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 
삼십대 후반의 여자 사람. 투덜이, 도피자, 표면적 염세주의자, 게으른 이상주의자. 날 것 그대로인 것과 치밀하게 계
획된 것을 동시에 좋아함. 겉과 속이 매우 다르며 합리화의 달인. 학업이 심하게 늘어져 현실 감각은 떨어지고 눈만 높
음. 십년간의 유학생활 후 돌아와 서울에서 살아보려 했으나, 도피본능에 무릎꿇고 서귀포에서 자발적 격리생활 중.
내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나’이다. 이런 사람의 글 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보면 되겠다.

건축설계를 전공했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짧은 실무경력이 있다. 졸업한 학교가 다른 건축학교에 비해 도시적 관점에 
대해 다루는 비중이 높았고 그러한 사회에서 십년을 살다 보니,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따로 
떼어 놓고 특별한 것 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어
째서인지  한국에서 짧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온 괴리감을 적절히 소화시키지 못했다. 어쨌거나 돌고 돌아 지금은 ‘도
시 재생’을 포함한 지역경제 재생과 관련된 광범위한 일을 하는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 한 지 7개
월 정도 지났다.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 주로 한 일은 동네 (자원)조사와, 건축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워낙에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우연에 가깝고, 
거의 호기심으로 1-2년 정도 경험해봐서 손해 볼 것은 없겠다 싶은 가벼운 마음이었다.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
합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피고용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이다. 회사같지 않은 ‘회사’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독재와 자유 방임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키를 잡고 
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가 어떠한지,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모든 
일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왜하고 싶은지가 중요하고 어렵다고 느낄 뿐이다. 회사가 하
는 일은 좁게 보았을 때,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자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만들고 찾아서 하고/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간헐적 단순 육체노동도 포함된 일들이며, 일차적인 
책임, 부담, 창피함, 뿌듯함은 본인의 몫이다. 이 또한 어떠한 일이든 그렇겠지만.

삶-돈-공간-건축-동네-도시-지역-우주의 어디쯤에서 건축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 갈 것이기에 나의 인생에 이 회사
가 어떻게 남을 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일단은 이 안에서, 비판적임과 동시에 긍정적일 수 있는 내공, 느린 과정에서 
조바심 내지 않는 끈기를 기르는 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찔리는) 글귀를 인용한다  :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기획자가 되어라.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각오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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