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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학지리학은 다양한 문학 작품 속에 내재해 있는 지리적 지식을 추

출하고 그 의미를 철학적 관점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문화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문학지리학은 여러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지리학

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여

러 선행 연구도 주로 ‘장소성과 장소상실’, ‘공간의 이미지’ 등의 주제

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학지리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의 핵심 개념인 ‘경관’에 주목하고 국내 칙

릿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를 

신문화지리의 관점에서 맥락적 이해에 근거하여 독해하였다.

  지역지리의 지식, 실증적이고 구조적인 지리적 변화 과정 등을 구체

적으로 보여 준 전통적 관점은 인간주의 지리학, 포스트모던 지리학 등

을 아우르는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으로 문학지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은 ‘경관’의 독해를 통하여 지

리적 가치의 의미를 적절히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문학 작품의 맥락

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경관’에 내재해 있는 ‘인간-사회-문화’의 관

계를 총체적으로 독해하는 신문화지리의 관점은 활발한 학제 간 연구

를 근거로 학문적 토양을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학지리학이 추구해야 할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관’의 독해의 과정과

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연구는 인문경관의 실체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문

화경관론과 인간주의 지리학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경

관을 문화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환경을 재현하고 구성하며 상징화하는 

회화적 방식으로 경관 독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독해 방법론

은 문학·회화·사진·영화 등 재현된 매체에 폭 넓게 적용되어 경관의 내

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밝혀내는 ‘보는 방식’으로 이론화되었다. 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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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의 경관 독해 방법은 ‘베일로서의 경관’, ‘텍스트로서의 경관’, ‘응

시로서의 경관’의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달콤한 

나의 도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도시경관을 여성의 관점에서 독해할 

수 있다.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2005년부터 2006년 6월 5일까지의 시간

적 배경을 따라 전개되는 『달콤한 나의 도시』는 ‘결혼’, ‘계급’, ‘개인

사’, ‘소비’라는 주요 경관이 주인공의 시점(시선)에서 자세하게 묘사되

고 있다. 도시의 다양한 경관은 여성에게 ‘인간-사회-문화’가 종합적으

로 어우러진 형식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변화가 내재해 있는 지리적 가치에 근거하며, 작품 속에서 사물화된 형

태와 행동화된 양식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응과 활용이 드러나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경관’, 대도시라

면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무장소성의 경관’, 자신을 위로하고 만

족하게 하는 ‘보상의 경관’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학지리학의 정체성 확보와 풍부한 연구 결과의 도출은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은 문

학지리학의 다양한 주제를 ‘인간-사회-문화’의 총체적 관점을 통하여 

연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의 핵심 개념인 ‘경관’에 

주목하여 문학지리학의 지평을 넓혀 보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새로

운 출발점이 되어 문학지리학 연구가 더욱 본격화되고 다양화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문학지리학, 신문화지리, (도시)경관, 맥락적 이해, 보는 방식, 

베일로서의 경관, 텍스트로서의 경관, 응시로서의 경관, 결혼, 

계급, 개인사, 소비, 달콤한 나의 도시

학 번 : 2014-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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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Tuan(1978)은 문학을 넓은 의미의 글로 된 재료로 정의하면서, 광고 

전단과 신문, 시전집과 과학전문지에 이르는 모든 텍스트 자료를 문학

의 범주로 간주하였다(최지원 역, 1999: 131-132에서 재인용). 그의 

정의는 문학이라는 소재가 모든 미디어의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시각

은 현재까지도 많은 지리학자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으며, 문학·미술·영

화·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들 중 문학 작품을 기초로 한 지리학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문학지리학은 지리학의 학문 영역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

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김진영·신정엽(2010)은 �지리학 연

구가 외적 지향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문학 작품은 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리학계를 주도한 논리실증주

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문학지리학의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었던 점 

ƒ문학 작품에 대한 지리학계의 주변적인 태도의 3가지를 문학지리학

이 지리학 내에서 정체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정리하였다. 이는 문학 

작품이 가지는 지역, 장소, 세계관 등에 대한 유용한 구성 요소들이 지

리학 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고찰이었다. 이

를 토대로 �서사의 형상화에 따른 이야기-공간의 위치 ‚공간 형식의 

개념적 예시 ƒ문학지리학 연구 요소의 다차원적 구성 „문학작품의 내

외적 측면의 공간 구성 프로세스 …역동적인 장소감 형성과 변화 프로

세스 등의 5가지를 문학지리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방안으로 개념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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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김진영(2011)이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평사리’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장소성 프로세스 

모식도’를 도출함으로써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문학지리학 연구는 실증주의(positivism), 구조주의(structuralism), 인

간주의(humanism) 등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통하여 폭 넓게 연구되어 

왔다. 실증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지형·기후·지명 등 지리 지식의 추출

이 가능하였으며, 구조주의적 관점은 산업화·도시화 등 지리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인간주의적 관점은 문학 작

품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루는 만큼 작품 전반에 감정 이입된 지리적 

대상물을 주관화하여 해석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문학지리

학을 주인공이 처한 ‘인간-사회-문화’의 관계 속에서 고찰한 연구 성

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철학적 관점을 총체적으

로 살펴보는 방법론적 접근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화지리 관점을 문학지리학 연구에 도입한다면,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론적 접근 속에서 문학 작품을 맥락적

(contextual)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신문화지리 

관점은 환경결정론적 시각을 탈피하게 한 Sauer의 전통적 문화경관론

의 관점을 아우르면서도 역사·철학·사회·미학 등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융합하여 문화(culture)를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론적 접근으로 해석

하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화지리 관점은 경관

(landscape)을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 어디에서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외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재한 의

미를 독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

1) 1980년대와 90년대의 여성 작가의 소설을 ‘여성-제도-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존재론

적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는 많으나(강유정, 2006), 이는 문학평론의 연구이며, 지리학적 

가치를 중심에 둔 성과물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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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Cosgrove, 1989; Barnes and Duncan, 1991; Wylie, 2007). 현

재까지 국내에 발표된 문학지리학 연구는 주로 장소성과 장소상실

(placeness and placelessness), 공간의 이미지(image of space)의 측면

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으며(이은숙, 1999; 김진영, 2011; 김예진, 

2013; 박세희, 2013; 이양숙, 2014; 임정연, 2014), 경관을 대상으로 

지리학적 가치를 집중 조명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문학지리학이 지리학 내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리학적 요소를 추출해야 하며, 이를 파

편화된 지식이 아닌 맥락적(contextual) 가치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사회, 특히 도시라는 공간에서 점

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이 인식하는 경관을 연구하는 것은 

국내 문학지리학 연구에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다. 이은숙(1993)의 

연구는 채만식의 『탁류』를 도시의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에 대한 이미

지, 경관에 투영된 도시민의 욕구, 가치와 선호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주인공 초봉의 관점에서 도시경관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직까지 문학작품 속의 도시경관(urban landscape)을 여성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집중 조명한 국내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말부터 

도시 여성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칙릿(chick-lit) 현상과 이를 생

생하게 표현한 문학 작품 속 경관을 독해하는 것은 문학지리학의 새로

운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화지리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에 재현되어 나타나

는 도시경관이 여성의 시각을 통하여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하여 독

해하고 맥락적 의미를 살펴하려 한다. 문학 작품 속 여성의 도시경관 

인식을 ‘여성-사회-문화’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독해하여 

그것이 가지는 지리적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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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정한 연구대상은 정이현의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의 경관 인식을 독해하고 맥

락적 의미를 추출하려 한다. 문학 작품은 현실이 아닌 재현

(representation)이라는 특징을 가지지만, 작가의 면밀한 취재와 자기경

험의 재조직화 과정을 거쳐 이야기를 탄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특히, 도시 소설은 합리적 지식, 통제, 권력, 경제적 번영과 역경, 

젠더화된 욕망이 담긴 지리적 요소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

구대상으로서의 충분한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Crang, 1998: 49-57).

  우찬제(2003)는 소비 사회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핵심적 풍경들이 정

이현의 작품에 여실히 드러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이현의『낭만적 사

랑과 사회』에 표현되는 “폴로 랄프 로렌의 니트 스웨터와 바바리 체

크 스커트, 그리고 무릎 양말과 진퉁 DKNY 스니커즈”(정이현, 2003: 

75; 우찬제, 2003: 1781에서 재인용)의 등장인물의 패션 소재가 포스

트모던 시대, 소비 사회의 일상적인 풍경이자 새삼스러운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선옥(2014)은 정이현의『달콤한 나의 

도시』를 칙릿(chick-lit)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명명하고 등장인물과 주

변부 세계의 중심모방이 지니는 복제된 삶에 대한 자기풍자의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이현의 작품에서 생산되고 있는 칙

릿은 단순히 ‘재현된 이야기 속’의 용어가 아니라, 현실 반영의 장르로

서 이국적 분위기와 탈국경적 스타일을 갈망하는 현대 한국 사회 여성

의 욕망을 여실히 드러내는 개념이 되었다.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

물·간판·도로·거리패션 등의 문화적 요소들이 ‘다국적성’, ‘혼종성’을 띠

며 등장인물이 활동하는 도시의 경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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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와 성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서사라고 비판받기도 하는 ‘한국형 

칙릿 소설’은 현대도시의 새로운 정체성과 일상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

는 여성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는다(정가연, 2007; 이정연, 2009). 『달콤한 나의 도시』는 2000년

대 ‘한국형 칙릿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정가연, 2007; 

이정연, 2009; 이지연, 2012; 이선옥, 2014)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

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러 일상과 사건을 겪으며 주인공 여성이 ‘자

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

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의 경관을 여러 문화적 코드를 통하여 인식하

게 되고 이는 경관의 의미를 통하여 도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방

법으로 연결된다.

  1980년대 Cosgrove, Daniels, Duncan, Jackson 등으로 대표되는 신

문화지리(new cultural geography)의 등장은 경관(landscape)을 지리학

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경관을 사회적·정치적 이데

올로기를 통하여 물질화된 담론(materialized discourse)으로 해석한 신

문화지리의 경관 이론은 문학·미술·영화·음악 등 매체를 통한 재현

(representation)으로서의 경관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독해를 시도

하였다(Cosgrove and Daniels, 1988). 재현된 매체에 대한 독해를 통

하여, 경관이 ‘인간-사회-문화’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지 심층적인 해석과 분석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문화지리의 

남성중심적 시각은 여성주의 지리학에 의하여 비판받아 일부 내용은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Wylie(2007)가 정리한 

신문화지리의 이론을 주요 주제 4가지와 연결하여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를 독해하였다. ‘소설’이라는 재현된 대상에서 다양한 지리적 요

소가 녹아있는 ‘도시경관’을 수정·보완된 신문화지리의 경관 이론에 따

라 여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는 것이 본 연구가 채택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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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 본론의 세 부분,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을 밝히고,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본론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론의 첫 번

째 부분은 문학지리학에서의 경관 연구를 살펴본 후,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독해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에는 문화경관론의 이론

적 전개가 ‘전통적 관점-인간주의 관점-신문화지리의 관점’의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과 여성주의 지리학의 비판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었

음을 보충적으로 정리하였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례연구가 

되는 문학 작품 『달콤한 나의 도시』에 대한 줄거리와 평가를 정리하

고 신문화지리 관점에 근거한 도시경관 독해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본론의 세 번째는 사례연구로서 『달콤한 나의 도시』를 신문화지리의 

이론적 프레임을 통하여 세 가지 관점, 네 가지 소주제로 분류하여 독

해하였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연구로 

얻게 되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방법론 중 베일(veil), 텍스트(text), 응

시(gaze)의 보는 방식(ways of seeing)은 사례연구 프레임 도출과 연결

되는 핵심 내용이어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신문화지리학자들의 

이론에 여성주의 지리학의 시각을 보충하여, Wylie(2007)가 정리한 이

론적 근거가 기본이 되었다. 그림 3(p.45)으로 정리한 프레임을 기본으

로 문학 작품 『달콤한 나의 도시』의 여성 주인공(오은수)이 인식하는 

도시경관을 신문화지리의 주관적(subjective) 관점에 근거하여 본론의 

세 번째 부분에서 독해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3가지

로 정리한 후 제언과 함께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을 연

구 흐름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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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문학지리학의 정체성 확보

  - 국내연구 동향과 목적 제시

•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소설 작품 선택 이유

  - 신문화지리 관점 방법론 제시

▪이론적 배경 (Ⅱ) ▪작품 특성, 프레임 (Ⅲ) 

• 문학지리학

 - 전통적 관점

 - 신문화지리 관점

• 신문화지리

 - 독해 방법론

 - 3가지 유형

• 작품의 소개, 독해 프레임

 - 줄거리, 배경, 평가 

 - 독해 프레임 도출

▪사례 연구: 경관 독해 (Ⅳ)

• 베일: 결혼

 - 연애, 맞선 

 - 조건, 물질

• 베일: 계급

 - 사무실 의자 

 - 회의, 회식

• 텍스트: 개인사

 - 거주 공간 

 - 노스탤지어

• 응시: 소비

 - 간판, 메뉴판 

 - 영수증, 명세서

▪결 론 (Ⅴ)

• 요약

 - 연구의 핵심 

 - 이론적 근거

• 사례연구의 결과

 - 남성적 시각 탈피

 - 보편, 보상의 경관

• 한계와 제언

 - 일반화의 문제

 - 연구의 활성화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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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학지리학에서의 경관

  본 절에서는 문학지리학에서 경관 연구가 전통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으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전통적 관점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문학 작품의 배경(setting), 등장인물(character), 

구성(plot)은 지리적 요소와의 유기적인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데 중요

성을 갖는다(Pocock, 1988). 문학 작품이 지역적 감수성에 초점을 맞

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으며, 문학에서의 경관(landscape)은 영미권 지리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관심의 대상이었다. 문학 작품에서는 특정한 자연·인문 환경적 배

경을 통하여 서사 구조를 전개해 나가며, 지역의 역사·문화·관습 등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은 이러한 배경

과 관련 있는 성격을 드러내고 행동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해 간다. 등장

인물의 성향은 소설의 구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이야기의 

갈등 구조를 구체화하고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든다.

  문학지리학 연구 흐름의 대표적인 경향 중 하나는 문학 작품의 배경

이 되는 자연 환경의 기술이나 지명의 분석을 통하여 지리적 지식을 

추출해 내는 방식이었다. Darby(1948)는 Thomas Hardy의 소설『테스

(Tess of the d’Urbervilles)』의 배경인 위섹스(Wessex)를 도싯(Do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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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형과 주요 지역으로 지도화함으로써 문학 작품 속에서 지리적 지

식을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지 입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hort(1991)도 Hardy의 작품 속 위섹스(Wessex)의 지명과 실재 지명

을 분석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문학 작품에서의 지리적 지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밝혀내었다.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지리적 지식의 

전통적 추출 방법과 관련하여, 심승희(2012)는 1996년 김혜숙의 연구

가 ①자료 준비의 용이성 ②상상력 자극 ③학습 내용의 지속성 ④경험

의 확대 ⑤가치판단 능력 개발 ⑥흥미 유발과 자발적 참여 효과 ⑦이

해의 용이성 ⑧사고력 배양 등으로 문학 작품이 가지는 지리교육적 가

치를 평가하였다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문학지리학에서 지리적 지식과 관점의 연결은 텍스트와의 상호 연관

성에서 찾을 수 있다. Darby(1948)는 Thomas Hardy의 작품 속 배경

이 되는 Wessex의 여러 텍스트의 추출을 통하여 지역 소설로서의 가

치를 지리적 관점에서 증명한 바 있는데, Thrift(1983)는 이러한 초기 

문학지리학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지리적 지식이 

아닌, 문학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내용과 주제를 다루지 않는 한 

문학지리학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문학지리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관점의 본격적인 연구는 인간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의 관심이 예술과 문학에 기초하였던 점

에서 출발하였다. Tuan으로 대표되는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은 인간의 

생생한 감정과 행동의 실체를 현상학(phenomenology)의 철학적 도구

에 근거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행태주의(behaviorism)와 논리실증

주의(logical positivism)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 인간주의 지리학은 공

간이 지리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서가 담긴 정체성

(identity)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나갔다. Tuan(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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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은 환경과 공간의 모호함(ambiguity)과 양면성(ambivalence)이 지

리학의 연구에서 등한시되어 왔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합적 환경 

‚심리적 가치와 행동의 대칭성에 근거한 심상 ƒ감정과 원초적 양극성

의 3가지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Relph(1976)도 현상학

적 접근으로 지리학적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존주의

(existentialism)적 요소를 도입한 경관(landscape)의 의미 해석은 이후 

많은 문학지리학의 경관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객관적인 공간과 시간의 묘사, 등장인물이 느끼고 경험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지리적 연구의 기초가 된다. 특정계층의 장소 경험만을 기

술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내재적 의미를 통하여 경관이 

머금고 있는 지리적 가치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문

학지리학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문학 작품의 텍스트는 플롯

(plot)의 전개를 위하여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기도 한다. 과거 문

학지리학의 연구에서는 지리학자들이 문학 작품에 현실이 그대로 반영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텍스트의 왜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평가

를 내리기도 하였다(Brosseau, 1994). 그러나 신문화지리의 이데올로기

를 통한 경관 해석이나 여성주의 지리학의 비판적 경관 독해2)를 도입

한다면, 문학작품에서 일어나는 텍스트의 왜곡은 간과할 수 없는 대상

이 되며, 그 의미를 독해해 나가는 과정 역시 문학지리학의 새로운 영

역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2) 임정연(2014)은 ‘감성의 지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과 여행담론의 특수성을 지리적 

사실의 해석으로서 연구하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여성의 해외 기행문

(1950년대 모윤숙과 김말봉, 1960-70년대 손소희와 손장순)을 분석하여 보편성과 특수

성이 발현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해외여행 과정을 젠더적 특성에 주목

하여 주로 ‘풍경’을 대상으로 한 비균질적인 텍스트의 정체성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하여 남성의 경관 인식이 가지고 있는 대결의식이나 권력관계를 벗어나, ‘이

국 여성과의 동일함’을 느끼고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탈

로컬적인(delocalized)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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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문화지리 관점

  신문화지리 관점을 도입하여 연구한 문학 작품의 경관(landscape) 속

에 내재하는 여러 의미들은 문학지리학을 더욱 다양화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간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소의 상징성(symbolism of 

place), 심리적 해석(psychological interpretation), 주제의 현실성

(reality of theme) 등은 등장인물이 활동하고 인식하는 경관과 깊게 연

관되어 있다. 사회적 통제와 사회적 변화(social control and social 

change), 의미 있는 사건들과 경험들(meaningful events and 

experiences)은 깊은 연관과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Pocock, 

1988: 90-93). ‘어디에서(where), 언제(when), 무엇을(what)’ 이라는 

구성의 주요 관점은 등장인물의 공간적·시간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전체 이야기의 총체적인 구성을 결

정짓는다. ‘시간-공간-사건’이 유기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에서 보다 의

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학지리학적 요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된

다.

  지리적 지식과 관점의 문학 텍스트와의 상호 연관성

(inter-connectivity)은 문학 작품의 서사 구조와 문체, 등장인물의 성격 

등으로 구체화되며, 그 속에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 의식과 시

대적 상황이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3)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성격은 문

학 작품이 허구의 세계를 다룬 텍스트이지만, 실재하는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분석,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3) Tuan(1985)은 Conan Doyle의 작품 『셜록 홈즈(Sherlock Holmes)』에 빅토리아 시대

(Victorian period) 런던의 도시경관이 잘 표현되어 있고 이는 문화지리학에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라 언급하고 있다. 런던의 거리 경관에 인간의 다양한 감정 상태

가 녹아 있다고 평가하여 다분히 인간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의 관점을 드

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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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구성, 등장인물, 행동 간의 ‘내적이고 외적인 지리학’으로 명명되

는 근거(Moretti, 1998)는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문학지리학의 양식과 과정(the patterns and precess)이 폭넓게 진행될 

수 있었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Saunders, 2010). 문학적 형태

를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

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문학 텍스트와의 상호 연관성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문학 작품의 텍스트, 지리적 지식 간 관점의 연

결은 사용된 언어와 공간과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space)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Ogborn, 2005-2006; Saunders, 2010: 

436-437에서 재인용). Ogborn(2005-2006)은 이를 문학 경관으로의 

습격(incursion into a literary landscape)으로 표현하였는데, 지리적 지

식과 관점을 담은 문화적·언어적 표현이 포스트모더니즘적 감수성에 의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문학지리학의 경관 연구 과정은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적 

경험에 기초하여 출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Charles Dickens의『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에는 19세기 초 영국 도시민의 삶이 당시 산

업혁명의 물결로 인하여 소외받은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묘

사되고 있다. 공장 주변의 열악한 환경, 쉴 틈 없이 생산라인에서 시달

리는 노동자들의 모습, 낮의 세계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주도하는 런던

의 뒷골목 풍경은 당시 런던의 지리적 경관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

다. 인문지리적 환경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신선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Robinson(1996)은  Dickens의 작품에 표현된 런던(London)의 모습을 

가시적이면서도 불투명하다(visible and opaque)고 평가하고 있다. 

Dickens이 표현하고 있는 런던의 경관(landscape)에 인간의 반인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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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핵심으로 지적하면서, 산업화의 발전

된 모습이 가시적(visible)으로, 범죄와 질병(콜레라)이 만연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내면이 황폐화된 도시경관이 불투명한(opaque) 경관으

로 낱낱이 묘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ickens의 여러 작품의 배

경이 되는 런던의 각 장소(place)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밝혀

냄으로써 런던의 도시경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속살까지도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Tuan(1976)이 주장한 공간의 모호함(ambiguity)을 작가가 표현

한 도시의 모호한(obscure)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파악하고 독해해 

나가는 방법으로서의 신문화지리 관점을 도입한 적절한 사례로 받아들

일 수 있다.

  Brosseau(1994)는 여러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Darby, 1948; Gilbert, 

1960; Tuan, 1974), 문학지리학이 가지는 가치를 경관 연구와 관련하

여 의미 있게 평가하였다. 언어학(liguistics), 기호학(semiotics), 인류학

(anthropology), 심리학(psychology), 철학(philosophy), 사회학

(sociology) 등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으로 문학지리학은 그 이론적 깊

이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경관의 개인적 감상과 

경험은 문학지리학의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이러한 평가는 다분히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론적 성격에 근거한 것

임을 밝히고 있다. 문학지리학에서의 연구 목적이 지리학자의 보다 폭

넓은 지적 관심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Salter and 

Lloyd(1977)가 경관의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 of landscape)를 분

석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

의 관계, 지역 경제 등 다양한 관심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표현된 경

관이 실재 경관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의 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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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사회적 의미로만 가두어 두지 않으며, 역사지리학적 관점도 활

발하게 도입한다. 이 모든 방법들은 문학지리학이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져 있는 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문화적 접합(cultural and social 

conjunction)에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 주며(Brosseau, 

1994: 334-343), ‘인간-문화-사회’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은 문학지리학의 학제 간 연구

(interdisciplinarity)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문학과 지리학을 비롯한 

학제 간 연구는 이미 영미권 학계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는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경관(landscape)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지리학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리

학·역사학·인류학 등에 바탕을 둔 문학 작품의 지리·역사적 과정을 지도

화하여 학문적 성과로 만들려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Walls, 201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국뿐만 아닌,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미 착수 단

계를 넘어 선 상태이다. 다양한 학제 간 연구의 과정을 지리학계의 시

각에서 살펴보자면, 1980년대 활발히 진행된 공간적 선회(spatial turn)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구체화시킨 Henri Lefebvre, David Harvey, 

Edward Soja의 연구 성과들은 공간과 역사가 연동된(space-blinked 

historicism) 공간의 해석적 의미(the interpretive signification of 

space)를 이론화하였으며(Walls, 2011: 860-862), 이는 문학 작품 속

에 등장하는 공간과 경관의 의미를 독해하는 관점에 새로운 변화를 가

져왔다. 경관 속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갈등과 식민성(colonization)을 

문학지리학의 연구 대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끔 만든 것이다. 

문학적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인문지리적 역사성과 문화지리적 공간

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5

  우리는 이미 문학 작품이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작품이 지리학과 만나는 문학지리

학의 영역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문학 작품에 현재의 경험

과 미래의 기대, 개인과 공동체의 지리(geographies of personal and 

community)가 의미심장하게(significant) 담겨 있기 때문이다(Lando, 

1996: 38).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 감정, 상상력의 지리적 과정은 문학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지리적 해석과 연

구가 가능하게 한다. ‘인간-환경-사회’의 관계를 탐구하여 경관

(landscape)의 형태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밝혀가는 작업은 가장 전형

적인 문학지리학의 연구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경관에 대한 감각은 인

간의 경험을 근거로 한 여러 요소를 통하여 표출되었고 신문화지리학

자들은 이러한 추상적인 내용을 철학·역사·미학의 학문적 근거를 통하

여 구체화하여 왔다. 그들은 재현된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다고 인식하였고, 신문화지리(new cultural geography)의 관점이 실

제의 세계와 재현된 공간의 가치에 본질적 차이를 두지 않는 이론적 

기초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문학지리학이 다

양한 관점을 통하여 경관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튼튼

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장소감(sense of 

place), 문화적 근원(cultural rooting), 내면(the inscape)의 숨겨진 의

미의 발굴은 모두 문학지리학에서 경관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독해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Lando, 1996: 5-8). 다음 절에 정리되

어 있는 신문화지리의 경관 인식은 문학 작품 속 경관, 특히 도시경관

을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로 독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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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본 절에서는 신문화지리 경관 독해의 다양한 방법론과 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정리한 독해 방법론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경관 독해의 특성과 방법론

  경관(landscape)은 지리학(geography)의 전유물은 아니다. 지리학을 

비롯한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 분야에서

부터 물리학, 기하학 등의 자연과학(physical science), 건축학, 조경학 

등의 공학(engineering)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관을 주제(theme)로 다

루는 학문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지리학에서는 경관을 ‘사회적 관계

가 문화·경제 활동 등을 통하여 구체화된 형태’(Anderson et al., 2003: 

269-281)로 정의하고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지형학(geomorphology)

의 영향으로 주로 자연 환경적 성격을 내포하였던 지리학에서의 경관 

개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문 환경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의이다.

  신문화지리의 이론을 다양한 학문적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정립시킨 

Cosgrove(1989)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경관으로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정치적, 이념적, 철학적 

기반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목표가 공존하는 다양한 공간 속에서 

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경관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함을 문화와 상징주의(symbolism)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Cosgrove

가 기술한 다음의 문장(Cosgrove, 1989: 122; 진종헌, 2013b: 44에서 

재인용)은 지리학에서, 특히 신문화지리에서 경관이 차지하는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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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은 인문지리학에서 독보적으로 가치 있는 개념이다. 장소와 달리 

경관은 자연의 윤곽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환기시킨다. 환경이나 공간과 

달리 경관은 인간의 의식과 이성을 통해서만 그 윤곽이 우리에게 알려

지며, 단지 기교를 통해서만 인간으로서 그 곳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

기한다. 동시에 경관은 지리학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익과 

손해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기도 하다.

 

  지리학에서 경관은 주요한 연구 주제이며, 특히 문화지리학(cultural 

geography)의 핵심개념이기도 하다. Sauer는 19세기 독일에서 발전한 

경관학(Landshaftkunde)을 계승하여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개

념을 정립시켰다. 자연경관의 연구와 활용은 지리학 발달 초기부터 지

형학·기후학(climatology)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연구 

가치의 존재를 평가받지 못했던 인문경관의 실체가 Sauer의 ‘문화경관’

의 개념 정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빛을 보고 있다(정광중, 2005). 

논리실증주의와 계량지리학의 조류에 제동을 걸고 1970년대에 등장한 

Tuan, Relph 등으로 대표되는 인간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

은 경관에 내재된 의미를 인간의 감성과 예술적 감각으로 읽어내고 이

를 문화적·역사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인간주의 지리학에

서는 인간과 경관을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실체로 분리하지 않고, 인간

이 이루어 놓은 여러 세계와 실체를 역사·문학·예술·철학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Edmund 

Husserl(1859∼1938)로부터 시작한 현상학(phenomenology)의 이론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관에 인간의 감정을 이입하고 경

험을 투영하며, 새로운 경관의 형성을 그려내는 작업은 인간주의 지리

학의 전통에서부터 자유롭게 시작되었다.

  1980년대 등장하여 현재까지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문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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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문화경관 연구의 새로운 장(field)을 개척하였다고 평가받는다. 

Cosgrove(1985)는 보는 방식(ways of seeing)으로서의 이론적 기초를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개념화하였다. Cosgrove는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경관 관념의 한계를 비판하고 경관을 ‘인간-사회’의 관계

적인 틀 속에서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본질에는 이

데올로기로서의 경관(landscape as ideology)과 이미지로서의 경관

(landscape as image)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는 인간주의 지리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았다. 신문화지리의 초기 과정을 주도한 Cosgrove, Daniels 등은 인간

주의 지리학의 경관 인식을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근시안적이라고 비

판하였다. 그러면서 “경관은 문화적 이미지이며 환경을 재현하고 구성

하며 상징화하는 회화적 방식”이라고 언급하여 실제적이면서도 상상적

(real and imaginary)인 경관 인식의 시각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과

는 초기 신문화지리학자들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회화·사진·영화 등 

재현된 매체에 대해서도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반영한 실제와 재현이 

동시에 공존하는 경관 인식을 가졌음을 입증하고 있다(윤홍기, 2009; 

박근현·배정한, 2013). 문화지리학의 핵심인 경관의 개념을 새롭게 정

립한 Cosgrove and Jackson(1987)은 버클리 학파가 구축한 문화경관

의 이론적 틀에 수정과 변화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인간의 생업 활동뿐

만 아닌, 인간의 심상·행위·유추적 사고·독창성 등을 경관의 독해에 적

극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특히, Cosgrove(1988)는 자신의 경관이론을 

상징과 기호로서의 경관(landscape as symbol and icon)으로 정의하여 

문화경관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독해할 수 있게 하는 신선한 바람을 일

으켰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론을 도입하는 단계의 

연구를 뛰어넘어, 문화지리학과 경관이론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프레

임을 구축하고 다양한 경관의 의미를 독특하게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



19

여지고 있다. 경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문화적 의미, 보는 방식

(ways of seeing)이라는 새로운 독해 방법으로 이론화하여 전통적 문화

지리학이 간과하여 왔던 경관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밝혀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Cosgrove(1983)는 문화지리학에서 경관 이론의 불완전성은 경제, 사

회, 정치와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는 제반 현상과 이를 통하여 재현되는 

경관의 형성을 간과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지리학과 인간주의 지리학이 텍스트로서의 경관 개념을 중

심으로 수렴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회화적 방

식의 이미지로서의 경관에 관심을 가졌고 회화, 연극, 영화 등 시각적

으로 두드러지는 미디어(media)를 통한 경관의 독해를 다각적으로 시

도하였다. 경관이 자의적인 매커니즘(mechanism)이나 이념적 신비화 

과정을 거쳐 상징(symbol)과 기호(icon)로서 재현되고 있음을 상세하게 

보여 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경관을 텍스트로 읽어 그 의미를 풍부하게 독해한 연구는 

Duncan(1990)에 의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의 연구가 사회정치적 

인자들의 역할 등이 포함된 경관형성의 과정(mechanism)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Wylie, 2007; 윤홍기, 2009: 21에서 

재인용), 여러 해석의 과정과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하

여 경관을 살아있고 역동적인 실체로 간주하였다는 점은 도시경관 독

해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Duncan의 연구가 경관 독해의 과정에 이데올로기(ideology)를 끌어들

임으로써 경관과 권력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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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1990) 역시 신문화지리를 주도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Cosgrove와는 달리 경관을 텍스트로서의 경관(landscape as text)으로 

해석하고 있다. Barnes and Duncan(1991)은 언어에 우선하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진종헌, 2013a: 563), 이는 경관 독해

에 있어서 이미지(image)의 중요성보다는 텍스트(text)의 중요성을 더욱 

우위에 놓는 방법이었다(윤홍기, 2009; 박근현·배정한, 2013). 다양한 

공동체 담론을 통하여 텍스트로서의 경관은 해석되게 되며, 사회관계의 

물질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이는 Cosgrove의 시각보다는 더욱 계급·지위·인종·젠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정치적·정책적 계획

과 도구로서 활용되는 결과를 낳았다(진종헌, 2013a). 이러한 관점에서 

Anderson(1987)의 차이나타운 연구는 Duncan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Anderson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차이나타

운의 계급화, 문화 헤게모니의 과정을 인종의 범주(racial category)를 

대상으로 밝혀내고 있다. Vancouver의 역사적 전개 단계와 유럽인의 

정착 과정을 차이나타운의 형성과 연결하여 인종적 다양성과 권력의 

재편을 실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도시 연구에 있어서 도시경관

이 지닌 상징성 요소(icon elements)의 탐색은 Knox(1991)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Washington D.C.의 도시경관을 사회관계의 생산물이자 

매개체로서 평가하고 도시경관이 지닌 역동적 함의를 건조 환경(the 

built environment)을 초점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신도시지리학(new 

urban geography)을 주창하기도 한 Knox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경관이 갖는 지리적 상징성을 중산층

의 직업적 변화를 근거로 생태적(ecological)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의 해석에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postmodernism architecture)이 랜

드마크(landmark)로 등장하고 있는 현대 대도시의 전형적 모습이 근거

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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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경관과 권력의 관계는 Jackson(1989)의 연구에서 본격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Jackson은 문화와 권력의 관계를 지리학·역사학·인류학

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이데올로기(ideology)·문화

(culture)·계급(class)·젠더(gender)·인종(race)·언어(language)의 개념을 

활용하여 경관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는 버클리 학파가 주장한 초유기

체적 접근(super-organic approach)을 수용하지만, 특수한 사회적 실제

(specific social practice)를 통하여 문화지리학과 경관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수한 사회적 실제는 그가 앞에서 활용

한 이데올로기·문화·계급·젠더·인종·언어 등이 차별화된 지역을 연구하

면서 구체화되고 함의되어 있는 가치를 드러나게 한다. 지리적 시각에

서 경관의 의미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

져 있는 맥락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Jackson의 연구 목적이었다.

  신문화지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적 실체이며 ‘외부세계-내부자아’가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구조화된 양식이다. 그들의 주요 관심은 상징 경관의 의미를 독해하는

데 있고 실제 경관 이상으로 재현된 경관과 경관의 이미지, 텍스트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신문화지리가 문학지리학과 교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상징적인 경관의 이미지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고찰되었으며, 문화적·사회적 맥락으로 독해되었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 속에서 기호학(semiotics)·도상학(iconography) 등의 여러 학문

을 넘나드는 철학적 도구들이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다. 이론의 정교화는 

문화경관에 있어서 도시경관이 경관과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 사이

에 ‘물질화된 형태의 역동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실을 

입증해 내었다(Cosgrove and Daniels, 1988; 박승규, 1995).

  신문화지리의 경관에 대한 태도와 접근이 항상 종합적인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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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아니었다. Rowntree(1996)는 객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대

상으로서의 ‘지역’, 감정과 주관을 압축하는 시각적 측면의 ‘풍경’ 사이

에서 모호하며 긴장된 선택의 문제에 고민하게 된다. 문화경관의 해석

과 독해에 형태적인 재현의 모습과 이에 대한 감성적·비판적 평가의 과

정이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고민은 

다만 신문화지리에서 등장한 문제는 아니었으며, 문화경관을 학문적으

로 정립한 Sauer의 제자이자 버클리식 경관의 형태학을 가장 가깝게 

구현하고 자연과 문화가 융합되는 민속지리학을 개척한 Kniffen으로부

터 시작된 숙명적인 과제이기도 했다(홍금수, 2009: 59-60에서 재인

용).

  신문화지리의 경관 연구는 마르크스주의(Maxism),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담론적 이미지

(dialectical image)의 주제로 환기시켰다. Daniels(1989)는 회화에 재현

된 이미지를 통하여 경관이 담아내는 의미를 밝혀내었으며, 특히 Peter 

Kennard의 The Haywain, Constable(1821) Cruise Missile, 

USA(1983)를 경관의 복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작품으

로 평가하였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한 오두막집과 곧 발사될 

준비를 마친 미사일이 한 화면에 배치(합성)됨으로써 ‘고요함-절망’이 

공존하는 경관의 이중성이 극명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이념적이며 존재

론적인 경관의 의미와 해석을 담론(discourse)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

게 한 작품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경관을 문화와 상징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연구한 Cosgrove(1989)는 

여성이 재현하는 문화가 경관에 투영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증거는 

가정이나 정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부분

에 대한 연구가 당시 활발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여성에 의해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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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활용되는 공간이 남성에 의한 공간보다 훨씬 상징적 의미를 가지

는 경관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인류학에서 주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다소 아쉬워하고 있다. 한편, Cosgrove는 

Mcdowell의 저작을 예로 들면서 경관에 대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리

학의 주요한 연구 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접근

은 Rose(1993)가 Thomas Gainsborough의 작품 Mr. and Mrs. 

Andrews(1748~1749)를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함으

로써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진종헌, 2013a; 한지은, 2013).

 

  한편, Jackson(1989)은 여성이 인식하는 경관을 문화와 권력의 관점

에서 구체화하였다. 그는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은 노동이라는 시각에서 

경관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성이 종사

하는 노동의 종류와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경관을 인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Mcdowell 

and Massey(1984)의 연구를 인용하여 영국의 전통적인 탄광 지역의 

형성이 남성과 여성의 노동 분화 과정, 파업에 따른 젠더의 관계, 여성

에 대한 억압적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핵심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러한 일련의 증거들은 여성이 사회와 문화의 변동을 통하여 경관을 인

식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활동 반경을 결정짓는 데

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의 인식과 달리, Duncan and Duncan(2001)

은 여성이 남성보다 심미적(aesthetic) 관점에서 경관을 인식하고 보존

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삭막한 고층빌딩의 인공적 환경보다는 숲이 

조성되어 있는 자연적 환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도시 속 공원과 

정원의 가치에 남성보다 무게중심을 두며, 이에 대한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의 여백,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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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적절한 빈터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관심

을 갖는다. Duncan and Duncan은 이 모든 이유를 심미적 관점에서 

여성이 경관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관 

인식 방법은 도시경관에 심미적·생태적(ecological) 공간을 창조하고 보

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장소 기반 사회적 정체성(place-based 

identities)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회화 작품을 통하여 산림지대의 경관의 상징성을 연구한

Daniels(1988)는 나무와 산림지대의 경관을 바라보는 인식을 복합적 문

제(complication)이면서도 사회적(social)으로 교육된(educated) 관점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Johann Joseph Zoffany의 The 

Drummond Family(1769)에 나타난 오크 나무(oaks) 경관을 예로 들면

서, 공경·덕망·신뢰 등 지도자적 이미지를 가진 오크 나무를 통하여 이

를 바라보는 주체는 순응적이고 가부장적인 경관을 무비판적으로 인식

하게 되지만, 이와 더불어 침엽수 낙엽과의 오크 나무의 자연적 속성을 

떠올리며 세월의 흔적을 담은 오크 나무의 계절적 경관을 동시에 인식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나무나 꽃에 붙여진 이미지를 통하여 

경관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 방법은 다분히 사회적으로 교육

된 관점에서 경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Daniels는 이러한 인식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으

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신문화지리 관점의 경관(landscape) 인식 방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

탈리아 회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으며(Wylie, 2007; 57), 철

학·역사학·미학 등 지리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경관을 독해하는 방법을 더욱 정교화하였다(진종헌, 2013a; 2013b). 회

화의 원근법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경관을 독해하는 방법은 경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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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의미가 다분히 주관적으로 인식되며(Cosgrove, 1985: 45), 

이는 경관 속에 내재해 있는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야만 물질화된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독해 방법론은 John Berger, Raymond Williams 등의 미학 연구를 통

하여 보는 방식(ways of seeing)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였고, 이를 초

기 신문화지리 관점을 주도한 Cosgrove, Daniels가 문화경관론의 기본 

이론으로 체계화하면서 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재현에 대

한 지리학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Wylie, 2007: 63-65). 다분히 역

사적·철학적 연구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신문화지리의 독해 방법론은 

Wylie(2007)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되었다. 그 중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Wylie의 3가지 유형의 정리는 다음 내용에서 자세

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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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가지 유형의 경관 독해 방법론

  Wylie(2007)는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의 방법을 ①베일(veil)로서의 

경관 ②텍스트(text)로서의 경관 ③응시(gaze)로서의 경관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정리4)하였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의 방법은 르네상

스 지배 계급과 중산층이 향유한 미술 작품의 투시법을 연구하는 과정

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미학 이론,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이론적 기제가 더욱 성숙해졌다(Wylie, 2007: 63-65)

  베일로서의 경관은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Cosgrove(1984)가 역사적·미학적 관점을 기초로 정립하였다. 

그는 경관은 투명한 대상이 아니라, 베일이나 커튼에 가려져 있는 대상

과 같이 희미한 실체만이 겉으로 드러나며, 내부의 본질은 그 사회의 

제도·관습·의례 등을 통하여 독해하여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Cosgrove and Jackson(1987) 역시 이러한 생각의 공유를 바

탕으로 문화경관론을 넘어서는 문화지리학 전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 구조의 근간으로 기능하는 계급(class)은 젠

더(gender), 인종(race),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실재(practices), 행위

(performance) 등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로 이

해될 수 있다. 현대도시의 계급은 다양하고 혼종적이며 복잡한 양상으

로 전개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일상(lifestyle)이나 소

비 패턴(consumption pattern) 등이 반영되어 있는 도시경관을 복합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Duncan and Legg, 2004: 252-254).

4) 박근현·배정한(2013)은 도시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도출하기 위

하여 국내외 경관 이론을 사회·정치적 해석, 경제적 해석으로 분류하여 전반적으로 분석

하였고, Wylie(2007)의 정리를 일부 인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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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veil)로서의 경관 연구는 초기에 회화 작품을 독해하는 과정으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문학·연극·사진·영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문화적 의미를 지도화하는 방법으로 연구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자

연을 인식하는 인간의 시각은 시대마다 달라져 왔음이 여러 연구를 통

하여 증명되었으며(Cosgrove and Daniels, 1988), 그 속에 나타나는 

관계론적인 인간의 모습은 경관의 행동화된 양식의 의미를 지리적 현

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이미지(image)와 실제(reality) 사이의 엄격한 

구별이 경관 독해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던 신문화지

리의 경관 연구는 경관이 사회 체계(social system) 속에서 생산·소비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머금고 있고, 이러한 성격은 관습(convention)

과 의례(ritual) 등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Duncan and Duncan(1991)은 텍스트로서의 경관 독해를 이론화하

였다. 특히, Roland Barthes(1915∼1980)의 구조주의 기호학(structural 

semiotics)에 입각하여 수필 등의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텍스트에 관심

을 갖고 경관 독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문학 작품

에 드러나는 주요 건축물, 기념물에 역사적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

며, 인문적 소양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경관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읽어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Barthes(1964)는 에펠탑(Eiffel Tower)의 

경관을 예시하면서 “그것은 파리의 중심이자 둘레로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적 기억을 담은 건축물”로서 평가(Johnston, 2004: 316에서 

재인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일상사(private history)와

도 연결되어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추억을 담은 장소의 건축물, 풍경 

등을 통하여 경관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Duncan and 

Duncan, 1991: 18-19). 

  기억으로서의 경관(landscape as a memory)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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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서의 경관(홍금수, 2009)은 베일로서의 경관 보다는 경관을 인

식하는 방법에서 물질화된 성격이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물질화된 

경관이 예술 작품, 지도, 문학 작품 등으로 표현되면서 역사지리적 공

간을 담아내고 사회적 집단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으로서의 역사도 경관을 통해서 인식되는데, 일상사

의 추억이 살아 있는 장소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공간적·시간적 회귀의 

기회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 공간의 

랜드마크(landmark)와 경로(route)를 몸의 지리학(geography of body)

로 비유한 경관 독해의 과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Duncan 

and Duncan, 1991: 26-27).

  응시(gaze)로서의 경관은 Cosgrove가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밝힌 바

(Cosgrove, 1984: 224-226)와 같이 중산층 이상의 문화 소비와 향유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생산’보다 ‘소

비’가 사회의 경관을 독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변모하였다.5) 가

사 공간(domestic space)을 포함한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생산재의 유통과 소비재의 거래 등 공식적인 지리에도 주목하는 최

근의 연구 경향은 소비자가 주체로 떠오른 소비 경관의 정체성을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neale and Dwyer, 2004: 300-306). 이

러한 변화에는 여성주의 지리학의 이론 전개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흔히 페미니즘 지리학(feminism geography)으로 명명되는 여성주의 

지리학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지리학 관점에 반론을 제시하고 학계

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여성주의 지리학의 연구 경향과 성과

5) Sack(1988)은 사회적 관계와 의미는 일상의 소비 활동을 맥락적(contextual)으로 이해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자연-사회적 관계-의미’가 

역동적 과정을 거쳐 광고 등의 매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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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0년 이후 활발해진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이 경제적인 독자성을 

점차 키워 가면서 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 가

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가정 내에서 변화되어 가

고 있는 여성의 역할과 과거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교육 

여건은 여성이 경관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입체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는 점차 현대 사회의 소비 주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가 중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주의 

지리학의 활발한 연구는 남성적 시각이 숨어 있는 초기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남성 중심적이었던 경관 인식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연구는 

Rose(1993)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Rose는 여성의 시각에서 바

라 본 경관의 상징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데, 경관 독해의 고정성을 

거부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 따라 구성되는 복잡하고 다면적

인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관 연구가 남성중심적인 문화적 가치와 지식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남성중심적 경관 독해에 대한 실질적인 반

박이기도 하다. Rose의 관점은 페미니즘적 연구 확산의 계기를 넘어, 

경관 독해가 보다 비판적 시각에서 ‘사회-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McDowell(1999)도 여성이 경관을 인식하는 틀을 소비사회의 성격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 공간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일터와 여

가 장소로 구분하여 여성의 욕망이 어떻게 소비에 반영되고, 경관을 인

식하는 과정과 의미를 도시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대 도시의 형

성은 여성의 경관 인식을 과거로부터 단절시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근대 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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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은 소비 경관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의 판매원과 소비자가 대부분 여

성인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새로운 소매업 지리학

(new retail geography)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뿐만 

아닌, 소비 행위가 벌어지는 현대 도시의 여러 상업과 여가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Bondi(1992)는 소비사회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여성이 창조하고 형

성하는 도시경관을 �건축적 의미(architectural meanings) ‚젠더 암호

(gender codings) ƒ사회적 맥락에서의 상징(symbols in social 

context)의 3가지 관점의 틀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남성이 만들어 놓

은 건조환경(built-environment)에서 여성의 상승하는 지위와 역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재현에서 아직까지도 남성중심의 

도시경관(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

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Zukin(1998)은 가시

적 소비의 경관으로서 도시의 레스토랑(restaurants), 부티크

(boutiques), 미술관(art galleries), 커피전문점(coffee bar) 등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심미적 경관이 도시의 공공 공간에 여성적 이미지로 흡

수된 대표적 사례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시경관의 형성에는 여가

(leisure)를 즐기기 위한 도시여행(urban travel)과 도시문화 즐기기

(enjoying urban culture) 등 여성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의 물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도시의 소비경관(landscape of 

consumption)은 미술, 영화, 음악, 음식, 패션 등의 다양한 문화적 요

소, 매체들과 결합6)하여 새로운 도시의 생활패턴을 창출하고 경제 성

6) Burgess(1990)는 생산과 소비의 경관을 대중매체(mass media)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생산보다는 소비가 사회 전반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대중매체 속에서 여러 환경적 의미들이 암호화(encoding), 해독화

(decoding)되는 과정이 어떻게 지리적 경관으로 형성되는지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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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상징적 경관(symbolic landscape)이 된다(Zukin, 1998: 

825-826). 이 모든 변화의 기저에는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를 

풍미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사상적 바탕이 있었으며, 사

회의 중심에는 여성의 시각과 목소리의 적극적인 반영이 담겨 있다.

  최근 여성주의 지리학 연구에서도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접근

이 자연스럽게 시도되고 있다(황진태·정현주, 2015). 이는 과거로부터 

여성이 활동하였던 주무대가 가정에서, 학교-직장-정치·경제·사회적 교

류의 장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도 긴밀하게 연결

되는 분위기와 보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

한 방법론은 공간 연구에서 본격화되었지만,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경

관 연구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 장

에서 도출하려 하는 경관 독해의 프레임에서, 특히 응시로서의 경관(소

비)은 여성주의 지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경관 독해의 기법이 반

영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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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 결

  문학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관점과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맥을 이어 온 문학지리학 

의 경관 연구는 지역지리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시작되었다. 이는 다분히 실증주의 지리학(positivistic geography)

의 방법론에 근거한 이론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Darby, 

1948; Short, 1991; 이은숙, 1992). 단편적인 지식의 추출을 지양하고 

보다 심화된 지리 지식과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구조주의 지리

학(structural geography)은 산업화, 도시화 등 다양한 지리적 변화와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였다(Brosseau, 1994; 심승희, 2012).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는 문학 작품의 본질적 속성인 인간의 감정을 담

은 경관 연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족한 면을 인간주의 지

리학(humanistic geography)의 도입으로 채울 수 있었다(Relph, 1976; 

Tuan, 1973; 1985). 특히 인간주의 지리학은 현재까지도 장소성, 공간

의 이미지 등 문학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지리학을 통하여 보다 풍부하고도 심

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론을 아우를 수 있는 관점

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경관을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론적 접근으

로 독해하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포괄할 수 있는 신문화지리의 관점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국외에서는 문학지리학의 경관 연구에 있어서 신문화지리 관점

을 도입하여 지도학(cartography)의 활용, 인간주의 관점과 역사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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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독해(Robinson, 1996; Walls, 2011) 등의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

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연구한 사례가 없다. 신문화지리는 다양한 문화 현상을 지리적으로 

연구하지만, 특히 문화지리 현상 중 경관(landscape) 연구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베일(veil)로서의 경관, 텍스트(text)로서의 경관, 응시(gaze)

로서의 경관의 3가지 보는 방식(ways of seeing)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Wylie, 2007), 각각의 보는 방식에는 사회제도를 공고히 하는 의례

(ritual), 기억의 경관 개념을 확장시켜 도출할 수 있는 개인사(private 

history),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비

(consumption)가 대표적인 경관의 사례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신문화지리의 관점을 도입하여 도시경관을 여성의 시각에서 심

층 독해할 수 있다. 도시경관은 문화지리 경관 연구에서 사물화된 형태

와 행동화된 양식과 의미, 형성 과정 등 다양성으로 인하여 좋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Anderson, 1987; Knox, 1991; Bondi, 1992), 문학 

작품에 나타난 도시경관도 예외일 수 없다. 남성적 권위로 가득찬 시점

으로 경관을 독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초기 신문화지리는 여성주의 

지리학의 반박을 통하여 많은 부분 수정·보완되었으며(Rose, 1993; 

Mcdowell, 1999),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여성이 현대도시의 새로운 주

체로서 자주적 시각을 갖는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에 가능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도시 여성의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칙릿 현상’

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소설 작품도 다수 발표

되었다(정가연, 2007; 홍윤정, 2012).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도시 여

성의 경관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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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달콤한 나의 도시』의 특성과 경관 독해 프레임

  1. 『달콤한 나의 도시』의 특성과 평가

  정이현 작가의 『달콤한 나의 도시』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

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연재가 마감된 

2006년에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2008년 6월에서 8월까지 SBS 

금요드라마(매일 2회 연속 방영)로 총 16회 방영되었다(네이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발췌). 이 작품은 연재와 출간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한국

형 칙릿 소설의 대표 작품이자 도시적 삶의 코드와 대도시 현재 서울

그림 2. 『달콤한 나의 도시』 단행본 표지(좌)와 드라마 포스터(우)

*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www.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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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속물적 이데올로기와 비판적 거

리의 산출’로 표현해 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경진, 2008: 431). 특

히, 도시라는 공간에서 여성이 향유하는 소비문화의 가치, 사회문화적 

트렌드의 흐름, 대중문화와 젠더의 측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이정연·이

기형, 2009),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경관의 인

식을 다채롭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 있어 적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 애인의 결혼식 날 31살의 오은수(주인공)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

근을 하며 여러 상상에 빠져 든다. 그러나, 그녀 앞에 닥쳐 있는 일은 

거래처에서의 프레젠티이션과 평범한 일상들이다. 마음먹고 연락한 옛 

거래처의 지인(남성)을 만나지만, 자신이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는 상실

감에 허탈해 진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순수한 20대 청년 태오를 만나

게 되고, 차츰 연애의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한편, 학창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재인의 갑작스러운 결혼과 유희의 꿈을 위한 방향 전환은 은

수에게는 다소 간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태오와의 순수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은 직장 상사(안이사)의 소개로 만난 30대 중반의 평범

한 사업가 영수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된다. 또한, 자신의 베스트 프렌

드인 유희의 사촌 유준과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통과의례에 대하여 고

민의 깊이를 더해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기업체 사보, 홍보물, 브로슈어의 편집을 대행하는 작은 회사에 근무

하는 은수는 회의 중 자신이 낸 의견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자 감봉 처분을 당한다. 또한, 태오와의 연애도 현실의 장벽에 가로 

막혀 별다른 진전이 없자, 영수와의 결혼을 목표로 사표를 낸다.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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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권위와 서먹한 관계로 세월을 견뎌 온 부모님은 황혼 이혼을 

결정하시고, 친구 재인은 결혼에 성공하지만 바로 이혼을 결심하고 유

희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은 보이질 않는다. 자신의 재취업의 길은 멀고

도 험하지만 영수와의 결혼을 목표점으로 나아가던 중 뜻하지 않게 영

수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다. 은수는 자신이 혼자 편집하는 첫 번째 

작품으로 전 직장 상사였던 안이사의 홍보 관련 브로슈어를 선택한다. 

당분간 자신만이 갈 수 있는 독립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은수

에게 저녁 정거장에서 맛 본 빗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서울의 

맛’ 그 자체였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다음의 공간적·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

기가 전개된다.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다. 작품의 전개

에서 자신의 본가인 경기도 분당과 재인의 신혼집인 경기도 일산, 영수

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장소로 부산이 일부 대목에서 등장하기

도 하지만, 작품 전체의 줄거리는 대부분 서울을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

다. 마포(오은수의 집과 직장), 대학로(태오와의 만남), 장충동 신라호텔

(영수와의 맞선 장소), 압구정동(재인, 유희와의 친교 장소), 역삼동(유

준의 오피스텔), 청담동(재인의 웨딩 촬영), 남산타워(영수와의 테이트 

장소) 등이 주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가인 분당에서의 

출퇴근이 어려워 직장 근처인 마포의 원룸으로 이사 온 주인공의 처지

는 많은 20, 30대 직장 여성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대학로

에서의 태오와의 만남이나 신라호텔 커피숍에서의 영수와의 맞선은 다

소 진부한 장소 설정이면서도 공간의 이미지로 인하여 주인공이 인식

하게 되는 경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한편, 압구정동·역삼

동·청담동 등 강남의 주요 장소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200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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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문화의 코드를 대표하는 경관을 표현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시선을 

통하여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주인공 오은수는 1975년생이다. 이 소설의 시작인 2005년은 오은수

가 31살이 되는 해이며, 직장생활 8년차에 기본적인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섭렵한 직장인으로 활동하는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

서는 특별히 시간적 배경으로 인하여 주인공의 심리 상태나 사건의 흐

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상투적인 코드인 크리스마스, 한 해

의 마지막 날과 첫 날의 교차점 등이 묘사되면서 독자들이 시간의 흐

름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 소설이 신문 연재소설이었던 점을 감안하

면, 연재의 시점과 소설의 시간적 배경을 거의 일치시키면서 작가가 집

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시간적 배경은 2006

년 6월 5일인데, 이 날은 점쟁이가 점지해 준 오은수의 결혼식 날짜였

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이 날의 ‘결혼’은 성사되지 못하지만, 주인공 

오은수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 날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시간적 배경을 끝으로 작품은 마무리 짓게 된다.

  『달콤한 나의 도시』가 발표되었던 2000년대 중반부터 드라마가 종

영되었던 2000년대 후반을 넘어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문학 평론과 문화 비평이 발표되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2000년대 한국형 칙릿 소설의 대표적 작품

으로 꼽힌다(정가연, 2007; 이정연, 2009; 이지연, 2012; 이선옥, 

2014). 이 작품은 현대도시에서 살아가는 30대 초반 여성의 시각에서 

‘결혼, 일상사, 소비’를 그려 내고 있는 소설이다. 작품에 그려지고 있

는 ‘결혼, 일상사, 소비’는 주인공이 거주하며 근무하고 친교 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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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의 여러 공간을 통하여 묘사되고 그러한 묘사는 도시 속 사물

과 행동 양식으로 형상화된 경관(이하 물질화된 경관)을 인식하는 과정

에서 구체화된다. 도시의 공간적·시간적 배경이 뚜렷하여 작품에 나타

나는 물질화된 도시경관을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로 독해하는 신문화

지리의 관점을 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점에서 문학지리학의 연구 대

상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는 최용호(2008)가 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바 있다. 문학이 인지과학의 하위 학문으로 인간의 인

지적 능력을 탐구하는 실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Hogan(2003)의 단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연의 의미 ‚‘달콤한’의 이유 ƒ로맨스 소설 

여부 „평범함의 진실 등 작품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서사 텍스트의 이

중적 접근, 스키마(scheme)의 중핵, 개념적 은유를 통하여 풀어나가고 

있다. 현대 도시의 20,30대 젊은 여성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인식 패

턴을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행동, 이야기의 매듭을 이어나가

는 사건들의 구성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바탕에는 

주요 등장인물인 여성이 특정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그 장소에서 경관

을 인식하여 느끼고 실천하게 되는 감정과 행동들의 묘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는 배경이 되는 서울의 주요 경관을 재현된 공간에서 

등장인물인 여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

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인공 오은수의 삶은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해 기대된 

소비적 이미지와 구질구질한 가족 이데올로기의 음화 사이에 걸려

(suspension) 있다(강유정, 2006: 312)는 『달콤한 나의 도시』에 대한 

평가는 이 작품이 기존 가부장적(patriarchal) 사회 질서의 관점을 부정

적으로 바라보는 페미니즘(feminism)적 시각에서 출발함을 보여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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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도시 여성의 전형적 소비행

위인 쇼핑을 통한 욕망의 해소는 기존 사회 체제를 스스로 활용하고 

즐기는 포스트페미니즘(post-feminism)적 방향으로 시야를 돌리고 있

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신문화지리에서 소비를 응시(gaze)의 대표적 

경관으로 규정한 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인공 오은수를 비롯한 등장인물(여성)들은 

소비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결혼’이라

는 사회적 제도와 ‘소비’라는 상품의 언어로 드러내고 있다(홍윤정, 

2012: 32). 작품 속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소비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관념’이라는 사실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 ‘체제 순

응형’ 인물이라는 특징을 보이지만, ‘연애’, ‘결혼’, ‘일’ 등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원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소비’라는 수단을 통하여 

돌파구를 찾곤 한다. 현대 여성이 겪는 소비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 패

턴을 반복해서 겪으면서도 자신을 위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개인적인 욕구(need)와 사회적인 욕망(desire)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지만(홍윤정, 2012: 48),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성공적인 결혼’에는 다다르지 못하

는 것이 작품 속 주인공의 현실이다.

  『달콤한 나의 도시』에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시각이 작품 전반에 깔

려 있다. 기존 90년대까지 여성 문학의 가장 큰 중심 주제였던 실존

(existence)의 문제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성·사랑·결혼’, ‘소비주의’, 

‘일·성공’이라는 세 가지 범주(이정현·이기형, 2009: 90)는 2000년대 이

후 여성 문학의 핵심 주제가 소비(consumption)7)로 이동하게 되었음을 

7) 정여울(2011)은 『달콤한 나의 도시』를 비롯한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나는 소비의 

풍속도를 소비의 젠더 정치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 나타나는 소비의 행태를 

쇼퍼홀릭의 세계로 표현함으로써, 주인공 오은수를 항상 쇼핑을 고민하는 ‘소비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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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인 소비자본

주의(consumer capitalism)의 등장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여성

의 사고와 활동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

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소 외면하면서 소비를 통한 자기

만족과 욕구의 실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매김한지 오

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대중매체가 조장하는 상업화 경향, 

일시적인 가치 혼란과 변동의 과정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칙릿(chick-lit) 문화가 국내에 

정착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여성이 경관을 인식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는 칙릿(chick-lit)이라는 

현상이 깔려 있다. 20,30대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chick’와 문학의 약

자인 ‘lit’가 합성된 칙릿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

국을 거쳐 2000년대에 국내에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독일 

Doris Dörrie 감독의 『파니 핑크(Keiner Liebt Mich)』, 1999년 소설

로 출간된 후 2001년 영화화되어 흥행에 성공한 Helen Fielding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s Diary)』를 들 수 있다. 국내 작

품으로는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06), 서유미의 『쿨하게 한 

걸음』(2007), 백영옥의 『스타일』(2008), 정수현의 『압구정 다이어

리』(2008)등이 칙릿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칙릿 작품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소비의 주체로 부상한 여성들

의 일과 사랑,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을 매우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21세기 여성들의 삶과 욕망을 그들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포스트페미니즘 문학’의 전형이

라는 평가와 단순한 ‘상업 문학’ 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연, 2009; 이지연, 2012; 이선옥, 2014).

성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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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연·이기형(2009)은 칙릿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달콤한 나의 

도시』와 『스타일』을 �성·사랑·결혼 ‚소비주의 ƒ일·성공의 3가지 

범주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소설과 영화 작품들로부터 시작된 

칙릿 현상은 여성 주체의 역량과 능력, 자기애, 그리고 자기 성장을 강

조하고 중시하면서 페미니즘이 추구해 온 가부장적 가치에 대한 저항

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사회의 구조와 갈등

의 문제를 외면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이정연·이기형, 2009: 

96). 그러나, 칙릿 현상과 문화는 여성들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사회 

문화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터와 소비 공간에서 주체로 떠오른 

여성들이 자신만의 시각과 감수성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

게 된 사회적 분위기를 가감 없이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다

분히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성이 

바라보는 도시의 경관 또한 자신만의 시각과 감수성을 통하여 받아들

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전 세대와는 문화적 성향과 감수성 면에서 

상당히 차별화되었다는 점이 여실히 반증되는 현상으로 현실이 반영되

어 있는 재현된 공간의 등장인물(여성)이 바라보는 도시경관은 다원화

된 여성의 시각이 투영되는 지리적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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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관 독해 프레임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인공이 인식하는 경관은 줄거리의 맥락적 

이해와 관련하여, ‘결혼(의례)’, ‘계급’, ‘개인사’, ‘소비’의 4가지 주제로 

나누어 독해할 수 있다.

  Valentine(1993)은 법률, 조세, 복지 등의 국가적 제도뿐만 아니라, 

결혼이 의례(ritual)로서 공적 공간(public space)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Duncan, 1996: 137에서 재인용). 이는 결혼이

라는 통과의례가 공식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 공간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정으로 대

표되는 사적 공간(private space)에서도 결혼은 공간의 규칙(spatial 

regulation)을 형성하는 기본으로서 작용한다(Rose, 1993: 117-122). 

이렇게 공적·사적 공간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결혼은 아

직까지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결정적인 계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작품 속 주인공의 관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

성의 시각에서 결혼은 자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기회라는 

인식은 주인공의 눈에 비친 다양한 경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며, 여

러 물질화된 형태로 작품 속에 표현되고 있다. 맞선과 웨딩 촬영, 결혼

식, 신혼집의 경관은 결혼의 가시적이고 물질적 형태의 전형을 보여주

며, 상대의 외모·가족·경제적 능력을 상상하는 장면에서는 ‘인간-사회-

문화’ 관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면면들은 가정, 모성애, 재생산 등으

로 인식되던 전통적 결혼의 의미가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여성의 관점

에서 물질적·정신적 관계의 결합을 통하여 경관으로 인식되고 어떻게 

지리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계급(class)은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에서 질서를 유지하지만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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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갈등(conflict)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해석(Jackson, 1989)은 자

본주의가 고도화된 현대도시에서도 유효하다. 이 작품에서도 계급은 노

동(labor)이 실현되는 공간에서 결정의 위계를 통하여 잘 표출되고 있

고 단순히 희화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 없는 직장 내 지위에 따라 분

배된 ‘의자’라는 물질화된 경관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이 

작품에서 계급의 의미가 남성과 여성의 대결적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

는 것은 여성이 경관을 인식하는 보다 진전된 시각이며, Rose가 지적

했던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억의 경관(landscape as a memory)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텍스

트로서의 경관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일상사(private history)와 연

결될 수 있다(Duncan and Duncan, 1991). 도시의 건축물, 기념비 등

에 살아 있는 공적 역사의 기억은 주거 공간, 골목길, 대중교통에서 바

라본 풍경 등에서 사적 역사의 추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는 자신의 원룸이라는 공간, 학창시절에 살았던 부모님의 집, 애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는 길,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에서 여성이 인식

한 경관이 잘 서술되고 있다. 문학 작품이 사적 경험을 공간적·시간적 

배경을 통하여 형상화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텍스트로서의 경관은 소

설에서 적절하게 묘사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감수성이 녹아 있는 작품

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

도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서 잠시 벗어난 개인의 일상

사의 추억은 노스탤지어(nostalgia), 일상다반사(everyday occurrence), 

자기 성찰(self-examination) 등으로 표출된다. 건축물, 골목길, 추억이 

담긴 물건 등 사물 속에 숨어 있는 물질화된 경관의 의미는 이러한 성

격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이는 이미지로서의 경관의 의미를 형성할 뿐

만 아니라, 텍스트 속에 녹아 있는 개인의 복합적인 감정과 경험이 사

회적 관계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심층적인 지리적 경관으로 개념화



44

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경제지리(economy geography)의 경관은 생산과 소비의 2가지 측면

에서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구현된다(Majury, 2013: 162). 입지, 공급, 

수요의 측면에서 주목받아 왔던 과거와 달리,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현

대도시에서는 생산보다는 ‘소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의 경관

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Bondi, 1992).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소비를 넘어 친교 활동을 통한 소비, 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한 소비 등

은 이미 현대도시에서 소비경관(landscape of consumption)으로 개념

화되었고 브랜드, 광고 등을 매개로 점차 물질화된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 여가 문

화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자기만족과 보상을 위한 소비행

위가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량화된 상품의 홍수 속에서 자

신만을 위한 브랜드와 취향이 새로운 소비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Zukin, 1998). 현대도시에서 소비경관의 새로운 변화는 공

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일상생활 속으로 파

고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여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경관 연구에 매우 유효한 이론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문화지리의 관점은 여러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다(Wylie, 2007; 박근현·배정한, 2013; 진종헌, 2013a; 2013b). 특히, 

여성주의 지리학에 의하여 응시(gaze)로서의 경관은 보다 많은 부분에

서 여성의 관점으로 경관을 독해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

론의 정립은 현대의 도시경관 연구에도 유효한 가치를 가지며, 신문화

지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현으로서의 경관’에도 자연스럽게 적용

될 수 있다. 도시경관을 인식하는 프레임으로서 4가지 관점을 

Wylie(2007)의 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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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화지리 관점의 경관

(landscape in perspective of new cultural geography)

경관 독해 방법(ways of seeing)

베일(veil):

결혼(marriage)

사회제도 유지

(Valentine, 1993; 

Rose, 1993)

베일(veil):

계급(class)

권력관계 표현

(Cosgrove, 1984;

Jackson, 1989)

텍스트(text):

개인사(private history)

기억의 경관

(Duncan and 

Duncan, 1991)

응시(gaze):

소비(consumption)

자본주의 문화

(Bondi, 1992; 

Zukin, 1998)

결혼의 경관

공간적 질서

통과의례의 대표형식

• 지리적 위치 선정

• 사적 영역의 표시

계급의 경관

공간적 분화

인종·성·노동의 관점

• 배타적 경계 선정

• 공적 영역의 표시

개인사의 경관

공간·시간 회귀

노스탤지어, 자기성찰

• 반성, 추억의 공간

• 장소성의 상실

소비의 경관

생활과 여가공간

선택과 만족, 자기보상

• 소비공간의 이동

• 해외여행, 쇼핑

도시경관 (urban landscape):

물질화된 경관(materialized landscape)

사물화된 형태:

건축물, 간판, 패션, 상품 등

행동화된 양식:

근무, 친교, 생산, 소비활동 등  

그림 3. 신문화지리 관점의 도시경관 독해 프레임

* Wylie(2007: 65-93)의 정리를 참고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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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주인공의 활동 경관 인식

마 포 4계절 주거, 근무 텍스트(일상사), 베일(권력)

대학로 여름, 가을 연애 베일(결혼)

압구정동 여름, 가을 친교 응시(소비)

역삼동 여름 연애, 친교 베일(결혼), 응시(소비)

신라호텔 가을 맞선 베일(결혼)

청담동 가을 결혼 베일(결혼)

영화관 겨울 연애, 친교 텍스트(일상사)

결혼식장 겨울 결혼 베일(결혼)

명 동(백화점) 봄 쇼핑 응시(소비)

분 당 봄 본가 방문 텍스트(일상사)

일 산 봄 친교 베일(결혼), 응시(소비)

남산타워 봄 연애 베일(결혼), 텍스트(일상사)

표 1. 작품 속 주요 공간적 배경과 경관 인식

* 그림 3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경관 인식을 구성
** 시간적 배경은 필자가 작품 속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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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달콤한 나의 도시』의 경관 독해

  본 장에서는 『달콤한 나의 도시』를 그림 3의 연구 프레임에 근거

하여 결혼(marriage), 계급(class), 개인사(private history), 소비

(consumption)의 4가지 측면에서 도시경관을 독해하였다.

  1. 베일(veil): 결혼의 경관

  Cosgrove(1984; 1985)가 개념화한 신문화지리 경관 이론의 핵심은 

베일(veil)로서의 경관이라 할 수 있다. 본론의 이론적 전개에서도 밝혔

던 바와 같이, Cosgrove는 “경관이란 베일(또는 커튼) 속에 가려져 있

는 대상과 같아서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흐름, 사회적 

관계 등에 내재되어 있는 물질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Cosgrove, 

1984: 13-38)고 역설하였다. 그가 말한 역사적 흐름, 사회적 관계 속

에는 제도와 관습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의례(ritual)의 형식으로 구

체화되어 나타난다. 흔히 우리가 통과의례(a rite of passage)라 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과정들 속에는 결혼(marriage)이라는 제도가 자리 잡

고 있다. Duncan(1996)은 젠더적 관점에서 의례의 경관(landscape of 

ritual)을 독해하면서, 보통의 사회구성원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들까

지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달콤한 나의 도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지만, 이 작

품의 주된 소재가 ‘연애’와 ‘결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작품의 주된 소

재가 되고 있고 있으며, 현실에서도 긴밀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테마

(theme)를 통하여 작품 속 주인공이 어떻게 경관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20∼30대 젊은 여성의 도시경관 인식을 구체화할 수 있

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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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재인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에 주인공은 당황해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재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당연

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의 재현

과 만남의 장소에 걸려 있던 Gustav Klimt의 「키스(The Kiss)」의 화

폭을 머리 속에 겹치면서 20세기와 21세기의 ‘결혼’의 의미를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있다.

  재인의 안색이 금방 환해졌다. 우리보다 네 살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 

교육자 집안의 차남, 선배와 동업으로 조만간 개원 예정 등의 프로필을 

재인은 조잘조잘 읊어댔다. 여기가 어린왕자가 사는 별이 아니니 당연하

겠지만, 그 남자의 머리 색깔이나 눈동자 빛깔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긴 뭐 어차피 한국 남자,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졌을 게 뻔하지만 말이다.

…(중략)…

  사랑이라니.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 재인이 동그란 눈을 천연하게 

깜빡였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절개법으로 시술한 쌍꺼풀 자국이 또

렷이 도드라졌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벽에 걸린 그림은 클림

트의 「키스」 복사본이었다. 하나의 뿌리에서 돋은 듯 남자와 여자는 서

로의 몸을 뜨겁게 휘감고 있다. 문득 궁금해진다. 키스가 끝나고 난 뒤, 

저들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공? 아니면 실패? 저 시대에도, 사랑

의 성공과 실패는 결혼 여부로 가늠되었을까.

(1부 「성년의 날」, 17)

  주인공 오은수는 직장 상사 안이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맞선 제의

를 받게 된다. 그녀도 사회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평범한 존재이다.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자신만이 그려왔던 ‘행

복’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고 싶은 감정은 다른 도시 여성들과 크게 다르

지 않다. 그녀의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는 맞선 상대를 상상하고 결혼의 

의미를 고정 관념화하여 경관을 인식하는 장면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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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코, 속물은 아니다. 그래도 남자를 소개받을 때 기본적인 조건은 

미리 들어두자는 것이 나의 철칙이었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물론 배기량 몇 ㏄ 자동차를 모는지, 결혼 후 시부

모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하는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까지는 

묻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체크 요소라고 믿는 내 

친구 재인 같은 여자도 있으나, 차마 그 정도까지 대놓고 속되지는 못하

다는 게 내 딜레마였다.

  하지만 적어도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키가 큰 편인

지 작은 편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왕이면, 두산 베어스의 

팬인지 엘지 트윈스의 팬인지, 혈액형이 O형인지 AB형인지 등등의 부가 

정도도 예습하고 나가는 것이 대화의 우월한 고지 선점에 유리했다.

(2부 「선택의 시대」, 68)

  실재 맞선의 시간에 직면한 오은수는 주말 호텔 커피숍이나 도심의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경관 속에서 상대의 외모를 타

인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바라보게 된다.

  175㎝쯤으로 추정되는 신장, 퉁퉁하다고도 말랐다고도 할 수 없는 보

통의 체격, ‘블루클럽’에서 깎았음 직한 단정한 헤어스타일, 비교적 흰 

피부, 매부리코도 아니고 돌출된 입매나 밀도 없는 머리숱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만큼 무난하고 평범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

게 인식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두 시 신라호텔 커피숍 안에는 첫 만남을 진행 중인 커

플이 여럿이었다. 김영수의 외모 경쟁력은 그 남자들 가운데 압도적 1위

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2위권을 다툴 정도는 되어 보였다. 5위도 힘들

어 보이는 남자와 마주앉은 여자의 테이블을 지나, 김영수가 기다리는 

자리로 도도히 걸어갈 때는 아주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왜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인가!

(2부 「선택의 시대」, 77)

  그러면서 자신과 맞선 상대의 조건을 비교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



50

는다.

  남자: 36세.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 졸업, 부모님은 다 미국에 계심, 

현재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유통회사를 동업으로 경영하고 있음. (단점: 

나이가 많은 감이 있다 / 장점: 예비 시부모가 외국에 거주 하신단다! & 회

사 오너라니!)

  여자: 31세. 수도권의 4년제 대학 졸업, 양친 무고하심, 현재 중소규모

의 편집대행회사 대리로 근무하고 있음. (단점: 까놓고, 스펙으로 따지면 

남자에 비해 밀리는 감이 없지 않다 / 장점: 다섯 살이나 어리고, 에, 또, 그

러니까, 이 사회 한구석에서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여성일지도 모

른다.)

(2부 「선택의 시대」, 78)

  오은수는 ‘결혼’이라는 오랜 시간 사회가 형성한 제도와 의례로 구체

화된 목표점 앞에서 친구 재인의 결혼식에 참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

소 간의 상실감과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한다.

  여덟 시까지 청담동 뷰티숍으로 오라는, 신부 하재인양의 분부는 거짓

이 아니었다. …(중략)… 

  다음 날 아침, 재인이 신부화장 중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가슴 한

구석이 계속 시큰거렸다.

  오늘의 주인공 재인은 대형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다. 한 떨기 백합처럼 청초하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눈썹조차 

그리지 않은 상태로 이마를 훤히 깐 그녀의 적나라한 몰골을 보니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가끔 친한 친구의 완벽한 맨얼굴과 조우할 때 흠

칫 놀라게 되는 것은 왜일까. 여고 시절부터 내 머릿속에 각인된 정보에 

따르면, 재인의 피부는 알맞게 삶아 껍질을 샤사삭 벗겨놓은 메추리알처

럼 매끄럽고 보드라워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우리가 열일곱 살

에서 서른한 살이 될 때까지, 가장 엄청난 속도로 팽창한 것이 설마 얼

굴의 땀구멍은 아니리라 믿는다.

(3부 「위태로운 거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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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대기실은 번잡스러웠다. 한복을 입은 일군의 아주머니들이 재인

의 주위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녀의 모

습을 바라보았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신부였다. 일주일 전, 다 그만두겠

다며 내 방에 찾아와 대성통곡하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

다. 재인은 담담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오늘 예쁘네.”

  내가 해야 할 말을 그녀가 먼저 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

이 덜컥 내려앉았다. 재인의 눈에는, 표정이 없었다. 잔잔한 일렁임도 없

이 정지된 그 눈동자에는 설렘과 두려움, 갈망과 공포의 감정을 넘어선 

자의 고요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영화 「런어웨이 브라이드」가 떠올랐

다. 그녀의 손을 낚아채 도망가려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것이

다. 그러나 나는 고작 친구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속삭였을 

뿐이다.

(4부 「치명적인 것들」, 198)

  그러나 이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결혼’을 위해 매진하게 된다.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결혼’이라는 통과의례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준

비과정과 장애물들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가족식사 자리에 김영수를 초대하기로 했다. 물론 김영수를 선보이기 

위해 급조된 가족식사였다. 둘이 같이 있으면 질세라 각각 쌩한 냉기를 

뿜어내는 부모님이 걱정스러워, 오빠네 식구까지 불렀다. 내가 예약해둔 

한정식집의 룸에 들어서면서 …(중략)…

  김영수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나타났다.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맞선을 보았을 때와 똑같이 감색 양복과 흰 와이셔츠 차림이다. 역

시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그가 웃어른을 대하는 광경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서글서글하고 예절 바르리라고 예상해왔다. 지나치게 긴장한 탓

인지 그는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는 외에는 입을 여는 일이 거의 없고, 

덥지 않은 날씨임에도 땀을 무척 많이 흘렸다. 의외의 모습이었다.

…(중략)…

(7부 「그림자 도시」,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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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미혼 남녀의 일반적인 결혼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한

다. 부모 허락―상견례―날짜 잡기―예식장 예약―신혼여행 예약―한복 

및 예물 구입―야외 촬영―청첩장 인쇄―예단 전달―함들이―결혼식.

(7부 「그림자 도시」, 376)

  결혼에 이르는 길이 ‘결정의 연속’이라는 사실에 피곤함을 느끼면서

도 계속해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던 오은수는 김영수에게 숨겨져 있

던 신원상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점쟁이에게 받아 놓았던 ‘2006년 6월 

5일’이라는 최종 종착역 앞에서 다시 표류하게 된다.

옛애인

청첩장→고민의 시작

재인

갑작스런 결혼 

→웨딩 촬영, 결혼식

→신혼집→이혼결심

그림 3. 작품 속 결혼의 경관 인식도

결 혼

 사회적 위신

+물질적 가치

+심리적 만족

태오

우연한 만남, 사랑

→연애→불안한 미래

은수

영수

맞선, 현실

→결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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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오은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흔히 사회에서 말

하는 ‘결혼 적령기’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기에 그녀의 최대 관심사는 ‘결혼’을 위한 ‘연애’이다. 그녀는 결

혼이라는 ‘통과의례’에 부담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모순이나 거

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보다 나은 결혼을 위하여 여러 계획

을 세우고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 Klimt의 그림에서 과거와 

현재의 결혼 경관을 상상하고 호텔 커피숍이라는 틀에 박힌 맞선의 공

간에서 결혼을 위한 만남이라는 물질화된 경관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

고 친구 재인의 웨딩 촬영, 결혼식, 신혼집이라는 전형적인 경관에서 

현대도시 여성의 통과의례를 간접 경험한다. 그녀는 결혼의 공간 속에

서 끊임없이 상상하며 물질화된 경관의 인식을 덧붙여 나간다. 이러한 

경관 인식의 과정들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는 절차 속에서 나름의 의

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나 뜻하지 않은 진실로 인하여 그마저도 실패하

게 된다. 그러나 오은수에게 있어서 결혼의 경관 속에서 인식하는 다양

한 물질화된 형태들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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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일(veil): 계급의 경관

  Cosgrove가 이론적 정교함을 완성한 베일(veil)로서의 경관의 개념은 

Jackson(1989; 1991)에 의하여 ‘계급(class)’이라는 주제로 주목받게 된

다. Jackson은 문화지리학의 학문적 토대 위에서 인종(race), 성

(gender), 노동(labor)의 관점으로 계급을 이론화하였다. 특히, 노동은 

Jackson이 주장한 문화지리의 이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사회와 

일터에서의 남성성의 강조와 이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여성의 노동력

에 대한 선입견과 저조한 대우 등은 현대도시에서 공공연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경관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오은수가 근무하는 편

집대행사의 평범하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관을 통하여 노동

을 매개로 한 계급의 경관(landscape of class)을 엿볼 수 있다.

  오은수가 근무하는 편집회사의 크지 않은 사무실에 놓여 있는 의자

들은 직접적으로 이 경관 속에서 계급이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용 의자에도 계급이 있다. 그 자명한 진리를 미처 모르던 순진무

구의 시절이 가끔은 사무치게 그립다.

  우리 회사의 의자는 모두 네 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사장실 의자, 이

사실 의자, 부장들의 의자, 그리고 과장급 이하 평사원들의 의자. 목 받

침이 없으며 우레탄 재질의 팔걸이를 가진 중국산 사무용 의자에 앉아 

나는 종일을 보낸다. 가끔 외근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사나흘 정도는 

마감이라는 명목 아래, 아침 아홉 시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엉덩이를 

뭉개고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무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에 비해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것이다.

(2부 「선택의 시대」, 54)

  한편 직장 내의 일과에서 자주 반복되는 회의, 회식문화에서는 약간

의 희화화된 장면을 포착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계급’에 주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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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두려움 없이 불의에 항거하는 어린 후배에게 뜨거

운 박수를 보내야 옳겠으나, 나는 고개를 내리깐 채 애꿎은 테이블의 나

뭇결만 눈으로 더듬었다. ‘짬밥’은 위대하다. 사회생활 칠년차의 연륜으

로 나는 신상에 닥쳐올 위험의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안이사는, 까마득한 평사원의 도발을 여유롭게 받아 넘길 만큼의 고수

가 아니었다. 그의 숱 없는 눈썹이 지렁이처럼 꿈틀댔다. 이민정은 자신

이 불러일으킨 사태의 파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똑같은 표정으로, 

한쪽 다리를 꼰 자세를 풀지 않았다. 안이사의 핏발 선 눈동자가 이민정

을 스윽 지나 내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차례는, 나였다.

(2부 「선택의 시대」, 56-57)

  “오늘 메뉴는 오대리가 정해보지.” 언젠가 전체 회식 때 사장에게 딱 

찍혀 메뉴판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이민정이 명쾌하게 던진 한마

디를 잊을 수가 없다. “저는 생등심 먹을래요!” 포커페이스인 사장은 껄

껄 웃더니 늘 시키던 삼겹살 대신 한우 생등심을 20인분 주문했다. 어금

니로 고깃점을 씹으면서, 나 그때 그녀에게 얼마나 감탄했었는지 모른

다. 고마워했었는지 모른다.

(2부 「선택의 시대」, 60)

  또한, 계급 구조에서 윗선에 자리한 직장 상사가 못마땅할 때의 상황

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회사 황부장에게는 백아흔아홉 가지의 나쁜 점이 있지만 그 중

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오후 네 시의 테러였다. 종일 아무 얘기

도 없다가 딱 오후 네 시만 넘으면 갑자기 호출해서는 새로운 업무 처

리를 지시하곤 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라는 첨언은 차라리 애

교스러웠다. 오늘 역시, 두어 시간 야근으로는 어림도 없을 만한 분량의 

작업에 망연자실해 있을 때 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4부 「치명적인 것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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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의 잘못이 아닌 판단으로 인해 2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은 오

은수는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

오는 판단은 ‘재취업’을 위한 면접이다. 고용하는 자와 고용을 당하는 

자 사이의 일반적인 모습은 다음 경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면접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의상 콘셉트 잡기가 맞선볼 때보다 몇 배

는 더 어려웠다. 다른 여자들도 옷장을 열 때면 늘 한숨부터 날까? …(중

략)…

  중견의 경력을 가진 30대 여성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깔끔하고 단정

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어필하는 게 나을 것이다. 골똘히 궁리

한 끝에, 도톰한 봄 재킷에, 살짝 주름이 잡힌 플레어스커트를 받쳐 입

었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 둔다던가. 거리에는 꽃샘바람이 윙윙 불어

대고 있었다. 치마가 훌러덩 뒤집어질까 봐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붙든 

채 잰 걸음을 놀려야 했다.

  …(중략)…

  과연 이 구두는 어떤 옷에 매치시켜도 그럭저럭 80점은 되어주었다. 

100점 아니면 0점인 극적인 인생을 두려워하는 나는, 평균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건가? 이를 악물며 사표를 던진 것이 얼

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고만고만한 회사의 고만고만한 사무원이 되기 위

해 길을 떠나고 있는 스스로가 우습고 또 안쓰러웠다.

  “희망 연봉을 안 쓰셨네요?”

  내 이력서를 훑어보다 말고 중년의 면접관이 물었다.

  “아, 예.”

  안 그래도, 급하게 이력서를 꾸미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망

설였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혔으므로 아예 기입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나의 아마

추어적인 면모였다.

  “본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대충 어떤 수준이라는.”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소리였다. …(중략)…

(6부 「돌이킬 수 없는」, 332-333)

  재취업에 이르지 못하지만 전 직장 상사였던 안이사의 홍보 브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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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편집하는 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오은수는 직장 생활에서 경험

하였던 다양한 ‘계급(class)’의 자극들은 당분간 미루어둘 수 있게 된다.

회식

사장 ↔ 이민정

회의

안이사 ↔ 이민정

사무실 의자

사장, 이사, 부장, 직원

결정의 위계 상 징

은수

그림 4. 작품 속 계급의 경관 인식도

  작품 속에서 오은수가 인식하는 계급의 경관은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직장 여성들에게 매우 평범한 형태와 의미를 갖는다. 회의시간과 회식 

자리에서의 결정의 권한, 오후 4시의 사무실 풍경, 면접 장소에서의 긴

장감은 여성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해 보았을 보편적인 

경관이다. 이 작품에는 페미니즘적 시각의 여성과 남성의 대결적인 계

급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노동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가 더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가 물질화된 경관으로 표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무실 ‘의자’를 계급의 상징적 경관으로 제시한 것은 모든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58

  3. 텍스트(text): 개인사의 경관

  신문화지리의 독자적 분야를 개척한 Duncan and Duncan(1991)은 

텍스트(text)로서의 경관 이론을 확립하였다. 그는 Roland Barthes의 

구조주의 기호학(structural semiotics)에 영향을 받아 텍스트 속에 숨겨

진 은유(metaphor)의 의미를 경관 이론에 접목시켰다. ‘경관은 역사를 

보는 방식’이라는 명제를 통하여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기념

비 등에 내재한 역사성에 대하여 골몰하였으며, 문학 작품 속 텍스트의 

가치에 주목하여 도시 전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personal 

history)를 읽을 수 있는 경관의 의미에 관심을 가졌다(Duncan and 

Duncan, 1991: 18-37). 이러한 텍스트들은 경관, 장소 등에 은유적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의 일상사를 자세하게 묘사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달콤한 나의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주인공 오은수는 8년차 직장인이다. 그녀는 익숙한 아침 출근길과 저

녁 퇴근길의 경관에서 일상을 느끼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도 한다.

  아침 출근길. 여느 때처럼 지하철은 칙칙폭폭 지루하게 선로를 달리고 

있다. 뒤로 가지도, 하늘을 날지도 않는다. 네모난 상자에 빽빽이 들어찬 

시든 귤처럼, 혹은 나무궤짝에 겹겹이 줄 맞춰 누운 죽은 갈치처럼 실려 

나는 영혼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운 좋게 좌석을 차지하고 앉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칸의 승객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권 수호를 위

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

다. 떠밀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말고, 지금 여기

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2부 「선택의 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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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과잉의 도시다.

  아침방송의 여성 기상 캐스터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서울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올해 들어 최초의 일이란다. 강남대로의 

이른 출근길 풍경을 담은 CCTV 화면이 이어졌다. 자동차들이 거북이걸

음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간밤의 적설량은 고작 3㎝.

  넘치는 것은 권태로운 수사(修辭)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단 

1초의 실수로 잉태되는 태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버스 

노선, 무채색 반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걸어가는 표정 없는 중년 남

자, 바람에 펄럭이는 모텔 주차장의 녹색 천막, 입술 부르튼 아르바이트

생이 바코드를 찍어주는 24시간 편의점, 의도된 냉정들과 과장된 친절

들. 모든 것이 흘러넘친다. 그리고 문패 없는 콘크리트 건물들도 곳곳에 

숨어 있다. 내가 사는 이 집 ‘스노우 펠리스’도 그중 하나다.

(3부 「위태로운 거리」, 119-120)

  여느 때처럼 전철은 만원이었다. 무채색 외투 속에 몸을 숨긴 채 일터

로 출근하는 사람들 속에 납작하게 끼어 있으니 안도감과 이물감이 어

색하게 교차했다. 문가에 서 있다가, 우르르 움직이는 인파를 따라 얼떨

결에 충무로 역에 내렸다. 나와 같은 열차에서 내린 수많은 사람들이 계

단을 향해 개미 떼처럼 일제히 진군했다. 저 높은 곳, 지상의 어딘가에 

그들의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에 문뜩 소름이 돋는다. 열차 한 대가 반대편 선

로로 막 진입하는 중이었다. 저 객차 안에 꽉꽉 들어찬 이들 역시 모두

들 ‘시간에 맞추어 서둘러 가야만 하는 곳’을 가지고 있을 터였다. 그곳

은 어쩌면 내가 도망쳐 나온 세상, 나를 밀쳐내버린 세상이었다.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영원히 이 도시의 

국외자가 되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미세먼지들이 허공을 아득하게 

날아다녔다. 커다랗게 심호흡을 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자꾸만 간지러웠

다. 내 낡은 운동화는 그 자리에 멈춘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6부 「돌이킬 수 없는」, 297-298)

  일상다반사(everyday occurrence, 日常茶飯事)가 이어지는 자신의 원

룸을 처음 만나게 된 날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일상의 묘사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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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의 경관(landscape of private history)이 생생히 드러난다.

  방을 계약하기 전, 처음 집을 보러 왔던 일이 생각난다. 위치나 방의 

크기 등은 두루두루 마음에 들었다. 손에 쥐고 있는 돈과, 전세 금액도 

얼추 맞았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면서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미미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이삿짐을 들이는 날, 건물 측면

에 커다랗게 붙어 있는 글자들을 읽고 나서야 내 불편함의 정체를 비로

소 알게 되었다. 어쩌면 좋으랴. 눈의 궁전, ‘스노우 펠리스’라니.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 변두리 골목 안의 원룸 주택에 

붙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멋스러운 그 이름을 집주인은 머리를 쥐어짜내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력 칠 년차 편집자로서 목 놓아 주장컨대, 그

것은 틀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스노우 펠리스’의 옳은 표기법은 

‘스노 팰리스’인 것이다. 그 뒤, 집 주소를 적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순

간적으로 망설이게 된다. 거창한 오류로 점철된 나의 주소를 읽는 누군

가가 나의 진실성과 속물성을 한데 섞어 의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탓이다.

(3부 「위태로운 거리」, 120)

  원룸 주택이 밀집해 있는 우리 동네. 훤한 아침에 귀가해보기는 처음

이다. 기분이 묘했다. 우리 집, 아니 내가 사는 방은 2층에 있다. 2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계단을 내려오던 위층 여자와 딱 마주쳤다. 내 또래

로 보이는 그녀는 출근 시간이 빠른 직장에 다니나 보았다. 우리는 서먹

하게 서로를 비껴 지났다. 전에 서너 번 얼굴을 스친 적은 있지만 말을 

나눠본 적은 없다. 저쪽에서 굳이 먼저 인사하지 않는 경우에, 거기 맞

춰주자는 것이 나의 원칙이었다. 어쩌면 저 여자 역시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

(1부 「성년의 날」, 36)

  이사 온 날부터 원룸의 이름을 보고 어색함을 느낀 오은수에게 이웃

과의 불편한 만남은 안식의 공간인 거주지의 경관에 불편함의 의미가 

함께 녹아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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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는 모두 스물한 개의 방이 있다. 대외적으로 각각의 방은 공평

하게 15평형. 하지만 복도와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 또 얼마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평수는 채 아홉 평이나 될지 모르겠다. 만약 이 

집이 연극 무대 위의 세트라면 어떨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의 집

처럼 벽의 한쪽 면이 뻥 뚫려 있다면, 저 멀리 객석에 앉은 관객은 스물

한 개의 똑같은 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겠지. 가로로 일곱 줄, 세로로 

세 줄씩 나뉜 칸칸마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훤히 들여

다보이면 참 가관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게 맡겨진 배역은 ‘205호 여

자’다.

(3부 「위태로운 거리」, 120-121)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을 연극 무대에 빗대어 상상하는 장면에서는  

‘삶=연기’일 수 있다는 행동화된 양식으로서의 경관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원룸에서 일어난 사건과 소문을 통하여 도시의 방의 의미와 타인

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도 하며, 도시에서의 ‘고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시’의 경관과 ‘시골’의 경

관을 대조적으로 상상하는 장면은 오은수의 성찰을 극대화시킨다.

  2층 복도에서 옆집 206호 여자와 마주쳤다. 목례를 나누는 동안, 호기

심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을 외면했다. 그녀는 206호 앞에 서서, 나

와 태오는 205호 앞에 서서 각각 제 집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득, 이

런 때엔 나도 혼자서 문을 따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의 방이란 무엇일까. 시골마을에서는 이웃에 가려면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한다. 그러나 도시의 방과 방 사이, 집과 집 사이는 다닥

다닥 붙어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가

까이 있어 더 외로운 느낌을 아느냐고 강변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언

제나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나만의 사람, 여기 내가 있음을 알아봐

주고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갈구한다. 사랑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그가 내 곁에 온 순간 새로운 고독이 시작되는 그 지독한 아

이러니도 모르고서 말이다.

(3부 「위태로운 거리」,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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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스탤지어(nostalgia)의 분위기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오은수가 자신이 직장 초년생시절

까지 살았던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는 순간이다. 현관 디지털 도어 락에

서부터 거실의 소파에 깃들어 있는 ‘추억’의 경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중략)… 딱히 분당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중략)… 꼭 분당

행 버스를 기다린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버스가 제일 빨리 왔으므로 

천천히 올라탔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 집 열쇠 구멍에 새로 달린 디지털 

도어 락 시스템 앞에서 나는 낭패감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초인종을 연

거푸 눌러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다. …(중략)… 

…(중략)… 

  “아우, 아빠, 저 급해요.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인데요?”

  “공오이오 아니냐.”

  5월 25일, 내 생일. 그 네 자리 숫자를 선택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

니 왠지 모르게 조금 안심이 되었다. …(중략)…

(4부 「치명적인 것들」, 190-191)

  …(중략)…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엄마에게 전

화를 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비어 있는 실내는 고즈넉했다. 혈육

만큼이나 익숙한, 오래된 아파트. 그 소박한 거실의 풍경을 나는 새삼스

런 낯섦에 잠겨 가만히 둘러보았다.

  낡아가는 기색을 감출 수 없는 고동색 가죽 소파는 내가 대학 4학년

이던 해에 산 것이다. 늘 그렇듯 아버지와 엄마는 소파의 가격을 놓고 

다투었으며, 나는 고동색보다 검정색이 더 낫다고 강력히 우겨대었고, …

(중략)… 어제인 듯 생생한데 벌써 십 년이 다 되어가는 옛일이다. 그때

의 이 집에는 반지르르한 윤기와 부산스런 활기가 함께 숨쉬고 있었던 

듯 하다. 적어도,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린 채 적요히 닳아가고 있지는 

않았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집에서 부모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부모에 대해 나는 얼마큼 알고 있을까. 

(4부 「치명적인 것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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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탤지어’가 깃들어 있는 개인사의 경관은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

했던 태오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과 현실과의 타협으로 결혼상대로 선

택한 김영수와의 테이트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늘빛이 흐리멍덩한 휴일 오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찬밥을 한 

술 뜨다가 이내 덮고 집을 나섰다. 딱히 목적지는 없었다. 수유리로 방

향을 잡은 건 태오 때문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서울 지리에 관

심이 많았고, 모르는 동네를 찾아가 기웃대는 일을 좋아했다. 정말이다. 

믿거나 말거나.

  태오네 슈퍼마켓의 이름은 ‘부여슈퍼’라고 했다. “부모님 고향이 거기

거든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이라 꼬맹이 손님들이 많다던 태오의 말

도 단서가 되었다. 일요일이어서인지 골목은 고즈넉했다. 부여슈퍼는 1

층에 문방구와 분식집, 약국이 있는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면서 만약 태오가 거기 있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

가를 생각해보았다. …(중략)…

  가게는 짐작보다 넓고 규모 있게 꾸며져 있었다. 저 샴푸들을 키대로 

가지런히 정리해놓은 게 태오의 솜씨일 것만 같다. 태오의 아버지가 텔

레비전에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황한 나머지 손이 가는 대로 아

무 물건이나 집어 들었다. 카운터 앞에 쑥 내밀고 보니 내 손에 들려 있

는 것은 수세미였다. 태오의 아버지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4부 「치명적인 것들」, 233)

  오은수가 진심어린 연애의 감정을 품고 있는 태오의 가게를 찾아가

는 장면에는 도시 변두리의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억의 경관’

이 익숙한 풍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은수는 추억의 풍경에서 태오의 사

람됨과 닮은 경관의 내면을 인식하게 된다. 동네와 상점 내에 물질화된 

경관들은 은수에게는 모두 태오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반면, 영수와의 데이트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경관’을 떠올리

게 한다.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녀의 마음 속에는 기억과 개인사의 경관으로서 아로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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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타워는 1975년 개통되었다. 내가 태어난 해였다. 일반인에게 관

광 전망대가 개방된 것은 1980년대 초반. 우리 가족 역시 유행에 뒤질

세라 어느 일요일, 그곳으로 나들이를 갔었다. 젊은 아버지와 젊은 엄마, 

장난꾸러기 사내아이였던 오빠, 토실토실한 부끄럼쟁이 꼬마였던 나, 이

렇게 네 명이서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속내를 알고 보면 곪아가는 바나나 같은 집구석이지

만 어쨌거나 남들 눈에는 중산층 도시 핵가족의 행복한 나들이로 보였

을 것이다. 그 전날 밤 중간 규모의 부부 싸움을 치렀던 부모가 무슨 이

유에서 오빠와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포니 투 택

시 뒷좌석에 실려 가면서, 혹시 고아원에 버려지는 건 아닐까 가슴을 졸

였던 기억만 흐릿하다. 택시가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당도한 곳은, 멀

리서 올려다보기만 하던 남산 타워 앞이었다. 그날 찍힌 사진 속에서 양 

갈래로 머리를 묶은 나는 한 손에 솜사탕을 든 채 어설프게 웃고 있다.

  전망대 5층의 레스토랑은 모던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몇 가지 안 

되는 메뉴들은 다 값이 비쌌다.

(7부 「그림자 도시」, 372)

은수

출근길

일상다반사, 상상

태오의 가게

노스탤지어, 연애감정

남산

노스탤지어, 청혼   
자신의 원룸

이웃, 자기성찰

분당

노스탤지어, 부모님

그림 5. 작품 속 개인사의 경관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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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작품에서 개인사를 이야기의 모티브로 삼거나 주제로 표현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특히 여성 작가의 소설 작품에서는 개인사를 통하여 

감수성을 이야기 전반에 풀어나가곤 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개인사가 이야기의 전반을 지배

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개의 촉매로서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오은수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평범한 30

대 초반 여성 직장인이다. 그녀는 아침 출근길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의 

멘트와 날씨 이야기, 지하철의 풍경, 어색한 이웃 사이의 만남에서 일

상사의 경관을 매일 인식한다. 그러나 일상의 경관이 매일 진부하고 평

범한 것은 아니다. 이사 오기 전 ‘이름’이 이상하게 표기되어 있을 뿐 

그저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던 원룸에서 발생한 사

건은 ‘도시인의 방’이 물질화된 경관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하

게끔 한다. 우연히 방문하게 된 부모님의 집, 진심으로 사랑했던 태오

를 생각하며 찾아간 동네에서 인식한 경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스탤지어’의 감정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산 타워’에

서 인식한 경관은 오은수가 잊고 있었던 개인사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개인사의 경관 인식은 도시의 기억을 공공의 공간에

서 사적인 공간으로 의미를 환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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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시(gaze): 소비의 경관

  물질화된 담론을 표방한 신문화지리의 경관 이론은 생산과 소비의 

사회·경제적 체계를 경관 독해에 적극 도입하였다(Cosgrove, 1983; 

1984; 1988). 남성적 권력과 권위를 통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사회 

질서 속에서 경관의 물질적 성격은 중산층 이상의 지배 세력의 관점에

서 역사적으로 해석되어 왔다(Cosgrove and Daniels, 1988). ‘주관적 

독해의 방법’을 추구한 신문화지리의 이론이 모순적으로 ‘남성적 시각

의 고정화’라는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지점이기도 했다. 이에 여

성주의 지리학은 ‘남성적 권위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응시(gaze)의 경관

이론을 소비경관(landscape of consumption)에 적용하여 비판하고 수

정하기 시작했다(Bondi, 1992; Rose, 1993; Zukin, 1998). ‘자연=여

성’으로 고착화한 남성적 경관 독해는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소비가 생

산을 규정하기 시작한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당화하게 된 것이다. 소매업(retailing),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구조조정(restructuring) 등 도시의 역동적 변화와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소비(consumption)의 경관(Wylie, 2007: 83)은 칙릿 

소설이라는 장르(genre)로 분류되는 『달콤한 나의 도시』에도 노골적

으로 표현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소설 작품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주인공이 소비하는 상품의 브랜드, 가격 등이 여과 없이 표현

되고 있다. 소설 속의 이러한 표현 기법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인공이 

사용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매우 구체화함으로써 작품 전개에 의도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대

부분의 직장인이 매일 겪는 점심 고민을 하는 오은수의 모습에서 소비

의 일상적 경관을 들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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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11:59에서 12:00로 넘어가는 찰나, 점심으로 포호아의 월남국수를 

먹을까 동천홍의 자장면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벨이 울렸

다. …(중략)… 자장면을 곱빼기로 주문하여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보았

다. 트림만 나올 뿐 역시 격렬한 감정은 끓어오르지 않았다. 남태평양 

리조트의 칵테일 주스 대신, 3,800원짜리 스타벅스 카페모카를 손에 들

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희한한 고민에 휩싸였다.

(1부 「성년의 날」, 10-11)

  매장 안에서 상품을 고르는 행위와 메뉴판에 적힌 다양한 활자들의 

조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여성이 소비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수십 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늘어선 유리 진열장 앞에 서면 뭘 골

라야 할지 몰라 느닷없이 오줌이 마려워진다. 다디단 초콜릿무스, 은은

하게 새콤한 망고탱고, 씁쓰레한 커피향의 자모카아몬드훠지······ 오늘, 나

는 민트초코칩을 선택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기에 한 번쯤 먹어보

고 싶었다. 고작 아이스크림 한 스쿠프이기에 모험을 해볼 수 있었다. 

우리는 분홍색 아이스크림 컵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유준이 덥수

룩한 앞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중략)… 처음 경험한 민트초

코칩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아마도 다음번에 또 먹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초콜릿무스, 망고탱고, 자모카아몬드훠지처럼 내 혀 끝에 익숙

한 맛들을 선택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2부 「선택의 시대」, 105, 110-111)

  한편 ‘쇼핑’과 ‘연애’를 비교한 묘사는 소비경관에 대한 현대도시 여

성의 심리적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여성이 쇼핑을 한다는 행위는 

자신이 경관을 인식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자신도 경관의 구성원이 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큰 특징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적 

소비의 경관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인터넷 쇼핑에 대한 묘

사는 ‘쇼핑’과 ‘연애’의 선택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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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과 연애는 경이로울 만큼 흡사하다.

  한 개인의 파워를 입증하는 장(場)일뿐더러, 그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정서적 안도감을 느낀다. 여유로운 

시간과 젊음이 있을 때는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고, 경제력이 생겼을 때

는 여유로운 시간과 젊음을 돌이길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

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쇼핑도 연애도 인간을 고뇌하게 한다. 인간 오은수도 지금, 깊

은 번뇌에 빠져 있다. 인터넷 즐겨찾기의 맨 위에 등록해놓고 자주 들어

가보는 곳은, 자동차 미니의 웹 사이트다. 미니의 앙증맞은 자태를 담은 

사진이 모니터 가득 일렁인다. 온몸의 신경세포가 팽팽히 조여든다. 차 

옆에는, 열 가지 색깔별로 칸칸이 나누어진 다트판이 놓여 있다. 그중 

검정색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술처럼, 자동차가 블랙으로 변한다. 마

우스를 조작할 때마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자동차가 한 대씩 차례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누구도 두 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참으로 잔

인한 아이디어다.

(2부 「선택의 시대」, 114)

  ‘연애’를 위한 소비가 항상 인터넷 쇼핑의 선택처럼 희화화되지는 않

으며, 마음을 전달하는 고전적인 감동의 경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고민하다가 폴로랄프로렌에서 민트색의 단정

한 옥스퍼드 셔츠를 샀다. 태오의 희 피부와 썩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의 자유분방한 패션 스타일에 서서히 변화를 주어가고 싶었

다. 허리선을 끈으로 묶는 쥐색 정장 코트에 파시미나 머플러를 두른 30

대 여자와의 애인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태오 입장에서도 이 정도쯤은 

기꺼이 맞추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태오 역시 큼지막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말

문이 턱 막혔다. 그것은 하트 모양의 커다란 쿠션이었다. 하트 모양 테

두리를 따라 두 겹의 연분홍색 레이스가 달려 있고 쿠션 한가운데에는 

빨간색 글자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4ever love.’ 포에버 러브. 영원한 사

랑. 나는 그 과중한 문장을 엉거주춤한 자세로 받아 안았다.

(3부 「위태로운 거리」,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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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경관은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간판이나 메뉴판에 진하게 새겨진 익숙한 숫자들이다. 때로는 정보를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하는 낯익은 경관은 이렇게 등장한다.

  “그럼요. 좋아해요, 참치.”

  “아, 다행입니다. 근처에 아는 음식점이 거기밖에 없는데.”

  김영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가 데려간 음식점은, 간판에 ‘무

제한 15,000원’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 곳이었다. 실내는 좁

고 한적했다. 나는 테이블 쪽으로 주춤주춤 다가가려 했으나, 김영수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는 다다미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덕분에 지

퍼도 없는 롱부츠를 최대한 우아하게 벗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3부 「위태로운 거리」, 123)

  안심 스테이크 35,000원, 연어 스테이크 32,000원, 바다가재와 새우 구

이 39,000원. 

(6부 「돌이킬 수 없는」, 320)

  위에서 제시된 경관은 소비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현대

도시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도시인이 소비경관 속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에 제시되는 주인공의 인식에서 여실히 드러

난다.

  저녁식사는 오래지 않아 끝났다. 그러나 체감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

었다. 결렬 직전의 평화 협상 테이블에 둘러앉은 무능한 외교관들처럼 

우리는 그저 조용히 접시 위의 음식들을 해치웠다. 재인은 제 얼굴에 디

카 렌즈를 들이대고 셀프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유희는 게임이라도 

하는지 휴대폰 화면에 눈을 박은 채 고개를 들 줄 몰랐다. 어쨌거나 유

희의 비밀을 발설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할 몫이었다. 카드 영수증에 

52,000원이라는 금액이 흐릿하게 찍혔다.

(2부 「선택의 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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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카드 사용액은 완만한 W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름신은 2월과 5

월, 8월과 11월에 각각 다녀가셨다. 2월에 지른 50만 원짜리 가방(내 평

생 제일 비싼 가방이다. 질 좋은 가죽이라 앞으로 십 년, 아니 오 년은 

넉넉히 쓸 수 있을뿐더러 매일매일 들고 다녔으니 벌써 본전 다 뽑은 

셈이 아닌가), 5월에 지른 독립 기념 세간(아껴 사느라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방바닥에서 신문지 덮고 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8

월에 지른 괌 여행(친구들과 여름휴가를 맞춰 다녀왔다. 좀 무리하긴 했

지만 일 년에 한 번, 휴가도 가지 못한다면 아득바득 돈 벌러 다닐 의미

가 없지 않은가), 11월의 알파카코트(할인매장에서 작년 제품을 싸게 샀

다. 할부가 몇 달 더 남았지만 너무 예쁘고 따뜻해서 입을 때마다 흐뭇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등등이 올 한 해 내 소비의 증거들이었다. 그리

고 동시에 내 삶의 증표들이기도 했다. 나는 소비하기 위해 사는가, 살

기 위해 소비하는가.

(3부 「위태로운 거리」, 139)

  영수증과 카드명세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장면은 소비사회인 현대

자본주의 가장 핵심적인 경관이라 할 수 있다. 영수증과 카드명세서에 

찍혀 있는 온갖 활자들은 공간적·시간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장 단순하면서도 흔한 경관은 현대도시의 상징처럼 자리매김 되었다.8)

  주인공 오은수는 자신이 느끼기에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직장에 사

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은 마치 새로운 경관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길을 따라 백화점을 방문하여 전에 누려보지 

못한 소비를 경험하기로 결심한다.

8) 문학 평론에도 소비사회의 단면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여울(2011)은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소비의 풍속도를 4개의 주요 작품(백영옥의 『스타일』, 정

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 김중혁의 『악기들의 도서관』, 김훈의 『강산무진』)을 분석하

면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소비 인식과 남성의 소비 인식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

름을 비교·분석한 점은 흥미롭다. 강유정(2006)도 위에서 인용한 카드명세서의 대목을 

언급하면서 오은수가 쇼핑의 허망함 끝에 “사랑”을 생각해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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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앞 큰길에 선다. 매일 다니던 길이 참으로 낯설다. 버스를 타고 

명동의 백화점으로 간다. 평일 대낮의 백화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리둥절해진다. 평소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티파니 매장으로 너무도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 목걸이를 골라 든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옆으

로 기우뚱 스러져 있는 이 목걸이의 이름은 ‘오픈하트’다. 기울어진 하트

가 내 목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웨이트리스가 “몇 분이세요?”라고 물어왔다.

  “혼잔데요. 저 혼자에요.”

  나는 가만히 되뇌었다. 안심 스테이크가 포함된 디너 코스를 주문하

고, 하우스와인도 한 잔 시켰다. 나를 위해 이 정도의 작은 선물은 해줄 

수 있었다. 비통할 것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다. 오랫동안 나는 

온전한 내 힘으로 나를 빌어 먹였다. 그저 쉬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은 내 자발적 의지의 산물이다.

  와인은 향긋했고 스테이크의 육질은 보드라웠다. 나는 태연한 포즈로 

고기를 꼭꼭 씹었다. 눈물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다고, 

간신히 생각했다. 

(5부 「연인들의 비밀」, 291-292)

  오은수의 평소와 다른 소비의 경관은 현대사회의 소비가 물질적인 

가치9)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다. 현대도시의 구성원들, 특히 여성은 소비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어느 순간 ‘사물화된 형태’의 소비경관에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행동화된 양식’을 덧붙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물질화된 경관의 총체를 구성하게 된다.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소비의 양식을 넘어, 자신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소비의 행태는 점차 현

대도시의 ‘소비경관’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9) 응시(gaze)로서의 경관을 지배계급이나 남성적 권력이 내재해 있는 자본주의 구조와 

관련시키기도 한다. Zukin(2012)은 라스베가스(Las Vegas)를 현대 자본주의와 진화론적 

경관(Darwinian landscape)을 연결시켜 오만의 경관(landscape of arrogance)으로 개념

화하였다. 정여울(2011)은 『달콤한 나의 도시』의 동일한 인용문(291-292)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기충족적 소비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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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음식점 커피전문점 백화점 해외여행

간판, 메뉴판 메뉴판, 상품 상품, 영수증 카드명세서

친교활동, 연애 자기위로, 자기보상

은수

그림 6. 작품 속 소비의 경관 인식도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소비’란 공기와 같은 매개이다. 생

활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표현하고 위로하며 새

로운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다. 오은수에게도 ‘소비’는 자신의 욕망을 

담아내고 자신을 보상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오은수는 도시의 

평범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표, 메뉴판 등에서 소비의 경관을 

인식한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경관을 상상하면서 쇼핑을 연애에 비

유하기도 하며, 때로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구매하는 물질화된 경관을 

통하여 고전적인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영수증과 거래명세

서에서 읽을 수 있는 물질화된 경관은 소비경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이 작은 종이에 기록된 약속된 기호들은 다양한 의미의 소비경관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73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지역, 장소 등 다양한 공간

의 관점을 도입하여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문학

지리학의 연구를 신문화지리 경관 독해의 관점을 도입하여 실재 작품

에 적용·분석하여 보았다. 다양한 공간적·시간적 소재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고, 역사적 가치와 철학적 사고의 심화된 연구가 가능한 문학 

작품을 통하여 지리학 연구의 외적 지향성에 내적 심오함을 결합하여 

보다 학문적 의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장소성과 장소상실, 공간과 도시의 이미지에 주로 초점

을 맞추어 온 국내 문학지리학 연구의 성과에 덧붙여, 경관(landscape)

이라는 인문지리학에서 독보적으로 가치 있는 개념(Cosgrove, 1989)을 

주요 주제(theme)로 삼아 문학 작품이라는 재현된 대상(object)의 경관

을 ‘정치-경제-사회-인간’의 통합적인 관계(integrated relationship)에 

주목하여 독해하였다. 소설, 수필, 시, 희곡 등 다양한 문학 작품 중에

서도 유독 소설 작품, 특히 칙릿(chick-lit) 장르의 국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달콤한 나의 도시』를 선정한 이유는 1990년대 말부터 국·

내외에 널리 퍼진 칙릿 문화가 현대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문화 현상(cultural phenomenon)으로 정착하였으며, 

도시의 다양한 정신적·물질적 관계에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경관을 독해하기 위하여 적합하다는 판단 때

문이었다.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경관을 독해한다는 의미는 문화지리학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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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향성을 이끈 신문화지리 초기 연구 철학의 남성적이고 가부장적

인(patriarchal) 시각의 전환을 통한 연구 성과를 획득하려는 의도를 내

포하고 있다. Cosgrove, Daniels, Duncan, Jackson 등이 주도한 초기 

신문화지리의 연구 성과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판

과 평가 속에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고 이에 근거하여 더욱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러

한 배경에는 여성주의 지리학과 정신분석학 등의 비중 있는 역할이 있

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경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종합적인 독

해가 가능한 신문화지리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는 문학지리학에 도입되

어 온 지역지리학, 실증주의 지리학, 인간주의 지리학, 구조주의 지리학 

등의 전통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

  환경결정론적 시각을 탈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Sauer의 문화

경관론은 인간주의 지리학의 실존주의적이고 현상학적인 경관 해석을 

더하여 인간의 주관적 세계를 경관 연구에 투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문화지리의 연구 성과

들은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의 경관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경관(landscape as 

ideology), 이미지로서의 경관(landscape as image), 텍스트로서의 경관

(landscape as text)을 표방하는 신문화지리의 독해 방법은 문학·미술·

사진·연극·영화 등 재현된 매체를 통한 경관에 적용됨으로써 문학 작품 

속의 경관 연구를 보다 정교하고 풍부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를 본 연구에서는 ‘베일(veil)로서의 경관―결혼(marriage)·계급(class)’, 

‘텍스트(text)로서의 경관―개인사(private history)’, ‘응시(gaze)로서의 

경관―소비(consumption)’의 프레임을 통하여 『달콤한 나의 도시』에 

등장하는 현대도시 ‘서울’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여주인공(오은수)의 인

식에 바탕을 두고 경관을 독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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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중반을 살아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외모, 학력, 경제력, 

인간관계, 출신가정, 가치관 등) 여성 오은수가 인식하는 도시경관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다.

  경관을 바라보는 남성의 권위에 갇힌 가부장적 시각의 탈피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베일로서의 경관인 의례, 사회제도인 ‘결혼’을 

인식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의 탈피의 의미는 페미니즘

(feminism) 시각에서의 기존의 남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해체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이나 제도와 의례에 대한 근본

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포스트페미니즘

(post-feminism)의 시각이라 여성학과 문화이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데, 여성이 기존의 사회질서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기만족적 결과를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 

주인공 오은수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여성의 목표점으로 당연하게 받

아들이는 점이나 보다 만족스러운 ‘결혼’을 위해 노력하는 점들은 그러

한 의미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주인공이 인식하는 도시경관에서는 경관의 무장소적 성격이 다

수 드러나고 있다. 경관의 무장소적 성격은 베일로서의 경관, 텍스트로

서의 경관, 응시로서의 경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오은수의 직장

에서의 경관 인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샐러리맨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급’의 권위에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와 시각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러한 경관은 도시

화가 진행되는 어느 장소에서나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고정관념을 통해 상상하는 뉴욕, 파리, 스톡홀름에서도 상당 

부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오은수가 인식하

는 ‘개인사’에서도 노스탤지어(nostalgia), 경험(experience), 자기성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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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의 감정이 자신의 거주 공간, 부모님의 집, 태오의 가게 등 도시의 

보편적인 경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

벌화된 상품들(여행,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을 일상적으로 인식함으로

써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대도시(특히, 대도시)의 경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경관 인식은 장소 마케팅에서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장소의 이

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박배균, 

2010)을 상당 부분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소비경관을 보상의 경관(landscape of compensation)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은수가 친교와 연애 활동을 

하는 장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공간이다. 또한, 오은수가 

실직의 아픔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하여 방문하는 공간도 ‘백화점’이다. 

오은수는 소비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위로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 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이 1년 동안 소비한 흔

적이 고스란히 담긴 카드명세서를 보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러한 특성은 ‘소비’를 통한 자기완성이나 대상에 대한 숙달에 만족하는 

남성적 시각(정여울, 2011)의 도시경관 인식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

로, 도시에서 소비경관은 여성이 자신을 ‘생산’하고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의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다. 물신주의(fetishism)라는 매우 부정적인 현대도시의 ‘소비’ 이미지가 

여성의 경관 인식을 통하여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문학지리학과 신문화지리(new cultural geography)의 이

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달콤한 나의 도시』라는 하나의 문학 작품

에 나타난 경관(landscape)을 독해한 것이기에 ‘재현된 공간에서 여성



77

이 갖는 도시경관 인식’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점,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

가≒오은수(정이현, 2006: 442)라는 사실은 이 작품의 시점이 어떠한

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해 방법론

이 국내외 칙릿 소설 작품에 적용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 또한, 문학

지리학(literary geography)의 새로운 연구 방법을 시도해 보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문학지리학의 연구가 실증주의(positivism), 구조주의

(structuralism), 인간주의(humanism) 등의 사상적 기반을 두어 문학 

작품 속 지리적 지식의 맥락적 이해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을 신문화지

리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론적인 종합적 이해

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사상적 기반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용되고 제시되어 있는 지리학, 사회학(여성학), 철학, 문학 등의 다채

로운 학문적 이론들은 문학지리학의 학제 간 연구 기반의 중요성을 환

기시키고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함을 시사할 수 있다. 이

러한 계기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 문학지리학 연구가 더욱 본격화되

고 다양화하여 지리학은 물론이고 학문 전반에 내실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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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ing Landscape of Literary Geography

in perspective of New Cultural Geography:

The Case Study on My Sweet City

Oh, Dong-Hoo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iterary geography is a subdiscipline of cultural geography, which 

is focused on extracting geographical knowledge from literary 

works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s in relation to philosophical 

perspectives. In the meantime, the literary geography perspective has 

yet to firmly establish its identity due to inner and outer factors. 

Studies in the literary geography tend to focus on such themes as 

‘placeness vs. placelessness’ and, the ‘image of space’.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ation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ays 

close attention to the concept of ‘landscape’ through a 

contextualized understanding of My Sweet City(written by Jeong 

Yi-hyun) from a perspective of new cultural geography. My Sweet 

City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modern chick-lit work in 

Korea.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literary geography perspective 

obsessed with the materialization, more correctly reiteration of 

concepts and knowledge in positivist and structuralist human 

geography, new cultural geographers are influenced by huma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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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y and post-modern perspective, which help expand the 

threshold of the literary geography and allow contextualized 

understanding of literature. In particular, the new cultural 

geography perspective, which is an interdisciplinary project of 

cultural geographers and other cultural analysts, is helpful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uman-society-culture’ 

relationship in diverse landscape formation process and outcomes 

including literary works.

  In terms of scholarly genealogy, the new cultural geographical 

perspective succeeded the so-called Berkeley School of cultural 

geography and humanistic tradition, albeit with a critical reflection. 

Most importantly, it introduced a new picturesque methodology in 

the reading of landscapes, with close attention to cultural image, 

and representation, symbols, and complex and conflictual 

meaning-making processes. The methodology has been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a variety of media resources such as literature, 

pictures, photographs, and movies. In the process, the ‘ways of 

seeing’ concept has helped new cultural geographers identity and 

discuss hidden but significant meanings inscribed on landscape. 

There are three key elements in the interpretive reading 

methodology including ‘landscape as veil’, ‘landscape as text’, and 

‘landscape as gaze’, and they are utilized for an analysis of diverse 

urban landscapes in My Sweet City in this study. My analytical 

attention is paid to how the literary landscapes are associated with 

the life of Korean women in the city.

  Seoul, and occasionally some of its cities such as Bundang and 

Ilsan, is the urban stage of My Sweet City, and stories in the novel 

took place from the summer of 2005 to June 5th, 2006.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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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ily composed of such subjects as marriage, class, private 

history, and consumption, and the heroin(Oh Eun-su) narrates 

related experiences and thoughts from a woman’s perspective. In 

the meantime, Eun-su’s awareness of a variety of urban landscapes 

appears in relation to the sociocultural positions Korean women 

including Eun-su are situated. Thus, it is possible to say that her 

landscape awareness in the novel is formed by social ideologies and 

related changes. They are also found to be materialized into 

behaviors and things in the novel. From a new cultural geography 

perspective, they are considered to be ‘landscapes of post-feminism’ 

with adapting and using to social order, ‘landscape of placelessness’ 

with being able to appearance in any metropolis, and ‘landscape of 

compensation’ with comforting and satisfying oneself.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firms and reaffirms 

a possibility that the new cultural geography perspective opened up 

for the literary geography. In particular, this study broaden the 

horizon of literary geography. I hope, this experiment could open 

up a new window for the cultural geographical studies on literary 

landscapes in various geographical settings.

Keywords : literary geography, new cultural geography, (urban) 

landscape, contextualized understanding, ways of 

seeing, landscape as veil, landscape as text, landscape 

as gaze, marriage, class, private history, consumption, 

My Sweet City 

Student Number : 2014-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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