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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젠트리피 이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직  경험한 인

디 음악가들이 사건 후로 어떠한 정체성과 인식의 변화를 겪는지를 

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그들은 젠트리피 이션 기 시 에는 

속한 공간과 환경의 변화를 기로 인식하고 항의 상으로 규정하지만, 

서울대학교 | IP: 147.47.69.*** | Accessed 2018/05/08 17:48(KST)



118  음악 통권 20호(2017년 하반기)

핵심어: 창조계급, 예술가, 인디 음악가,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운동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젠트리피 이션이 그들에게 술 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재인식하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는 역설 으로, 청년층 

술가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부각하며, 술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과, 

더욱 다양한 술 노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젠트리피 이션 상은 

개별 사례에 따라 복합 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특정한 

젠트리피 이션 갈등 사례에 극 으로 개입한 인디 음악가들을 심으로 

한정된 분석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6)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분열이 아닌 연 로,”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

우리는 늘 고 한다. 

새로운 씬(scene)의 탄생을.1)

* 익명의 심사 원 선생님을 포함하여, 소 한 시간과 유익한 논평을 나 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연세 학교 사회학과 BK21 러스 

사회  연 와 공존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내용  일부는 2012년 11월 

독일 베를린 자유 학교에서 진행된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german speaking countries에서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ultural Politics”라는 발표문으로,  다른 일부는 2013년 1월에 출 된 석사학

논문 ｢청년세  문화정치운동: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를 심으로｣를 통해 부분

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자립음악생산조합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jaripmus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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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탈산업 정보화사회에서 ‘창조계 (Creative Class)’의 부상과 요성

을 주장한 리처드 로리다는 신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지리  장소

성을 강조하 다(Richard Florida, 2002). 미국 샌 란시스코, 시애틀, 보

스턴, 시카고, 덴버, 볼더와 같은 도시 심지들은 높은 수 의 하이

테크 산업과 함께 매우 높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

던 조건은 결정 으로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제공받는 동시에, 일하기에도 좋은 창조성이 갖춰졌

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그는 창조계 이 기존의 노동계 이나 서비스

계 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이 확보된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 창조 인 도시는 공통 으로 카페나 음악, 미술 등의 폭넓은 

술의 활력이 넘치는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창조성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재

생’이 앙정부의 주요 어젠다가 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창조계

의 심(핵)인 술가들이 그들의 문화자본을 투입하여 물리  장소에 

창조성을 형성하면, 속도로 상승하는 임 료의 부담으로 인해, 선구

 역할을 수행했던 술가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젠트리피 이션 

상 한 가속화되었다. 젠트리피 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 인

과 임차인 간의 갈등에 해서는 사회  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체

단체에서는 서울이 처음으로 2015년 12월, ‘젠트리피 이션 종합

책’을 발표하고 임차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업지구에서의 젠

트리피 이션 갈등 문제를 민  거버 스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움

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성을 형성하는 데 추가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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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들에 한 심은 아직 부족한 수 이다.

젠트리피 이션이라는 공간의 변화는 속한 상업화가 다양성을 

하고, 술가의 문화자본이 개발업자의 경제자본으로 환되는 

단계라는 측면에서 비 의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 경 을 재정비하고, 

술가들의 노동력을 복지  에서 활용한다는 에서 정 인 

효과가 발생하는 측면도 존재한다(신  외, 2016).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과 이해 계를 형성하고 있는 임차인 에서의 문제 

제기나, 공간의 경 과 성격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소비자들)의 인식에 

한 논의는 발된 것에 비해, 실제로 해당 지역 는 공간에 창조성

과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술가들에 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젠트리피 이션 련 이론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치 문제가 

이론  미발달 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측정이나 양화가 어렵

다는 근본 인 문제와도 무 하지 않다(이기웅, 2015; 신  외, 2016). 

연구 상의 범 에 따라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복합성으로 인

해, 모든 련자들을 종합 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 으로나마, 특정 지역에 창조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동시에, 젠트리피 이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직  경험한 술가들이 젠트리피 이션 사건 후로 어떠한 정체성

의 변화를 겪었는지에 으로 근하고자 하 다. 특히, 젠트리피

이션 갈등이 시작되었던 단계에서부터 이미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한 젠트리피

이션화에 제동을 건 일종의 항운동을 주도하고, 결과 으로는 갈

등의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동시에 술가로서의 경력이나 

삶의 경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술가들에게 주목하 다. 그들은 

왜 젠트리피 이션 갈등 상황에 자발 으로 동참하고, 극 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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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 는가?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한 갈등의 경험이 술가 개인으

로서의 정체성과 술 씬으로서의 공간과의 계를 어떻게 변화시켰

다고 인식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이론들

을 검토하 다. 

2. 기존 연구 검토 

2.1.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

도시재생, 는 도시 경 의 재정비(Scene Regeneration) 에서 한

국의 재개발은 임 인과 임차인, 더 나아가 개발의 수행자인 기업, 투

자자를 포함한 부동산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계자들 

간의 갈등을 낳았다. 과거에는 주로 도심 외곽의 낙후된 주택가나 임

야를 재개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성장과 인구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

면서부터는 주택 거래량이 어듦에 따라 도심의 낙후된 상권이 재개

발의 새로운 타깃이 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담보 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출에 의존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낙후 도심

으로 집 되면서 실질 거주자들과 소규모 자 업 상인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비 도 나타났다. 실제로 한 일간지가 소  핫 이스 상권

인 서울 상수 지역에서 음식 으로 이용 인 건물의 등기부등본 183

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물들의 은행 근 당 설정 총액이 총 1251억 

원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2)

2) 음성원, <‘58년 개띠’의 상가 사냥, ‘94년 개띠’를 몰아내다>, 한겨 , 2016년 

7월 26일 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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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을 총칭하는 ‘젠트리피 이션(Gentrification)’이 다소 혼

돈스러운 개념이라는 비 도 오래 부터 제기되어 왔다(Rose, 1984; 

Beauregard, 1986; 신  외, 2016). 우리나라에서는 체로 술가의 문

화자본이 축 되고, 소규모 상권으로 다양성이 조성된 지역에 거  

자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이나 지역 공간 활성화에 기여한 문화생산

자들이 해당 공간을 떠나고, 외부 투자자들이나 객들에 의해 공간

의 주요 구성원이 체되는 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담론화된 경향이 

있다. 술가나 과학자, 교육자들이 신 창조계 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리처드 로리다도 도시의 창조성이 요하다고는 강조했지만, 이들 

창조계 과 공간 간의 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는 

간과하 으며, 다양한 인 자본의 확보를 보여주는 게이 지수나 보헤

미안 지수를 통해 구성원의 다양성에 의한 순기능에 집 한 측면이 

있다.

젠트리피 이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보복 이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해방 인 양면성이 공존하는 개념이라는 에

서 ‘ 구’의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분석의 층 와 주

장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신  외, 2016). 재까지 국내에서는 임

인과 임차인의 계를 심으로 가 특정 공간을 유하고, 가 

떠나게 되는가를 주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분석 상이나 층 가 다양

해지더라도, 해당 공간들의 가치는 일차 으로 술가들에 의해 획득

된 것이라는 에 해서는 일반 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수아, 2015; 이기웅, 2015; 이종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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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술가와 젠트리피케이션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지리학, 건축학, 도시계획 연구 분야 등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문화 연구 분야에서도 계층이나 문화 변동 

연구의 일환으로 다 져왔다. 이와 련하여, 공간사회학 분야에서 공

간의 변화와 사회  불평등을 다룬 마르티나 뢰 의 연구에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뢰 에 따르면(Löw, 2016), 공간에 의한 사회  불평등

은 물리 인 부(the dimension of wealth)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상징  

자원에 근 가능한 기회(the dimension of knowledge) 차원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구조에 내재된 이 성, 

를 들어 특정한 공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에 따라 사람들은 어

떻게 행동을 바꾸는지, 이로써 도시는 어떤 정체성을 갖추는지 등에 

해 다각 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하는데, 실 으로 특정 공간 

심의 개별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이 성에 한 경험  근거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öw, 201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젠트리피 이션 상 한 

도시 공간의 물리  변화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다 지는 상

의 모호함과 범 함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심으

로 분석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특히 젠트리피 이션의 주요 

주체인 술가 측면에서, 공간의 변화와 술가 간의 계에 한 분

석은 더욱 부족한 편이다.

술가들의 활동과 젠트리피 이션에 의한 공간 변화를 다룬 연구

들은 최근 독일 베를린을 상으로 한 경우가 에 띄는데, 이들 연구

에서도 술가들이 도시 경 을 변형하는 역할을 극 으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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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을 유지하며(Urban Scene, Landscape), 나아가 술가들의 상

을 사회  혼합과 도시 변형의 주체로서 좀 더 요한 집단으로 다루

어, 그들의 역할이 특정 도시의 맥락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Bernt et al, 2009; Huning et al, 2015).  다른 분석의 로는 데이비

드 이(Ley, 2003)의 캐나다 밴쿠버 사례연구도 꼽을 수 있다. 그는 

젠트리피 이션이 기존 계 , 계층 구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회 변화

의 징후이며, 그 과정에서 술가들은 사회 일반의 평균보다 높은 학

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보다 낮은 수 의 임 을 

기꺼이 견뎌내며, 결과 으로 사회 경 을 미학 으로 개선하여 산

층의 도심 유입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도시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술가들의 기여도가 

크다는 을 인정함과 동시에, 젠트리피 이션으로 상승한 임 료나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상 으로 기술할 뿐이다. 

 세계 술가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로 손꼽히는 베를린조차, 비교  

안정 이라고 평가받는 주거비가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해 상승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술가들의 이동과 네트워크의 와해를 막을 수 없

었다(Murzyn-Kupisz et al., 2017).

술가들이 젠트리피 이션의 최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모순은 도시의 특정 공간을 매력 으로 변모시키는 데 충

분한 문화자본을 갖춘 동시에, 경제 으로는 불안정한 카리아트 

상태의 술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 기인한다. 물론 이 에 비

해, 술산업의 주류로 편승하지 않은 인디 술가들의 경우에도, 기

존 주류와의 이항 립 인 계에서, 좀 더 공생 이고 상호보완 인 

계로 바 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은 분명하다(Fona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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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정엽, 2010). 그러나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문

화 공간들이 잇달아 사라지거나, 공간을 유지하더라도 경제 인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특정 지역 공간 특유의 술  분 기를 잃고, 

결과 으로는 이를 향유하던 소비자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지켜 온 

인디 술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해 

공연을 활용하기도 했다(이종임, 2017). 

이는 정서 으로 술가들 에서도, 인디가 아마추어리즘에 기반

을 두었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기도 하다(장호연 외, 1999; 성기완, 

2009; 이정엽, 2010). 인디 술가들이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한 공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간에서 떠나야만 하게 

될 것이라는 감을 그들 자신의 경제 인 불안정성, 즉 카리아

트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인디 

술가들이 술 노동 이외의 다른 생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한 

그들이 이 같은 카리아트에 첩된 계층임을 반증한다. 최지선은 

국내 인디 음악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의 

사각지 에 있고, 이와 련한 논의는 늘 당 으로 지원이 요하다

고 귀결될 뿐 정책  근이나 제도  장치가 실질 인 지원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지 한 바 있다(최지선, 2011). 최근 술인에 

한 복지 체계 마련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도 여 히 직업으로서의 술가라는 범주에 명확하게 소속되지 않은 

많은 사례들을 논쟁 으로 남겨두고 있다.

분명한 것은 술가들이 도시 공간의 창조성을 생성하는 핵심 집단

으로서, 도시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고취하는 주요 분석 상으로 

각 받고 있다는 이다(Murzyn-Kupisz et al., 2017). 북미나 서유럽 사

례들에 비해, 공간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른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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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피 이션의 발생 후 과정을 모두 경험한 술가들이 어떠한 인

식 변화를 겪고 있는지, 좀 더 심층 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

된다.

2.3. 청년 예술가들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저항과 갈등

젠트리피 이션 상으로 인해, 변하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극

으로 제기해온 집단이 은 청년, 술가들이었다는 도 시사 을 

갖는다. 그들은 경제  재화나 기회 분배의 갈등 문제를 안고, 문화  

실천의 장에서 권력과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을 진행하는 청년세

이자( 상진, 2002), 국내에서는 젠트리피 이션 갈등이 심화된 특정 

공간들의 문제를 공론화한 사회운동의 주체들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사회운동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청년 술가들이 

속한 젠트리피 이션에 문제를 제기했던 주요 방법이 사회운동 형태

기 때문이다. 이는 술가들이 젠트리피 이션 기 시 에 일종의 

항  의사표 을 해 거 참여했다는 특이  외에도, 형식 으로 

사회운동이라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추었다는 에서, 분석 과정에

서 요한 비 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청년층이 주축이 된 사회운동의 

경우, 그들만의 조직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

다. 청년들이 공유하는 문화 , 감정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주

도하는 새로운 운동 형태에 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기존 연구들은 

그들의 운동 방식이나 성격의 변화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최

철웅, 2011).

체로 일상생활 차원에서 소규모로 발되는 사회운동은 그 효과

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운동의 규모와 결과로서의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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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은 역사 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으로, 학생운동의 규모와 효과 사례를 참고할 수 있

다. 4·19 명이 개되었던 1950년 에는 학생 수가 약 8만 명이었

으며, 학생 정원이 늘고, 학생운동이 매우 활발했던 1980년  학

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198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운동권에 극 으로 가담했던 학생의 수효는 0.3% 정도로, 국 100

만 명의 학생을 기 으로, 약 3천 명 정도의 운동권 학생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배규한, 1999). 학 규모나 고학력자 수가 모두 증가한 

을 고려하고, 학생운동이 거의 소멸되었다고 평가되는 재와 비교

하더라도, 당시의 학생운동은 비록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 역사  차원에서 그들이 획득한 암묵 인 지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통 으로 표 인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자원동원론은 물리 , 

비물질  자원을 모두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사회운동을 문

조직 차원에서 제한 으로 악하기 때문에, 조직과 운동 간의 심리  

매개를 무시하여 정체성의 형성과 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 이 빈번이 제기되었다(McCarthy and Zald, 1977). 이에 비

해, 환경  조건이나 상호작용의 향을 좀 더 요 요인으로 다루는 

에서 정치  기회구조론이 있는데, 이 한 정치구조와 운동행  

간의 퍼토리와 사이클을 분석할 때, 그들 간의 직 인 비교에 만

족하지 말고, 구체 인 상호작용 과정과 향을 경험 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여 히 강조된다(신진욱, 2004). 상호작용의 요성은 임 

이론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는 편이다. 미국 심의 임 이론이나 

유럽을 심으로 한 신사회운동론은 거의 동시 에 많은 연구를 통해 

발 하 는데, 임 이론은 사회운동이 략 으로 어떤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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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요하게 다룬다는 에서, 각 

단계의 세부 인 차별성을 설명한다는 장 이 있다(Gamson, 1992; 

Benford and Snow, 2000).

이 같은 사회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나 문화  효과는 

의례(Ritual) 이론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도 갖는다. 이때의 의례는 사람

들이 얻고 싶은 결과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정의하면서 형성하는 행

다(Swidler, 1995). 이러한 차원에서 뒤르 의 의례나 집합열 과 같

은 개념은 이 의 다른 사회운동론이 포착하지 못한, 일상과 다른 특

별한 감정, 에 지, 상황을 경험하도록 략 으로 의도된 상징  실

천들을 의례로 간주하여, 노래, 춤, 연극  장치와 재 , 상징 등의 

연극  요소와 연행에 의한 변  가능성에 주목한다(박선웅, 2007). 제

리 알 산더(Alexander, 2006)는 어빙 고 만(Goffmann, 1959)의 미시

 일상 문화에 한 분석 시각을 확장하여, 문화가 상징이나 이야기, 

의례 등으로 구성된 도구 세트(tool kit)로 구성되며, 행 자들은 상황

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고 한 바 있다(김병서, 1987). 이때 의례는 첫째, 

우연히 획득됨으로써 비결정 이고, 둘째, 의례 참여자들의 상징 동원 

능력에 의해 내용이 변하기도 하며, 셋째, 의례의 효력은 과정을 체험

하며 집합  연 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다(박선웅, 2007). 

그 외에도, 술가들의 문화  역량이 발휘된 투쟁 형태로서 스쾃

(Squat)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스쾃은 폭등하는 부동산 월세, 실업난과 

같은 경제  양극화 문제를 배경으로, 사  소유건물의 불법 거를 

통해 합법화에 이르는 문화  운동이자, 공간의 사  소유권 신 사

용권 개념을 주장하면서 토지, 건물, 공터, 주거지, 창작실 등에서 벌

이는 거행 다(김강, 2008). 스쾃은 랑스, 독일 등 서유럽 일부 

지역과 일본에서 비교  안정 인 운동 형태가 되었으나, 문화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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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로, 스쾃의 명사로 통용되

는 표 인 경우가 랑스 리의 ‘로베르네 집’이다. 로베르네 집은 

술가들이 도심의 고가 부동산을 불법 거한 문화운동이었으나, 이

후 리시로부터 도시마 의 일환으로 합법화를 끌어냈으며, 취약

계층을 심으로 한 주택복지정책의 범 를 넓힌 성공 인 사례로 볼 

수 있다(김강, 2008). 우리의 경우, 젠트리피 이션에 한 청년 술가

들의 사회운동을 통한 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항의 경험은 

어떤 향을 남겼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상과 방법을 활용하 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분석 상은 젠트리피 이션 상을 구체 으로 경험한 

홍  두리반 투쟁 참여 술가들로 한정하 다. 홍  두리반 투쟁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공식 으로는 531일 동안, 두리반

이라는 칼국수 음식 의 강제철거를 반 한 사회운동이다. 이 사건은 

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 이션 과정에서의 갈등을 사회  이슈로 부

각시키는데 결정 인 사례가 되었으며, 흔히 홍 라고 언 되는 서울 

홍익 학교 일  지역에서 문화 활동과 술 네트워크를 지속 으로 

축 해온 술가들이 상인들과 연 하여 장기간의 투쟁을 주도했다

는 특이성을 갖는다(김수아, 2015; 유채림, 2011, 2012; 이기웅, 2015; 이종

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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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르의 술가들 에서도 특히 인디 음악가들은 두리반 투

쟁의 기 시 부터, 재개발 수행자인 건설사와 임차인 간의 의가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에 투쟁을 조직 으로 주도한 핵심 집단이었

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투쟁 기 시 에 

가시 으로 조직이 정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인디 음악가들의 

공연에 의해 사회운동으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

발 으로 지속 인 투쟁의 실질 주도자이자, 참여자가 되었다. 이러한 

두리반 투쟁 과정을 통해 개별 활동을 해왔던 인디 음악가들은 조직

으로 집단화되어, 인디 음악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한 자립음

악생산조합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 다.

이들 인디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술가로서의 경력이나 경제  이

해 계와 직 인 상 이 없는 재개발 문제, 즉 젠트리피 이션 상

에 왜 극 으로 항하고, 반  운동을 주도했는가? 재개발, 강제 

철거 반  운동으로서도 짧지 않은 약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  

있는 주체로 활동한 경험은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술가

로서의 정체성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을 두고, 젠트리피 이션이 발되는 데 핵심 인 창조  집단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련 논의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술가들의 

측면을 분석하고자 했다. 

3.2. 연구 방법

분석을 해, 5년 간격으로 두 차례 나뉜 심층 면 (indepth interview)

을 심으로, 질  연구 방법으로서의 사례 연구(case study research)를 

진행하 다. 일차 으로, 2010년 2월 두리반 자립음악회 이후,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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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

(2012 → 2017)
직업

소속 밴드 규모

(2012년 기 )
장르

사건 참여

집단

D(남) 27 → 32세
인디 음악가

(솔로)
1인 포크

두리반, 

자립음악생산조합

<표 1> 심층 면 자 목록

음악가들 심의 자립음악생산조합이 조직화되면서 젠트리피 이션 

반  투쟁이 확장된 과정을 분석하기 해, 두리반  자립음악생산조

합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 다(언론 자료, 련 홈페이지  온라인 자

료, 장 배포물과 공식 발표 문건, 참여 음악가들의 작품 등). 

심층 면  상자 선별 시, 가장 요한 조건으로서 첫째, 두리반 

철거 반  투쟁과 자립음악생산조합 결성을 극 으로 주도한 자

다. 이 단계에서 객으로서 탐색하는 동안, 인디 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여러 층 의 지인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을 통해 공식 

자료와 수집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질  풍부함을 갖춘 면  상 4명

을 최종 추출하 다. 

1차 심층 면 은 2012년 9월, 평균 2회, 1회당 평균 2시간, 면  

상자의 일터나 카페에서 녹취하 다. 1차 심층 면 은 주로 ‘왜 두

리반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두리반 투쟁과 자립음악생

산조합을 조직하 는지’를 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에서 출발하여, 

투쟁 기의 참여 동기를 집 으로 면 하 다. 이후 5년이 지난 

2017년, 1차 심층 면  상이었던 4명  2명을 2차 심층 면 으로 

다시 인터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시 사건에 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 는지에 한 정보를 보충하고자 했다. 모든 녹음은 참여

자의 승낙을 받고, 직  녹취록을 작성하 으며, 본 연구에서 당시 조

사 상자들은 익명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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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 26 → 31세
인디 음악가

(솔로, 밴드)
1인, 4인 노이즈

두리반, 

자립음악생산조합

J(남) 25 → 30세
인디 음악가

(밴드)
2인

그라인드코어

/메탈

두리반, 

자립음악생산조합

H(남) 39 → 44세
인디 음악가

(솔로)
1인

일 트로닉 

스

두리반, 

자립음악생산조합

4. 젠트리피케이션 경험 예술가들의 인식 변화 

4.1. 투쟁에 나선 인디 음악가들(2009년 12월~2011년 6월)

두리반은 2005년 3월에 개업한 홍  앞의 작은 칼국수 가게 다. 

2006년 3월, 마포구 지구단 계획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07년 12

월, 철거를 해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장을 통지받았다. 동일 건물의 

11세 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상가건물임 차보호법 제10

조가 최  5년까지 임차인의 업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

만, 철거나 재건축 경우는 외 기 때문이다. 학시  학생운동 경

험이 있고, 소설가이기도 했던 두리반 주인은 민주동문회와 한국작가

회의에서 농성을 제안받았다.

두리반 투쟁은 곧, 홍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온 청년층 인디 

음악가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 철거반  투쟁은 주로 로써 사태를 

알리고자 한 기성세  심의 운동과는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모

두 차별성이 있었다. 형식 으로는 음악 공연이나 미술 시와 같은 

문화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 직  호흡하고자 했다. 내용  측

면에서도 철거 반  투쟁의 박함을 알리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헤비메탈, 는 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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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 트로 디스코 장르의 음악을 객들이 즐길 수 있을 뿐이었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 투쟁의 

기 시 인 2010년 4월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두리반 투쟁 련 기사나 칼럼은 7건에 불과했다.3) 그러나 

2010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인디 음악가들의 공연 장

에는 객의 수가 속도로 늘고 있었다.

사실, 두리반 문제를 잘 몰랐어요. 두리반 돕는 공연을 하겠다는 포스

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세요, 하길래… ‘철거 문제다’ 해서 

간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네. 가서 뭔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거죠. (P, 인디 음악가)

칼국수집에서 공연하자더라고요. 후 사정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가보니) 철거하고, 농성하고… 공연 기획을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재

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클럽보다 재 으니까. (철거 반  투쟁 상황은) 

가서야 알았어요. (J, 인디 음악가)

는 그때 개인 으로도 뭔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용산참사 이런 것

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무나, 참담한…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

고 있었고, 이 동네(홍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좀 못

마땅했죠. (H, 인디 음악가) 

인디 음악가들의 두리반 투쟁 장 참여 동기는 지극히 일상 이고 

3)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 서비스 카인즈(http://www.kinds.or.kr)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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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 흥미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4) 혹은 촛불집회나 용산참사와 

같은 당시의 사회  사건으로부터 형성된 분노와 실망의 기억 한 

주요 동력이 되었다. 상진(2009)은 우울증과 자기계발의 시 에 지

배 인 새로운 정치  에서는 상반되는 이해 계에 근거한 갈등

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에 주목하여,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청년층

의 참여가 조했던 상을 비 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최종렬(2011)은 

이러한 비 이 행 의 우발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동시에, 상징성을 

축소시킨다고 분석한 바 있다. 두리반 투쟁에 지속 으로 참여한 인디 

음악가들의 기 참여 계기를 확인해보면, 개인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 그리고 이 에 간 으로 경험한 유사 사회

 사건으로 인한 상징  향과 같은 립 인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청년 인디 음악가들은 ‘철거 반 ’라는 명확하고 구체 인 목

표를 가진 두리반과 사실상 아무런 직 인 계를 맺고 있지 않았

다. 재개발에 항하고, 철거에 반 하는 투쟁은 계속 존재해왔으며, 

두리반이 유일한 철거 반  투쟁의 장도 아니었다. 인디 음악가들은 

왜 철거반  투쟁을 그토록 장기간 주도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의문

을 해소하기 해, ‘홍 ’라는 공간의 상징과 인디 음악을 생산하는 

‘ 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4) 본 논문에서 생략되었지만, 연구자의 사회  계망을 통해 면 한 다른 두리반 

투쟁 참여자들의 부분도 ①지인에 의한 , ②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 알게 

되어서, ③홍  주변이라는 지리  요소로 인해, 두리반 상황을 알게 되었거나,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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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홍대 공간의 상징성과 젠트리피케이션

‘홍 ’라는 공간의 상징은 ‘인디’ 문화와 함께 역사  변화를 겪어

왔다. 홍  공간은 안 이고 실험 인 술 공간의 상징으로, 비주

류 문화의 생산과 문화실험의 장소라는 시각이 체로 설득력을 얻는

다(이동연, 2003). 이러한 맥락에서, 홍 는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문

화 생산자들이 참여하거나, 소비자로서의 지지층이 집합하는 마니아

 공간으로도 분석된 바 있다(고 범, 2010). 문화뿐만 아니라, 특

히 인디문화의 변화양상을 할 수 있는 국내의 상징 인 문화공간이

자, 독특한 문화  상상력과 일탈, 그리고 이국정서의 소비욕구가 발

되는 특정한 장소성(place-centeredness)을 담지하는 공간으로 부상한 

것이다(이동연, 2003, 2004; 이기형, 2007).

홍  지역은 1950~1960년  일반주거지역에서, 1970~1980년  

미술문화지역, 1990년  반 고 카페 문화지역을 거쳐, 1990년  

후반 클럽문화지역, 2000년 에는 이 모든 것이 층화된 복합문화

지역으로 발 해왔다(이무용, 2005b). 홍  공간의 요한 문화  특성

은 해당 지역의 문화를 지칭하는 ‘인디 문화’가 문화공공성의 맥락에

서 사회 습 으로 말하는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는 으로, 소수 집

단화되어 있지만, 문화  취향은 개별화되어 있고, 보편 인 문화  

감수성보다는 특별한 감수성을 선호한다는 에서 문화  공공성에 

반된다는 이다(이동연, 2003).

그러나 속한 젠트리피 이션 상으로 공간의 변화를 으로 

인식한 술가들의 혼란과 갈등은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었다. 두리반

이 홍  지역에 치했다는 은 그동안 축 된 술가들의 문화자본

과 사회자본을 항 과정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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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홍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 공간

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철거반  투쟁과 달리, 지리  치 자체로 기

존의 많은 철거 반  투쟁과 차별화된 장소성의 유리함이 있었다.

기존의 많은 재개발 반  투쟁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두리반 한 

법 으로는 철거 정 지역을 불법 거한 경우에 해당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한 근 방식에 따라, 불법 거는 

불법의 오명을 벗을 가능성도 확보된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는 담

당 국가기 의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개입, 해당 공간의 계약 

당사자나 주변인들의 이해 계 등의 복잡한 입장차와 문제 이 존재

한다. 두리반은 재개발이 재산권 행사에 앞서, 주거권이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 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쟁 과정에 인디 

술가들의 풍부한 문화  역량을 주요 자원으로서 활용하 는데, 이

러한 양상은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막개발’에 한 항의 상징이 된 홍  앞 칼국수집 ‘두리반’의 농성

이 크리스마스로 1년을 맞았다. ( 략)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었다. 건설

사 용역 30여 명은 칼국수집 두리반에 들이닥쳤다. ( 략) 집기가 몽땅 

뜯겨나간 가게 안에서 그 게 ‘농성’이 시작 다.

산타클로스는 있었다. 다음 날인 26일 인천작가회의 이사들이 찾아

와 지지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듬해부터는 음악회가 이어졌다. 다

큐상 회도 함께 다. ‘사막의 우물 두리반’ 공연이 계속 고, 3월에는 

요일마다 칼국수음악회도 열렸다. ‘막개발’에 항하는 술인들의 

공연은 두리반에게 1년 내내 주어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5) 

5) 작은용산 두리반 기록 자료에서 발췌  재구성(http://cafe.daum.net/duriban). 자

립음악생산조합은 2010년 두리반 투쟁 당시, 투쟁 참여 음악가들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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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던 술가들은 비공식  연결망을 통해 빠

른 속도로, 당시 두리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많은 술가들에 

의해 축 되어온 시공간에 한 애정이나 존경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홍  공간과 계 맺음을 통해 지속

으로 문화를 실험하고, 정서 으로 교감해온 결과 덕분이었다. 그들에

게 홍  공간의 격한 젠트리피 이션은 일차 으로는 이러한 그들

의 정서, 나아가서는 술가로서 그들의 삶 자체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발생시켰다.

홍  공간은 많은 술가들에 의해 문화  가치를 축 하고 공간  

가치를 획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속한 젠트리피 이션이 결과

으로 술가들에게는 불안감을 유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술가들이 

갖춘 문화  역량은 공간을 불법 으로 유하는 일종의 스쾃 과정에

서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며, 철거에 반 하는 사회운동으로 확 되었

다. 그동안 한국에서 스쾃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표 으로 

2004년 8월 15일, 술가들이 목동 술인회 을 거한 사례가 있다. 

오아시스 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례는 술계 내부의 기획 차원에서 

죽어 있는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의 술 공연의 한 형태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목동 술인회  공사에 반 했던 술인들은 

소유주와 공권력의 투입으로 거 13시간 만에 스쾃을 종료해야 했다

(김강, 2008).

두리반 투쟁은 홍  공간에서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폭넓은 문화자

의해 비모임을 결성했으며, 2011년 4월 발기인 회와 8월 첫 총회 이후, 다수

의 공연 기획과 음반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자립음악생산조합 홈페이지 발췌 

자료). 2012년 10월 기 , 조합원이 총 107명으로 출범 기 규모도 작지 않았으

나, 2017년 8월 기 , 2인 이상 인디 밴드의 세부 인원을 계산하지 않은 등록건수

가 약 4백 건에 가까울 정도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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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활용한 한국형 스쾃에서, 랑스를 비롯해 서유럽에서 주로 발견

되는 스쾃의 사회운동으로의 변형,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

향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갖춘 것이었다. 구체 으로는 인디 음악가들

을 주축으로, 삶의 불안을 술가 수 에서 일반 시민사회 차원으로 

환기하는 방식으로 확 시켰다는 에서, 기존의 국내 스쾃 사례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리반의 이 같은 문화 인 투쟁은 

궁극 으로는 사회  가치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

었던 것이다.

그들은 공간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해 가장 직 으로 홍 라는 인

디의 주요 공간에서의 지속 인 정주 가능성을 받는 술가들이

었다.

4.3. 프레카리아트 예술가로서, 인디 음악가6)

술가들, 그 에서도 인디 음악가들이 두리반 투쟁을 주도하게 된 

결정 인 추동력으로, 자신들이 카리아트화되고 있거나 혹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면

자들은 모두 ‘촛불집회’나 ‘용산참사’처럼 사회  차원에서 이슈화되

6) 이진경에 따르면, 술 분야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지만, 카리아트(precariat)

는, 노동자 계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 내지 분해되며 양극화되

는 상을 통해, 어느 쪽으로도 편입되었다고 정의하기 힘든 ‘ 카리오

(precario, 불안정한)’와 ‘ 롤 타리아트(proletariat)’ 개념이 합성된 새로운 집단

이다. 즉, 특정한 소속이 없는 불안정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노동자 계 이 

공장에서 벗어난 시간에도 사실은 잠재 으로 항상 공장에 속한 계 이라면, 

카리아트는 일할 곳을 찾아 공장과 공장들 사이를 떠도는 존재로서, 경제  

계  구조에서도 실업에 가까운 ‘거리의 계 ’이라는 것이다(이진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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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문제에 잠재되어 있던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두리반 문제’로 연

결되는 맥락에서 분노나 불안감을 집합표상화한 공통 이 있었다. 

○○○○○도 없어졌고. ○○○○○도 닫히고. 그런 공간들이 어 든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딱히 자본의 잠식 이 게 말하지 않아도, 계속 

사라지는 거죠. (P, 인디 음악가)

문을 닫는 공간이 많았어요. ○○○, ○○, ○○○○○○, ○도 다 닫았

죠(공연장들). 심지어 1년에 몇 개씩도 닫았죠. 어떤 데는 다시 살려야지 

해도,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은 별로 없고… (결국 사라졌다)…7) 

(D, 인디 음악가)

문화 공간이 사라지면서, 문화  콘텐츠와 상 없는 공간으로 끊임

없이 반복 체된다는 에 한 문제의식은 자신들의 삶에 한 불

안감과 첩된 결과 다. 심층 면 자 D의 경우, 부득이 90여 분간의 

인터뷰를 홍  거리를 함께 걸으며 진행하 다. 음악 공연이 주 생업

인 그는 부업으로 30여 분 간격으로 극동방송국 앞에서 홍익 학교 

정문으로, 다시 상상마당 앞으로, 손수 제작한 리어카를 끌고 홍  일

를 돌아다니며 음반과 서  등을 매했다. 이동하는 동안, 공교롭

게도 새 건물을 짓는 공사 장의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구루마(리어카) 속도는 참 느리잖아요. 근데 여기 바 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게 자본의 속도인 것 같아요. (침묵… 잠시 후) 제가 (개인 으

7) 상업공간은 익명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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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느리게 간다는 건  불안하지 않은데, 이 게 바 는걸 보면 좀 

무서워요. (H, 인디 음악가) 

웃긴 포인트가 (청년 인디 음악가들) 집안이 노동자계 인 경우는 많

지 않거든요 … 산층이면서도, 부분이 ‘88만원 세 ’라는 것도 

그 고…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경우죠(웃

음). 분명히 뭔가 많은 걸 투여받았고, 잘 살아왔는데, ‘우리는 노동계

에 편입되지 않을까’, ‘ 산층에는 편입이 안 될 거야, 분명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D, 인디 

음악가)

인디와 주류문화의 경계를 넘나들기는  더 쉬워지고 있다. 실

제로 두리반 투쟁에 극 으로 참여했던 인디 음악가들 에는 방송

사나 화사와 같은 매스미디어 분야 오디오 문가로서 경력과 수입

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술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신력을 갖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인터

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상 으로 충분한 경

제  지원이나 교육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문직 종사자 부모

님을 둔 개인으로서의 계  정체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디 씬에서의 활동 욕구나 각자가 추구하는 술성을 완 히 포기하

지 않는 이상, 향후 직업과 진로, 그리고 직업 술가로서의 경제력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카리아트로서의 불안감은 결코 작

지 않았다. 

가뜩이나 비싼 월세 때문에 한 포가 6개월을 넘기기 힘든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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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거리’… 음악가의 삶은 이와 상 없는가? 그 지 않다. 작은 음악

가의 삶도 재개발 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작은 음악가들의 작

업장이자 요람인 조그만 클럽들 역시 몇 년 새 몇 배로 오른 월세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들  일부는 이미 문을 닫았다. 우리가 우려하던 

미래가 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8)

젠트리피 이션에 의해 가시 으로 사라지는 공간들을 목격함으로

써 생성된 두려움은 특정한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많은 인디 음악가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감하

는 다양한 분야의 술가들, 학생, 취업 비생 혹은  다른 두리반 

투쟁의 일반 객들과 같은 장 참여자들에게도 공유되었다. 스 들

러(Swidler, 1995)는 공공의 상징을 공유하는 것이 곧 공공성이며, 우리

가 공공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역사 으로 어떤 맥락에서 공 으로 

공유되는 문화의 향이 행 자들에게 어떻게 형성되었고 작동하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운동은 이러한 공공성을 기반으

로, 공공의 상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문화라는 것이

다. 두리반은 사라지는 공간 혹은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는 술가들에게 한정 으로 용될 수 있는 문제의식이 더 이상 

각 개인들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  차원으로 확  공유되고, 

상징화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특수성을 남겼다. 이러한 정서가 공  

가치를 재고하고, 그 요성을 호소하기 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조직

화를 가능하게 했다. 

8) 2011년 5월 1일 노동 , 자립음악생산조합 ‘51+’ 기조연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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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투쟁에서 결성된 인디 음악가들의

사회운동 조직

2009년 12월 24일, 펜스를 뚫고 철거 장에 진입하면서 시작된 

두리반 투쟁은 2010년 2월, 청년 인디 음악가들의 자발 인 공연을 

계기로, 사회운동으로서 체계 인 임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정기 공연을 계속 진행하는 형태로, 이들은 실질 으로 두리반 철거반

운동을 주도한 집단이 되었다. 그들의 음악 공연이 두리반 철거반

운동을 성공 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에 해서는 음악 공연 기획단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 객)으로서 참여한 일반인들에게도 이견

이 없는 편이다. 

두리반 철거반 운동을 공식 으로 주도한 모임은 두리반 책

원회로서, 그 구성원으로는 청년 음악가들 모임(이후 자립음악생산조합

으로 확  조직된 인디 음악가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으로 

성공의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은 과잉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두리반 철거반 운동을 효과 으로 알리고, 사회운동 조직으로서 

문제를 증폭, 확산시켜 심과 연 를 끌어낸 과정에서, 그들의 음악 

공연은 가장 주도 이고, 효과 이었다는 것이 기록 자료나 면  과정

에서 반복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상황의 구조 인 조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주 이 

개입되는 상호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므로, 인디 음악가들이 두리반 투

쟁을 사회운동 조직으로 변화시켜나간 과정을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개념으로서는 스노우(Snow, 2000)가 제안한 임 이론이 

합하다. 첫째, 임 목(bridging)은 이념 으로는 일치하지만 구

조 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임을 특정 쟁 이나 문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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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두리반 철거반 운동은 임 목 단계

에서 촛불집회, 용산참사 등의 외부 경험을 통한 공공성의 기에 

한 문제의식과 인디 음악가로서의 실 인 불안감이라는 이질 인 

문제들을 두리반 철거 기 문제에 투 하여 결과 으로 ‘재개발 반

’라는 합의된 쟁 을 명시했다.

둘째, 임의 증폭 단계로, 사회운동 성격을 이상화(idealization)하

여 연 (solidarity)를 활성화하고 지지자를 확 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리반 투쟁을 주도한 인디 음악가들은 ‘자립음악회’, ‘칼국수음악회’ 

등으로 세분화된 공연 기획을 주 1회 정기 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2010년 5월 1일 노동 에는 ‘51+’라는 규모 공연을 열기에 이르

다. ‘51+’ 공연에 동참한 청년 인디 음악가들은 5월 1일이라는 노동

 날짜를 활용한 기획에 맞춰, 당  모집을 목표로 했던 51 을 넘어 

60 을 넘어서며, ‘자립음악생산(자)조합’9)이라는 음악가들만의 조직

을 결정하고, 두리반의 “정당한 재 상” 요구와 함께 “신자유주의 반

” 기조의 연설문을 발표했다.10)

1. 우리는 두리반과 XX건설의 정당한 재 상을 원한다.

2. 우리는 인간 없는 건설자본, 사람 없는 투기자본, 혼 없는 탐욕자본

이 홍  앞을 잠식해오는 것에 반 하고, 항한다.

3. 우리가 힘을 합쳐(연 하여) 두리반을 응원함으로써 이 땅의 자립음

악가들(그리고 자립 술가들)과 지역공동체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사회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음을 증명한다.

9) 당시에는 공식 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자립음악생산자조합’, 

‘자립음악생산조합’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고, 기록되었다.

10) 기조 연설문의 호 내용은 당시 작성되어 공식 배포, 발표된 자료 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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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궁극 으로 두리반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자립음악가들이 직

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승

리의 조건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타와 북과 

목소리와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두리반을 시끄럽고 재미있게 만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자. 이러한 우리의 공연이 

작게나마 승리의 조건들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10

년 노동  공연 기조 연설문)

인디 음악가들은 이처럼 사회운동 조직을 결성하 음을 공식화함

으로써, 두리반 철거반 의 운동 목 과 범 를 확장시켰다. 를 들

면,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 문제, 술

가들의 지속 인 경제 불안, 기존 사회구조에 한 문제 제기 등으로 

연결되었다. 

(노동 에 규모 공연을 기획하자는 제안) 는 실성이 없지 않냐, 

그랬어요. 목표는 3백 명 정도 는데, 갑자기 하루에 몇 백 명씩 매하

고,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그러는 거 요. 당일 공연 자체는 막 엉망이었

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만 놀고 가는 게 아니고, 아  상주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어요.  더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쓰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

을…(갖게 되었다.) 음악가들 기 에서는 희의 욕망이랑 두리반의 욕

망이 맞아떨어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욕망에 피해를 주지 않으

면서, 러스 효과를 주는… (우리도) 할 수 있다… (D, 인디 음악가)

이후 임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인디 음악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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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음악생산조합이라는 별도의 동조합을 공식 으로 조직화하

다. 두리반 투쟁은 자립음악생산조합에 의해 좀 더 활기 넘치는 공연 

형태에 의해 결과 인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는 주도층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의례 효과가 작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음악을 통한 상호 간의 의례화 과정에서 카리아

트의 불안감, 혹은 불안정한 정서를 공유하며, 문제에 한 공감 를 

확산시킴으로써, 인디 음악가들의 음악  문화자본은 의례화의 핵심 

기제가 되었다. 의례와 련하여 매우 인 유형화 작업 충실했

던, 후기 뒤르 주의자들은 의례 연구에서, 일상과 다른 특별한 감정, 

에 지, 상황을 경험하도록 략 으로 의도된 상징  실천들을 의례

로 간주하며, 노래, 춤, 연극  장치와 재 , 상징 등의 연극  요소와 

연행에 의한 변  가능성에 주목했다(박선웅, 1998).

“철거농성장이랑 인디밴드랑 무슨 계야?”

“몰라! 그냥 공연하나 .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신 을 아지트로 삼았던 뮤지션들이 왜 그곳을 떠나야 했는지, 압구

정동으로 갔다가 이내 홍  앞으로 오게 된 이유는 뭔지, 홍  앞에서 

다시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이유는 뭔지. 그런 걸 말해주고 로 고

개를 끄덕일 때 두리반 농성은 새로운 형태의 농성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 다. 왜 용산참사에 평범한 시민이 함께했는지, 왜 ○○교육이나 ○

○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연 가 뭔지, 왜 연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면 그건 참 느슨하다. 물론 이해를 구하는 설

명처럼 덧없이 구린 것도 없다.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필요

할 뿐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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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한, 수평 인 상호작용을 시

하고 있었다는 도 확인할 수 있다. 인디 음악가라는 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채, 강제 철거나 자본주의의 횡포라는 폭력 인 상황에 

반 한다는 다소 이질 이고 거시 인 사회운동을 지향한다는 에

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에 많은 이견이 충

돌했다. 반 으로, 사회운동 조직으로서의 색채를 낮춰야 한다는 입

장에서는 두리반 투쟁 과정에서 인디 음악가들이 공연에 동원되는 물

리 인 장비나 시간의 제공에서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의 부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을 논거로, 자립음악생산조합은 보다 음악 

경제공동체로서의 조직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타나

면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다.

생활이 정치에 맞닿아 있는 부분, 가시 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로… 음악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손사래를 친다고 해야 되나. 정치

으로 내비치는 걸 싫어하는 건 있어요. (H, 인디 음악가)

두리반에 있다가 다 RR(  다른 철거 농성장)로 넘어갈 때,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던 애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는 좋은 의사(소통) 구조

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운동 조직으로의 정체성을 잃

어버릴 때는 강하게 항할 거 요. 많이 싸웠어요. 경제 인 부분도 

채워야 된다, 운동도 계속돼야 한다… (D, 인디 음악가)

이러한 상호 수평 인 소통 방식에서는 온 히 문화 이지만도 않

11) 유채림, 2012, 두리반 음악 공연 일반참여자의 반응과 회고 기록 부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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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완 히 정치 이지만도 않은 존재인 인디 음악가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 문화  효과를 생산한다는 에서, 정치  행동에 새로

운 균열을 일으키는 ‘문화  다 ’의 존재 음을 보여 다. 이동연은 

문화  다 이 정치  다 , 경제  다 , 디지털 다 과 같은 개별 

다 들의 한 분 로 정의되기보다, 노동과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문화  다 으로서 지성과 감정의 복합  특이성을 내재화한다고 분

석하며, 소수집단으로서의 문화  다 화에 의해 정치 , 문화  유산

을 계승하여, 곧 문화정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하 다(이동연, 2010). 

즉, 다 은 개인 이기도 하면서 집단 이고, 다층 인 성격을 가진 

지속 인 형태로서, 강제  통일과는 립된 것으로, 이러한 다 의 

존재들이 개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이 져 있다는 것이다. 

두리반의 인디 음악가들은 문화  다 으로서의 수평 인 소통과

정을 통해, 음악 공동체로서 술가들의 권리가 제 로 보장받지 못하

는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극 으로 제기하며, 인디 음악가로서 감내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인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조합 조직

을 활용했다. 두리반 철거반  투쟁은 곧 인디 음악가들의 술가로서

의 투쟁과 함께 진행된 것이다.

(음악가들이 공연을 할 때) 원래 다 계약서 써야 되는 건데, 몇 백만 

원씩 떼먹고, 그런 일이 무 많으니까… 클럽들도 공연비 안 주는 게 

일반 이었거든요. 근데 희는 더 이상 안 당해요. 희는 처음부터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그

게 진행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근 인 걸 어도 근 인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된다… 계몽주의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는(웃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성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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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직과 뭐가 달라지냐… 기업들이랑 행사하고 그러면 다른 이블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조합을 하냐는 입장인거고. 어떤 트 와 함께 

일할 것인가(도 매우 요하다). (D, 인디 음악가)

처음에는 조합 말고 노조라고 하자고도 했는데, 그 순간… 그 게 활

동하면… 쟤네 빨갱이다… 그런 오해가 싫었어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

이 모인 건데… 그래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이 정 동체라고는 말하지 않

아요. (P, 인디 음악가)

이를 통해, 인디 씬에 만연한 계약 체계의 미비함이나, 임 체불(공

연비)과 같은 문제는 부분 으로나마 비교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 히 인디 음악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균일하게 통일

된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에 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구술 내용에 나타나는 ‘정 동체’라

는 표 은 희망, 고통, 사랑 등과 같이 념(idea)은 존재하나, 그 자체

로서는 아무것도 재 하지 않는, 비재 인 모든 사유형식을 일컫는 

‘감정(feeling)’으로서의 ‘정동(affect)’을 의미한다(김상운 외, 2005). 질 들

뢰즈에 의해 개념화된 ‘정동’의 구성체는 자립음악생산조합 인디 음

악가들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부정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써, 그들이 술가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해 투쟁하는 

운동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간에 혼란을 겪었음을 반증한다. 

531일이라는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이들 인디 음악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두리반 투쟁은 상 타결로 2011년 6월에 완료되었다. 철

거에 항한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으로는 

임 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두리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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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후로도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잘 해결한 성

공 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다른 갈등의 장에서 흡사한 방식의 

투쟁을 재생산하는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간은 변했다. 그들의 투쟁으로, 젠트리피 이션 상을 

공론장에 이슈화하고, 변화의 속도에 항할 수는 있었지만, 술가들

이 섰던 홍 의 무 들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다시 생기기를 반복하면

서, 결국 사라졌다. 공간이 변하는 시간 동안, 인디 음악가라는 술가

의 에서, 술 씬의 공간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5년 

후, 그들을 다시 만났다. 

4.5. 인디 음악가들의 투쟁, 5년 후

시간이 흐른 후, 5년  두리반 투쟁에 극 으로 참여하며 젠트리

피 이션에 반 했던 인디 음악가들은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도 많았지만, 여 히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인디 음악가로서

의 활동을 주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사례도 많았다. 특이 은 젠트리피

이션 상이 인디 음악가를 포함한 술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

다고 인식하는 변화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음악 하는 입장에서, 두리반은 정말 좋았어요. 희 음악 이 많이 

바 기도 했고, 객들이 찾아와야 하는 공연이 아니라, 객을 찾아내

면서 다녀야 하는 공연이란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젠트리피 이션으로 

희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경험을 압축 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축

복이죠… 선배 음악가들은 정치 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는데, 이제는 바 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 | IP: 147.47.69.*** | Accessed 2018/05/08 17:48(KST)



150  음악 통권 20호(2017년 하반기)

런 변화가 있다는 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

면 두리반에서 한 공연 에 개인 으로 제가 좋아했던 공연은 없었는

데(웃음), 그 게 엄청나게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좋은 

거 죠. 고맙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마지막 기회 던 것 같기도 해요. 

(D, 인디 음악가)

음악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무 에 서고 싶다는 확실

한 이유가 있죠… 홍 는 확실히 (공연을 해 설 수 있는 무 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냥 다른 걸로 변했다고 해야 하나? 창기 자립음악생

산조합에 있던 사람들도 요즘은 다른 데서 디제잉 티나, 클럽, 외국 

공연도 많이 해요. 그래도 두리반 투쟁할 때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젠트

리피 이션 문제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속 

많고요. (J, 인디 음악가)

홍 에서 인디 음악가들이 경제 인 보상을 받으며 설 수 있는 공

연 무 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결성한 조직은 새로운 무 들을 

계속 발굴하고,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다. 자립음악생산조합은 

재, 두리반 투쟁 과정에서 결성된 창기 인디 음악가들의 규모보다 

구성원이 3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이는 2인 이상의 밴드들의 세부 

구성원 수를 집계하지는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원수별 규모는 훨씬 

더 큰 규모임을 상할 수 있다. 

인디 음악가들의 조합 가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술 활

동의 기회를 찾고 공연에 합당한 보상을 보장받는 데서 그들의 연  

조직이 유효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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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두 명의 인디 음악가들은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창립 멤버로 주

도 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재는 조합비만 내고 있을 뿐, 참여는 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처럼 느슨한 계를 유지하면서, 각

자 술 활동의 역을 넓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젠트리피 이션 논의가 도시 재생의 에서 임 인과 임차인 

계를 심으로 한 정책 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 하게, 이러한 

담론을 형성하고, 부분 으로 도시 경 과 분 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

던 술가들의 에서는 새로운 술  상징과 무 를 찾고자 하는 

술 작업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해, 

특정 공간이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상에 해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5년 , 그들이 젠트리피 이션에 격렬하게 

항했던 것은 일차 으로는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격하게 진행되는 

재개발 과정에 공간을 구성하는 공  가치나 계를 배제한 채, 합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차에 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

에 젠트리피 이션으로 인해 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 를 잃고, 

술가로서의 활동 역을 받을 가능성에 한 항이기도 했다.

음악가들 사이에서 젠트리피 이션이라는 이슈는 이제 한물간 주제

가 돼버리기도 했어요. 시장도 더 빨리 변하고 있고… 홍  무 들은 

사라졌지만, 공  산을 지원받는 K-pop 로토타입으로 창동 랫폼

이 생기기도 했는데, 무 고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웃음), 정말 음악가

들이 설 수 있는 무 로 유지되는 데는 문래. 아주 조그맣게… 어떤 방

식으로든 자기 작업을 계속해나가면서 생활하는 것도 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  자립조합에서 갈등 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무 를 

계속해서 찾아내서 기회를 만들려는… ( 술 활동의 과정이라고 생각한

서울대학교 | IP: 147.47.69.*** | Accessed 2018/05/08 17:48(KST)



152  음악 통권 20호(2017년 하반기)

다) (J, 인디 음악가)

술가로서, 젠트리피 이션 상을 술 활동의 기회로 재인식하

고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한 변화 다.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는 젠트

리피 이션의 기회는 매우 제한 이며, 결코 정 인 기회로서의 인

식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젠트리피 이션이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다발 으로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술가들이 상권의 재편 가능

성을 제로, 젠트리피 이션이 속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한하여, 

술 활동의 기회를 찾으려는 역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결국 창조계 의 핵심 집단인 술가들이 창조성을 형성하면, 이

후 진 으로 산층 계 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갖

춰나가는 구조에서, 술가들은 노동의 취약계층으로 떠돌아다닐 수

밖에 없음으로써, 술가들의 창조성은 축 되는 것이 아니라 휘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술가들의 창조성이 축 된 장소성에 따라 상업 

자본이 유입되는 패턴에서, 반 로 상권을 개발하고 재개편하려는 젠

트리피 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될 지역에서 술가들이 자신들의 활

동 가능성이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움직이는 형태로 

변화한다면, 술 활동과 경력을 극 으로 구하고자 하는 청년 술

가들에게는 노동 기회를 얻는 차원에서도 술 노동의 불안정성은 해

소되지 않은 문제로 남겨질 수 있다. 

5. 결론

젠트리피 이션 상은 분석 상이나 사례에 따라, 여러 층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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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복합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리반 철거반  투쟁이라는 특정한 사례에 한하여, 젠트

리피 이션 반  운동을 주도하고 극 으로 참여한 인디 음악가들

을 상으로, 젠트리피 이션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심층 으로 분석

하 다. 

젠트리피 이션에 항 경험이 있는 인디 음악가들은 기 시 에

는 공간의 변화를 술 활동 는 술 노동 기회의 상실 기제로 인식

하고, 부정 인 정서를 공유하 다. 그들은 부분 실험 인 문화의 

메카로 상징되는 홍  지역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층 인디 

술가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 술 활동을 

이어가는 불안정한 계 , 즉 카리아트로서의 불안감을 젠트리피

이션 상에 투 하고,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집단을 조직함으로써 

문제를 극 으로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젠트리피 이션이 술가들에게 

오히려 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냈

다. 이때, 그들이 표 하는 ‘기회’는 안정 인 술 노동으로서의 기

회로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면 자들 한 여 히 

술가로서의 경력과 경제활동을 지속 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 히 검토 이었으며, 그들 주변의 인디 음악가들이나 여타 술산

업과 계를 맺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에도 속한 환경 변화하에서, 

경제 으로 안착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 이는 술가들의 

기여에 의해 형성된 창조 인 도시 공간에 상업 투자자본과 새로운 

산층을 유입하여, 본래의 지역 거주자들이나 세 소상공인들을 떠

나게 한다는 젠트리피 이션 상의 형 인 논의에 해당되는 일례

로, 오히려 젠트리피 이션이 나타나는 시·공간으로 술 활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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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탐색하려는 술가들이 잇따르는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에

서 역설 으로 청년층 술가들의 고용과 노동의 불리함을 부각한다.

공  거버 스가 구축되면서, 젠트리피 이션 상을 둘러싼 문제

들은 일차 으로 임차인과 임 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에

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간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형성하는 

표 인 창조계 의 핵심인 술가 측면에서의 논의는 재 수 에

서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을 제한 이나마, 본 연구에서 인디 음

악가들의 인식과 정체성의 변화를 심으로 살펴보며, 제안하고자 하

다.

인디 음악가들이 젠트리피 이션 기 시 에는 술가로서의 삶

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 로 젠트리피

이션이 술 활동이나 노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재인식

하는 지 이 찰되는 것은 인디를 포함한 술 노동의 성격이 불안

정하고, 인디 음악가가 물리 인 공간에서 축 해온 공연의 기회가 

어듦으로써, 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하는 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디 음악가가 공공 산을 지원받는 작은 공연 

무 들을 환 하지만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술가들이 

공간 변화에 따라 활동의 동선을 불가피하게 수정, 모색할 수밖에 없

는 조건에서 어떻게 술 활동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들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속 으로 형성해가는지에 한 차후 심층 연구의 필요성

과 함께, 주거  상업 공간 자본을 심으로 한 기존의 젠트리피 이

션 공론장에 이들 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인  자본 에서의 논

의를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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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e Musician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Gentrification

Kim, Soyeon(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identity and perception 

of independent musicians, or more commonly known as ‘indie’ musicians, 

who underwent conflicts taking place during the gentrification proces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t an infant stage of the gentrification, the 

indie musicians tended to perceive the rapid reshaping process of the sur-

rounding space and environment to be a crisis, and in turn, choose to 

be resistant to the situation. Nevertheless, the study witness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the musicians had gradually begun to identify the 

gentrification as potential opportunities for their musical activities. This 

ironically highlights the issue of job unstability among musicians, which 

calls for an approach based upon the features unique to artistic labor 

as well as a wider array of research on the relevant field. Considering 

the limitation that each gentrification process may emerge in different 

form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is study is only focused on inves-

tigations into a particular group of indie musicians who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conflicts taking place during certain gentrification process.

Keywords: Creative Class, Indie, Musicians, Gentrification, Soci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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