은 폐쇄적으로 담을 둘러친 최초의 주거지였다
(Blakely and Snyder, 1999). 출입구에 게이트를 설
치하는 것은 리조트와 컨트리클럽의 개발을 비롯하여
근교의 중산층 주거지역에도 확산되어 갔다. 1980년
대에 이르러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경기가 회복되면
서 골프장 주변에 특권층의 주택단지 건설이 폐쇄적
공동체의 확산을 주도하였다.

② 중간형

그림 2. 도시근교의 가로망 설계의 변화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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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적 공동체의 성장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게이트의 설치는
도시근교의 핵가족 주거지역이나 공동주택이 용이하
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의 아파트의 경우는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폐쇄적 공동체의 주택
가격이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승폭이 커지자 그것을
모방한 이른바“짝퉁”
폐쇄적 공동체(fake gated
community)도 성행하였다(Low, 2004). 미국의 경
우, 폐쇄적 공동체는 원래 리조트와 은퇴지역에서 등
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선벨트에 속한 미국 남서
부 및 남동부 지역의 州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가 가장
많은 폐쇄적 공동체가 분포하고 있다(그림 3).
폐쇄적 공동체가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주는 텍
사스주이며, 그 다음으로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뉴멕
시코주의 순이다. 도시별로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
젤레스·팜스프링·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주의 마
이애미, 텍사스주의 휴스턴·샌안토니오·댈러스 등
과 뉴욕·시카고·피닉스 등에 폐쇄적 공동체가 집중
되어 있다. 그러나 몬태나주·아이다호주·노스다코
다주·사우스다코다주·네브래스카주·캔터키주·
웨스트버지니아주·메인주 등에는 전혀 분포하지 않
고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폐쇄적 공동체가
시골이 아닌 도시현상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초기의 폐쇄적 공동체는 은퇴자들의 실버타운과 최

상류층의 주거단지로 제한되었으나,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들 공동체의 입주자들은 대
부분 중산층으로 바뀌었다. 또한 담과 게이트의 설치
가 용이하고 경비원 고용이 저렴한 아파트와 연립주
택과 같은 공동주택에도 폐쇄적 공동체가 생김에 따
라 그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
는 것처럼, 미국의 폐쇄적 공동체는 1980년대로 들어
오면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
다. 2002년 현재 폐쇄적 공동체의 규모는 3만 개에
약 7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Sanchez
and Lang, 2002). 폐쇄적 공동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은 분명하나, 북미대륙 중 이들 공동체가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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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I(1997)의 추정치와 Sanchez & Lang(2002)에
근거한 것임.
그림 4. 미국 폐쇄적 공동체의 증가추세(1870~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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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akely and Snyder, 1999, p.6.
그림 3. 미국 폐쇄적 공동체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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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차도 게이트를 설치한
주거단지가 흔한 편은 아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 오
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140개에 달하는 주거단지의 개
발프로젝트 가운데 1/3이 폐쇄적 공동체였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하여 2배 정도 증가한 분량이다. 캘리포니
아 남부의 주택구입자를 분석한 Myers(1990)에 의하
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의 54%가 폐쇄적 공동체에 있
는 주택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도시의 근교에서 개발되고 있는 주거단지
가운데 폐쇄적 공동체와 유사한 형태의 단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폐쇄적 공동체의 증가추세는 비록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보급되
고 있다. 캐나다의 폐쇄적 공동체 계획의 입안과정과
정치적 영향을 분석한 Grant(2004)는 현재 300개를
상회하는 폐쇄적 공동체는 미국만큼 일반화되고 있지
않지만 도시근교의 개발업자들에게 하나의 마케팅 전
략으로 활용되어 1980년대부터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온타리오
주·노바스코샤주의 공무원·개발업자·의회의원·
주택조합 사무직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치안
을 중시하는 미국의 폐쇄적 공동체와 달리 외부인에
대한 교통을 차단함으로서 얻어지는 그들의 프라이버
시·공동체의 정체성·조용함을 매력 포인트로 꼽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영국의 폐쇄적 공동체의 기원과 특성을 분석
한 Jones et al.(2003)은 폐쇄적 주거단지(gated
residential development)2)가 복지정책 중 사회적
수용(so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는 역행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성장일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
러 그들은 폐쇄적 주거단지의 조성이 범죄에 대한 두
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
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폐쇄적 공동체가 양
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역으로 양극화의 결과
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출현하기도 한다(Burke,
2001). 소득격차로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한 중국·베
트남·필리핀·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와 브라질·아
르헨티나 등의 남미 국가의 경우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를 위한 폐쇄적 공동체의 사례이지
만(그림 5),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의 북미 국
가와 호주·뉴질랜드 등의 오세아니아 국가의 경우는

범죄예방·안전·프라이버시 보호·문화적 설비의
수혜와 같은 목적으로 조성된 사례일 것이다(그림 6).
최근 한국에도 서울의 도곡동·이촌동·한남동, 성남
의 고등동·시흥동 등에 폐쇄적 공동체가 조성되었
고, 부산의 해운대에도 공사중에 있다. 최은영(2004;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의 주거지 분화가 심화
되면서 발생하는 교육환경의 차별화는 폐쇄적 공동체
를 조장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폐쇄적 공

그림 5. 담으로 둘러친 마닐라의 폐쇄적 공동체

그림 6. 멕시코시티의 폐쇄적 공동체 입구

그림 7. 군인이 경비하는 인도 찬디가르의 폐쇄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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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는 후자의 경우에 속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인도
찬디가르의 폐쇄적 공동체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이 가
까운 까닭에 고위직 관리들의 주거단지에 무장한 군
인들이 상주하며 경비를 서는 경우도 있다(그림 7).

4. 폐쇄적 공동체의 유형
폐쇄적 공동체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 입구
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게이트와 단지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친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이는 커뮤니티
의 영역성을 주요 명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폐쇄적 공동체의 조건으로 여러 가구 또는 여러 동
으로 이루어진 주거단지 내에 공용도로가 포함되어 있
어야 하며 그 영역 내에 레저·스포츠시설이나 문화시
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
과 수려한 자연환경은 기본적 전제조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쇄적 공동체는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
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폐쇄적 공동체
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행한 Blackely and Snyder
(1999)의 분류기준을 따른 것이다. 즉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프레스티지 공동체·안전지대 공동
체의 세 유형이다. 그러나 이들 유형은 고정적이거나
상호배타적인 카테고리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된 분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 유형은 미국중심의 분류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더 세분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까지도 겨냥
하여 조성한 폐쇄적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처음에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성하였으나, 그 후에는 선벨트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주
와 같은 스노우벨트에도 조성되었다. 전자의 사례로는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블랙호크가 전형적이며(그림 8),
후자의 사례로는 트윈시티 부근의 우드버리를 꼽을 수
있다(그림 9). 그리고 폐쇄적 뉴타운(gated new
town)은 가장 최근에 도시외곽에 건설되기 시작한 대
규모 주거단지로 개발업자에 의해 상품화된 공동체
(commodified community)이다. 뉴타운 개발은 새
로운 것은 아니지만 주거단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상
업·공업활동은 하나로 묶는 4만~6만 명 규모의 공
동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의 실버 크랙 밸리 컨트리클럽에 위치한 폐쇄적 공동
체는 자족적 신도시(self-contained new town)의
전형적 사례이다.

1) 라이프스타일 공동체(lifestyle community)
라이프스타일 공동체의 경우, 게이트는 영역 내에
조성된 문화시설과 레저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된다. 이 유형의 주거단지는 미국의 선벨트에서 가장
일반적이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라
이프스타일 공동체는 ① 은퇴자 공동체, ② 골프 및 레
저 공동체, ③ 폐쇄적 뉴타운의 3종류로 세분될 수 있
다. 은퇴자 공동체(retirement community)는 직장으
로부터의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삶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라는 단체가 레저월드와 선시티 등
의 전국적 체인망을 갖는 폐쇄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골프 및 레저 공동체(golf
and leisure community)는 은퇴자들은 물론 골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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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블랙호크의 폐쇄적 공동체

그림 9. 미네소타 우드버리의 폐쇄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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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스티지 공동체(prestige community)
프레스티지 공동체는 가장 빠르게 개발에 성공한
유형 중 하나이다. 이 공동체에 설치된 게이트는 안전
을 제공함은 물론 고상함과 위엄을 상징하며 사회적
입신출세를 보증해주는 심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레
스티지 공동체에는 전술한 라이프스타일 공동체에 조
성된 만큼의 레크리에이션 설비가 부족하며, 출입구의
게이트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중산층 주거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 공동체는 ① 초호화 공동체,
② 상위 5% 공동체, ③ 관리직 공동체의 세 종류로 세
분될 수 있다. 초호화 공동체(rich and famous
community)는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폐쇄적 공동
체의 유형이다. 미국 초기의 비무장 폐쇄적 공동체
(nonmilitary gated community)에는 저명인사들과
재벌급 부호들과 같은 특권층이 거주하고 있었다. 미
국에는 1980~1990년대에 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들을 비롯하여 월가·첨단산업·연예
계·법조계·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백만장자가 대
량 생겨나면서, 이들이 초호화 공동체의 수요층을 형
성하였다. 대단히 배타적이고 노출되지 않는 이 유형
의 공동체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로부터 동북부
해안지대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있다(그림 10). 상위
5% 이상 전문직 공동체(top-fifth executive
community)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플로리다주의
대도시 근교 또는 원교에 입지한 것으로 의사·변호
사·기업 간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체이다. 이 유
형은 상술한 공동체에 비해 폐쇄성과 부유함이 덜하지

출처: MDA Earth Sat., 2006.
그림 10.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의 폐쇄적 공동체

만 전문직에 맞는 개성과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문화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주거단지이다. 단지의 규모는 10여 가구로부터 수 백
가구에 이른다. 전문직 공동체(executive community)
는 소득수준이 상위 5% 이하인 중산층의 일반적인 폐
쇄적 공동체이다. 이 유형의 주택단지는 경비원이 없
고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전자장치가 부착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와 뉴욕·시카고·마이애미·휴스턴·댈러스 등의 대
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3) 안전지대 공동체(security zone community)
안전지대 공동체는 범죄와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울타리와 게이트를 설치한 주거단
지를 뜻한다. 2003년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범죄발
생률이 범죄피해자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73년 이래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4). 2003년에는 12세 이상 범죄피해자
가 1,000명 당 22.6명을 기록하여 감소추세로 접어들
었으며, 폭력범죄 중 약 25%가 총기 또는 흉기를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1,000명
당 29.0명인데 비하여 백인은 21.5명으로 흑인이 백
인보다 범죄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외곽지대나 농촌보다 대도시
에서 범죄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
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죄율이 하락하는 추세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90%는 범죄가 더 악
화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중
심도시는 범죄율이 1,000명 당 73명인데 비하여 근교
에 위치한 블랙호크 컨트리클럽은 19명에 불과하다
(Blakely and Snyder, 1999, p. 100). 이것은 도시주
거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기한 이유로 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지역에 안전지대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
다. 이 공동체는 ① 도시안전지대, ② 근교안전지대,
③ 바리케이드 안전지대의 세 종류로 세분된다. 도시
안전지대(city perch)는 근교 또는 원교의 외곽지대로
이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 내에 담장과 게이트를
설치하여 퍼치(perch)라 부르는 안전지대를 조성한
폐쇄적 공동체이다. 이 유형의 공동체는 로스앤젤레
스의 휘틀리 하이츠처럼 비교적 부유층의 주거단지도
있으나 워싱턴 D.C.의 포토맥 가든과 같은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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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입주자들은 폭력과 범죄도 두려워 하지만 소
음공해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게이트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동체를 감옥과 동물원에
비유하면서 반대하는 입주자들도 있었으나, 마약거래
와 반달리즘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대부분이 담
장과 게이트 설치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근
교안전지대(suburban perch)는 도시문제가 발생하
는 기성시가지를 떠나 도시외곽의 근교·원교에 조성
된 주거단지로 대부분이 타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으
며, 범죄는 물론 통과 교통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
리와 게이트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은 애틀랜
타·마이애미·시카고·워싱턴 D.C.·로스앤젤레
스·뉴욕 등의 근교에 분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의 근교안전지대는 사막 한가운데 입지한 부
유층의 리조트에 조성된 폐쇄적 공동체인데, 1993년
에 7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게이트가 설
치되었다(그림 10). 이 주거단지에는 전자장비가 부착
된 게이트를 비롯하여 테니스 코트·수영장·골프
장·컨벤션 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바리케이드 안전지대(barricade perch)는 안전지
대 공동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유
형의 주거단지이다. 이 유형은 울타리와 게이트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완전한 폐쇄적 공동체는 아
니다. 다만 입주자들은 경비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주
거단지를 통과하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1~2개소에
설치하여 통과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격자형의 가로
망을 컬데삭처럼 만들 뿐이다. 로스앤젤레스·마이애
미·휴스턴·댈러스·보스턴 등에 조성된 주거단지
가운데 바리케이드 설치를 신청한 곳이 많다. 그러나
바리케이드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장
이 없으며 설치비용이 비싸고3) 고립감을 안겨준다는
점 때문에 게이트와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주거단지
도 생겨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처럼 폐쇄적 공동체는 라이프스
타일 공동체·프레스티지 공동체·안전지대 공동체로
3대별되며, 이들은 각각 세 종류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필자가 폐쇄적 공동체가 존재하는 19개국을 현지답사
한 바에 의하면, 게이트의 종류에 따라 사설경비원 게
이트(guarded-gate)·군인경비 게이트(military
gate)·전자시설 경비 게이트(unguarded electronic
gate)와 무경비 게이트(unguarded gate)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무경비 게이트는 울타리 또

는 담장이 없고 전자식 감시시설이 없으나 입주자들이
서로 결속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유형의 공동
체를 뜻한다. 최근 미국 대도시의 근교에는 폐쇄적 공
동체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
거단지 자체를 주택배치와 골프장을 폐쇄적으로 설계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공동체의 입주자들이 사
회·경제적 지위가 동질적인 까닭에 가치관·인생
관·라이프스타일 등이 유사한 집단이므로 서로 결속
하여 외부인을 경계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근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증가와 도시
근교의 개발, 범죄예방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하
기 시작한 폐쇄적 공동체의 성립배경과 확산에 관하
여 고찰하고 이들의 유형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폐쇄적 공동체의 원류는 B.C. 300년 영국의 런
던에 파견된 로마군의 숙영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대적 주거단지에 조성된 것은 19세기부터
의 일이다. 최초의 폐쇄적 공동체는 19세기 후반 뉴욕
의 턱시도 파크와 세인트루이스의 프라이비트街라는
Blakerly and Snyder(1999)의 주장과 1930년대 뉴
욕의 씨 게이트라는 Rosen(2003)의 주장이 있다. 이
들 중 Rosen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와 씨 게이트 협회
를 비롯한 브루클린 역사학회 및 브루클린 도서관 문
서보존소의 기록물을 근거로 조사한 Rosen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폐쇄적 공동체는 영역성이 부여된 방어적 공간
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초기에는 상류층 백
인들의 주거단지였으나 저소득층 주거단지의 재생사
업으로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폐쇄적
공동체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희소가치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회복과 부동산
투기과열로 골프장 주변에 특권층을 겨냥한 주택단지
가 대량 건설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3) 폐쇄적 공동체는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플
로리다주·텍사스주 등의 남서부 및 남동부 지역과
같은 선벨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마이애미·휴스턴·뉴욕·시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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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거단지는 중산층
의 수요가 늘어나자 미네소타주와 같은 스노우 벨트
에도 확산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폐쇄적
공동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인 캐나다와 멕시
코를 비롯하여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 등의 유
럽,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남미, 한국·일본·중국·
필리핀·인도 등의 아시아, 호주·뉴질랜드의 오세아
니아까지 29개국에 확산되고 있다.
4) 폐쇄적 공동체는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라이
프스타일 공동체·프레스티지 공동체·안전지대 공
동체의 세 유형으로 대별되며, 이들은 입주자의 속
성·시설·위치·경비방법 등에 따라 세분된다. 즉
라이프스타일 공동체는 은퇴자 공동체·골프 및 레저
공동체·폐쇄적 뉴타운, 프레스티지 공동체는 초호화
공동체·상위 5% 공동체·관리직 공동체, 안전지대
공동체는 도시안전지대·근교안전지대·바리케이드
안전지대로 세분된다. 이들 가운데 라이프스타일 공
동체가 미국인들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프레스
티지 공동체 중 상위 5% 공동체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게 인기가 있다. 그리고 안전지대 공동체 중에는 근교
안전지대가 선호되고 있으나, 공동체의 증가속도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바리케이드 안전지대가 빠
른 편이다. 이와 유사한 무경비 게이트는 최근 폐쇄적
공동체의 급증하는 수요에 편승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폐쇄적 공동체가 분포
하는 세계 각국을 개관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별
생태적 특성과 한국의 사례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
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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