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택배도시 현상 연구
-마켓컬리 행위경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earance of Delivery City:  
The Case of Market Kurly's Task-Scape

2022년 2월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전공

김 리 원



택배도시 현상 연구
-마켓컬리 행위경관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전 상 인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전공

김 리 원

김리원의 도시계획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정현주 (인)

             부 위 원 장          이제승 (인)

             위         원          남영운 (인)

             위         원             배영 (인)

             위         원          전상인 (인)



-i-

현대사회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소비 단위가 가족에서 개인

으로 이동하며, COVID-19와 같은 위험사회의 도래로 인해 택배 규모가 급증하

면서 택배와 배달 등 사물 모빌리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

다. 이제 사물 모빌리티는 도시를 점유하는 사물을 이동시키며 도시 공간의 구조

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기제이므

로, 이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물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물류 교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물 모빌리티 급증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택배도시 현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사물 모빌리티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공간의 파악을 위해 

잉골드가 제안한 행위경관(Task-scape)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택배도시

의 공간 사용 방법, 물리적 배치와 같은 거시ㆍ공간적 차원, 행위자 간 전술과 변화

하는 상호작용 등 미시·실천적 차원의 두 층위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러한 택배

도시 현상의 행위경관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학적 함의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대상 기업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새벽 배

송 개념을 도입하고 신선 식품 배송업계 1위를 유지하는 마켓컬리를 선정해 문헌 

연구, 현장 연구, 아카이빙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택배도시의 거시ㆍ공간적 행위경관은 

출발지인 물류창고부터 목격되며, 이동 경로인 도로와 탑차, 도착점인 입구와 현

관 순으로 포착된다. 사물 모빌리티가 시작되는 물류창고는 유동하는 사물 모빌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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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를 유지하는 고정된 좌표이며, 고도로 기능화, 자본화된 공간이다. 마켓컬리

의 물류센터는 김포, 장지, 화도, 죽전으로 네 곳 모두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잘 구성된 고속도로 인프라를 통해 전국으로 배송할 수 있다. 또한, 이의 운용을 위

해 몇천 명이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며, 이는 고정된 위치에서 반복되고 효율적 행

동을 하는 테일러리즘, 포디즘적 노동의 양식과 판옵티콘적 통제의 공간을 형성한

다.

이후 고정된 좌표에서 처리된 사물들은 이동의 동선인 도로를 지난다. 고도로 이

동적인 흐름의 공간인 도로는 무장소적이며 비장소적 특성이 있는데,  배달자는 

이를 대기공간, 휴게공간의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의 공간으로 역공간화

하며 장소화한다. 마켓컬리는 도시의 행위자가 비활성화되는 새벽 시간대를 사물 

이동의 시간적 배경으로 이용하므로 높은 가용성의 이점을 누리며, 노동의 공간이

자 이동 거주공간인 탑차를 통해 이동하므로 경관의 인식이 간접적이며 네비게이

션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택배가 도착하는 공간인 입구와 현관은 배달자에게 비환대의 공간으

로 작용한다. 입구 안쪽의 공간을 두고 거주자, 건물관리자, 배달자가 갈등하는 것

이다. 그러나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령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킨다. 첫째, 공간관리자와 거주자가 비활동적인 시간에 배송함으로써 

비환대 공간인 입구와 현관을 무관심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둘째, 가구원이 사

적 공간을 비우기 전인 새벽에 사물을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관문이라는 경

계를 집의 일부로 변화시킨다. 셋째, 사물 모빌리티에 필요한 외피인 포장재를 종

이 박스, 다회용 박스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물 모빌리티에 의존하는 도시의 환

경문제를 저감시킨다. 넷째, RMR, HMR 등 경험을 재현하는 사물을 전달함으로

써, 사적 공간인 집의 공간 경험을 확장한다.

미시·실천적 관점으로는 사물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공간과 행위자, 사물 간 상호

작용의 변화와 행위자 간 전술이 수정되는 현상을 관찰 및 분석한다. 먼저 제품의 

판매자와 포노 사피엔스의 특징을 갖는 구매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대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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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침대와 거실, 지하철과 같은 생활 공간이 소비활동의 무대가 되고, 소비

가 상시화, 일상화되며, 가상의 공간이 현존하게 된다. 

배달자와 통행자는 같은 공적 공간을 다른 규범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마찰과 협

력 등 전술적 공존을 하게 된다. 통행자는 공적 공간을 계획의 규범에 맞게 재현하

고, 배달자는 사물 모빌리티를 위해 공간화하는 것이다. 

배달자는 소비자의 공간에 진입할 때, 사물의 전달이라는 ‘출입의 라이센스’를 보

유한다. 그러나 수령자는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배달자를 비환대하는데, 이에 따

라 관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 극복을 위해 비대면 접속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의 행위전략과 비제도적 행위전략이 발생한다. 

 택배도시 행위경관 연구의 함의는 공간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과제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사물 모빌리티에 따라 장소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이 변화되

고 재발견되며, 행위자는 물리적 공간이 가상공간에서 관계적 장소성을 느끼게 된

다. 또한 SNS를 통해 물리적 공간이 소비재로 변화하고, 메타버스 등 기술의 발달

로 섬세하게 재현되는 가상공간에서 장소감을 체험하는 등 현대사회의 장소감은 

변화하고 있다. 

정책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거주공간이 기능

적으로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과제이다. 두 번째는 택배도시 관련 각종 네트워크 인프라의 물리적 안정성

과 공적 공간의 재설계 등 택배도시에 대한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과 관련한 과제

이다. 세 번째는 택배도시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의 개발, 도입 그리

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과제이다. 네 번째는 택배도시의 부정적 측면

인 포장재 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택배도시를 위한 시민 차원, 기업 차

원, 정책 차원의 과제이다.

현재의 택배도시 현상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고민과 함께 사물 모빌리티의 미래

를 예측해 이를 대비하는 등 도시 계획적 함의를 구현하고 더욱 많은 택배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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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물 모빌리티 도시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

다.

주요어: 택배도시, 행위경관, 마켓컬리, 사물 모빌리티, 플랫폼, 모빌리티

학   번: 2017-3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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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한민국의 배달자는 423,000명에 달하며, 2020년 371,000명과 비교할 

때 14.2%가 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전 직업군 중 16번째로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수치이다(통계청, 2021; 중앙일보, 2021.10.20). 이 수치는 ‘전업’ 배달자만

을 대상으로 하므로, ‘투잡’ 배달자들, 쿠팡이츠 파트너, 배민라이더스 등 앱(App)

을 통한 일시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한국 사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달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물 모빌리티의 

수요의 급증이 원인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택배, 배달과 같은 물류 서비스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세 

가지 사회변화에 있다. 첫 번째 변화는 현대사회의 소비문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통신 기반으

로의 기술적 변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1년 9월 기

준 157,690억 원으로 5년전인 2016년 9월 53,065억 원 대비 2.9배가 증가했다(통

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보고서, 2021, 2016). 이는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

핑의 비율이 2016년 16.6%에서 2021년 27.6%로 11.0% 상승한 수치이다.   

 그 중 음식 및 식료품은 22,313 억 원으로 5년 전 5,956 억원 대비 규모가 3.7

배 확대되며 음식과 식료품을 구매하는 거점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그 무

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은 2021년 1월 전체 소비 중 

62%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쇼핑 36%보다 28%나 앞서게 되었다(컨슈머 인사이트,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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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특히 2019년 오프라인 소비가 전체 소비의 56%를 차지하던1식품 및 

음료의 경우 2021년 온라인 소비가 44%에서 55%로 11% 증가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무선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은 

빠르게 모바일화 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전체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비중은 

11조 7,7378억원으로 72.4%를 차지하면서 2016년 동월 2조로 전체 온라인 소비 

중40%를 차지하던 수치에서 32.4% 비중이 상승하였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

년도 동월 대비 29.2% 늘어나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통계청, 2021).

 두 번째 변화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구조가 변

모하고 있는 현상이다. 2020년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5%로 

2011년 49.8%보다 2.7%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역시 2019년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의 46%를 차지했다. 특히 30~39세 연령군에서는 2012년 41.7%

에서 2019년 50.2%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다. 

1　이는 다른 품목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이다.

표 1-1 2016년 9월, 2021년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비교 <출처: 통계청, 2021. 10: 연구자 재정리>

* 1)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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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2021년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하며 936만 7천 

세대(행정안전부, 2021)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족, 빠른 핵가족화 등의 

인구통계학적 사회변화에 따라 이전에는 가정단위로 이루어졌던 소비행위가 개

인화 되었다. 초개인화된 소비는 1인 경제를 의미하는 1코노미2라는 신조어를 만

들며 전체 소비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

구의 소비 지출 규모는 2010년 60조 규모에서 2020년 120조로 두 배 가량 증가

하고, 2030년에는 194조원을 넘어 4인 가구 소비 지출 규모인 178조를 초월할 것

으로 예상한다(산업연구원, 2015). 실제로 2019년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비 지

출 규모 전체 가구의 58.0% 수준으로, 그 규모가 구성원 수 대비 큰 특징을 갖는

다.(통계청, 2020). 바쁜 개인으로 소비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빠르고 쾌적한 소비

를 위해 이동을 외주하는 온라인쇼핑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비패턴을 개인에 맞추

는 대형 물류 플랫폼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바이러스 COVID-19와 같은 위험사

회의 도래 때문이다. Beck(1997)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회의 위험이 전면화되고 

나아가 사회적 실천의 중심개념이 되는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명명하였다. 그가 정

의한 위험은 감각으로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현대사회는 단

연코 그가 명명한 위험사회이며, 세계화 및 초 연결시대와 함께 그 위험 역시 지구

화되었다. 이러한 위험은 지역이나 계급 등 기존의 범주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발

생하고 파생되는 보편성을 갖는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는 벡의 위험사회가 대표적으로 발현된 역사

적 사례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모빌리티와 함께 급속도로 전세계로 퍼진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 모빌리티를 제한했고, 이는 또한 각 인간 개체의 영토, 나아

가 개인 영역을 다시 중요하게 만들었다. 위험사회의 지구화에 따라 위험성이 커

2 경제를 의미하는  Economy와 1인의 합성어로 1인 가구가 많아져 변동하는 소비시장을 뜻하는 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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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만큼, 위험사회 속 인간 모빌리티는 전 세계적 위험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제한

될 수 있는 것이다.

 위험사회에 인간의 모빌리티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물 모빌리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매장에 가서 먹던 식사, 카페에 가서 마시던 

아메리카노 한 잔, 마트에 가서 사던 생필품 등의 사물을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수

득하는 대신, 물류(Logistics)서비스가 소비자의 사적 공간의 경계로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위험사회는 분명히 도시의 사물 모빌리티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사

람은 못가도 택배는 가는(조선비즈, 2020. 09.22)”사회, 36% 증가한 물류의 양, 기

사 1인당 하루 255건의 높은 물류량의 배정 등 위험사회의 도래는 사물 모빌리티 

혁명의 기록을 나날이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2012년 2억 5000만 상자를 나르던 택배시장의 규

모는 매년 성장을 거듭해 2020년 33억 7000만 상자를 처리하며 물동량 13배 증가

(한국통합물류협회, 2021)를 기록하고, 배달시장의 규모 역시 “근래 배달시장처

럼 빠르게 성장한 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식품 외식경제, 2019. 04.15).”라고 평

할 만큼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는 이른바 사물 모빌리티

의 유기적 동선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증폭되고 있다. 옷과 잡화는 물론이고, 식료

품까지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 오늘날의 사물 모빌리티는 가속화, 체계화

를 거쳤으며, 주문 후 하루, 이르면 익일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손길 한 번에 자신의 집 앞에서 유명 

음식점의 요리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시대는 다양한 소비 행동이 고정된 곳이 아니

라 이동공간,  혹은 경계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대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기능이 플랫폼에 기반한 사물 모빌리티에 의존하는 도시를 택

배도시라 이름 붙이고자 한다. 현대의 도시가 사물 모빌리티에 따라 인간과 사물, 

물리적 이동과 가상적 이동 등으로 혼종적(Hybrid)이 되고, 네트워크 기술, 모바

일 플랫폼과 같은 테크놀로지에 따른 새로운 유목성(Urry, 2014 ; 강혁, 2020; 김

진택, 2020)에 따라 동시적인 이동체계(2장 3절참조)(Bacon, 2012: 252)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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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변화하는 현상을 '택배도시3 현상'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된 행위경관(Task-scape)(2장 4절 참조)은 인류학자 Tim 

Ingold가 제안한 개념으로, "사회, 공동체, 개인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행동의 총체

적 구현이자 배열(Ingold, 1993;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Archaeology, 

2009)"로 형성된 경관을 뜻한다. 이는 기존 인간중심, 시각중심의 고정된 경관 개

념과 달리 시간성과 공간, 인간의 행동,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축적되어 가시화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행위경관은 사물 모빌리티 시대를 구성하는 사물과 

공간, 인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용이(Urry, 2014; Ingold, 1993; 

Whitehouse &Gruppuso, 2016)하고 동시대의 행위자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특징이 있는 '과정으로서의 경관(Ingold, 1993; Whitehouse &Gruppuso, 

2020)'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현대도시의 사물 모빌리티 현상, 택배도시를 파악하

는 개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 번째, 사물 모빌리티에 따라 도시를 변화시키

는 최근의 현상을 택배도시로 개념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사물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배경에 따라 도시가 급변

함에도 불구하고 물류,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지엽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사물 모

빌리티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패러다임의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물 모빌리

티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념화,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택배도

시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의 물리적 배치와 공간의 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물 

모빌리티의 부흥은 인간의 공간 사용방법과 공간의 장소성을 변화시키므로 도시

의 거시적인 구성, 물리적인 배치 등을 변화시킨다. 이를 택배도시의 거시적 물리

3 택배도시(영문 Delivery City)는 본 연구 내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명명된 조어로, '택배'라는 
사물 모빌리티 현상과 그 영향을 받는 '도시'의 조어이다. 단어 Delivery는 Society, Life, City등
의 단어와 함께 조어로 쓰인 사례는 없지만 Delivery Economy라는 조어가 국ㆍ내외 물류업계에
서 택배, 물류로 구성되는 생활ㆍ경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동아일보, 2021. 06; Supply 
Chain Brain, 2020, 04 외). 본 연구는 현대도시의 특성을 택배라는 틀을 통해 파악하고, 도시계
획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를 강조해 Delivery City, 택배도시로 명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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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Ingold가 주창한 행위경관 개념을 통

해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 목적은 택배도시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행위자, 사물 간의 상호작용과 

행위자의 실천, 전술, 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택배도시는 공간과 인간 및 사물 

간 상호작용을 바꾸고, 이에 따라 각 행위자 간 행위와 전술이 수정된다. 이를 택

배도시의 미시적, 실천적 측면이라 부르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행위경관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택배도시 행위경관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과제

를 도출하고자 한다. 택배도시에 따라 변화하는 행위자의 공간 인식을 파악하고, 

공간 계획적 차원의 방향 제시를 통해 택배도시 패러다임 변화 안에서 정책적 과

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과 함께 '이동해' 그 세계관에 참

여, 관찰하는(Urry, 2014) '문화지리기술지'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는 모빌리

티 연구의 주체가 변화하고, 모핑(Morphing)되고, 이동하는(Hannam, Sheller 

and Urry, 2006: 10, Merriman, 2019: 338) 특성을 갖게 되자 이를 연구하는 방

법 역시 고정된 좌표에서가 아니라 같이 이동해, 유동하는 이동의 장면을 포착하

는 형태인 참여적, 민족지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Urry, 2014; Merriman, 

2019: 305)선정된 방법론이다. 모빌리티 연구는 연구 대상과의 공현존적 참여

(Co-present immersion)'를 통해 함께 이동하고, 다양한 관찰과 녹취 기술을 이용

(Urry, 2014 : 92 ; Laurier, 2002)하는 민족지학적, 문화기술지(Ethnography)적 

특성을 가진다. 이는 공간적, 지리적인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가지기 때문에 '문화

지리기술지'로 개념을 특정 및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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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은 물류 모빌리티와 이를 운용하는 대형 물류 플랫폼이다. 사물 모빌

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플랫폼은 여러 종류가 있다. 모터바이크로 식품

을 주 품목으로 전달하는 음식배달, 지류를 운송하는 우편배달, 소비자와 판매자

를 중개해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대형 물류 플랫폼, 때에 따라 인간을 객체로 운반

하는 대리운전 산업까지 모두 사물을 특정 공간, 특정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사물 

모빌리티이다. 

수많은 사물 모빌리티의 종류 중 대형 물류 플랫폼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규모가 커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IT 기술,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현대 사물 모빌리티의 작동방식을 보여주

기 때문이다. 셋째, 물류센터부터 고객의 문 앞까지 사물 모빌리티 과정을 총체적

으로 다루기 때문에 행위경관을 종합적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형 물류 플랫폼 중에서도 마켓컬리(Market Kurly)를 연구의 사례로 선정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그림 1-1 연구의 대상 마켓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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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사물 모빌리티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새벽 배

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둘째, 관련 업계 1위 기업이기에 파급력이 높고, 셋째, 인간

의 원초적인 욕구인 '먹는 일'을 다루는 식료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마켓컬리는 2015년 런칭 후 2020년 기준 7개의 물류센터, 누적 가입자 수 390만 

명(마켓컬리, 2019)을 달성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식료품 배송 플랫폼이다. 

마켓컬리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는 신선식품을 가장 신선할 때 받아볼 수 있게 배

송시간대를 이른 아침과 새벽을 설정하고, 이 시간대에 받을 수 있는 샛별 배송 서

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배송시간대의 변화는 사물 모빌리티 패턴을 전면적

으로 바꿔놓았다. 도시구성원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새벽에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보라색 탑차와 배송기사는 잠든 도시의 많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또 다른 대면 방

식을 만들어 낸다. 이에 따라 새벽에 공동주택 현관을 열기 위해 가변적 행위 전략

들이 필요해지고, 물건들은 현관문 앞에 놓인 사진으로 수령자에게 송부되어 완전

그림 1-2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마켓컬리의 계보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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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대면의 주ㆍ객체가 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 영역이며, 물류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다. 이는 또한 본 연구가 사물 모빌리티를 둘

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동 패턴 및 행태적 접점 목격을 목적으로 삼는 만큼, 사물 모

빌리티 배달 행위의 밀도가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것도 작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5년 마켓컬리의 서비스 시작을 기점으로 서비스 계획 및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에서 사물 모빌리티

와 택배도시에 의한 마켓컬리라는 기업의 변화, 대형 물류 플랫폼의 시대가 만드

는 사물 모빌리티 행위경관을 목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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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연구의 구성은 1장 서론부터 7장 결론까지이다.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전체 연구의 구성을 소개한다. 

2장은 연구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다. 먼저 모빌리티 시대

에 관해 논하고, 현대 사물 모빌리티의 양식을 바꾸는 플랫폼 사회에 대해 검토한

다. 이후 모빌리티와 도시 공간의 변화를 논하고, 사물 모빌리티 대두로 변화하는 

도시의 형태를 본 연구에서는 택배도시로 명명하고, 기능적으로 플랫폼 사회의 사

물 모빌리티에 기반을 두는 도시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경관의 의미가 진화하

고 있는 현상을 검토해 Ingold의 행위경관 개념을 행위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재구

성되는 경관으로 재정의한다. 또한 이 개념이 사물 모빌리티와 함께 재인식 되어

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인 사물 모빌리티, 행위경관, 도

시 인프라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물 모빌리

티를 행위경관으로 분석한 연구에 공백이 있었으며,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

로 택배도시의 행위경관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분석의 틀을 거시ㆍ공

간적 자원, 미시ㆍ실천적 차원의 두 영역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수

행하기 위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섀도잉(Shadowing), 맥락적 인터뷰(Contextual 

interview), 행위 경관 아카이빙(Archiving)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취득과 검증과정을 통해 4장에서는 택배도시의 물리적 배치와 

공간의 구성을 행위경관의 거시적ㆍ공간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마켓컬리라

는 공간적 동선이 명확한 사례와 함께 사물 모빌리티가 이동하는 공간의 시퀀스

(Sequence)에 따라 서술한다. 이는 출발점인 물류창고, 이동의 공간인 도로, 도착

의 공간인 입구와 현관으로 구성된다.

 5장에서는 택배도시 속 행위자, 사물, 공간 간의 상호작용과 행위자의 공간적 실

제 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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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및 행위전략을 행위경관의 미시적ㆍ실천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모바일

로 연결되는 구매자와 판매자, 공적 공간을 각각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으로 사

용하면서 갈등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통행자와 배달자, 전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접속하는 배달자와 소비자로 구성된다. 

6장 택배도시 행위경관 연구의 도시계획학적 함의 및 과제에서는 택배도시의 변

화하는 공간 인식을 정리하고, 도시계획적 차원의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7

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제언을 서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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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본 연구의 구성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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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빌리티 전환

 19세기 후반, 이성에서 감성으로의 전환(Affective Turn), 경제에서 문화로의 전

환(Cultural turn) 등 사회를 바라보던 틀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시간에서 공간으로 중심개념을 전환하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

라는 개념이다(이상봉, 2020). 이는 철학자 Foucault가 파놉티콘(Panopticon)1

의 예시를 통해 공간의 구조와 배치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며 “공

간의 독자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강조”해 “공간의 시대”를 연 것에서 시작한다

(Foucault, 1986; 전상인, 2017: 21 재인용). Foucault는 또한 근대적 시각에 대

해 ‘공간은 죽은 것, 고정된 것, 비 변증법적인 것, 정지된 것으로 간주 되지만 시간

은 풍요로움, 비옥함, 생생함, 변증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Foucault, 1980: 67, 

70-72; 전상인, 2017: 21 재인용).”라고 표현하며 뉴턴적, 데카르트적 공간관이

라 불리는 시간 중심적 공간 현상 파악으로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해석되었던 공

간에 대한 경시를 지적한다(Foucault, 2020). 

 Foucault와 함께 Lefebvre(2011) 역시 권력적 차원으로 시간 중심 사고를 공간 

중심 사고로 전환하려 시도(유승호, 2013; 장세룡, 2012)한다.   이를 확고히 하기 

1 Panopticon은 원형의 감옥 건축형태를 일컫는 말로, 중앙의 감시자가 수용소 전체의 죄수를 효
과적으로 관찰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영국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Jeremy Bentham이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축구조는 죄수가 감시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을 죄수 스스로 통제하게 한다. Foucault는 Panopticon을 공간의 형태가 어떻게 인간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하는 예로 든다(Foucault, 2020).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모빌리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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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간은 하부구조이지만 또한 생산자이자 생산물이라 표현하고 그 생산에 관

해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공간은 사회적 실천에 의해 생산되며 그런 공간이 인간

의 행동과 사회 역시 변화시킨다고 한다. 사회와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

은 Lefebvre가 '도시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이 오랜 기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고 표현하듯이, 산업사회에 이은 도시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이 된다. 

공간적 전환은 공간의 개념을 탈물리화 시켰고, 또한 공간에 대한 논의를 ‘사회

적’인 것으로 확장시켰다. 공간을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갖는 유동

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자,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공간, 공간에게 영향을 주는 인간

에 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직장과 주거의 분리, 도시의 기능분화와 함께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동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이동하는 인간, 인간이 넘나드는 공간

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Adey(2019)는 ‘모빌리티의 연구의 개념적, 비판적 방

어구와 무기 개발을 도울 목적’으로 공간적 전환을 적극 반영했다고 표현한다. 또

한 그는 공간적 전환과 함께 모빌리티 연구에 이동적 은유들뿐만 아니라 공간과 

장소의 개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Simmel(2005)은 그의 저작에서 19세기 후반 신속하게 변화하며 확장된 대도시

가 주는 자극들을 묘사하며 이동에 대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은유했는데, 그의 모

더니티(Modernity) 대도시에 대한 해석들은 공간을 둘러싼 학계의 관심을 대도

시의 실존적 체험에 대한 재전유로 이어지게 했다. 모더니즘과 이동하는 대도시

에 대한 맥락은 근대 이후 도시계획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간적 전환 이후, 

도시사회를 바라보는 주요한 틀을 한번 더 중요한 전환으로 유도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Urry(2012, 2014)의 것이다. Urry(2012)는 “마치 온 세상이 이

동 중인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하며 모빌리티의 시대를 열었다. 그는 이동성과 함

께 대두된 현대사회의 변화를 사회의 재정의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서술하며 사회

로서의 사회성이 ‘이동으로서의 사회성’으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표현한다(Urry, 

2012: 12).

 Urry는 또한 이동으로 촉발되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기존 사회를 넘어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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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이동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이해하도록 핵심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어리의 논의에서 이

동은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를 향해 온갖 비물리적, 물리적인 개

체들이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모빌리티는 미시적인 동시에 거

시적이다. 어리는 이러한 전환을 모빌리티 턴(Mobility turn)이라 정의한다. 일상

이 된 통근, 타인에게 도달하기 위한 경로, 상업공간으로 접근하는 생활 축을 비롯

해서 Urry(2012)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빌리티’라 표현한 이동과 관광 역

시 국가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는 하늘 위의 길을 통해 이동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도시의 지리적인 현상’인 이동은 글로벌 사회와 함께 기존 사회의 주요

한 경계였던 국경, 영토를 넘나들고 있다.

여기서 모빌리티(Mobility2)는 물리적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동의 사

회적 결과- 관계들의 상호작용과 실천 등-를 포함하는 학문적 개념이며, 이동이

라는 위치의 움직임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이상봉, 2019; Urry, 2014; 

Cresswell,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모빌리티는 고정적이고 불변하며, 정태적인 실

체인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과학의 판도를 유동적이고, 동태적이고 변화하고 

생성되는 이동으로 전환한다(Urry, 2014; 김태희, 2019; 이희상, 2016: 2).   

  세계가 모빌리티로 이어지고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자, 영토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역시 중요성을 잃고 장소 역시 그 중요성이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라 장소는 단순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

를 부여받는다. Urry가 제안한 사이공간 개념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어리는 상

이한 활동분야나 영역이 중첩되는 장소로서 사이공간을 제안하였다. 이는 집이나 

직장과 같은 거점을 이어주는 이동 경로와 중간지점을 뜻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는 공간영역과 활동의 중첩이 일어나며 선형성보다는 동시성(Simultaneity)이 생

성된다.

2　Mobility는 이동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Urry는 이 단어를 물리적 이동성을 넘어 '사회과학
을 확립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통해 지칭한다(Urry, 2014: 96; 이희상, 
2016)'라고 개념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번역없이 모빌리티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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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단지 빨리 지나가야 할 ‘의미 없는 죽은 시공간’으로 여겨졌던 사이 공

간이 모빌리티의 중요성과 함께 만남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정체성을 형

성하는 장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장소성은 세계화와 함께 각 개인과 사물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보편성과 고이동성이 특징인 지구화에선 오히려 개인과 사

물이 속한 곳의 장소성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장소성은 

또한 유통의 대상이 되며 다른 장소성과 경쟁하게 된다(Urry, 2012). 

 이처럼 모빌리티와 공간, 인간과 사물 및 사회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서

로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를 촉발

한다. 모빌리티 발달의 가장 주요한 공간적 발현은 도시 교통 인프라이다. 도시 교

통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존재이기에 형성되는 인프라이며(전상인, 

2017: 161), 이 인프라는 도시 공간을 고도로 ‘이동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활발한 

이동의 패턴은 공간의 사회적 의미와 물리적 형태를 함께 변화시킨다. 인간을 이

동할 수 있게 기능하는 길의 형성은 Simmel(2005: 263-270; 전상인, 2017: 162 

재인용)에 의하면 ‘인간의 특별한 업적’이며, 길은 Bollnow(2011:126; 전상인, 

2017: 162 재인용)에 의하면 인간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의미를 가진다. 도시계

획상 공공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은 밀폐된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열린 

공간이자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스트럭처이다. 이는 길이 경제, 도시계

획, 설계, 조경, 건축을 망라해 사회적 생산기반이 되는 하부구조라는 뜻이다. 우리

가 도시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길이라는 건조 환경을 꼭 밟아야 하는 것이다.

 모빌리티 전환은 ‘길’이라는 도시 공간에 기반을 둔 인간의 행위 변화가 만든 사

회변화이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따라 많은 일상적인 개체들은 이동 중이며, 동

시에 이동을 지원한다. 공간을 이동하는 행위는 곧 도시를 점유하는 인간의 힘이 

되었으며 사회생활과 문화 형식을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었다(Urry, 

2012: 91). 모빌리티 턴이 사회의 변화에 막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을 보다 더 주목해야하는 것이다. 

 사회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모빌리티는 공간의 권력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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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Urry는 인간이 계속 이동하려는 특성을 유목민의 메타포를 통해 설명

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국가의 도시 계획적 시도를 비릴리오의 은유를 사용해 ‘폴

리스(Police)’로 서술하였다.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성은 국가와 도시의 존속에 해

악을 끼친다는 폴리스의 생각에 따라 국가는 ‘계획’을 통해 이를 제한한다(Urry, 

2014). 국경을 만들고, 세관을 만들고, 교통 법규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든다. 계

획에 의해 인간과 물질이 이동하고 이는 마치 교통이 도시의 지시적 계획을 수행

하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게 한다. 도시관리자가 제정 및 규제하는 교통법규들은 

도로 및 보도로 이동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측변수로 사용된다. 따라서 도시 

속 인간의 이동은 때로는 계급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시계획의 발현이기도 하

고, 통제와 규범 속 인간의 적극적인 ‘공간의 생산’을 유도하는 기제이기도 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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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물 모빌리티

 

 안미현(2021)에 의하면 사물은 영문으로 Thing이라 번역할 수 있으며 이는 '일

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사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의 범주 넘어서, 인공물, 기계, 도구와 같은 비인간 개념으로 확

장된다(안미현, 2021; 양재혁, 2017; Latour, 2018).

 사물(Things)은 인간과 상호작용한다(Latour, 2018; Ingold, 2000; 오정준, 

2019). 사물은 인간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행위능력(agency)을 가진 

개체로써 인간의 신체, 사회, 문화, 도시를 변형하고 창조한다(오정준, 2019; 안미

현, 2000; Latour, 2018). 사물은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인간처럼 행위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변화시키고 재

구성한다는 것이다(Latour, 2018; Urry, 2014; Lury, 2002). 그간 학계에서 경시

되어 왔던 사물의 중요성은 2000년대 전후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과 함께 도

시연구, 물질문화연구에서 주요하게 주목되고 있다(안미현, 2021; 배영동, 2007). 

사물이 공간과 맺는 관계, 인간과 맺는 관계는 장소를 변화시키고, 공간을 변화시

키는 것이다. 

Latour, Law, Woolgar, Callon과 같은 학자들은 1990년대 행위자 네트워크 이

론(Actor- Network Theory)을 제안하며 기존 주ㆍ객체의 이분법으로 사물과 인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시각을 비판한다. 그들에 의하면 객체의 신분이었던 사물에

게 동등한 행위자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사물은 인간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ANT 이론은 세계를 연결 관계, 혼종의 관점에서 바라보

며, 사물이 '관계론적' 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방증한다(Latour, 2018; Urry, 2014 

; 안미현, 2021).  

 이와 같은 사물의 지위 변동과 함께 Urry는 근래 사회학에서 '사물의 사회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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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되고 있다(Urry, 2012)고 표현하며, 사물이 모빌리티 연구에서 중요해짐을 서

술한다. 그에 의하면 사물은 '사물을 이동시키는 사물', '사람의 이동을 감소시키

면서 이동하는 사물', '함께 이동하는 사물' 등이 있으며, 사물과 사람이 시공간 속

에서 결합 및 재결합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Urry, 2014: 109). 또한, 모빌리

티 안에서 인간과 기계는 이질적인 혼종 지리를 수반한다. 이는 모빌리티와 함께 

기존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 지리(Human geography)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혼

종 지리(Hybrid geography)로 비인간-사물-기계의 중요성이 확장됨을 드러낸다

(Urry, 2014: 83). 이러한 Urry의 묘사는 결과적으로 사물이 이동하면서 지리, 공

간, 도시, 사회를 변화시킴을 알 수 있다.

Lefevre 역시 사회적 경계 안팎을 가로지르는 사물이 만드는 공간적 네트워크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품은 공간 속에서 교환의 네트워크 내지 연쇄를 이룬다 

... 자연이라는 기반에 근거하여 그 기반을 변형시키고 결국에는 그 기반을 밀어내

고, 파괴하는 위협을 통해 겹치고 얽힌 네트워크의 층이 쌓아 올려졌다(Lefevre, 

2011; Urry, 2012: 41).” 라고 표현하였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사물의 이동과 함

께 변화하여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주, 객체들은 전과 다른 관계를 맺으며 결과적

으로 상품은 공간과 자연 기반 속에서 단순히 객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

계를 넘나들며 ‘겹치고 얽힌’ 네트워크의 층을 만드는 것이다.

Lury(2002)와 Urry(2014)는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이러한 사물과 인간의 관계

는 단순히 수동적 객체로서, 능동적 주체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

물 모빌리티 속에서 사물과 인간은 Quasi(반)-objective로 기능하며, 주 객체 구분

은 무의미해지고 이동 속에서 계속 그 관계가 주체에서 객체로, 객체에서 주체로, 

주ㆍ객체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의 중요성은 현대의 많은 개념에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 

연결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 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1의 대

1 Internet Of Things는 데이터와 연결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센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

술을 내포한 물리적 사물, 혹은 사물들을 뜻한다. 머신러닝,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기술들의 

조합으로 오늘날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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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와 같은 대표적 사실만 보아도, 사물이라는 존재의 중요성, 사물이 만들어 내

는 네트워크, 인간과 사물 간 관계의 변화 등을 엿볼 수 있다. 행위자로 기능하

는 사물은 공간과 인간, 기술과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Quasi-

objective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자로서 주요해지는 사물은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상공간

과 이동통신의 개념과 함께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쇼핑이란 모빌리티의 놀이다

(Adey, 2019: 156).’라는 말처럼 온라인 소비를 통한 물건의 이동은 매우 고도화

된 모빌리티 행위를 포함한다. 이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이용자인 소

비자는 대형 물류 플랫폼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든다. 물류 플랫폼은 

정보화라는 인프라가 형성된 사회에서 다양한 사물과 인간을 이동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물과 인간, 공간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사물의 

중요성 대두, 사물의 대규모 이동은 모빌리티 전환을 사물 모빌리티 패러다임2이

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하게 한다. 이동하는 사물은 인간과 도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각 행위자들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택배도시의 개념과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주제가 된다.

2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와 함께 변동되는 사물의 행위자적 특성, 장소에 끼치는 영향, 의미 등
을 강조하기 위해 택배 배달과 같은 사물의 이동양식을 사물 모빌리티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때, 
모빌리티가 단순히 물리적 이동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내포한 것과 같이(Urry, 2014; 이희상, 
2016) 사물 모빌리티 역시 이동성으로 번역하지 않고 모빌리티라는 영문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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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경제

플랫폼(Platform)은 현대 사회의 사물 모빌리티를 네트워크와 함께 대형화, 

일상화시키는 일종의 경제적 도구로 기능한다. 이는 기차의 역처럼 어떤 서비

스와 사람이 모여 원하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중간 매개공간으로, Kenney & 

Zysman(2016)은 빅데이터, 새로운 알고리즘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적용으로 경

제의 구조와 ‘일’의 생태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황을 묘사하며 디지털 플

랫폼 경제(Digital platform economy)가 도래했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단순한 하위구조가 아니며, 인간이 사회적, 경제적, 상업적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플랫폼이란 용어는 알고리즘으로 경제와 사회 활동이 형성되고 그 자체가 구조

가 되는 온라인 디지털의 집합을 뜻하며,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Kenney와 Zysman은 이를 발

전시켜 디지털 플랫폼이 IT 세계 속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열려있는 공유기술이자 

인터페이스의 집합이며 사회와 시장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일련의 디지털 프레임

워크(Frame work)라고 정의한다.  

 Kenney와 Zysman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 쌍방

의(Multi sided) 의사소통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요자들의 반응을 통해 형태를 

이룬다. 둘째, 강력한 정보통신 기술(IT)혁신과 함께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제공하

는 판매자 간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전략을 낳는다. 셋째, 알고리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소위 제3의 세계화라고 부를 만

큼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인프라로 구성 및 기능한다. 넷째, 다양한 종류와 구조를 

가지며 한 플랫폼이 여러 기능을 갖기도 하고, 다른 플랫폼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제 2절  플랫폼 사회



-22-

플랫폼 간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이지만 다른 플랫폼의 인프라가 되기도 하며, 

아마존 역시 거대한 시장 플랫폼이지만 더욱 많은 사람에게 쉬운 플랫폼 구축의 

기반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Kenney와 Zysman은 이러한 플랫폼을 다섯 가지의 종류로 구분하는데, 플랫폼 

기능형 플랫폼(Platforms for platforms), 디지털 도구 작성형 플랫폼(Platforms 

that make digital tools available)1, 작업중재형 플랫폼(Platforms mediating 

work), 물류 플랫폼(Retail platforms), 서비스 제공형 플랫폼(Service-providing 

platforms)과 같다. 이 모든 종류의 플랫폼들은 서비스의 접근방식부터 소비 및 피

드백의 단계까지 매우 분명하게 온라인 행위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적 토대 아

래에서 이루어진다.

 이재열(2021)은 이러한 플랫폼의 정의를 발전시켜 하나의 ‘생태시스템’(이재

열 외, 2021: 16-18)으로 정의하며 더욱 사회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그는 

Kenney와 Zysman을 비롯한 플랫폼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플랫폼 경제의 기반

을 스마트폰 보급률 95%(퓨 리서치 센터, 2019)의 초연결 사회로 파악하고, 초연

결 사회와 플랫폼 사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다수의 사람 간 상호

작용에서 교환의 규칙을 관리하고 상호작용의 흔적을 데이터로 기록하며, 네트워

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인프라’, 둘째, ‘사람, 조직, 자원 간의 상호작용하

는 생태시스템’이자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 셋째, 다양한 층

위의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구조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

는 생태 시스템’(이재열, 2021:16-18)의 특성이 그것이다.

 위 세 가지 특성에서 그가 강조하는 플랫폼의 주요한 특징은, 기존의 산업구조가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이분법을 통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반면,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두 행위자의 근본적 지위가 

1 풀네임은 Platforms that make digital tools available online and support the creation of 

other platforms and market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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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상호작용을 통해 양면의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호이해의 합치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양면시장, 플랫폼

의 대두는 더욱 빠르고 많은 양의 사물들이 이동하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온라인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물건(혹은 미래에 원할만한 물건)을 아주 적은 노력

으로 찾고 구매하게 해주는 플랫폼은 구매자가 시공간적 좌표와 관계없이 네트워

크 인프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구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대규모 온라

인 소비행위는 특정한 좌표에서 고객이 위치하는 좌표까지 사물 역시 대규모로 이

동해야 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쓸 컵을 사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진 소비자인 카페 사장은 

쿠팡, 이마트와 같이 많은 판매자가 입점해 있는 플랫폼에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

대와 모양에 맞는 컵을 찾는다. ‘내가 만든 컵을 팔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진 도예

가이자 판매자는 이용자가 많은 대형 플랫폼에 자신의 상품을 올린다. 카페 사장

이 적합한 가격대와 모양을 가진 컵을 플랫폼 내에서 찾아 구매하면서 두 대상의 

목적이 맞아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선 도예가가 

제작한 물건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해야 한다(쿠팡과 같은 플랫폼은 물건을 이미 보

유하고 있기도 하다). 배달자가 사물 모빌리티를 실행하고, 소비자는 물건의 값과 

배달비를 컵과 교환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무대가 플랫폼이다.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대 사회의 핵심소비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자 도시를 운용하게 하는 핵

심 인프라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은 이재열(2021)의 말을 변형해 '사물 모빌리

티의 생태'를 형성하는 동인이 된다. 

 빠르게 도시 공간을 점유해 모든 공간을 영향권 내로 만드는 물류 플랫폼은 도

시의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물류 플랫폼이 만드는 도시 기반은 그 운용구조가 인

터넷 접근에 초점이 맞춰진 네트워크의 이동양식인 모바일 네트워크 모빌리티

(Mobile network mobility)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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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리적인 공간의 역학보다 네트워크 도시와 ‘상상된 현존(Imagined presence)2

(Urry, 2014 ;103)’ 하는 형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가상 속 공간은 엄청난 데이터의 흐름과 이를 정제하는 시스템, 또한 액

정 속 브랜드 아이덴티티3(Brand Identity)와 고객 경험 디자인4(UX Design)을 통

해 특정한 공간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상상된 현존’인 가상 모빌리티 안에서 주문자, 배달자를 포함한 사용자들은 각 개

인의 좌표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플랫폼 속 노

동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주요한 특성이 된다. 위치 정보와 행동 패턴 등 노동

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치 ‘아주 강력한 통합관리자(McAfee & 

Brynjoifsson, 2017)’로 기능하는 ‘양방향의 규모 경제를 실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한준, 2021)’인 것이다.  

  

2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대면현존이나 공현존(Co-Presence)된 상태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모빌리티와 네트워크, 가상공간의 발전으로 현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근접성에 기
초"하지 않게 되며, 사람들이 부재할 때 거리를 가로질러 "사물, 사람, 생각, 이미지를 이동시킴"으
로서 현존하게 된다(Urry, 2014: 103).  

3 기업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미지 로고 등의 표상을 뜻한다.

4 User Experience Design, 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성 디자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사용자
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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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 플랫폼

온라인 소비는 필연적으로 이동의 외주화를 동반한다. 외주화된 이동의 주체들은 

본인의 신체를 통해 사물의 이동을 수행한다. 온라인 소비는 정보통신 기술과 인

프라를 이용해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기반의 가상 영업

장인 e-커머스(통계청, 2018; 권혁인 외, 2020; 차훈상 외, 2019)1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며, 이 가상의 공간에서 구매한 물건은 배달자에 의해 이동해 소비자에게 

도착한다. 초기의 e-커머스의 형태는 주로 온라인기업이 곧 통신 판매업자인 직접 

판매자(Direct Sellers)성격을 가졌다(E-commerce Platforms, 2021). 판매할 물건

을 기업이 모두 구매해 이를 판매하고, 판매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전적으로 가졌

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인 e-커머스에서 '구매하고', 배달자를 통해 실존하는 공간에서 '수령하

는' 온라인 소비의 형태는 빠르게 플랫폼(Platform)화되어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온라인 소비의 소비자와 판매자

를 연결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디지털 인사이

트, 2018; 김수하, 2020), 이커머스의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특

성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플랫폼화되는 이커머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 요소를 갖는다. 첫째, 둘 

이상의 고객 그룹 간 거래하며 양방향의 소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양면시

장(Two-sided market) , 둘째,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하는 차별화된 요

소인 교차 보조도구(Cross-Subsidization for Producer), 셋째, 특정 유저(User)

에게 맞는 가격 전략(Business model)(디지털 인사이트, 2018; 박은정, 곽기호, 

2020; Hagiu & Wright, 2011). 이러한 특징과 함께 물류 플랫폼은 시장 조성자

1 E-commerce 는 전자상거래로 번역될 수 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상거래의 배경이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 가상 공간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하며, 대형 물류 플랫폼을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몰은 E-commerce라고 볼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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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Makers)2 의 역할을 하며 온라인 소비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킨다. 특

히 양면시장적 특성은 온라인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교차 보조 도구적 특성은 소

비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해 더욱 빠른 배송 서비스 경쟁을 하게 한다. 가격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물류 플랫폼의 특질은 

결과적으로 사물 모빌리티를 가속하는 동인이자, 그 자체로 사물 모빌리티 생태

(이재열, 2021 참고)를 형성한다.

 Kenney와 Zysman(2016)은 물류 플랫폼(Retail Platforms)을 플랫폼 경제의 개

념을 대중에게 인식시킨, 가장 널리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의 종류라고 표현하며,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마존(Amazon)과 이베이(eBay)를 꼽는다. Ismail(2016)은 

물류 플랫폼이 공급자, 소비자, 판매의 레이아웃(Layout), 그리고 다른 수많은 비

즈니스의 측면 간의 관계와 과정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표현하였고, 이 사업의 

생태가 15년-현재는 20년-에 달한다고 표현한다. 

  물류, 사물 모빌리티의 태동은 항만의 탄생과 함께 물길을 통해 세계로 사물

이 이동하는 순간에서 시작했으며, 컨테이너 박스의 발명으로 가속화되었다. 

Humes(2019)에 의하면 컨테이너 박스라는 커다란 캔(Can)은 항만의 물건들이 

바닷바람에 삭거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그저 물건을 커다란 박

스에 담는다는 발상이 세계의 물류발전과 비용 절감에 큰 획을 그었다. 컨테이너 

박스의 시대의 등장과 함께 사물들은 수천, 수만 km를 이동하게 되고, 온라인 플

랫폼은 이를 거대화, 고 능률화하여 현재와 같은 대형 물류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했다.

  온라인 기반 거대 물류 플랫폼은 국제적으로 1979년 영국의 발명가인 Aldrich

에 의해 시작된다. 그는 식료품을 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1979년 전

화선을 기반으로 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비디오텍스를 발명했고(김정섭 

외, 2021: 311), 이를 통한 온라인 쇼핑, e-커머스는 미국에서 크게 소위 히트치게 

2 생산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를 만들고 촉진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뜻한다(박은정, 곽기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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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인 신용카드, 텔레뱅킹 등 디지털 인프라가 형성되었다. 

온라인 쇼핑 인프라의 형성에 맞춰 1995년 아마존 Amazon, 이베이 eBay, 델 

Dell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업계에 뛰어들었으며 온라인을 

주 공간으로 운영하는 소위 Dot-com company들이 소매시장을 압도하게 되었다

(Russell, 2015). 온라인 쇼핑이라는 개념이 선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서 

규제와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법규가 제

정되었다. 온라인 쇼핑이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에 강한 버블이 생기자, 2000년 주

가 폭락과 함께 많은 Dot-com company들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현재의 아마존, 

이베이 등만 남았다. 살아남은 아마존은 2013년 온라인 상업의 유일무이한 강자가 

되었다. 

대형 물류 플랫폼이 바꾸는 노동의 조건 역시 사물 모빌리티 생태형성의 주요한 

요소이다. 대형 물류 플랫폼은 수령하고 정제하는 것이 용이한 디지털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일의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초단기적 계약을 하므로써 기업의 

부담이 적고 수익은 높은 특징을 갖는다(정흥준, 2018).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쉽

고 빠르게 많은 수의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를 탄생시키며 사물 모빌리티를 운용한

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한준(2021)에 의하면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대체되기 쉬운 노동력’이 

되어 단순한 일과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오히려 늘린다는 것

이다. 배달 라이더들이 우천과 같은 열악한 환경일 때, 배달 플랫폼은 프로모션과 

추가금액을 제공하고, 이를 노동자의 선택에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비율 콜을 수락하지 않으면 콜의 양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암묵

적인 통제와 제약 아래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것이 그 예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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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이 노동자를 특정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

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과 제도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알고리즘과 같은 데이터

에 의해 사용자에게 통제당한다는 것이다. 배달 노동의 경우, 배달의 민족, 쿠팡이

츠와 같은 배달플랫폼은 수령자가 바로 피드백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려 타인과 공

유할 수 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한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하는 독과

점의 성장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피드백 수령 및 조정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별점 등을 받았을 때 노동자에게 즉각적인 제약

을 가하게 되는데, 포장이 뜯어졌을 경우 배달 라이더가 보상하거나, 배정받을 수 

있는 콜의 수가 적어지는 식이다. 

 세 번째로,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이라는 사용자의 시공간 경험을 즉각적인 형태

로 변화시키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배달 노동의 경우, 노동자와 함

께 이동하는 모바일 매체는 배달자의 동선을 사용자가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하므

로 사용자는 시공간의 합치를 느끼며, 기존 전산처리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완충’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더 빨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배

달자가 준법하여 안전 운행하면 수익이 적어지고, 업무의 평가도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박정훈(2021)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자들이 플랫폼 어플에서 배달 요청을 

계속 거절하면 어플의 접속을 일주일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캐삭”이라고 표

현하며,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다, 우리는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플랫

폼 노동이 개인을 데이터화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상호작용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수익과 별점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형 물류 플랫폼은 경쟁의 과열, 편리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증대 

등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새벽 배송이다. 기

존의 배달 및 배송의 시간적 배경이 주간인 것과 대조적으로, 모두가 잠든 밤과 새

벽에 물류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바쁜 현대 사회에 주문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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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편리하다. 새벽 배송의 인기에 

따라 2021년 기준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GS, 쿠팡, SSG닷컴과 같

은 물류 대기업과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마켓 등 후발주자들이다. 

24시간 끊임없이 운영되는 물류 플랫폼은 Kreitzman이 설명하는 '24시간 깨어있

는 사회'를 만든다. Kreitzman(2001)은 직장여성이 급증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족

의 구조 변화로 인해, 24시간 운용되는 사회의 시간적 압력이 야기되었다고 표현

한다. 이는 25세~45세의 일하는 자녀를 둔 여성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이며 사회와 가정에서 두 번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낮의 제한된 시간

에 쫓기며 24시간 사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24시간 돌아가는 사회가 기존 인간의 삶을 제한하던 시간의 제약이 붕괴하

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간의 제약을 붕괴시키는 주요한 기술적 

발전은 인터넷의 발전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어떤 작은 사업의 단위라도 전 세계

의 잠재적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동화된 결제 및 주문처리 시스템

은 개인의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도록 만든다. 특히 낮이라는 시간 자원이 인간

에게 충분치 않을 때, 밤은 새로운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Kreitzman, 2001). 

이와 같은 플랫폼의 운영시간 조정은 필연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시간적 배경도 

조정한다. 새벽의 노동은 '엘리트 계층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밤

까지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회'라는 비난과 함께 물류 플랫폼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가 된다. 24시간 깨어있는 사회가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또 다른 수단’을 보여줘야 한다(Kreitzman, 2001; 193)는 것이다.

대형 물류 플랫폼이 소비의 주 거점이 되면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 역시 변

화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소비행위가 일어나는 주요한 

거점이 되면서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결제하고, 수령까지 기다리기 위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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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공간 역시 온라인 공간으로 변모된다. 대면 소비 상황에서 소비자는 물

건을 구매하기 위해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가게에 간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많

은 가게 중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게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와 함께 물건을 고르

는 경험을 하게 되며, 고른 물건을 판매자와의 대면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반면 온라인 인프라 속에서 소비자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행위

를 한다. 따라서 각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대면 상업공간의 역할을 하

며, 판매를 위해 물건을 매력적으로 전시하고 마치 진열장처럼 레이아웃을 형성한

다. 따라서 물류 플랫폼이 거점으로 삼는 가상 속 공간은 데이터의 흐름과 이를 정

제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를 출력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속 내ㆍ외

관은 각 기업의 정체성과 전략을 기반으로 설정된다. 구별되는 앱의 설계는 사용

자에게 특정한 공간성을 체감하게 하고, 네트워크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다. 따라서 가상 모빌리티 안에서 사용자들은 구별되는 장소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 되는 BI(Brand Identity)는 각 브랜드의 컨셉부터 

이를 드러내는 외형까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는 도구로서, 네이밍, 로고, 사용 

폰트, 색채, UX(User-experience) 디자인을 포함한다.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브랜

드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시각 언어이자,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도구인 BI는 각 

브랜드의 서비스 경험의 방향성을 고객에게 전달하며 이를 차별화하고 있다. 

 Massey가 공간을 '상호관계의 산물'이자 상호작용 때문에 구성되는 존재이며, 다

중성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존재로 설명(Massey, 2016; 35-

36)하는 것처럼, 온라인 상업공간 역시 그 설명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는다. Web 

2.0 이후 플랫폼의 사이트는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 및 충성을 위해 그 어떤 매체나 공간보다도 다중성을 

띠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과 오픈소스(Open-source)의 특징으로 끊임없이 재구

성된다. 온라인 상업공간은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해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의 시공간개념과 함께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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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ord(1996)가 "고도로 축적되어 이미지로 기능하는 자본"이라 정의했던 스펙

타클의 경관은, 물류 플랫폼 시대에 현실의 상업 블록에서 스마트폰 속 어플로 이

동해 재현된다. 그리고 차별화되어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의 웹페이지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곧 각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 사용자에게 '장소'로 인

식되도록 기능한다. Shedroff(2004)가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구

조적 요소, 기능적 요소, 시각적 요소로 구분해 분석하고, 박준우(2011)가 웹페이

지의 경험을 형태, 색채, 움직임과 같이 시각적 경험으로 분석한 것과 같이 어플리

케이션 내 이미지와 사용성은 가상공간을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림 2-1 각 물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의 UI<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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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빌리티와 도시공간

 본 연구에서는 현대도시를 택배, 사물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플랫폼 사회의 사물 모빌리티에 기능적 기반을 두는 현대의 도시는 실상 사회

적 배경에 따라 계보와 무관하게 새롭게 출현한 도시의 형태이지만, 이러한 도

시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비교군이 필요했다. 따라서 모빌리티의 형태

와 부동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직주일치 전근대 도시와 통근의 발생으로 나타난 

통근도시(Transit Life)(Bissell, 2019)를 비교를 위한 도시개념으로 제안한다. 또

한, 이러한 도시 형태를 산업구조와 모빌리티의 발달로 도시 공간의 구조를 기

능적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도시 형태론(Mckenzie, Burgess, Christaller, Park 

등)에서 나아가 도시에 만연한 '동시적인 이동체계1(Simultaneous Movement 

System)(Bacon, 2012: 252)'를 고려한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도시를 파악하는 시도는 주로 정주성과 유목성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Urry, 2014; 이상봉, 2019; 강혁, 2019). 사물 모빌리티는 현

대의 일상적 모빌리티 패턴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주성과 유목성을 

일상성의 관점에서 계보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구성

하는 가장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빌리티 행위로 통근(Gately, 2017; 

Bissell, 2019)과 통근도시를 사물 모빌리티 중심 도시의 비교군으로 선정하였다. 

통근도시에 관한 연구는 도시를 통근의 발생 전과 후로 나눈다(Gately, 2017; 

Bissell, 2019). 이에 따라 통근의 탄생 전의 도시를 직주가 일치한 전근대의 도시

로 파악한다. 직주일치 도시는 일과 생활의 공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활반경이 

1 에드먼드 베이컨(Edmund Bacon)이 본인의 저서 Design of Cities에서 이동의 속도와 패턴이 
균질했던 기존 도시와 달리 현대의 도시는 다양한 이동 속도와 패턴이 복잡하게 공존하게 되었음

을 표현하는 단어로, Bacon에 의하면 현대 도시설계의 핵심요소가 된다.   

제 3절  택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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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두 행위가 일어나는 공

간인 거주지, 집이 중요한 공간의 단위였다.

Gately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선 일터와 쉼터가 동일했고, 항상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을 대해야 했다(Gately, 2017 : 20)고 표현하며, 근대 이전의 사회는 

일터와 가정이 물리적으로 근린에 위치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직주일치 도시는 물리적으로는 생산 활동의 장소와 휴식의 장소가 집으

로 중복되고, 사회적으로는 근린과 항시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근린과의 유대

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특징을 갖는다. 요컨대 집이라는 거주공간이 두 핵심기

능이 일어나는 중심공간이 되며, 개인의 공간 및 외부 인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주가 일치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필

요가 없었고 따라서 모빌리티의 발전이 불필요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도래와 근대화로 인해 주거의 공간과 생산이 일어나는 상업

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생산 활동

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다. 이 거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모빌리티가 빠르

게 발전했다. 직장과 주거공간 사이를 이동하는, 일상적 이동 행위를 우리는 흔히 

‘통근’이라 부른다.

 Bissell(2019)은 통근이 일상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Transit2 Life 라고 표

현하며 통근을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여행 행위 가운데 하나(Bissell, 2019: 14)

라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통근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다. 19세기 초 평

균 50M 정도였던 출퇴근 길은 철도의 발명과 발전, 자가용의 대중화로 이동의 

거리가 늘어났다. 이윽고 통근의 물리적 거리는 1960-70년대에 하루 평균 50km

로 늘어나며 가히 통근의 시대가 열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통근의 발

생은 직장과 주거가 영역적으로 구분되지 않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의 

2 그의 저서 '통근하는 삶'의 원서명은 Transit Life: How Commuting Is Transforming Our 

Cities이다. Transit은 통근, 수송, 환승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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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통근의 발

생과 발전으로, Bissell은 통근이 도시 생활의 독특한 리듬에 기여하며 도시를 변

화시키고 인간이 행동하고 감지하는 역량까지 변화시킨다고 표현한다(Bissell, 

2019). 이러한 주요한 행위인 통근에 따라 형성되는 도시는 그의 표현인 Transit 

Life를 응용하면 통근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Gately(2016)에 의하면 일터와 쉼터 간 좌표의 차이를 채우기 위해 철도와 같

은 운송수단이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했고, 이는 곧 통근길의 발달이 되었다. 통근

의 동선의 물리적 구현인 ‘통근길’은 도시계획에 따라 직주분리 규칙에 따라 생

긴 공간으로, 도시화에 의해 탄생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근을 분석하

면서 Bissell(2019)은 사회학자 Buscher와 Urry의 말을 인용해 통근과 교통은 분

리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고도로 분화된 경험으로, 통근의 질서, 규칙, 구조를 

정의하는 것보다 사람을 초점으로 각 여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Bissell 2019: 49). 그에 의하면 통근 행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

며 통근 공간은 Massey(2016)가 공간은 상호관계와 작용의 산물이며 다양한 경

로와 과정을 수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잠재력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직장과 주거를 잇는 모빌리티 행위인 통근은 이동의 수단은 매번 다를 수 있지

만, 주체와 객체가 모두 인간이며, 통근자의 넓은 이동 동선을 통해 공간 인식의 

물리적인 범주 역시 전근대의 집과 근린에서 도시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도

시의 모빌리티는 현대에 와 "사물들의 물리적 이동과 정보의 가상적 이동이 극

대화되면서 현대의 유목성(김진택, 2020: 165-166)"을 구성하게 된다. 김진택

(2020)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정주성이 갖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다양

한 이질성들이 존재하고 접속되는 새로운 질서체계를 형성해 유목성의 의미를 

확장한다(김진택, 2019: 181)." 그리하여 현대도시는 테크놀로지와 함께 유목의 

특징(Urry, 2014; 강혁, 2019; 김진택, 2019)을 갖는다. 공간의 경계는 정주공간

과 이동으로 구분되지 않고,  네트워크와 함께 유동적(Liquid)(Baum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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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 2019)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도시를 오늘날 경제의 핵심인 택배경

제(Delivery Economy)3를 연장시켜 택배도시(Delivery City)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동적, 유목의 도시는 네트워크 기술과 함께 "물자, 돈, 이미지, 그리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흐르며, 영역을 초월해 넘나든다(강혁, 2020: 125; 요시하라 

나오키, 2010: 67)." 현대 도시의 인간은 통근을 비롯해 이동하고, 사물이 이동하

고, 때론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신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경험은 유목하게 된다

(Urry, 2014 ; 강혁, 2020; 김진택, 2020).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모빌리티가 현

대 도시에서 공존하게 되며 동시적인 이동체계(Bacon, 2012)가 도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체계의 변동은 Bacon(2012)이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도시에 매

우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열망은 도시의 형태에 반영된다(Bacon, 

2012: 13)는 주장 처럼 도시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Bacon(2012)은 도시 형태의 

변천사를 이동(Movement)4을 통해 설명하는데, 중세부터 현대의 도시를 공간의 

3 국ㆍ내외 물류업계에서 택배, 물류로 구성되는 생활ㆍ경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동아

일보, 2021. 06; Supply Chain Brain, 2020, 04 외).

4 Bacon은 저서 내에서 인간의 이동성(Movement)을 이동경로, 이동체계, 이동속도 등을 통
해 설명한다. 모빌리티가 물리적 이동을 넘어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개념(Urry, 2014)이듯 
Bacon 역시 저서에 반복적으로 이동성(Movement)과 함께 공간의 밀고 들어오는 힘 (Thrust of 
movement) 등을 사용하므로써 이동성이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사용하는 인
간의 의지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네 시대에 걸쳐 일어났던 도시의 이동성과
이해, 표현, 실현의 상호작용

                                       <출처: Edmund Bacon, 2012: 31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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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표현, 실현의 항목5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는 다른 시기의 도시형태와 현

대6를 비교하며 동시적 이동체계를 현대의 핵심적인 인간의 의지로 파악한다(그

림 2-2 참조). 이러한 그의 통찰은 21세기에 와 더욱 복잡해지고 확장된 이동체

계를 가진 도시형태를 파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Bacon은 현대 도시의 표현7과 실현을 물음표로 남겨두었으며, 이를 미래 세대의 

물음으로 남겨두고자(Bacon, 2012: 31)하였다. 본 연구는 Bacon이 공백으로 남

겼던 현대의 '표현'을 동시적 이동체계에 의해 형성된 택배도시의 미시적ㆍ거시

적 행위경관으로, 그 '실현'을 추후 6장에서 서술할 본 연구의 함의와 도시계획적 

과제로 제안하며 채우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모빌리티와 부동성을 기준으로 직주일치도시, 통근도시의 개념을 

검토하고, 현대도시의 특징을 네트워크 기술, 모바일 플랫폼과 같은 테크놀로지

와 함께 대두되는 새로운 도시의 유목성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사물 모빌리티

의 증대와 함께 현대도시의 모빌리티를 매우 확장된 동시적 이동체계로 파악한

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도시의 전환 현상을 택배도시라 칭하고

자 하며, 이를 "도시의 기능이 플랫폼에 기반한 사물 모빌리티에 의존하는 도시"

로 정의한다. 덧붙여 택배도시라는 개념을  Bacon이 물음표로 남겨놓았던 현대

도시의 표현과 실현으로 제안한다. 

5　Bacon은 안드레아 포초  판화를 통해 이해, 표현, 실현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해란 '여러시대
의 철학, 종교, 과학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끊임 없이 변하는 살아 있는 힘'이며, 표현은 '공간에 대
한 개념이 실체적 이미지로 구현되는 방식'이며, 실현은 '명확한 3차원 형태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계적 과제를 뜻한다(Bacon, 2012: 30).

6 Bacon의 Design of cities가 집필되고 세상에 나온 것은 1973년이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현
상으로서 고려되던 동시적 이동체계는 오늘날(2021)에 더욱 다양화, 강화되었다. 그가 그림 2-2
에서 물음표로 남겨 놓았던 표현과 실현은 오늘날 계획자가 채워야 할 과제로, 본 연구는 택배도시

와 행위경관의 개념으로 그의 빈칸을 채우고자 한다.

7 그는 저서 31쪽에서 표현의 가능성으로 홀로그램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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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도시의 구성

택배도시의 모빌리티 패턴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구성요소가 달라지며, 이는 사

물 모빌리티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동선을 따라 구성된다. 따라서 택배도시의 공간

적 구성은 사물이 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물류창고, 사물의 이동수단이 되는 

도로, 도착지인 소비자의 사적 공간의 입구와 현관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Lefebvre와 Urry의 논의와 같이 사물의 이동은 주, 객체의 구분과 인간 간 

상호관계 및 작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모빌리티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능동

적 주체가 아니며 사물 역시 언제나 수동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간의 측면에서 택배도시의 구성을 변화시키며, 이는 사물 모빌리티의 과

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역할에 따라 구성된다. 따라서 택배도시를 구성하는 

행위자는 소비의 단계에서 모바일로 연결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같은 공적 공을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통행자와 배달자, 전달의 과정에서 비대

면 접속하는 배달자와 소비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가진 택배도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는 

도시가 기능적으로 사물 모빌리티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 기능을 능률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택배도시를 가능케 하는 하부구조는 가

시적인 공간적ㆍ물리적 인프라와 비가시적인 디지털ㆍ네트워크 인프라이다. 

 먼저 택배도시의 공간적ㆍ물리적 인프라는 먼저 잘 구성된 도로환경을 포함한

다. 국내 도로 보급률1은 2.11이며 서울의 경우 3.44의 수준에 이르러(국토교통 통

계누리, 2019) 사물 모빌리티의 운송수단인 바이크, 택배차량이 도시의 어떤 곳이

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각 도시의 거점마다 위치한 주유소, 정비소 역시 택배도시

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하부구조이다. 택배 탑차의 높이 기준에 맞게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상향 조정시킨 건축법규나, 공동주택, 주택 밀집 지역에 거주자의 편

1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도로보급률) = 도로연장(㎞) / √[국토면적(㎢)X인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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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해 설치된 택배보관소, 실외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배달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화장실의 존재 등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역시 신속

하고 편리한 사물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도시의 하부구조이다. 

모바일 플랫폼 경제와 같은 디지털ㆍ네트워크 인프라 역시 사물 모빌리티를 지

원하는 인프라 스트럭쳐이다. 처음 보는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지시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내비게이션(Navigation)은 배달에 필수불가

결한 시스템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배달 소요시간 및 대비책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상예보, 사물인터넷과 같은 비가시적인 인프라는 실시간으로 필요

한 정보를 전달해 물류 서비스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중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만 

있으면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현대 소비형태에 핵심적인 인프라이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 중 70.5%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먼저 국내 이동전

화 가입 수가 70,513,000개를 돌파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국내 스마트

폰 보급률이 95%로 전 세계 최고에 달하며(Pew research, 2019), 이동통신을 개

통하지 않아도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국내 공공와이파이는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시도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 

지자체 역시 자체의 예산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을 가속화 해 2017년 대한민

국은 와이파이 AP(Access Point)를 이미 60,581개 보유하고 있다(국회 입법조사

처, 2019). 이와 같은 국가와 각 도시 차원의 인프라 형성을 통해, 우리는 전철에서

도, 보도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해외여행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대면 소비에서 온라인 비대면 소비로 산업구조가 이동하

자,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비물리적 인프라 스트럭처가 

형성되었다. 인프라와 사물 모빌리티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모델이 아닌 지속해

서 상호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모빌리티와 사회구조, 물리적 인프라는 

서로 그 형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Massey(2010)가 공간이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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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이기에 이동이 공간의 변형, 계속적 생산에 대한 참여를 돕거나 발생시킨

다는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는 택배도시의 행위자는 각 역할에 고정되지 않으며 그 역할이 가변적으

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구매에서 잘 짜인 도시 인프라로 물건의 구매와 판

매 및 물건의 이동이 이루어질 때, 사물은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인 배달자에 의해 

이동한다. 이 배달자의 존재는 사물 모빌리티를 인간 모빌리티와 구분시키는 핵심

적인 요소이다. 인간의 위치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과 사물을 위치이동 시키는 

이동은 그 목적과 주·객체 관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인

간과 사물의 주 객체 구분은 수동적 객체로만, 능동적 주체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Quasi(반半)-objective로 기능한다. 또한, 사물과 인간은 Lury(2002)에 의하면 이

동 과정 그 자체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다. 

 이러한 배달자와 사물, 소비자와 판매자는 택배도시를 이루는 행위자이며, 인간

과 사물의 주 객체 구분이 유동적인 것처럼 택배도시 속 행위자의 역할 역시 가변

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는 쌍방향소통과 초연결이라는 특징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

의 역할이 크다. 대형 물류 플랫폼 속에서 판매자는 언제나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특정 절차를 통해 판매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 커넥트와 같은 배달 라이더스 앱을 통해 만 19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달성한다면 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또 빠르게 그 역할을 그만둘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택배도시는 도시 공간의 유동성이 높고, 공간 간 경계 역시 고정되

지 않은 도시이기에,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의 메

타포가 장소성을 상실하는 것을 생각하면, 목적지를 단순히 경유지라는 기능적 요

소로 이해하는 배달자의 이동은 마치 무장소적인 것처럼 보인다. Adey(2019) 역

시 학계에서 이동 중이라는 행위가 장소에서 떠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고 표현

한다. 그래서 이동 중이라는 것은 무장소적이며 ‘피상적인 장면’을 고정한다는 인

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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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달하는 사람들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사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 자신도 이동한다. 그 이동의 과정은 무장소적 성격을 갖고 각 거점의 장소에 속

해있는 가게와 수령자 사이를 잇는다. 음식을 수령하는 가게와 전달을 목적으로 

도착하는 현관문 등은 배달자에게 장소로 기능하지 않고, 연속적인 이동 속 경유

지로 기능한다. 이 과정의 모든 공간은 배달자의 이동 때문에 재 영토화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공간은 이동 동선이 된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동의 노선이라는 흐름 

속에서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존재가 되며, 공간과 상호작용을 한다.

 점과 점을 잇는 선의 이동은 언뜻 기능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전달과 배달이

라는 목적 아래 각 지점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는 사물 모빌리티가 인간 모

빌리티를 상당 부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공간을 이동하는 이동성의 파악 기준 역

시 달라져야 함을 뜻한다. 사물 모빌리티의 공간 인식이 좌표가 아닌 동선에 근거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해석하는 개념도 달라진다.

 택배도시의 공간 인식을 해석하기 위해 Bissell(2019)이 통근을 분석하기 위해 제

안했던 '일상 속의 준거점' 개념과 Urry(2014)가 고이동성 도시를 이해하려고 제안

한 '사이공간' 개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개념은 모빌리티의 발달과 함께 

달라지는 각 공간의 의미를 연구한 것으로, 개념의 분석 및 선택적 차용을 통해 사

물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Bissell(2019)은 3절 1항에서 언급했듯, 통근이라는 이동행위를 분석하면서 

출발지와 도착지, 동선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준거점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고 서술했다. 이는 이동 경로나 소요시간 등 언뜻 안정적으로 보이는 각 좌표와 위

치, 순서와 같은 기준에서 공간화된 이동 경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 매회 이동

은 다른 성격을 띠며 매번 다른 경험으로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차이와 경험을 인

식하기 위해 ‘일상 속의 준거점’을 관찰,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근과 

배달은 그 주체와 이동의 목적, 및 이동의 양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사물 모

빌리티의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통근과 택배는 모빌리티의 주체와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통근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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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근자이며, 자신이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부분 같

은 경로로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반면, 배달의 주체는 배달자이며, 사물을 이동

시키는 것이 곧 목적이고, 항상 새롭고 다양한 동선으로 이동한다. 또한, 통근은 

Tuan(1995)이 언급하는 반복적인 동선을 이동하는 경험이 쌓여 형성되는 장소감

의 매커니즘과 같이 반복되는 동선이 장소성을 갖게 한다. 매번 다른 동선을 이동

하는 사물모빌리티와는 형태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근은 동선상 공간, 사물 혹은 사람과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점이라는 

점적 단위가 공간소인 반면, 배달은 의사소통이 점적단위의 거점 보다는 공간과 

공간간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이에 따라 ‘일상 속의 준거점’이라는 의사소통이 일

어나는 ‘지점’에 기반을 둔 경험 분석보다는 배달이라는 이동의 성격에 맞게 ‘경계’

라는 단위의 공간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Urry(2014)는 ‘상이한 활동 분야 및 영역이 중첩되는 장소’를 사이공간(In 

between space)이라 칭했다. 사이공간의 개념은 거점의 장소성에 기반한 과거 사

회에서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의미 없는 ‘죽은 시공간’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사이공간 개념은 사물 모빌리티가 주도적이 되고, 경계적 공간이 중요해지는 사회

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장소의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은 ‘동시성’의 성격을 

띠고 장소적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보다 경계적 공간에서 보다 핵심적인 정

체성이 창발 된다. 따라서 사물 모빌리티 안 공간의 경계적(Liminal)성격은 배달자

의 이동경로를 단순한 거점과 거점의 통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창발 되

게 해 공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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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 이론

 Lynch(1960)는 경관에 대한 대표적 저작인 The image of the city에서 도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외관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가 

한 도시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서술하였다. 그는 경관을 파악하는 이

미지적 요소의 단위를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구역(district), 교점(node), 

랜드마크(Landmark)로 구분한다. 이는 모두 인간이 시각적으로 체감하는 도시

의 물리적인 단위이며, 이러한 구조로 파악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관

측방법으로서 해석된다.    

Lynch의 연구와 같이, 경관은 공간을 심미적, 시각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개념으

로서 시각적 헤게모니의 우세와 함께 공간을 감상 혹은 소비하는 주요한 방식이 

되었다. 이는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 소비적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19세기 

중반 파리를 대상으로 조망과 파노라마의 언어가 시각체험 구도를 결정하며 스

펙터클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Urry, 2012) 어리는 또한 시각이 다른 감

각보다 우위에 서면서 장소와 ‘거리를 두고’, ‘지배해’ 물질화하는 형식으로 경관 

사유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경관의 개념은 외관을 두드러진 특징으

로 하는 무형의 자원을 동반하며 인간의 여가, 휴양, 시각적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풍경, 혹은 경관은 물리적인 도시의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인간에게 보

이는 도시의 외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07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경관법 

제2조에 의하면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

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쓰

여 있다. 경관과 함께 이 법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로 “건축물”이 있는데, 이는 경

제 4절  행위경관(Task-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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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법은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을 포함한 지역 환경적 특징을 다루고 있으

며, 그중에서도 주요하게 외관적 성격을 다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경관

협의회(2008)에 의하면, 우선 경관이란 보이는 대상인 한자어 景(빛 경)과 보는 

행위인 觀(볼 관)1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적이며 심미적으로 보이는 도시의 외

관을 뜻한다.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도시 공간과, 보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함께 기

능하며 ‘언제나 주체로서의 사람이 보는 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조건

을 갖는다. 

 전통적인 경관의 인식구조는 도시의 외관에 포함되는 형태적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간의 행위가 거점 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성격에 맞는 분석 

방식이다. 그러나 모빌리티의 도시점유와 함께 경관의 인지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동의 수단인 기차와 자가용의 발달은 도시의 풍광 경험과 감각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먼저 통근의 발달은 곧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과 그 경관에 영향을 미치

며, 나아가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통근의 주요수단 

중 인류에게 먼저, 가장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철도이다. 세인트 팽크러스 

수도원 제단, 스톤서클 등과 같은 당대 주요한 경관자원들이 철도가 지나가는 자

리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없어졌으며, 높이 설치한 철로에 상징적인 경관들이 가

려지기 일쑤(Gately, 2016: 28)였다. 또한 Schivelbusch(1999)가 철로의 탄생은 

인간을 전경이라는 공간에 묶여있는 존재에서 공간을 관통하는 존재로 만들고, 

1 대한민국에서 경관 개념이 도시계획에서 사용된 실례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경관법이 대
표적이다. 지역의 경관을 계획하는 경관계획의 목적은 도시미관의 향상과 함께 자연경관 보존 및 
관리, 역사 및 문화 자원의 가치 제고를 비롯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이며(경관계획 수
립지침, 2018 개정),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지역의 ‘경관 자원조사’ 항목의 경관자원은 1) 자연 경
관자원, 2) 산림 경관자원 3) 농산어촌 경관자원, 4) 시가지 경관자원, 5)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6) 역사문화 경관자원을 포함한다. 
 경관계획 수립지침 8장 2절 2조의 경관 시뮬레이션 항을 보면,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조망을 
위주로’라는 표현이 적혀있다. 이는 경관의 분석 및 구조 계획에서 주요한 요소인 조망점이 인간의 
눈높이, 인간의 시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도시계획 및 설계의 실무에서 사용되는 경관개념이 변화하는 현대도시

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시각 능력에 의한 인지에 머무름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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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식가능한 공간의 범주가 혁신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철도의 발달은 인간의 공간 인식을 확장했다. 

 또한, 철도는 경관을 비인간화했다. 철도의 발전과 함께 경관은 오랫동안 바라

보는 스케치 혹은 그림의 대상이기보다는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빠르게 지나가

는 파노라마적 존재가 되었으며(Urry, 2012), Ruskin 역시 "It transmutes a man 

from a traveler into a living parcel(Ruskin, 2011: 117)." 라고 표현하며 철도의 

발달과 함께 경관 속 인간의 능동성이 축소되었음을 주장한다. 

 1870년대 철도가 영국의 각 지역을 연결하게 되면서 교외화가 일어나자 전원 

경관이 대두되었다. 정원은 주택과 주택을 떼어 놓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과시의 

대상이었고, 공간의 조성에 맞춰 정원에서 하는 놀이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동

시에 교외 외의 지역은 난장판 경관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경관, ‘커다란 검은 

산처럼 쌓인 악성 폐기물 더미(Gately, 2016: 63)’ 경관으로 쇠퇴한다. 주택건설

의 붐과 함께 저소득층의 거주지와 중산층 거주지 간 상당한 정도의 경관 격차가 

생긴 것이다. 

기차가 만들어 내는 경관의 변화는 비단 지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862년 메

트로폴리탄 철도의 패딩턴-패링턴 노선은 세계 최초의 지하 노선으로, 승객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동시에 사망자를 땅에 매장하는 문화 때문에 부정적 연상도 일

어났다(Gately, 2016: 67). 문화에 의한 부정적 연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하노선과 메트로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으며, 패딩턴-패링턴 노선의 개통은 

현대의 우리가 목격하는 지하 경관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891년 자동차의 원형이 개발되고 1912년 미국에서 자가용 소유가 100만 대

를 돌파하게 되면서 자동차는 철도와 함께 주요한 통근수단이 되었다. 자동차와 

철도 두 가지 수단은 통근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철도는 

Simmel의 언급과 같이 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반면, 자동

차는 ‘각자 작은 배의 선장(Gately, 2016: 113)’이 되도록 독립된 공간 속 통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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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꿈과 함께 자가용의 인기는 미국의 도시 경관을 도로 중심적으로 

발전시켰다. 고속도로로 연결된 교외의 무분별한 주택개발이나 고속도로와 간선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 기반시설 조성 계획을 보면 자동차의 발전이 현대 도시 경

관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뉴욕시의 고속도로 인

프라를 둘러싼 Jane Jacobs와 Robert Moses의 대결2 역시 자동차 중심적 도시계

획으로부터 도시경관과 인간의 공간적 실천을 유지하려는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

적인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통근의 혁명을 만든 모빌리티는 경관과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는 비단 과거와 현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래의 모

빌리티와 그 경관의 변화에 대한 Rickenbacker의 상상을 보면 “또한 날아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시 당국이 건물 높이를 일정하게 규제하고 모든 건물의 옥상들을 

하나로 연결하므로써, ‘각각의 도시 한가운데 방대한 비행장을 하나씩 형성하게’ 

될 것이다(Gately, 2016; 368).”라고 표현한다. 이는 미래의 통근 모빌리티에 따

라 경관이 변화할 것을 암시하며 모빌리티 수단과 경관이 서로 주요한 관계를 맺

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고이동사회의 경관은 모빌리티 스케이프(Mobility Scape)로 대변되는 

경관의 인식 변화를 낳는다. 이는 이동이 활발해지고 도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공간의 풍광을 느끼는 감각이 깊게, 천천히, 여러 감각을 자극하

며, 걷는 인간의 시선 위주의 특성에서 빠르게, 이동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시선 위주의 특성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따라서 모빌리티를 비롯한 현대도시의 특징과 함께 모빌리티 스케이프

(Mobility Scape)라는 경관 인식 틀은 도시 경관의 해석 방식이 물리적인 외형분

석에서 더 나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이동하는, 다채로운 수단 

위의’ 감각 지리가 인간의 빠르고 다채로운 행동을 포착해야 함을 시사한다. 

2 1950년대 뉴욕의 도시계획자 Robert Moses와 Jane Jacobs가 자동차중심 도시와 공동체의 가

치를 놓고 대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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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모빌리티가 점유한 도시의 경관을 해석하는 데에 시각적, 심

미적 체감을 넘은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홍중(2005)은 풍경(Landscape)

이 기존 ‘학문적 망각 상태’였던 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세기 중, 

후반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고 표현한다. 근대

적 시각 체제의 구조 변동과 함께 풍경이 탄생 되었으며, 이는 미학적 대상이 아

닌 ‘제도적 세계상’으로 기능한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공간적 전환과 함께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큰 변화를 맞음에 따라 공간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계를 해석

하는 방식으로 인식된 것이다. 

Benjamin(2005)의 파리 아케이드의 풍경 사진이 자본주의와 함께 시대의 하

부구조가 ‘풍경적’으로 표현된 ‘파편들의 만화경’으로 기능하듯, 경관은 한 사회

와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몽타주’의 역할로 표현된다(김홍중, 

2005). 사회가 지닌 비가시적 특성까지 표현하는 경관은 사회를 해석하는 방법

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단순히 조형적 묘사를 넘어 연구자의 해석적인 역량이 필

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관이라는 개념을 사물 모빌리티 사회를 이해하는 주

요한 틀로 사용하는 이유이다. 세계를 ‘공간과 그 상징적 재현’관점에서 파악하는 

경관은 도시와 공간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Benjamin은 또한 예술작품의 복제에 따라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소비방식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역사적 시공간 내부에서 인간 집단

들의 전 존재 방식과 더불어 그들의 지각의 종류와 방식도 변화한다 (Banjamin, 

2005).”라고 표현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지각을 구성하는 조건들은 자연뿐

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터 벤야민의 설

명은 예술작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경관을 해석하는 방식들에도 영향

을 준다. 인간이 도시 경관을 지각하는 종류와 방법 역시 현대의 맥락에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영상작가인 Steyerl(2016) 또한 특정 시야각의 중요도는 시대에 따

라 가변적이고, 특히 최근 구글 맵(Google-map)이나 드론 뷰(Drone vie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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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적 시야각-전지적인 시야-이 빠르게 체화되는 이유로 인간의 “시공간적 

방향감각”이 새로운 기술들에 힘입어 “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점(Perspective)를 포함한 패러다임은 그 힘을 잃고 또 다

른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 모빌리티가 인간이 이동하는 

것에서 사물이 이동의 주 객체가 되는 사물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

면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인간의 시공간적 방향감각과 인간 집단의 존재 방식, 지

각의 종류와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관을 바라보는 관

점 및 방향성 역시 전이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관의 방향성 변화와 개념 확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

관 개념은 여전히 시각적 헤게모니와 인간이 소외된 형태이다. 실상 이동성에 따

른 경관 변화인 모빌리티 스케이프 역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 안에서의 인

간 시야각으로 해석(박정아 외, 2021)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기존 경관 개념은 인

간과 사물의 능동성과 관계변화 등 사회적 맥락을 목격할 수 없으므로 경관 개념

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인 조건들의 변화는 도시경관을 바라보는 인간의 지각 방식

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사물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에 따라 도시의 조감도

적, 투시도적 시각 진술들보다 그 도시공간을 채우는 인간 행위자에 보다 초점

을 맞춰야하는 당위성을 만들며, 경관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낳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경관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한다

(Whitehouse  & Gruppus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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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경관의 개념

 2장 내 설명했던 사물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시대, 플랫폼 사회라는 현

대 사회의 동향에 따라 탄생하는 택배도시, 그리고 도시를 해석하는 틀로서의 경

관의 진화에 관한 서술에 따라, 사물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겪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경관의 틀이 필요해짐을 제안한다. 택배도시의 경관은 사물과 인간, 

공간이 만들어 가는 사회적인 현상의 발현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택배도시 속 공간의 특징을 포착하는 경관적 이해의 틀로서 

Ingold가 1993년 제안한 행위경관(Task-Scape)개념을 재인식해야 함을 주장한

다. 이는 시간성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비인간의 상호작용 모두를 주요

하게 관찰하는 개념으로, 사물 모빌리티 시대를 구성하는 사물과 공간 및 인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interaction)을 설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Urry, 2014; 

Ingold, 1993; Whitehouse &Gruppuso, 2016 참조).

Ingold(1993)는 기존 고정된 경관(Landscape)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능동적인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물리적인 인류학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맥락의 인류학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삶은 시간의 맥락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삶의 과정들에서 사람이 사는 경관의 형성과정 역시 연관되어 있

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경관(Landscape)이란 땅도, 자연도, 장소도 아니며, 경관이란 질적

이며(Qualitative), 복합적(Heterogeneous)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사회, 공동

체, 개인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행동의 총체적 구현이자 배열(Ingold, 1993;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Archaeology, 2009)"인 행위경관(Task-Scape)

을 제안한다. 이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만들어 낸 결이 있는 표면(Ingold, 1993; 154)"과도 같

다. 따라서 행위 경관이란 이미지 속의 그림 한 장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행

을 기다리는 형체 없는 기질에 가깝다. 공간의 성격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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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시각, 청각 및 향과 같은 특정한 자극을 받는 사람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것

이다(Ingold, 1993; 155). 따라서 어떤 행동을 공간에서 행하는지1는 그 자체로 

행위경관을 형성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행위경관은 경관이 관련된 형태(공간의 외관)의 집합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경관 역시 관련된 행동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행위경관의 공간은 

공간적 경계를 가진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간 활동의 시공간이다. 가장 주요한 특

징은 행위경관을 불변의 상태, 혹은 정적인 상태로 이해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

화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개념은 장소의 특성이 단순히 외관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관여하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Ingold는 

사냥꾼의 메타포를 예로 든다. 일상생활의 일부로 환경에 익숙한 인간에 의해 수

행되는 실제적인 활동을 Task라 부르며, 그렇기에 이는 거주의 구성요소가 된

다고 표현하였다. 이 모든 행위(Task)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연속적이

거나 병렬적 조합 내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실천적 활동이란 인간이 관중

(Spectators)의 관점이 아닌 행위의 참여자(Participants)로서 장소와 연관이나 

연속성을 가지는 활동으로, 이 과정의 집합을 통해 행위자는 ‘장소’와 연결된다. 

 행위경관이라는 개념은 또한 공간의 시간성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이는 신

체적 행위와 경험들은 시간성에 의해 매번 다른 의미를 갖는 특징 때문이다. 행위

경관을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관찰자가 아니라 관객으로서’ 동시대의 행위 안에 

있으며, 동시대성의 프레임 안에서 행동을 하므로, 이 개념은 사회적인 성격을 띤

다. 그는 발자국의 형태와 인간의 걸음걸이의 메타포를 통해 사회적 맥락과 행위

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는데, 발자국의 패턴에서 인간의 걸음걸이를 예측할 수 있

다면, 이는 걸음걸이가 발자국에 속해있기 때문이 아니라 발자국과 걸음걸이 모

두 인간이 걷는 행위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표현한다. 달리 얘기하면 특정

1 이는 공간이 건조 환경, 기형성된 자연환경 등 공간의 외형적 모양에도 영향을 받는다.



-50-

한 경관으로 그 사회의 모습, 혹은 그 사회가 가진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와 경관 모두 동시대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동시대의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조성 및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는 행위경관은 

시간성을 내포하는 거주의 형태이며, 항상 미완의 형태로 계속 건설되는 '과정으

로서의 경관(Ingold, 1993; Whitehouse &Gruppuso, 2020)'이다.

 Ingold는 “길의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전체활동의 축적, 가시화된 행위경관

을 보여준다(Ingold, 1993: 227).”라고 표현하며, '길'이라는 행위의 축적이 만

든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 행위경관 개념을 제안했다. 길이 '인간의 특별한 업적이

며, 공간을 열어주는 존재(Simmel, 2005; Bollnow, 2011; 전상인, 2017)'이듯, 

Ingold 역시 길이 시각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행위경관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파

악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경관의 개념은 후대의 연구를 통해 길이라는 공간에서 도시로, 더

욱 보편적으로 확장된다. Urry는 Ingold의 표현을 인용해 "풍경이란 그곳에서 살

아오고 자신의 자취를 남겨온 앞세대의 생활과 노동에 관한 기록과 증거로서 지

속된다(Ingold, 1993; Urry, 2012, 2014)."고 경관을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경

관은 자연도 문화도 아니며, 마음도 물질도 아니다. 그것은 그 장소에 거주해온 

사람들에게,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에

게,  그곳의 많은 지점을 통해 그리고 그곳의 여러 통로의 여정을 통해 그들의 실

천적 활동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계(Ingold, 1993; Urry, 2014)"이다. 따

라서 행위경관의 '경관'은 기억과 시간성을 가진 장소이며 과거, 현재 및 미래가 

상호침투하는 개념인 것이다.

 Urry가 언급한 “행위경관이 풍경의 사회적 성격을 빚어낸다(Urry, 2014).”라

는 구절은 행위경관의 시간성과 사회적인 속성을 효과적으로 함축한다. 결과적

으로 행위경관은 인간의 행위와 공간, 사회의 관계와 상호작용 때문에 형성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행위가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해 

Giddens(2013)는 구조화 이론과 함께 사회나 공간은 인간의 공간적 관행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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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양식과 분리될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구조란 실천의 재현 매개체이자 결과

물”이며 따라서 주체와 객체라는 이원론이 아닌 구조적 이중성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Bacon(2012) 역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도시에 매우 효과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열망은 도시의 형태에 반영된다(Bacon, 2012: 13)

고 주장하며 인간의 의지, 능동성이 도시의 외형, 경관의 형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Harvey(2019)는 마르크스주의를 도시 공간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지리적 위치가 개인의 행동 및 전개와 관련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행

위자는 결국 공간을 통해 자본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공간의 사용방식

은 권력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사물 모빌리티와 연관된 사람들과 사물들

은 도시환경으로부터 구속과 활성화와 같은 관행에 따라 행동하고 이 행동은 축

적되어 행위경관을 만들어 낸다. Giddens와 Harvey의 인용은 인간이 공간의 형

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행위경관이 현대의 공간분석에 중요한 근거

가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Lefebvre(2011)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도시혁명이라는 시민의 권리투쟁을 주창했다. 이 혁명의 개념

에는 시민이 도시를 공동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작품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

리’, 공간을 규범이 아닌 사용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유의 권리’, 공간의 생산과 이용에 결정권을 갖는 ‘참여의 권리’를 포함한다. 행위

경관은 도시권의 개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공간의 행위경관 안에서 인

간과 사물은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분석해야 하는 주체로 기능하며, 따라서 도

시 공간의 형태를 구성하고 특성을 만들어 내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경관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행위경관은 관습적인(Customary) 경관과는 달리 사물이라는 비인간 역

시 경관을 파악하는 주요한 요소이다(Ingold, 1993; Whitehouse  & Gruppuso, 

2016). 사물은 이동적 존재인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 내에서 가능성과 저항 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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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바꾸는 움직임을 제공하기 때문에(Urry, 2014; Ingold, 1993; Whitehouse  

& Gruppuso, 2016)인간과 함께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 행위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물과 인간 간의 관계를 포함해 경관의 형성에 비인간-사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위경관은 택배도시를 구성하는 사물과 인간, 공간의 활발

한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틀로 적합하다.

 두 번째로 행위경관은 경관에 시간성을 부여하고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을 반

영하면서 동시대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행위경관의 시간성은 공간을 행위자

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변모(Ingold, 2000; Szerszynski & 

Urry, 2006) 시켜, 사회를 파악하는 공간의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1장에 언급했

듯 택배도시는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행위경관의 동시대성, 사회적 특

성은 택배도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특성이다.

세 번째는 행위경관이 전통적 경관 개념과는 달리 고정적이고, 정적인 개념

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능동적이며, 생성적인 개념의 경관이기 때문이다(Urry, 

2014; Ingold, 1993; Gruppuso, 2020). 이러한 특성은 행위경관을 사물과 인

간의 모빌리티와 함께 계속 변화하고 형성되는 현대의 도시를 파악하는 중요

한 접근법으로 재인식되게 하며, 행위경관이 최신의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현대의 연구가 해외에서 지속해서 수행되는 이유가 된다(Gruppuso, 

2020; Prince, 2005; Whitehouse  & Gruppuso, 2016). 행위경관의 과업(Task)

을 통해 시ㆍ공간적으로 재구성되는 유동적 특징은 현대의 경관의 네비게이션

그림 2-3 잉골드가 행위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그림 The Harvesters(1565) by Pieter Bruegel   
              the Elder와 오늘날 택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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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2화됨을 이해하는 틀로 기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와 경관과의 관계는 택배도시 패러다임이라는 전술의 이

동에 따라 다시 변화한다. 택배도시는 기능적으로 플랫폼 사회와 어마어마한 양

의 사물 모빌리티에 기반을 두는 도시이고, 도시 모빌리티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현대라는 시간성에 종속된 현상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기점

과 종점이라는 특성을 지닌 모빌리티 궤도를 끊임없이 흐르는 높은 유동성의 특

성을 가지고, 도시민의 구성 또한 그 역할이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인 도시이다. 

이는 고정된 좌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이동 축(Axis)을 형성하는 기

존의 경관해석 방식으로는 택배도시의 경관을 오롯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모빌리티, 특히 그 수단과 속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어리가 언급하는 ‘토지에서 경관으로의 전환(Urry, 2014)’이 이루어

졌듯, 사물 모빌리티의 급격한 도시점유로 인한 택배도시 패러다임에서는 경관

에서 행위경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Ingold는 행위경관을 그림 2-3과 같이 주로 농경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했다. IT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사물 모빌리티와 택배도시에 행위경관 개념

을 적용하기 위해선 먼저 택배도시의 행위에 대한 고려와 개념의 재정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인간이 아닌 사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행위들은 동시다발적이며 비지

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IT 기술로 앱에서 전달받는 정보 값에 의해 임의적이고 무

작위의 동선이 매번 형성된다. 이러한 동선들은 일시적이며 한번 이동 후 특정 조

건이 다시 발현되지 않는다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택배도시의 모빌리티 패

2 경관의 인식 방식이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는 조망의 시각이 아니라 구글맵(Google map)과 같
은 디지털 디바이스 위에 위치한 지점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대 도시의 모빌리티 과업
(Task)이 모바일 환경 등과 연결된 현존 또는 대리체험 하며 일어나 경관의 인식이 시ㆍ공간적으로 

재구성 되기 때문에 촉진된다(Matsuoka, 2017; 본문 4장 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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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에 따라 인간의 조망행위가 일어나는 조망점들은 동선상에서 무의미해지고,  

조망‘점’이 아닌 사물 모빌리티가 이동하는 도시의 인프라 전체가 조망행위의 공

간적 범위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물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판매자, 구매자, 배달

자, 통행자, 소비자라는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동선 위의 시공간 의미가 재구성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경관을 행위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재구성되는 경관으로 

개념화하고, 이 개념이 택배도시와 사물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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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도시와 사물 모빌리티는 한 시대의 현상이며, 본 연구는 행위경관 개념을 통

해 인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함께 시대의 도시 경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인 사물 모빌리티, 도시 공간, 행위경관

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도시와 사물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는 물류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2000년대

부터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장 많은 논의는 늘어나는 물류량에 따른 물류 동

향과 이를 발전시킬 물류 서비스 혁신에 관한 연구다. 조연상과 윤명길(2001)은 

2000년대 초반 택배시장의 격동 시기에 사물 모빌리티를 점유하는 국내 택배시장

에 대한 물류 동향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택배시장은 1999년부터 택배 3사(대한

통운, 한진, 현대)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 갑작스러운 성

장을 겪고 있다. 이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 디지털 경제시대에 따른 무점포판매의 

성장, 외주에 의존해 물류 활동을 효율화하는 제삼자에 의한 물류(TPL)의 발달 때

문으로, 시류에 따라 물류 모빌리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화

와 정혜욱(2018) 역시 물류 모빌리티의 성장이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

로 수령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와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으로 가속화되

는 물류 동향 및 시류를 분석한다. 기존 전화와 전단지에 의존한 프로모션의 한계

점을 O2O 서비스가 메꾸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아이부터 노인까

제 3장 분석틀ㆍ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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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범위를 넓혀가며 이 프로모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O2O 서비스 기반 배

달 프로모션의 발달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O2O 서비스

의 발전형인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물류 플랫폼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이재열(2021)은 플랫폼 사회를 ‘디지털 경제의 정점에 있는 플랫폼이 사회 전

반의 구조와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만들어 내는 효과에 주목하는 개념

(이재열, 2021: 1)’으로 정의하고 초연결 사회와 COVID-19 등 비대면 플랫폼 사

회를 촉발한 요인에 관해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지속해서 상승하는 물류량

이 증명하는 사물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그 동인을 소비자 선호, 디지털 경제시대

에서 나아가 플랫폼 사회로의 대두로 파악한다.

 사물 모빌리티와 도시 인프라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지속해서 수행되고 있다. 허

우긍과 송예나(2005)는 사물의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 서울에 위

치한 온라인 서점의 상품거래 및 배송기록을 분석한다. 주문자의 지역분포와 성

별, 직업 등의 고객특성, 배송방식의 선호도 등의 데이터를 통해 구매행위가 온라

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지리적 위치가 여전히 영향을 끼

친다는 것이다. 물리적 지리 공간에 고정된 물류체계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저자는 ‘사이버공간 속 상거래 안에서도 지리가 그 역할을 잃지 않았

음(허우긍 외, 2005: 25)’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비

자 패턴의 변화로 결과의 변동이 예측되지만, 물리적ㆍ지리적 도시와 온라인 네트

워크 속 행위 간의 연계를 추론하는 과정은 현재의 물류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

을 준다. 

 이우승(2001)은 현재에도 택배 및 배달의 주수단이 되는 이륜차(오토바이)가 도

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이륜차 택배 노동자의 배달 경험을 분석하여 주장

한다. 빠른 배달을 위해 불법운행이 당연해지는 이륜차가 물류 산업의 발달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배달 노동자의 불법운행 경험은 보도침범 31.2%, 횡단보

도 침범이 22.7% 등으로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19년이 지나 이지현 외(2020) 역시 서울시민의 이동 및 여가 목적 보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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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온라인 쇼핑의 발달과 배달 서비스 등의 발달'을 꼽는다. 

'빠르고 편리함을 강조하는 도시의 특성'은 시민의 보행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는 매우 명백한 사실로, 택배도시의 '탈인프라화'가 보행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재차 검증한다. 

 사물 모빌리티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이 '접점을 

만드는' 도시 공간에 관한 연구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장은준(2011)은 물류 

모빌리티 거점 공간 중, 택배를 비롯해 다양한 이방인이 접근하고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는 아파트 로비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연구자는 로비 공간이 “공

동생활을 통한 개개인의 이익추구 및 다양한 활동공간의 공유”를 목적으로 형성되

었으며 거주자들 간의 익명성과 고립감을 줄여주고, 연대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담

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택배를 수령하는 기능적 역할로 인해 아파트 로비가 외부

인과의 접점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혜진과 정지복(2021)은 증가하는 택배 물량에 대한 공간적 대응으로 2015년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될 것이 명문화된 무인 택배 보관함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무인 택배 보관함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

추고, 경제적 비용을 상당히 저감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빈도가 현저히 적은 실

정인데, 이는 배달 수령 습관의 차이가 보관함에 대한 인식과 이용빈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 모빌리티의 증대와 경제적 가치에 의해 제도화된 

공간인 무인 택배 보관함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습관이라는 행

위(Task)를 조절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수하(2020)는 온라인 기반 상업 유통구조를 가진 도시 공간이 어떤 특성을 가

지는지 신선식품 물류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통해 연구했다. 저자는 마켓컬리가 물

리적 거점으로 삼는 네 가지 공간; 생산자 공간, 물류창고, 소비자 공간, 온라인 공

간을 '물리적, 기능적, 현상적 특성' 등으로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온ㆍ오프라인의 

복합적 연결을 증진하는 온라인 물류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해관계

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시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적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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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온라인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거점들을 연결 분석, 총괄해 '기

존 공간의 이용행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공간적 요구'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물류 플랫폼과 실제 도시 공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은 사물 모빌리티가 인간의 공

간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을 드러낸다.

 사물 모빌리티 도시를 그 이전 사회와 구별하게 하는 요소 중 가장 특징적인 행

위자는 이동을 외주화하는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이다. 따라서 사물을 배달하는 인

간과 도시 간의 관계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었다. 김병준(2009)은 배달 업계 

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 연구했다. 저자는 외식업체 배달 근무자의 스트레

스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사고유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직

으로 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의 종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배달 종사 업종 중 

가장 배달의 역사가 길고 체인화된 피자 전문점의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면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내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직무요인, 운전요인, 조

직요인, 환경요인으로 나누며 이에 대한 영향을 이직의 변수로 설정해 배달 업계 

종사원의 환경과 심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승렬 외(2012) 역시 김병준(2009)과 마찬가지로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

의 근로실태와 마주할 수 있는 재해 상황을 연구 및 분석한다. 연구에 의하면 배달

근로자의 92.0%는 남성이고 55.8%가 10대와 20대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40% 미만, 일주일에 평균 6일 노동,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 등으로 배

달근로자는 전체적으로 근속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은 이직의 잦음을 이

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오토바이 배달자가 교통사고를 경

험한 비율이 35.2%이며 이 중 배달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43.0%, 쌍방과실이 

24.8%를 차지한다. 사고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근로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달근로자의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금 등의 조치는 배달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달근로자의 현황은 무단 주정

차, 교통 법규 위반 등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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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영(2020)은 200일 동안 직접 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에서 사물 모빌리티

의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 물류 플랫폼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OB(출고)로 노동하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자인 

커넥터로 일하고, 카카오에서 사람을 사물처럼 이동시키는 대리기사로 근무하면

서, 플랫폼 내에서의 노동실태, 고객과의 접촉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

이션, 갈등, 행동 전략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정훈(2020) 역시 본인의 배달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플랫폼과 사물 모빌리

티 노동자의 관계를 묘사한다. 쉬는 날이 없고 평점 제도가 부담을 주는 한국의 독

특한 배달 구조와 고수익이라는 인식, 안전에 대한 문제 등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가감 없이 표현한다. 

한준(2021)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쉽게 관리하는 플랫폼의 발발이 일이라는 일

상의 행위에 세 가지 통념을 가지게 했으며, 실제로 이는 다르게 작용함을 지적한

다. 첫 번째는 노동을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빠르

고 경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플랫폼 노동은 단순 개인 서비스가 중심

이므로 여전히 장소의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분업과 협업의 용이함으

로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든다는 통념이 있지만, 단순한 일이 많으며 희소성이 떨어

지는 직무에서는 교섭권의 부족으로 더 나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 보다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날 것 같으나, 같은 노동에도 불

구하고 이동 경로의 제시, 평점의 존재, 법의 보호에서의 배제 등을 겪는다는 것이

다.

배달자와 수령자 간의 상호작용을 주목한 학술연구로는 최종렬(2011)의 연구가 

있다. 저자는 배달이라는 행위가 “시공간의 체험을 가역적인 환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욕망의 즉각적 충족을 억압적으로 부추긴다.” 해도, 배달자와 수령자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표현한다. 그는 이러한 배달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면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사회학에 기반

을 둔 분석의 틀로 배달자와 수령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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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배달자는 주문자(곧 수령자)가 조우를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주문자에

게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지닌다고 보는데, 이러한 특수성에 기반을 둬 길

거리에서 익명의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과는 달리 배달의 상황에서 “조우”가 일어

난다. 조우의 맥락에서 서로 이방인이라는 대도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배달자는 

수령자의 “방어된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돈과 재화를 교환하는 단 몇 초이긴 

하지만 개인의 영역에 진입하는 배달자는 수령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예

의 바른 무관심”을 취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3-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택배

산업을 비롯한 사물 모빌리티의 동향과 이를 가속하는 플랫폼과 초연결 사회와 같

은 인프라 스트럭쳐에 대한 연구와 사물 모빌리티의 발전이 도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요하게 이루어졌으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와 

변화하는 대면 접점 경험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행위경관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선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사회적인 맥

락으로 특정 공간을 분석하는 틀로써 경관을 적용한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반면, 해

외에서는 특정 문화권에 대한 분석이나 공간에 대한 사용방식으로 행위경관을 분

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사물 모빌리티는 명백하게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

만, 관련 연구는 물류의 동향, 도시 공간에의 영향, 사물 모빌리티 노동과 같이 분

야별로 지엽적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방

식이 달라지는 사회를 분석하는 경관의 틀로서 행위경관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

정이다. 이는 사물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역동이 비교적 초기 단계며, 행위경관 역

시 그 개념적 중요성에 비해 분석의 틀로서 고정성을 답보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 모빌리티와 변동하는 도시 공간, 이를 이루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동들을 행위경관의 틀로 파악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

다. 또한, 연구의 주제 및 방향 역시 그간 진행됐던 교통, 노동, 물류의 동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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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선행연구의 동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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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이차적 연구에서 나아가 사물 모빌리티 현상을 거시적,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도시 계획적 시각 및 함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택배도시

의 도래에 따라 매우 적실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방향을 사물 모빌리

티에 따른 도시와 인간 행동이 변화하는 현상을 행위경관의 틀을 사용해 질적 데

이터를 축적하여 패러다임 변화로 정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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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분석틀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택배도시의 물

리적ㆍ공간적 분포, 배열, 흐름을 포함하는 거시적ㆍ공간적 행위경관이며, 두 번째 

부분은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각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행위전략 및 전술과 

같은 미시적ㆍ실천적 행위경관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분석의 층은 택배도시의 물리적 공간 구분을 연구사

례인 마켓컬리의 사물 이동 동선을 따라 유동적인 사물 모빌리티를 유지하는 고정

된 좌표인 물류창고, 사물 모빌리티를 가속하는 공공 도시 인프라인 도로, 사적 공

간과 공공공간의 경계적 공간인 입구와 현관으로 나누고, 이 이동축과 각 경계에

서 일어나는 거시적이고 공간적인 행위경관을 목격, 분석한다.

먼저 물류창고는 어리(2012)의 공간에 고정되어 부동성을 가진 특정한 기능들이 

모빌리티를 보다 고도화되게 만든다는 주장과 같이 마켓컬리의 사물 모빌리티를 

증진하는 고정된 좌표이다. 이러한 고정된 좌표가 도시 공간에서 어떤 입지를 차

지하고, 기능을 수행하는지 거시적인 물류센터의 입지요인과 기능을 분석한다. 이

를 마켓컬리의 입지 결정요인, 기능과 비교 분석해 마켓컬리의 전략을 파악한다. 

이후 마켓컬리의 물류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작동방식과 물류센터 내의 노

동을 관찰해 물류센터 내의 행위경관을 포착하고자 한다.

두 번째 공간인 도로는 사물 모빌리티의 동선을 이루며 배달이라는 도시 서비스

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게 만드는 도시의 인프라이다. 또한, 사물 모빌리티 노동

자의 사무실이자 휴게실이자, 이동 동선으로 기능한다. 택배도시에서 도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어떻게 행위자의 공간적 인식을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연구사례

인 마켓컬리가 도로를 샛별 배송이라는 시간적 조건 아래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

용하는지 관찰한다. 

세 번째 공간 입구와 현관은 내밀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이며, 사물의 

전달과 수령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경계적 공간이 전체 배달의 단계에

제 2절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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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의미가 있고, 거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한다. 또한, 마켓컬

리가 새벽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령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바꿔 차별

화 전략을 세우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두 번째 층위에서는 택배도시의 도시민을 구매자, 판매자, 통행자, 배달

자, 소비자로 구분한다. 택배도시는 이동의 주체, 객체의 구분이 모호해 도시민의 

역할이 비고정적인 특성을 갖고, 특히 구매자와 통행자, 소비자는 언제든 가변적

으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는 특징을 갖는다. 택배도시의 각 행위자는 사물 모빌리

티의 각 단계에서 다른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행위경관을 형성한다. 분석의 두 

번째 층위에서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공간적 실천을 미시적인 관점에

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행위의 단계는 구매와 판매의 단계이다. 사물 모빌리티는 네트워크 인

프라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기 때문에, 구매행위가 모바일 연결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모바일 속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작용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모바일 플랫폼적 특성, 포노 사피엔스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두 행위자의 상호

작용을 마켓컬리의 사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구매 이후 사물의 전달을 위해 공공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배달자는 필연적으

로 통행자와 마주친다. 두 행위자는 공적 공간을 공유하지만, 공간의 사용방법은 

상이하다. 통행자는 도시계획의 의도대로 규범에 맞게 공적 공간을 사용하는 공간

의 재현을 하려 하지만, 배달자는 빠른 배달을 위해 도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재현

의 공간으로 사용하려 한다. 두 행위자의 상이한 공간 사용법에 따라 발생하는 갈

등과 협력의 행위전략 및 공간적 실천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의 전달 단계에서 비대면 접속하는 배달자와 소비자의 행위경관

을 관찰한다. 배달자는 사물 모빌리티 과정에서 사적 공간의 경계에 진입할 수 있

는 라이센스를 받지만, 소비자는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배달자를 환대하지 않는

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으로 비대면이라는 접속방식이 대두되며, 이 과정에서 

두 행위자의 행위전략이 발생한다. 특히 마켓컬리는 비대면 배송의 선구자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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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택배도시 분석틀

택트의 극치인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비대면 접속의 행위전략을 분석한다.

 위와 같은 두 단계의 행위경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택배도시의 거시·물리적 

행위경관과 미시·실천적 행위경관을 이론화하고, 도시계획학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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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사례는 신속함에 대한 사물 모빌리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대한민국에 

‘새벽 배송’이란 개념을 도입, 사물 모빌리티의 양상을 바꾼 대표적인 기업인 마켓

컬리이다. 마켓컬리는 현대 택배도시의 특징인 새벽 배송, 비대면 배송방식, 4장에

서 후술할 마트형 물류창고, 상점의 매대처럼 큐레이팅(Curating)해 보여주는 UI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택배도시의 행위경관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이

라 평가할 수 있다. 

 마켓컬리는 2015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신선한 고급 식재료

를 빠른 시간 내 배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식재료 쇼핑몰(김난도, 2021; 6)’

이다. 서비스 시작 이후 2019년 누적 가입자 수 390만 명, 재구매율 61.2%를 기

록했으며, 2020년 기준 전국에 4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마켓컬리, 2019, 

2020). 또한, 2세대 이커머스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식료품 물류 플랫폼으로, 

질 좋은 제품을 큐레이팅(Curating)하는 특징을 갖는다. 아울러 이를 고객의 문 앞

에 아침 7시 전까지 샛별 배송한다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마켓컬리는 2015

년 서비스 시작 이래 충성 고객을 지속해서 확보하여 회원 수가 2020년 300만 명

대, 2021년에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결과로 마켓컬리는 업계 후발주자들

의 등장과 위협에도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 이용률 39.4%를 기록하며 업계 1위 자

리를 지켰다 (한국 소비자원, 2020 :마켓컬리, 2020). 또한, 가입 고객의 재구매율

이 업계 평균인 30%보다 두 배나 높은 71.3%를 기록(마켓컬리, 2020 : 서울경제 

2021. 10. 29)했다.

 이처럼 마켓컬리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정 고객의 유입과 지표는 이 기업이 타

깃으로 설정된 고객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서비스

의 타깃 고객층인 퍼소나(Persona)는 30~40대의 바쁜 여성이다. 구체적으로 마

켓컬리의 연령별 결제자 수는 30대가 31.4%, 40대가 28.9%로 모든 연령대에서 

30~4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성별 결제자 수 분포는 여성이 75.1%로 여성이 남

제 3절  분석대상 -마켓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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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타깃유저를 공략하는 전략과 COVID-19의 장기화로 마켓컬리의 2021년 1

월부터 9월, 1년의 3분기까지의 결제 추정 금액은 1조 915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

는 역대 최고이자 전년 대비 57% 성장한 수치이다(Wise appㆍRetailㆍGoods, 

2021). 또한, 마켓컬리의 주주 지분율은 세콰이어캐피탈이 13.84%, HH 홀딩스

가 12.03% 등이다. 이처럼 외국계 벤처 캐피털의 지분은 50%가 넘는다. 이는 기

술 개발, 물류 인프라의 확장 단계에서 투자 금액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마켓컬리는 2022년 한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며 기업 가치 3.5조 원을 목표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요컨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마켓컬리의 쇼핑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지닌다. 

첫째, 마켓컬리는 상품을 '큐레이팅(Curating)'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과 식

(食) 경험을 세분화한다. 마켓컬리는 상품을 신규 런칭할 때 상품 기획자인 MD가 

산지에 직접 가서 상품의 생산 과정을 꼼꼼하게 파악하며 후보에 오른 상품을 대

상으로 전 분야의 팀이 모여 상품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맛, 신선도 외에도 적절

한 조리법으로 조리해 시식까지 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상품 출시를 결정한다. 이

처럼 품목에 대한 큐레이팅을 통해 한 품목에 검증된 몇 가지 브랜드의 제품이 컬

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게 된다.  

이를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홈플러스에서 사과를 검색하면 그

림 4-1과 같이 1,665개의 사과가 도출된다. 반면, 마켓컬리에서 사과를 검색하면 

검증된 사과가 15개(2021. 11. 15) 뜬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과는 씻어 나온 사과, 

대용량 사과, 낱개 사과, 당장 먹을 수 있는 손질된 사과 등과 같이 사과의 포장 및 

상태에 따라 나누어진다. 아울러 루비에스, 미시마, 천홍 등의 품종에 따라 세분된

다. 이러한 큐레이팅과 세목의 세분화는 “바쁜 고객 대신 장을 봐준다.”라는 서비

스 모델처럼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결정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여 준

다. 또한 현대사회에 보다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개별적이고 세분화된 상황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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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켜 준다.

이와 관련하여 마켓컬리 런칭 후 이를 지속해서 이용해 온 30대 맞벌이 주부 면

담자 E-61는 마켓컬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같

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은 토마토를 명동에 있는 백화점 

식품코너와 마켓컬리라는 두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경험을 공유하며 마켓컬리의 

상품 검수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감탄했다. “아무래도 가장 좋

은 품목을 선별한다는 백화점 식품코너가 더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컬리에서 

산 토마토가 더 탱탱하더라고요.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걸 알

게 되어서 매번 컬리로 시켜요.”

 또한, 인터뷰이 E-6은 본인의 제사 경험을 회상하였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서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 준비할 게 많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물 같은 거 한 번 

하려면 시장에서 엄청 많이 사서... 다 처치 곤란이고.. 근데 컬리에 나물들이 다 소

량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사과랑 배도 낱개로 팔고.” 

이처럼 세목의 세분화는 변화하는 가족의 구성에 적합하고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면담자가 컬리에서의 소비 경험이 “제사의 경험”

을 완전히 바꿨다고 표현한 것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적절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마

켓컬리의 큐레이팅 방식은 소비의 경험을 매우 개인화(Personalization)하고 맞춤

화(Customization)한다. 

 둘째, 마켓컬리는 배송의 시간적 배경을 비통상적 시간대인 새벽으로 변화시켰

다. 새벽 배송이라는 마켓컬리의 특수한 배달 시간은 9 to 6의 근무시간이 일상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심한 결과이다. 주간의 배송 서비스는 아무리 배송이 신속하

게 이루어질지라도 고객이 귀가해 현관문에 도착할 때까지 문 앞에 방치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방치된 식품은 시간에 비례해 선도가 떨어지는데 새벽에 배송되는 

마켓컬리는 아침에 문을 나선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선도를 유

1. 면담자의 코드 구분은 p.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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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에 유리하다. 

 특히 이러한 새벽 배송은 시민이 '사적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에 이동함

으로써 ‘비대면’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오후 11시에 어플을 통해 고

객의 주문이 마감되면 물류창고에서 처리된 물건은 오전 5시까지 고객의 현관문 

앞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켓컬리의 특수한 사물 모빌리티 시공간 배경은 

물건을 수령하는 현관문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아울러 행위자 간 비제도적 전략을 

발생시켜 택배도시의 행위 경관을 비통상적이고 비가시적으로 변화시킨다.

 셋째, 마켓컬리가 다루는 품목은 기존 식료품의 품목에서부터 실제 존재하는 

상업공간과 협업한 RMR, HMR 제품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장소성의 경험, 공

간의 재현이 일어나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이 E-5는 마켓컬리를 통해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친구에게 간식이나 간편 식품, 물 같

은 물품들을 보낸 일화를 언급했다. “구에서 제공하는 ‘구호 물품 박스’에는 라면, 

즉석 밥 종류밖에 없고, 친구는 이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기분 

그림 3-2 마켓컬리 로고와 배송품들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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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해 지역 레스토랑이나 디저트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물품들을 보내줬어

요.” 

이처럼 특정 공간에 도달할 수 없는 이동의 제약 상황에서 택배 상자는 마치 특정 

공간의 재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제로도 기능한다. 즉, 지역의 레스토랑, 카페 

등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 식품 등의 매개체가 되는 사물

을 배달받음으로써 '그 공간에 머물지 않더라도' 공간의 장소성을 인식하는 상상된 

현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마켓컬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레드오션(Red ocean)에 의존하면

서 타 서비스와 기술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마켓컬리의 사용성 및 물류 효율화를 만드는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구체적

으로 마켓컬리 데이터 농장팀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 서치로그(Search log), 재고 

및 주문 수량 알람 등의 데이터를 다룬다. 이들은 마켓컬리 사내에서 사용하는 데

이터인 물어다 주는 멍멍이 일명 데멍이, 피드백을 기다리는 야옹이 일명 피용이, 

예측하는 무당이와 같은 머신러닝 데이터 봇(BOT)을 운영하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인 인터뷰이 A-1에 의하면 이러한 머신러닝 서비스는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신선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예측이 가장 중요해요. 하

루살이 상품(하루면 폐기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매입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전부 

폐기로 넘어가고, 손실되니까요. 또 질 좋은 상품의 매입을 위해서는 2~3일 전에 

선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판매 데이터가 아주 중요해요.” 다음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구매 경험을 개선하게 한다. 즉, 구매와 고객 경험, VOC(Voice 

of customer)라는 데이터는 머신러닝에 의해 가상공간에서 쉽게 축적된다. 나아가 

축적된 데이터들은 재ㆍ입고 관리, 배송의 과정, 입점 상품의 선정에 모두 사용되

어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 마켓컬리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마켓컬리의 UI를 타깃 유저(Target user)에 적합하게 설계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고객과 사물 모빌리티가 연결되는 최초의 접점이자 최초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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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이 되며 동시에 소비자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만

들었다. 이러한 '손안의 마트'는 사물 모빌리티 내에서 상상된 현존과 쇼핑의 시공

간을 넘나들며 실제 물리적 모빌리티와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보기’라는 사물 모빌리티를 통한 소비하기 위해 소비자라는 행위

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는 것이다. 소비자는 어플을 열고 

마치 오프라인 상점의 매대와 같이 정연한 배열 구성 안에 전시된 상품을 구경하

며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따금 추천 항목이나, 베스트, 알뜰 쇼핑과 같은 

탭에서 마치 오프라인 쇼핑의 ‘테마로 기획된 매대’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한다. 

 그림 3-3 마켓컬리의 성장과 초연결 인프라의 관계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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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 A-2는 마켓컬리의 UI에 대해 오프라인의 백화점에서 마

네킹에 디스플레이를 하듯 컬리의 크리에이터들이 매대를 꾸민다고 표현하였다. 

“컬리의 이미지를 만드는 에디터팀은 20명 정도예요. 고객이 기대한 상품과 받은 

상품의 차이가 없도록 고해상도로 사진을 촬영하고, 특히 최근에 적극적으로 런칭

되는 뷰티제품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정보들, 예를 들면 건

성피부에 좋다, 사용감이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 매력 있게 적어요.” 

 이러한 에디터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 장보기의 메커니즘은 오프라인

의 장보기 과정의 은유를 사용한다. 즉, ‘장바구니’, ‘매대’ 같은 레이아웃, ‘찜’, ‘쿠

폰’ 등의 장치는 이미 인간에게 익숙한 오프라인의 행위 방식을 온라인에서 답습

하며 익숙한 경험의 재현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상품의 설명을 작성하거나 상품

의 사진을 마치 실제로 받을 상품과 같이 촬영해 디스플레이 하는 행위 역시 이러

한 소비자 개인이 가진 경험의 재현을 돕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과 함께 소비자의 장을 보는 공간 경험은 빠르게 마켓컬리라는 

앱 안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장보기 문화는 마켓컬리를 비롯한 스마트

폰 플랫폼과 함께 완전히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영역으로 귀속되며 모

바일 안에서 또 다른 장소성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위해 공간을 ‘장소화’시키기 위한 세 번째 전략으로 구현된다. 시각적 아이덴티티

와 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을 통해 마켓컬리만의  장소성을 만

드는 기업의 브랜딩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마켓컬리는 강렬한 RB 퍼플을 아이덴티티 컬러로 사용해 브랜드와 아이콘, 이미

지에 모두 사용하였다. 컬러 서클을 다양하게 사용한 쿠팡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또한, 폰트는 작게, 이미지는 크게 배치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

였다. 사용되는 사진은 마켓컬리 측에서 공통으로 촬영해 무수히 많은 상품이 같

은 미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각 브랜드 이미지가 모호한 채소, 육류 

등의 비조리 식품은 공통된 연회색의 테이블 위에서 촬영해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

을 준다. 이와 같은 브랜딩의 방식과 에디터가 구현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마켓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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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어플은 다른 신선 식품 물류 플랫폼과 구별되는 모바일 속 '하나의 장소'로서 기

능한다.

한편 소비의 경험을 바꾸는 마켓컬리의 사물 모빌리티는 도시 인프라에 의존하는 

동시에 도시의 인프라로 기능한다. 마켓컬리가 서비스를 운용하는 데 가장 핵심적

인 도시 인프라는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스마트폰

을 사용하며(Pew research, 2019), 전체 온라인 쇼핑의 70.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특히 마켓컬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특화한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보급률, 5G, Wi-Fi 망과 같은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는 필수 불가결한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시공간적 제약 없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는 쌍

방향 정보 교류의 특성을 갖는 모바일 플랫폼의 데이터 축적과 함께 마켓컬리 성

장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마켓컬리의 성장과 인프라의 관계는 그림 4-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먼저 마켓컬리는 소비자와 원산지를 잇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소비자와 마켓

컬리 간에는 구매와 리뷰와 같은 고객의 경험들이 빅데이터로 구성된다. 또한, 원

산지로부터 입고의 단계에서도 평균 신선도, 입고량을 비롯한 데이터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빅데이터는 구매 예측 데이터로 기능하며 입고 및 재고 관리를 효

율적으로 하게 한다. 아울러 이는 고객 경험을 더 낫게 하는 마케팅적 수단에 적용

되기도 한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취득한 물류량과 피드백은 결과적으로 도로망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수준에 따라 빠르게 고객의 문 앞으로 이동되고, 다시 

소비자의 VOC(Voice Of Customer)로 회귀 된다. 즉, 이러한 일련의 순환구조를 

통해 마켓컬리의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도시의 인프라가 마켓컬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처럼 도시 역시 마켓컬리

가 대변하는 사물 모빌리티에 기능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배달자가 인간 대신 사

물을 이동시켜줌으로써 사물 모빌리티는 그 자체로 도시의 인프라가 되는 것이

다. 모빌리티가 극한으로 제어 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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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물 모빌리티가 도시에서 담당하는 주요한 역할이다. 이는 

COVID-19로 개인의 이동성이 극도로 제약될 때 더욱 가시화된다. 

현재 마켓컬리는 사업 분야의 확장 계획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중

개형 인터넷 장터의 진출, 제삼자에게 배송되는 선물하기 서비스, 샛별 배송권역

의 확대, 오프라인 점포의 런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마켓컬리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체(PG)인 페이봇의 인수를 발표하면서 

제품을 모두 매입해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022년 상반기 오픈마켓 진출을 

밝혔다(마켓컬리, 2021. 9. 6). 지금까지 시행한 상품을 모두 입고해 배송하는 서

비스 모델은 상품의 품질 관리에는 용이하지만 취급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수의 판매자 개인이 직접 물건을 올려 판매

하는 마켓플레이스의 도입을 통해 취급 품목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켓컬리는 품목의 확장에도 일반 마켓 플레이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마

켓컬리만의 특징인 '엄격한 상품 큐레이팅' 과정을 적용하는 모델을 수립한다. 누

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기존의 오픈마켓 형태가 아닌 큐레이티드 마켓플레이스

(Curated marketplace)2의 개념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또한, 마켓컬리는 2021년 9월 2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런칭하며 3조 5000억 원 

규모의 선물하기 시장으로 진입했다. 이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구입

한 물품이 상대방이 입력한 주소로 배송되는 서비스이다. 이는 비대면 사회의 대

두로 선물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역시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현 사회의 시류에 

적합한 서비스로 사물 모빌리티를 둘러싼 행위자 중 구매자와 수령자가 이분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켓컬리는 현재 CJ대한통운의 물류망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배송

권역을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 중이며, 농협 경제지주와 협약을 통해 농협 

오프라인 점포를 통한 마켓컬리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2 자체 상품 위원회를 통해 물품의 입점을 검증하는 형태의 마켓 플레이스(마켓컬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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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의 기업 전략과 그 전략이 만들어 내는 도시의 형태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실로 우리 생활의 물류 이동과 사물 모빌리티 속 

사물과 인간, 배달자와 주문자의 접점 경험들을 바꾸며, 택배도시의 행위경관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신선식품이 올라간 식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

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어플을 누르는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바뀌고, 물건을 받

는 시간대는 눈을 떠 현관을 여는 아침이 된다. 새벽을 달리는 전달자들은 쉽게 가

시 되지 않는다. 마치 요정처럼 아침에 주문한 물건이 기다리는 경험은, 장을 보는 

경험을 마치 언박싱(Unboxing)의 경험으로 바꾸고 있다. 

연구자는 사물 모빌리티의 행위경관을 변화시키는 마켓컬리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로 연구의 핵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먼저, 마켓컬리 이후 대기업 유통채널 등 수 많은 새벽 배송 후발주자가 생겼지

만, 여전히 마켓컬리가 신선식품 배송업계 1위를 유지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50%에 가깝다(마켓

컬리, 2020). 2020년 기준 컬리의 매출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서비스 시작연도인 

2015년 29억의 약 344배 성장한 수치를 기록한다.

 마켓컬리 이전 기존 식품 유동 산업은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거대 유통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며 점유율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마켓컬리는 다른 시간대

가 아닌 새벽, 고객이 일어나 문을 여는 ‘아침’을 고객이 가장 확실하게 배달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배달 시간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고객 중심 전

략과 기다림의 경험을 최대한 줄이는 속도 경제에의 순응은 마켓컬리를 대기업이 

점유한 식품소매업 판의 강자로 만들었다. 

둘째, 마켓컬리가 인간의 삶의 원초적, 일차적 욕구인 '먹을 것'을 배달한다는 것

이다. 사업의 확장 등을 이유로 최근 다루는 품목이 증적되었지만 마켓컬리의 핵

심은 '먹는 것' 이다. Simmel(2005)에 의하면 '먹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이



-76-

며 가장 본질적인 행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식사라는 행위는 원시성과 보편성과 

함께 무한한 사회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말해, 마켓컬리가 다루는 '먹을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를 만드는 사물이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만드는 배송

품인 것이다.

 셋째, 마켓컬리의 사물 모빌리티 작동은 새벽이라는 비통상적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방식이 매우 비가시적이며 언택트(Untact3)라는 현대의 사물 모빌리티 

양상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흔히 경관으로 인식하는 사물 모빌

리티 이동방식은 배달자와 수령자의 관계에서 매우 가시적이다. 특히 바이크를 주

수단으로 행해지는 음식배달이나, 택배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택배 등

은 사물의 전달과정이 수령자나 제삼자 등 많은 사람에게 가시적이다. 점심시간에 

그 수가 늘어나는 공공공간인 도로를 달리는 배달 바이크, 길가에 주차된 택배 차

량 등은 택배도시 사회에서 쉽게 목격 가능한 행위경관이다. 

한편, COVID-19, 개인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관심 등으로 사물의 전달과정은 

빠르게 비대면적 특성을 갖게 된다. 특히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은 런칭한 2015년

부터 비대면이 원칙이다. 보이지 않는 도시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원하

는 물건을 전달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배달자 간 대면적인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배달자가 수령자와의 접촉에 부담을 가질 필요

가 없고, 수령자 역시 타자와 문 앞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접촉한다는 위험을 피

할 수 있게 해준다. 비대면이라는 방식은 사물 모빌리티 수령자와 배달자 모두에

게 대면의 심리적 부담을 더는 셈이다. 따라서 마켓컬리의 사물 모빌리티 행위경

관은 극도로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마켓컬리의 배달과정은 언택

트(Untact)의 극치인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마켓컬리의 물건은 소비자가 깨어 물건을 픽업(pick-up)할 때까

지 고객의 문 앞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현관'이라는 공간의 경계와 집이라는 사적 

3 직접대면하지 않는다는 뜻의 신조어로, 대면하다라는 뜻을 지닌 영어단어 Contact에 부정 접두
사 Un을 합성하여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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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직장·주거의 분리와 함께 집이라

는 사적 공간의 중요성은 축소되어 왔다. 마당과 정원이 사라진 주택 양식은 사적 

공간이 지닌 휴식의 변주를 감축시키고, 다양한 공간 경험이 '집'의 외부에 위치한 

제 3의 장소4에서  이루어지게 했다. 특히 현관문이라는 공간의 역할은 나가고 들

어오는 '통과 공간'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사물 모빌리티와 함께 현관

문은 물건을 수령하고 배달자를 대면하는 공간이 된다. 이에 더해 고객이 출근, 등

교 등 현관을 '통과'하기 전에 사물을 배송하는 마켓컬리의 배송방식은 현관이 '집

의 일부'가 되게 하고 삶의 영역으로서 기능하도록 변화시킨다. 즉, 아침에 일어나 

문 앞에 가는 행위는 냉장고와 식탁을 신선하게 꾸리는 공간 경험이 되고, 집과 현

관문은 신선한 식재료가 ‘기다리고’ 있는 보다 친밀하고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것이

다.

 다섯째, 마켓컬리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가상공간’으로서 특수한 UX(User-

Experience)를 통해 소비자에게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소매 물

류 어플리케이션과는 달리 마켓컬리는 상품을 큐레이팅(Curating)해 수요자에게 

전달한다. 마켓컬리의 상징이 된 퍼플컬러와 세련되게 정제한 제품 사진 등은 다

른 물류 가상공간과 마켓컬리를 구분 짓게 하고 애정을 갖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

가 된다.  포노 사피엔스5(Phono sapiens)시대 물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

는 장소적 의미는 실제 공간과 가상공간을 넘나들며 일어나는 택배도시의 행위경

관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마켓컬리를 통해 택배도시 속 가상의 장소에

서 일어나는 행위경관과 경험 등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잠든 비통상적 시간에 사물을 이동시키므로 소비자, 도시관리

자, 배달자 등 인간 주체들 간의 비제도적, 비공식적 전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

4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제안한 개념으로, 제 1의 장소인 가정, 제 2의 장소인 직장 또
는 학교에 이은 새로운 교류의 장을 뜻한다.

5 2015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특집 기사에 등장한 스마트폰을 다루는 신인류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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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라는 도시 인프라의 가용성이 늘어나고, 도시관리자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시

간적 배경으로 인해 교통위반, 무분별한 주정차 등이 일어나고, 빠른 배달을 위해 

사적 공간의 보안을 무용하게 만드는 전략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6의 문이 잠겨 있을 경우, 배달자는 

소비자를 문을 여는 방식이 상호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유롭게 게이트를 넘나들 수 

있도록 입주민만 아는 비밀번호를 기사들과 공유하는 비제도적 전략을 취한다. 그

러나 비밀번호의 공유행위는 '게이트'의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보안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행위와 전략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문’을 둘러싼 수요

자 간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김난도 교수의 마켓컬리 인사이트

(2020)에 수록된 김슬아 대표와의 대담에서, 마켓컬리의 도입 현장에서 아파트 관

리자가 새벽 배송을 낯설게 느끼고, 실제로 아파트 출입에 관한 안전에 대한 이슈

가 발생(김난도, 2020: 238) 했다고 표현한다. 4장에 기술할 마켓컬리 이용자들과 

배달기사 인터뷰이 C-2의 응답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비공식적 전략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간 특수한 행위전략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해를 갈수록 가속화되는 마켓컬리의 소비자 점유율 등의 지표를 통해, 후발주자

들 역시 새벽 배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마켓컬리에 관한 행위경관 연구

는 결국 이와 같은 후발주자들의 사물 모빌리티 양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따라

서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6 빗장이나 담장으로 경계를 구분 해놓은 주거시설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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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는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는 방식, 연구의 방식이 필요하다(Urry, 

2014; Merriman, 2019). 모빌리티 패러다임으로 도입된 인식론적 전환은 연구

의 방법론적 혁신을 가져오며 '이동하는' 연구 주체와 더불어 이동하고, 관찰하는 

이른바 '이동 중에' 있는 연구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Urry, 2014; Merriman, 

2019; Bissell, 2019; Kidder, 2009; Alison, 2019). 모빌리티 연구의 주체가 변화

하고, 모핑(Morphing) 되고, 이동하는(Sheller and Urry, 2006: 10; Merriman, 

2019: 338) 특성을 갖게 되자 이를 연구하는 방법 역시 고정된 좌표에서가 아니라 

같이 이동해, 유동하는 이동의 장면을 포착하는 형태인 참여적, 민족지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Merriman, 2019: 305). 따라서 모빌리티 연구는 공현존적 참

여(Co-present immersion)를 통해 연구 대상과 함께 이동하고, 다양한 관찰과 녹

취 기술을 이용하며 참여 인터뷰를 사용한다(Urry, 2012: 92; Laurier, 2002). 따

라서 모빌리티 연구는 민족지학적, 문화기술지(Ethnography)적 특성을 가지며, 

공간적, 지리적인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가지기 때문에 '문화지리기술지'로 개념을 

특정 및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사물 모빌리티의 이동 양식과 그 행

위경관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지리기술지'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행위경관(Task-scape)과 그와 유사한 맥락

을 지닌 해외 연구를 검토하며 해당 연구의 방법론 및 행위경관 개념의 실제적 적

용 방식을 분석하였다. Szerszynski와 Urry(2006)는 문화형성에 영향을 주는 시각

적 기호를 통해 공동 관찰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권

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1999년 저소득 가

정과 여행빈도가 높은 두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풍경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는데, 저소득 가정이자 여행빈도가 낮은 1번 그룹은 개인적

인 기억과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선택했다. 그들은 이 결과를 Ingold의 행위

경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경관을 사람들의 성격, 사회적 관계, 가정적이고 사회

제 4절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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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곧 행위경관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Prince(2005) 역시 덴마크 Bornholm의 예술 공예 장인 커뮤니티를 행위경관의 

틀을 이용해 분석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자에 의하면 일상적인 행위들이 

구현된 행위경관은 관광객이 접하는 풍경에서 분리될 수 없으므로 관광객의 경관 

인식 관점에서 신체의 이동과 일상적 행위들을 포착해 관광, 주거의 관점을 문화

경관 개념 형성에 포괄하고자 해야 함을 주장한다. 

 행위경관의 개념을 사용하진 않지만 도시 속 모빌리티 행동 중 사회적인 상호작

용을 목격하고자 한 질적 연구 역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설정하기 위한 검토 대상

이 된다. Jo(2010)는 북동 스코틀랜드 에버딘시의 유니언 스트리트를 대상으로 공

간과 도시 경험에 대한 Lefevre의 리듬 개념을 중심으로 보행경험을 분석한 필드

워크(Field Work)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에서 Jo는 유니언 스트리트를 다양한 

시간에 각기 다른 보행자와 함께 걸으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질적인 데이터를 축적

한다.  

 Berna(2019)는 심각한 차량정체인 Gridlock을 겪는 이스탄불의 통근길을 중산

층의 경험과 노동자계층의 경험으로 나누어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다양한 통근

그림 3-4 영화 프리미엄 러쉬의 한 장면 뉴욕의 바이크메신저와 그 경관<출처: 영화 프리미엄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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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며, 연구자의 목격을 사진 자료로 아카이빙해 하나의 

Scene으로 분석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는 

시각과 방법론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 구축에 영향을 미쳤다.

 최명하(2017)는 공항이라는 교통인프라의 매개체 공간을 삶과 문화중심 경관으

로 분석했다. 공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포함한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의 사회

적 맥락, 예술적 관계와 함께 사회문화적 관점을 차용해 비행절차의 흐름 체계로 

사진 아카이빙, 현장조사 비디오, 사진촬영, 설계가 인터뷰를 통해 공항의 경관을 

분석했다. 

 사물 모빌리티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배달자의 행동을 도시 공간이라는 사회

적 맥락 안에서 탐구한 인류학적 연구는 본 연구에 주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Kidder(2009)의 바이크 메신저 연구와 Alison(2008)의 베트남 호치민의 모터바이

크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두 연구자는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각 국가 

및 도시의 독특한 사물 모빌리티 경관을 이루는 요소와 행위를 서술한다. 두 연구

는 사물 모빌리티 경관이라는 여러 층위의 이해관계자가 종합적으로 만드는 도시

의 외면을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일면을 일반화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방

법론과 매체의 검토를 진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연구방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사물 모빌리티와 인간의 행동이라는 틀을 적용해 도시 공간을 이루는 사물 모빌리

티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해석한다.

 먼저 Kidder(2009)는 미국 뉴욕의 도심에서 모터바이크로 물건을 배달하는 바

이크 메신저(Bike messenger)를 대상으로 참여관찰연구를 진행했다. 기존 바이크 

메신저의 존재는 흥미롭거나 심지어 충격적인 문화 현상으로 여겨져 왔는데, “온

종일 배기가스와 교통을 차단하는 문신을 한 무모한 사람들”, “법꾸라지, 외설적

인 말씨, 난폭운전, 보행자 축출 미치광이들”과 같은 언어로 취급받았다. 연구자는 

실제 바이크 메신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배달원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현실의 뉘앙스가 제거된 일방적인 조사와 인터뷰가 도출할 

수 있는 ‘사회집단의 캐릭터화’를 피하고자 했다. 



-82-

 Kidder는 근무시간, 사교모임 등에서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저자는 메신저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토론하는 것

을 수집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메신저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를 통신기술 발

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로의 노동방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행하지 

못했고, 여전히 근로자의 출근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거점은 공간 경제적(spatial 

economy) 관점에서 물리적 근접성을 가진 도심의 중심부에 밀집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건축설계도, 법원 파일링, 옷 가방, 모델 포트폴리오 등 많은 중

요한 품목들은 디지털화될 수 없고 여전히 물질적 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

하면서도 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cott et al. 2001; 

Kidder 2009: 314 재인용). 

 주어진 목적을 수행한다는 수단적 의미 외에도 메신저들은 창의적으로 도시의 

규칙과 자원을 사용해 게임과 같은 주행을 한다. 그들은 바이크를 일종의 초 교통

수단으로 생각하며 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의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

들이 시스템의 균열 사이에 맞도록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도시의 제

약 아래서 속도와 효율을 위해 도시의 규칙을 게임처럼 어기는 것이다. 저자는 이

처럼 도시구조와 공간이라는 맥락에서 그 나름의 방식대로 생존하기 위해 바이크 

메신저들은 도시의 구조를 창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독특한 목적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이크 메신저의 공간적 실천으로 축적된 뉴욕의 행위경관은 영화 프리

미엄 러쉬(2012)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주인공 와일리는 Kidder와 그 메신저 친

구들과 같이 자전거로 물건을 배달한다. 그의 주행은 Kidder가 언급한 대로 마치 

목숨을 건 게임과 같이 이루어진다. 뉴욕의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과 그 사이를 기

교를 부리며 넘나드는 바이크 메신저들은 도심을 넘나들면서 경관을 형성하며 동

시에 그들에게 반응하는 차량과 보행자들, 수령자와 상호작용하며 뉴욕 도로의 행

위경관을 구성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달 서비스 역시 Kidder가 언급했던 사물 모빌리티 부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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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분석에서 큰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관성, 인건비의 차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중점 연구 

대상인 배달 라이더스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Kidder의 연구 대상이었던 바이크 메

신저와 같이 난폭운전과 보행로 점령, 배달물품의 고의적 훼손 행위 등으로 부정

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바이크를 사용한다는 점과 속도와 효율을 위해 도로규칙을 어긴다는 점 역

시 바이크 메신저와의 공통점으로 작용한다. Kidder의 조사는 저자가 바이크 메신

저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직 내에 들어가 참여관찰을 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 특정 집단을 분석할 때, 집단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일탈 행위로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결론이 아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을 시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내부

자적 관점을 통해 이해, 분석한 것은 현재 많은 매체에서 그 일탈 행위만을 조명하

는 물류 이동종사자들의 실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Alison(2008)은 베트남 호치민의 시민들의 이동수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

터바이크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호치민 시민들에게 바이크는 단순히 공간

을 이동하는 교통수단 그 이상인데, 저자에 의하면 모터바이크는 확장된 시장 및 

개인의 모빌리티과 관련되어 자유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Private)’과 

‘공적 영역(Public)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수단이다. 이는 모터바이크가 “자동 

운전성”의 방법에서 자동차와 유사하지만, 운전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동시에 

더 많은 위험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Alison, 2008).

오토바이 운전을 통해 유연성을 획득한 사용자는 육체적인 노력 없이 이동성을 

즐길 수 있고, 쉬운 핸들 조작과 제동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의 편리함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은 곧 오토바이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도시 생활에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동수단으로서 다른 교통수단과 구별되는 모터바이크의 특징은 곧 한국 배달산

업이 오토바이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달자는 한 시간에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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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균 5개 이상의 배달을 수행해야 한다. 목표에 따라 교통 법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달려야 하는 상황 역시 배달자가 감당할 몫이

다. 또한, 서비스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Door to Door에서 Desk to Desk, Room 

to Room으로까지 확장되어 소비자의 편의에 맞게 가장 소비자에게 근접한 공간

까지 가야 하는 것 역시 현 배달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업계의 조건은 Alison이 

묘사하는 호치민 교통수단의 오토바이 의존적 상황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검토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문헌 조사와 

질적 연구방법론이다. 문헌 조사는 서두에 제시된 네 가지 주요 개념 이외에 국내

외 물류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용역, 포럼, 국토 및 수도권계획

과 같은 정책자료와 연구 대상인 마켓컬리의 기업자료, 이용실태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데스크 리서치(Desk research)를 통해 본 연구는 사물 모빌리티로 패러

다임 변화의 사회적 이론화를 시도한다. 

 본 연구의 핵심이 사물 모빌리티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의 택배도시의 행위경관

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재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론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COVID-19라는 위험사회의 요소이자 비대면을 활

성화하는 작금의 현상이 각 개인에게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도 현장연구는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화의 실제적 검토와 함께 정책적 함의로의 확장을 위해 

세 가지 방식의 현장연구를 진행한다.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섀도잉

(Shadowing)은 연구 대상자를 마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관찰하는 방법으로 각 

수요자 간 상호작용과 경계공간의 공간적 실천, 나아가 행위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다.

 섀도잉 방법론의 정보 휘발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 등 행위경관의 아카

이빙 역시 수행되어, 마켓컬리를 비롯해 배달자와 배달수령자 그리고 도시 이용자

의 시점에서 행위경관을 기록 및 분석한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방법의 하나

인 맥락적 인터뷰는 가시적인 관찰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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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행된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의 데이터들은 연구 질문의 답을 도출하기 위

해 귀납적 추론 과정을 통해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 연구자

와 동료 간 상호 검토와 타 자료와의 교차 검증을 진행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조은(2012)은 질적 연구방법론의 주요한 연구방식인 문화기술지가 6번째 계기

를 맞는다고 표현한다. 기존의 실재론적 프레임을 벗어나, 다성, 다중적 해석의 여

지가 다분한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6번째 계기 속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간 경계는 붕괴하고, 연구자 자신까지 피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

한 참여관찰 적 과정의 연구는 숫자, 활자에서는 도출할 수 없는 현실 세계의 현상

을 파악하고, 이론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방식을 효율적으로 축적, 

분석할 수 있다. 

유혜령(2011) 역시 질적 연구방법론이 ‘포스트’ 사조의 영향과 함께 참여적

(Participatory), 영상적(Visual), 연행적(Performative) 형태(유혜령, 2011; 3)로 

수행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연구대상과의 라포(Rapport) 형성 

등 전면적 행위 참여와 함께 연구자는 단단한 외면적 구조들을 해체하고 연구대상

과 배경의 복합적인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맥락적인 성

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행위경관과 이해당사자 간 의사

그림 3-5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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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먼저 필드워크의 한 방법인 섀도잉(Shadowing)에 관해서 Alyanak et al.(2019)

은 시공간 속 무슬림에 대한 연구를 예를 들어 소개한다. 섀도잉은 연구대상자를 

마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관찰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가 공간을 점유하

는 방식과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자는 섀도잉 기법의 약점으

로 두 가지 요소를 드는데, 첫 번째는 피 연구 대상자는 어떤 형태로든 관계의 형

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객관적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두 번

째 약점은 피 연구 대상자들이 일종의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구결과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혹은 연구자가 원하는(혹은 원하

리라 추정되는) 특정 집단의 행동 양식을, 피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가 아닌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연구결과를 취합, 분석할 때 연구자가 모순을 일으키게 한다. 저

자는 이 약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참여자와 섀도잉 이전에 관계를 쌓아 정보의 주관성, 불완전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본 연구는 특정한 성질을 가진 사회집단을 연구하기보단 한 사회현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목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 접점이 일어나는 공간에서의 관찰이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특정 공간을 어떻게 순간적이나마 점유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는 

섀도잉 기법은 Alyanak et al.(2019)이 언급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유용

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방식의 한계를 저감하기 위해, 저자가 

약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수용을 적극적으로 수행

한다.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아카이빙(Archiving)기법은 이러한 섀도잉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작업이다. 사진, 영상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아카이빙은 텍스트 중심

의 연구보다 직관적이고 순간적으로 행위를 포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중요한 

학술적 성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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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2016)은 영상 인류학이 1970년대부터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디지

털, 이미지 중심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인간 문화의 본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간 사진은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량’을 가

지고 있어 연구자들의 주체적인 ‘해석의 통제권’을 위협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으

나, 이는 또한 미디어가 지닌 강한 힘이기에 매우 맥락적인 자료취득 및 분석을 수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연구 대상자들의 공간에 

침범해 이를 기록화하는 타자화된 행위일 수 있으며, 미디어의 생성과정 중 이러

한 외부 제약요인을 이해 및 저감시키지 않으면 오염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한다. 

이러한 위협을 저감하기 위해 본 아카이빙의 사진자료는 연구자 생성사진과 연구 

그림 3-6 도보 배달의 환경 섀도잉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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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생성 사진으로 한정하며, 연구자 생성 사진과 참여자 생성 사진 모두 연구

자의 관찰 아래 생성된다. 얼굴이 나오거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미디어는 모두 

제외하고,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모자이크 등의 처리방식을 사

용한다. 촬영된 시각자료는 피사체의 경중 없이 행위경관의 순간을 포착하는데 주

의를 기울여, 오염되지 않은 사회 맥락적 공간의 경관을 포착한다.

섀도잉과 시각자료 아카이빙으로 축적되는 연구 대상은 전반적인 사물 모빌리티

의 이동 과정과 그 이해당사자의 의사소통 접점이다. 그중에서도 연구의 중심 대

상인 마켓컬리의 배달과정과 소통방식을 보다 상세하고 주요하게 섀도잉, 아카이

빙한다. 마켓컬리의 경우 샛별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사물이 정

제되고 포장되어 새벽 2시부터 택배기사의 차를 통해 운반되는 고정적 시간대에 

고정된 지점을 거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연구자 역시 고정된 시간에 고정

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행위를 포착한다. 

섀도잉을 보완할 방법론의 다양화와 데이터의 심층화를 위해 필드워크 중 맥락

적 인터뷰(Contextual interview) 기법 또한 사용된다. Bestor(2019)은 방법론 중 

필드워크와 인터뷰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현장연구의 방법

론을 설계하기 위해선 피 연구 대상자의 네트워크(공간적 경로)를 따라 공간적 매

핑(Mapping)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떤 광경(label)을 적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훈

련되어야 한다. 저자는 특히 인터뷰 과정 중, 피실험 대상자와 특정 맥락에서 그들

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일종의 신호(Cueing)를 전달하고 수령하는 과

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연구자는 맥락의 외부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맥락적 인터뷰는 참여관찰과 달리 라포 형성에 시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량과 준비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연구자가 원하

는 진솔한 단계의 답까지는 수많은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 이러한 연구 과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특정한 연구자라는 퍼

소나 만들기(Persona)를 제안한다. 타인의 삶에 관해 물어보는 이방인인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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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인터뷰 대상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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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연구자의 인격을 설정해 대화를 시작하고, 여러 대상자와의 신호 주고받기

를 일관성 있게 해 연구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설계를 통해 연구자는 현상의 구성원을 기업의 관계자, 물류센

터 근로자, 사물 모빌리티 전달자, 공공공간 사용자, 수령자(서비스 사용자)로 나

누고, 기업관계자 2명, 물류센터 근로자 4명, 사물 모빌리티 전달자 10명, 공공공

간 사용자 5명, 수령자 5명 등 총 26명을 대상으로 맥락적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가능한 사물 모빌리티가 일어나는 행위의 맥락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

록 했으며, 특히 공공공간 사용자와 사물 모빌리티 전달자, 물류센터 근로자는 대

부분 행위 중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령자, 기업관계자 등은 내밀한 공간의 경계 

안에 있는 대상자의 특성상 맥락 안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따로 대

면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켓컬리를 중심으로 위와 같이 질적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의 사례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기업이므로 현상을 양방향에서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연구사례 외에 택배도시의 보편적인 현상을 파악할 필요

성이 있어 마켓컬리, 택배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총 검색해 분석, 부분적으로 연구

에 적용했다. 

질적 연구방식의 방법론적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조은(2012)은 질적연구의 객관

성, 연구윤리에 대해 지적한다. ‘실재의 재현’과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실

표 3-2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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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 차이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질적 연구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성과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문헌 조사, 통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고, 각 질적 연구방식 간 교차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했다. 또한, 동료 연구자 간 피어 리뷰(Peer review)를 수

행하며 현시대의 행위경관에 대한 목격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끊임없이 연구방

법의 세부 방향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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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택배도시 행위경관: 거시ㆍ공간적 차원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택배도시(Delivery)라 이름 붙인 도시가 사물 모빌리티의 

발달에 따라 특정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행위경관을 통해 분석한다. 이 장의 구성

은 사물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먼저 사물 모빌리티의 출발점인 고정된 좌표 물

류창고, 이동의 공간인 도로, 도착의 공간인 현관의 순으로 구성한다. 각 절에서는 

공간에서 이해당사자의 심층 인터뷰와 각 지점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사

물 모빌리티에 반응해 도시가 거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과 변화된 도시구조가 공

간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물리적 전략이 일어나는지 서술한다.

 현대 물류의 빠른 흐름은 물류 플랫폼과 도시계획이 형성한 물류 인프라 스트럭

쳐(Infrastructure)위를 종횡무진 하는 '이동하는 신체'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고도화된 이동성을 위해서는 특정기능들이 공간에 고정되는 부동성을 가져야 한

다(Urry, 2014).'는 말처럼 신체들이 이동하면서 물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표

에 고정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능거점이 도시에 고착되어야 한다. 고

정되지 않은 네트워크 모빌리티 인프라와 공간에 고정된 좌표인 대형센터는 보이

지 않는 도시를 형성하며 도시 물류를 끊이지 않는 혈류(血流)로 만드는 요소가 된

다. 즉, 신속하게 이동하는 수많은 사물은 공간에 종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류센터와 같은 고정된 좌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점들은 도심에 위치하지 않으며 보행자가 적고 대형차량의 통행에 유리

한 곳에 입지한다. 또한, 고도로 기능화 및 자본화되어 있으며 인력은 비정규직이

나 간접고용 위주의 느슨한 관계를 형성한다. 

제 1절 출발: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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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거점은 물류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발달한 교통 및 운송 접근성, 저렴한 지가를 비롯한 부지확보 용이성, 노동력

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력의 가용성을 주요 입지요인으로 삼는다(염상덕 외, 

2016 ; 임영태 외, 2015). 이러한 조건에 따라 지가 및 임대료가 낮고 교통인프라

가 탄탄하며,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 인력의 가용성이 용이한 수도권 남동부 지역

이 우수한 물류거점 위치로 평가된다. 그림 4-1은 국가 물류 통합 정보센터가 제

공하는 대한민국 내 물류센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는 

수도권 지역에 매우 밀집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고속도로망의 위치에 따라 그 

분포 밀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4-2는 전국 물류센터의 위치 및 규모를 나타낸다. 사물 모빌리티와 택배도시

와 함께 고정된 좌표인 물류센터는 빠르게 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었다. 국가 물

류통합 정보센터에 의하면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물류창고는 전체 1,521

개 중 402개로 약 37.8%를 차지한다. 또한, 전국의 물류창고 중 약 40% 가 근 5년

(2016-2020) 새 설립되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728개의 물류창고

가 등록되었다(국가 물류통합 정보센터, 2021).

물류거점 설계의 핵심은 보관의 기능에서 입고, 분류, 출고의 물류 흐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배치 및 조성하는 것이다. 조용현 외(2020)에 의하

면 자동화, 대형화된 물류센터의 건축은 하역장과 차량 램프와 같은 공간구조를 

가진 접안공간, 창고로 기능하는 적재공간, 그리고 이 두 공간을 연결하는 이동공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중 이동공간은 1960년대 이후 컨베이어 벨트의 도

입과 함께 자동화되어 물류센터의 역사적 변화와 함께 내부 공간의 유동적 흐름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막힘없는 물류를 위해 고정된 시설들은 오히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

다. 해외 혹은 지방에서 들여온 물건을 적치해 놓은 컨테이너, 택배를 위해 물건을 

분류하는 물류센터, 물건의 내륙이동을 위해 필요한 모빌리티인 화물차를 적치할 

화물주차장 등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그 효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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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전국 물류센터의 위치<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2022,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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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1 2022년 면적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2022, 연구자 재정리>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송도에 2021년 화물주차장 부지계획이 공표되면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극렬한 반대를 하였다. 그 이유는 주거지구와 화물주차장의 

예비 위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등·하원 길이자 거주민

의 생활 동선 750M 근방에 있는 화물주차장 설치 시 화물차량의 증가로 인한 보

행자의 안전문제와 같은 민감한 화제를 몰고 온 것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선 화장실과 휴게공

간을 포함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주차장 없이는 화물차라는 모

빌리티의 크기에 의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휴게공

간에 접근할 수 없어, 결국 불법주차를 해놓고 휴게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주 정차된 화물차는 결국 도시경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마찬가지로 위협하고,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보행자와의 사용공간이 분리된다는 주장이다. 유치를 놓고 

시민, 화물 노동자, 도시 관리자 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물류 서비스 취

득과 도시 공간의 구조형성이라는 상반된 가치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Humes(2017)은 항만청장이자 여성 물류인 모임의 창립회원인 제럴딘 나츠의 

경험을 통해 물류 인프라와 시민의 갈등구조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로스앤젤레

스의 항만 터미널을 확장하는 회의에서 한 주민이 “월마트가 있는데 항구가 왜 필

요한 것인지” 물었다. 이 질문은 도어투도어(Door-to-Door)세계가 얼마나 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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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민들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낸다. 이에 나츠는 

“이미 포화상태인 고속도로에 트럭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통근과 여행을 

방해한다.”라고 주장하는 주민이 신은 신발은 아마도 중국산일 것이며, 그것은 체

계적으로 잘 구성된 물류의 경로로 중국에서 주민에게 도달한 것일 거라고 말한다

(Humes, 2017 : 228-229). 

이처럼 고정된 물류의 인프라는 연쇄하여 사물이 지속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림 4-2 송도 화물물류센터와 화물차 주차장을 저지하려는 송도 주민<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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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돕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사물 모빌리티의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

기’ 때문에 가시화되지 못하므로 시민들은 그 존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 

이처럼 도시 인프라에 대한 점유와 효용, 그리고 공간의 전유에 대한 염려 등으로 

고정된 물류의 좌표는 갈등을 낳음과 동시에 사물 모빌리티라는 비물리적이고 중

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기동 된다.

 앞에서 살펴본 도시구조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물류거점은 그 내

부의 공간을 기능적으로 고도화시켜 주문 후 익일 아침에 배송하는 새벽 배송 서

비스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마켓컬리는 2021년 초 김포에 물류센터

를 증설하면서 장지동에 이어 냉장과 상온식품을 모두 취급하는 두 번째 물류센터

를 설립했다. 약 25,000평 규모의 김포 물류센터는 전 공간이 냉장 냉동이 완비된 

풀 콜드체인(Full Cold chain)으로 되어 있다. 특히 물류센터의 각 층이 냉장, 냉

동, 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건이 산지에서 수도권의 서북부에 위치한 소비자

의 집 앞으로 도달할 때까지 실온이 아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차량의 내부 역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온도 기록지를 제

출해야 한다. 각 산지에서 입고된 물건들은 풀 콜드체인 속에서 사물과 이동성이 

고도로 응축된 고정 거점인 물류센터로 모이고 전국을 횡단하는 이동의 에너지들

 그림 4-3 마켓컬리 물류센터 내외부를 이동하는 사물의 시공간 배경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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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간 고정된 지표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모인 사물들은 오후 4시까지 물류센터에 온도 규정에 따라 차곡차곡 쌓

여 실제 주문으로 이어질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사물의 주문이 오

후 11시에 마감되면,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동작하기 시작한다. QPS(Quick 

Picking System)라는 자동화 설비 시스템과 함께 노동자들은 모니터에 뜨는 시스

템의 지시대로 물건을 상자에 담아 포장팀에게 전달한다. 포장팀은 마켓컬리의 친

환경 포장재를 사용해, 특정한 매뉴얼대로 포장을 진행해 배송차량에 적치하고, 

시간에 맞춰 출고한다.

 마켓컬리는 2021년 기준 전국에 4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한다. 2021년 2월 김포

 그림 4-4 마켓컬리 물류센터 새벽배송의 물리적 영역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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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증설했으며 현재 장지 물류센터, 화도 물류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 네 군데

의 물류거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각 물류센터는 마켓컬리의 취급 상

품에 따라 상온, 냉장, 냉동 처리 센터로 구분된다. 죽전과 화도 물류센터가 각각 

상온과 냉동 상품만 취급하고, 장지 물류센터가 상온과 냉장 상품을 취급하는 데 

이어 신축된 김포센터는 상온, 냉장, 냉동 상품을 모두 다룬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샛별 배송은 장지센터가 수도권의 동남권역을, 김포센터

가 수도권의 서북권역을 맡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인 면담자 A-1에 의하면, 현

재 마켓컬리는 김포 물류센터의 처리 가능 물량이 늘어나며 지역확장으로 샛별 배

송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5월에 대전, 세종, 아산, 청주, 천안 등 충청권, 

7월 대구시, 12월 부산과 울산시까지 확장해 전국 대도시 지역에서 샛별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마켓컬리는 전국적인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에는 물류센

터의 물리적 증설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는 김포에서 지방까지의 도로망이 잘 형

성되어 있고, 각 도심과 도심 사이의 거리가 짧으므로 수도권의 거점에서 지방까

지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뷰이 A-1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수

도권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확장보단 내부 인프라 구축

이 중요해요.”라고 말한다. 

 현재(2021년 11월 기준)도 마켓컬리는 수도권과 대전, 세종, 천안, 아산, 청주 외

의 전국을 대상으로 샛별 배송이 아닌 택배 배송으로 사물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의 자체 물류거점 없이 컬리 내부의 인적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으로도 전국

에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대구 샛별 배송 서비스는 국내 최대 물류 기업인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켓컬리의 물류센터에서 포장한 사물들을 업무 

협약된 물류 트럭이 지역의 자체 물류센터로 상품을 이동시킨 뒤 이를 개개인의 

집 앞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뷰이 A-2는 새벽 배송을 결정

짓는 공간적 조건은 밀집도라고 말한다. “아파트에 단 한 건 때문에 대구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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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새벽 배송 가능지역의 선정은 다른 요소보다

는 주문의 밀집도가 중요해요.” 그는 새벽 배송 지역 중 가장 고 밀집된 지점으로 

잠실 장미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잠실 장미 아파트는 단지가 엄청 넓고 주문의 

밀집도도 높아요, 컬리 초기에는 여기로 들어가는 차량이 한 대였는데, 지금은 이

곳으로 하루에 차량 3대가 들어가요.” 배송 기사의 이동 동선 및  이동 거리를 단

축시킨다. 단적인 예로 인구가 고도로 밀집한 서울의 경우 배송기사가 한 건물 내

에서 샛별 배송 물량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밀집된 배송지는 주문의 개수보

다 더 배송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마켓컬리 물류센터는 쿠팡이나 아마존과 같은 물류센터와는 기능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이는 컬리의 물류센터가 기능적으로 ‘물류창고’가 아니라 오히려 

창고형 마트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켓컬리로 입고되는 선별된 상품들은 마

치 그 자체로 마트인 것처럼 구분되어 있다.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내부의 모습

은 거대한 레일이 지나간다는 것을 제외하면 공간의 형태가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

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공간에 물건이 마구 놓여있는 다

른 물류센터와는 달리 품목별로 전시된 사물들이 고객의 주문대로 열을 맞추어 자

동화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것이다.

 면담자 A-2는 이에 대해 “마켓컬리의 서비스 모델이 고객 대신 장을 보는 것이

기 때문에, 컬리의 품목들은 이미 한번 제품 시식팀에 의해 골라진 상태고, 따라서 

품목이 창고형 마트 규모 정도입니다.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서, 마켓컬리는 이를 

대행해서 장을 봐 드리고 고객에게 보내드리는 셈이에요.”라고 한다.

물류센터가 사물 모빌리티의 이동성을 유지하는 고정된 물리적 인프라인 것처럼, 

사물 모빌리티를 유지하는 노동력 역시 지정된 공간에 고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국으로 배송되는 물건들이 집화되는 쿠팡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직원이 그 공간

에 종속되어 노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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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플랫폼의 작동방식을 좀 더 상세하게 관찰하자면, 쿠팡의 경우 물류센

터라는 거점에서 각 소거점으로 보내질 물류가 구분된다. 김하영(2020)은 쿠팡 부

천 물류센터를 ‘한 층이 아파트 3개 높이, 7층이지만 아파트 20층 높이’로 묘사하

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근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다고 표현한다. 물

류센터의 노동자들은 근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자에게 코드화된 정보로 

근무의 태도, 성과 등을 양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면담자 B-4는 거대 물류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확인하고, 노동의 방향을 지시받

는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이다. 그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등 각지에 분포된 쿠팡 물류센터의 내부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

다고 한다. 첫 번째는 물류센터 중앙을 가로질러 빠르게 물건을 나르는 레일의 속

도에 맞춰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속도가 느려지면 관찰하는 감독관이 방송으로 

속도가 느리다고 안내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층에 노동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이 층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이 두 개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업무공간과 분리된 화

장실은 가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많은 노동자가 업무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그림 4-5 마켓컬리 김포센터의 내부<출처: 마켓컬리 홈페이지>와 출근통보 문자<면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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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기한다. 세 번째 특징은 노동자를 위한 실내온도 조절을 전혀 하지 않는다

는 점이다. 겨울엔 핫팩을 나눠주고, 여름엔 큰 선풍기 몇 대 정도만 비치되어 있다

는 것이다(SBS 뉴스, 2021.6.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자 B-4에 의하면 쿠팡맨은 소위 ‘무명에서’ 청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일자리라고 한다. 300만 원이 넘는 월 급여 수준과 연월

차(2021년 초 기준)의 보장과 복리후생을 확보해주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다. 또한,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가 되기 전에 쿠팡이 초보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켜주어서, 물류계의 ‘엘리트 코스’라고 불린다고 한다. 

 그러나 사물 모빌리티 플랫폼을 작동시키기 위해 고정된 좌표인 물류센터는 또

한 같은 공간에 물건과 인간이 가득한 이유로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2021년 6월 17일 오전 8시 14분에 화재가 발생해 

소화 및 구조작업 중 광주의 119 구조대장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물품 창

고의 선반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가 시작되었는데, 가득 쌓여있는 택배들이 

가연물이 되어 큰불이 되었다. 센터의 방재팀장은 연기를 감지한 비상벨을 6번이

나 정지시켰다고 한다(SBS 뉴스, 2021.6.19.) 

이는 화재 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게 되면 물품들이 젖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이는 곧 물류센터의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스

프링쿨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마는 크게 번졌고, 결국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인명피해는 방화벽 관련 규정이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

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에는 예외로 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57조 1항) 심화

되었다. 지금도 고정된 물류센터에서는 수많은 사물이 적치되고, 노동자가 내ㆍ외

부를 들락날락하며 노동하고 있다. 위험 속에서도 사물을 이동시키려 작동되고 있

다. 

또한, COVID-19이라는 감염병은 물류센터와 같이 많은 사람이 밀집해 노동하

는 공간에서 쉽게 전파된다. 실제로 마켓컬리 서울 송파 물류센터 내에서 확진자 2

명이 발생했으며(조선일보, 2020. 05.27), 쿠팡의 경우 부천 물류센터에서 1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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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진자가 발생(한겨레, 2020. 12.09)했다. 특정 공간 안에 사람과 사물이 밀집

한 이유로 높은 전파 가능성과 함께 물류센터는 위험한 공간이 된다.

 컬리의 물류센터로 들어가면, 마켓컬리의 김포센터는 하루를 빈틈없이 사용하고 

고객의 주문을 당일에 새벽 배송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 공간에 몇천 명이 함께 노

동한다. 인터뷰이 B-1은 20대 남성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임금이 차일 지급되는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2달 정도 근무했다고 한다. 그는 2021년 2월에 오픈한 마

켓컬리 김포센터로 업무 시작인 3시에 도착하기 위해 2시에 셔틀버스에 오르고, 1

시간을 이동해 센터에 도착한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새로 생긴 김포 물류센터는 

주변에 다른 물류센터는 가득하지만, 교통편이 없어 ‘물류의 섬’과 같은 느낌이라

고 했다. 이들은 4층까지 있는 매우 거대한 건물에 도착하면 출근부를 작성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QPS, END와 같은 직무를 선택한다. 이후 그것에 맞게 배치되어 

업무를 시작하고 5시 50분까지 1차 물류가 오는 ‘선배차’ 를 처리하고 나면 식사를 

한다. 이후 12시 50분까지 맡은 업무를 진행한다.

 한여름에 근무했던 인터뷰이는 마켓컬리의 냉장 및 냉동 층을 모두 담당하게 되

면서 밖 날씨가 30도가 넘는 날에도 패딩을 입고 일을 해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였

다. 그는 외부와 확연히 차이 나는 온도도 그렇고, 교통에 고립된 섬 같은 위치도 

그렇고 마치 ‘물류센터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공간으로 느껴진다.’라고 표현한

다. 즉 사물 모빌리티를 통해 물건을 신선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비된 고정된 좌

표 안에서 반복된 노동을 하면서, 내 외부와의 시공간적 격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컬리에서 구분되는 업무인 워터(포장하는 분들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퍼플

박스를 전달하는 업무), QPS(배달할 물건들을 갈 집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 플라스

틱 바구니에 담는 업무), END(QPS에서 분류한 것을 포장 업무하는 인력에게 전

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러한 업무의 구분은 물류센터의 시스템에 따라 달

라진다. 마켓컬리 담당자 A-2에 의하면 장지센터는 DAS 시스템으로 200개의 박

스를 처리하면 200개의 주문이 새로 들어오는 형태이다. 따라서 박스를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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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새로운 과제를 받는다. 반면 김포센터에서 새로 도입된 

QPS는 조금 더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한다. 

사람이 이동하기보단 레일을 통해 물건이 이동하고 노동자는 주문을 분리해 박스

에 넣는다. 한 박스가 완성되면 불이 켜진다. DAS와 QPS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류

센터 내부에서 인간의 이동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거대한 물류센터 내부에서 물건

과 박스를 든 인간의 움직임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힘이 드는’ 일이며, 사물들

을 모빌리티에 나르기 위해 고정된 좌표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이동력’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변화로 좌표 내에서 발생하는 활발한 이동력은 감소한다. 즉, 노

동자인 인간은 물류센터 내의 지정 좌표에 더욱 부동적으로 고정된 채 레일이 사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켓컬리 물류센터 내의 노동의 모습은 능률을 우선으로 하는 테일러리

즘1, 포디즘2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노동자들은 최적의 동작을 사용

해 최단시간을 소요해 레일 위의 물건을 처리하고, 최첨단 시스템에 의해 즉각 다

음 과제를 받는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자는 이동력을 제한당하고 고

정된 물류창고 속, 고정된 지점에서 반복 노동을 한다. 

이러한 노동의 모습은 1913년 설립된 포드사의 하이랜드 파크 공장을 연상시킨

다. 포드가 제안한 자동차 조립 시스템은 부품과 차체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

동하고, 노동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정되어 반복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자동차를 

완성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이동과 오직 작업을 위한 동작의 지시는 빠르고 신속

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동시에 노동자를 부품화한다. 

노동자의 부품화는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만든 블랙리

스트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는 근태가 불량하

1 19세기 말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공장 관리 시스템으로, 제조공정의 모든 단계
를 반복작업으로 구분하고 평가한다.

2 20세기 초 Ford Motor Company 에서 사용되던 대량생산 시스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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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미숙한 노동자, 내부고발자 등의 직원을 '블랙'으로 낙인찍어 5개 이상의 채용

대행업체에 정보를 공유해 리스트 안의 노동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경

향신문, 2021. 03).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행위는 노동자들이 일관적인 능률로 작

업하길 바라는 포디즘, 테일러리즘의 반영된 결과이다.   

면담자 B-1 역시 컬리 내 노동에 관해 "같은 업무를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정말 딱 

할 일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생길 일이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게 눈치 

보이는 건 아닌데 QPS는 화장실 다녀오면 너무 바빠져요. 토트3가 마구 돌 때는 그

냥 자리 지키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손만 움직여요."라고 언급한다. 물류센

터라는 공간은 노동자의 공간좌표를 고정하고 최적의 동작을 규범화해 노동의 효

율을 높이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편 마켓컬리의 노동 경험에서 공간적 배경보다 더 주요하게 구별되는 경험을 

만드는 기제는 시간적 배경이다. 실상 식품의 유통이라는 신선도와 직결된 업무

는 농수산물 업계를 비롯해 아주 오래전부터 새벽을 시간대로 움직여 왔다. 그러

나 자영업과 소규모 운영되던 새벽의 사물 모빌리티 노동이 그 수요의 증대로 인

해 거대화 및 대기업화되며 현대에 새벽의 물류 노동이 크게 가시화되고 있다. 따

라서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밤 12시 50분에 끝나는 새벽의 사물 모빌리티를 위

한 노동은 그 시간적 배경이 평균적인 노동시간대가 아니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상호작용을 만든다.

 22살의 여성인 면담자 B-2는 새벽 배송 노동 경험에 대해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일상이어야지, 건강을 많이 해치는 일인 것 같

아요.”라고 표현하였다. 실제로 새벽 배송이 일상화되고, 물류의 양이 급증하게 되

자, 배송 중에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 배달 노동자가 1년 새 6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했

다(정진영, 문수정, 국민일보, 2021. 03). 심야의 노동이 건강악화와 과로로 이어

3　물건들이 담기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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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새벽 배송이 비인간적이며 없어져

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인 배경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동의 주요한 요건이 되기도 한

다. 낮의 시간에 업무, 돌봄 노동, 생활 등을 하고 이를 수행한 후에야 노동할 수 있

는 사람들은 일과시간 이후의 노동이 필요한 것이다. 30대 대학원생인 면담자 B-3

는 컬리의 하프타임(5시간 업무)을 장기 경험하고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이다. 그

는 “수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 학업에 지장 없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이거

(마켓컬리 하프타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물류센터보다 컬리가 덜 힘들고

요. 새벽이라 힘들거라곤 하는데, 제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업무예요.”라고 말했

다. 

인터뷰이 A-1은 실제로 컬리에 학생이나 투잡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며 특히 육

아를 하는 주부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갔던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고 

숙제를 봐주고 나서 출근이 가능한 업무인데, 업무 강도는 세지 않는 일자리는 컬

리밖에 없다고들 하세요.” 이처럼 인터뷰이 B-1과 B-3역시 실제 컬리 업무를 했

을 때 4~50대 여성분이 많았다고 회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각광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필요가 점

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새벽의 노동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는 개인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일자리이다. 그러나 노동의 시간적 배경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리듬을 해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새벽 노동을 고려

한 휴식시간 및 보상에 대한 진중한 숙고를 통해 새벽 노동의 질적 개선과 도시적 

규범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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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는 전산과 모바일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기 때문에 

수령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배달자의 위치는 모바일에 투

영된 지도위의 '점'으로 표상되며, 공공공간인 도로 위에서 메시지로 목적지를 지

시받는 순간 위치한 '점'이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공공공간 위에서 노동이 시작되

고, 이는 곧 노동의 공간적 배경이 된다. 이때 배달자의 장소 인식은 그 움직임의 

경로에 따라 형성되어 재 영토화된다. 배달 노동자는 길을 계속 변화하는 시작지

점과 도착지점을 연결하는 모빌리티의 축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 이동의 경로가 

축적된 길은 고도로 '이동적인' 흐름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도로를 비롯한 도시의 공적 공간이 이동 경로로 사용됨으로써 공간은 무

장소적, 비장소적 성격을 갖는다. 장소성은 반복적인 공간 경험에 따른 정서적인 

애착과 정체성으로 형성되며 다른 공간과 구별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형성된 공

간의 장소성은 시간의 축적과 함께 행위자와 계속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유대를 

만든다(Relph, 2005). 그러나 사물 모빌리티의 '이동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은 고정된 경험과 반복된 애착 경험이 아닌 흐르는 공간으로 스치듯 경험된

다. 또한, 도시의 경제성, 기능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은 공간의 족적과 서

사가 상실되며 무장소성(Placelessness)1(Relph, 2005)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한편, 도로는 공간적 이동성의 무대이므로 행위자와 이동이라는 계약관계를 맺고 

일시적이고 새로운 정체성(Auge, 2017)을 갖고 비장소2(non-place)적  특징을 갖

는다. 또한, 서사의 축적 없이 이동과 자본의 교환, 빠른 의사소통과 같은 일시적이

1 인본주의 지리학자 Edward Relph에 의해 제안되는 단어로 장소를 내적 경험의 축적과 긍정적
인 유대를 통해 형성되는 근원으로 보고, 현대사회에 이러한 장소가 사라지는 장소상실 현상을 뜻
한다(Relph, 2005). 

2 Auge가 제안한 단어로 공간의 족적, 서사 및 관계가 상실되어 인간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공간

(공항, 대형 쇼핑몰 등)을 뜻한다. 또한 전통적인 장소, 인류학적 장소로서 Relph의 무장소와 유사
하지만, Auge가 말하는 비장소에서의 상호작용은 전통적 장소에서의 상호작용과 다를 뿐 새로운 
장소성의 인식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 2절 이동: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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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끊임없는 행위가 일어나는 도로는 '타자의 공간'이자 '스펙터클로 구성된 공간'

으로 작용하는 비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로는 비장소적 특성에 따라 '환승의 

공간', 스치는 공간, 또한 사이공간으로 기능하며 일시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존재인 배달 노동자는 목적지와 출발지에 의미를 부여하

지 않는다. 그들에게 고정된 거점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일시적으로 공간을 인식

하는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동선인 도로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

다. 사물 모빌리티 노동은 제한시간에 더 긴 거리를, 더 많은 횟수의 배달을 수행

하는 것이 이해(利害)에 맞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과속하는 등 비제도적 

전략을 통해 ‘도로’ 위에서 만나는 행위자들과 특수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

라서 도로는 배달자의 휴게공간이자 대기 공간으로 다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

이공간이다.

 면담자 C-1은 배달자들을 위한 사무실은 존재하지만, 화장실과 아주 일시적인 

휴게공간의 역할만 하므로 외부에서 연속해서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는 차라리 외

부공간, 공공공간을 더 사무실처럼 사용한다고 말한다. 면담자 C-5 또한 회사에 

 그림 4-6 도로, 공적공간을 사물 모빌리티의 운용을 위해 사용하는 배달자<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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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지 않은 라이더의 경우 별도의 화장실이나 비를 피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방된 공공화장실이나 전철역에 의존하는 현실을 토로한다. “배달 어플 내

에서 화장실 정보가 제공되지만, 어플에 나오는 대부분의 개방 화장실은 실제로는 

잠겨있거나, 사용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사들끼리는 우스갯소

리로 용변을 참는 것 역시 전문라이더의 중요한 소양이라고들 해요. ” 

이러한 현상은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들에게 도로는 실제로 '이동하는 공간'을 넘

어 '노동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은 아직 이러한 관계변화를 '계

약'으로 수긍하지 않고 '환승의 공간'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적 공간 '

계약'의 불협화음은 배달자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생리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한다(국민일보, 2021. 09.03). 

이에 따라 공적 공간 및 인프라를 다른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역공간화가 일어

난다. 이에 도로는 사적 공간의 규범도, 공적 공간의 규범도 따르지 않고, 애매한 

또는 혼재된 행위가 일어나는 역공간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2020년 하반기 배달원 취업자 수는 약 39만 명으로3, 전년도 대비 11.8%가 늘어

난 반면 도시의 인프라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물을 전달

3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파트너 등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새벽배송
배송기사의트럭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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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39만 명을 위한 휴게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배달자들은 전철

역 화장실, 공원의 벤치와 같은 공공공간을 사적 목적으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며 

역공간화한다. 이렇게 역공간화된 도로는 행위자의 공간 경험을 혼재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도시 공간의 유동성을 높이며 도시의 경계를 가변적으로 만들어 탈경

계 도시로 기능하게 한다.

 도시의 공적 공간의 역공간화는 특히 사물 모빌리티의 정차 단계에서 심화된다. 

공적공간에 배달을 위한 '정차'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교통 시설의 사용패턴

이 승용차 운전자와 배달자 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승용차, 보행자, 자전거를 기

준으로 계획된 도시교통(2030서울플랜, 2014 :115)은 배달자의 요구와 맞지 않는

다. 사물 모빌리티는 빠르게 수령하고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길어야 10

분 정도의 정차’를 주로 한다. 또한, 빠른 이동성이 곧 그들의 수입원이자 노동이기

에 주ㆍ정차에 도시가 지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공 

자전거 거치대에 바이크를 주차하거나 보행자를 위한 포장도로에 탑차를 주차하

는 행위는 공공 인프라가 사물 모빌리티 노동을 통해 달리 쓰이고 있는 역공간화

의 행위경관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공간의 시간적 배경을 새벽이라는 특정 시간대로 변환하면, 

사물 모빌리티를 위한 도시의 인프라 스트럭쳐는 매우 사물 모빌리티에게 우호적

으로 환원된다. 사물 모빌리티가 이용하는 도시의 주된 인프라인 교통 인프라는 

특정 시간에 행위자가 몰리는 시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시민이 이동하

고, 보행하고, 도시의 인프라를 점유하는 시간대는 주간이므로 새벽의 시간대는 

인프라의 사용자가 확연히 줄어든다. 따라서 샛별 배송시간의 도시 인프라는 또 

다른 리듬을 가진 공간이 되며, 샛별 배송을 위한 사물 모빌리티 컨테이너들은 제

약이 최소화된 도시 인프라를 횡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마켓컬리 배송의 시간적 배경은 앞서 1절에서 인터뷰이 A-2가 언급한 

것처럼 지방 물류센터의 증설 없이도 샛별 배송을 기존 물류센터가 있는 수도권과

는 먼 거리에 있는 대구, 경남 등의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111-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절대적이지만 교통체증과 같은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

수들이 사라진 새벽의 시간대는 지정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뿐 아니라 도로에서 

마주치는 모빌리티의 리듬을 흔드는 불확실성의 변수들을 저감한다. 이는 사물 모

빌리티 노동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용이한 과정으로 만든다. 

소비자를 비롯해 모든 행위자가 잠드는 새벽이라는 시간은 모빌리티가 가장 부동

적인 시간이다. 이 부동적 시간 선에서, 부동적이기 때문에 가장 쾌적한 인프라 스

트럭쳐의 상태로 도시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므로 역설적으로 이동성을 최대한 확

보한 채 사물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새벽이라는 시간대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돈과 같은 재화로 시간을 적극적

으로 구매하는 배경이 된다. 또한, 낮에 수많은 사람이 점유하려는 도시의 자원들

은, 밤이라는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수용성을 가지며, 배달자가 체감하는 

도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면담자 C-2는 마켓컬리에서 제공하는 탑차를 통해 

새벽 배송을 하는 배달원으로, 새벽 시간대의 공공도로로 모빌리티 동선이 구성

된다. 마켓컬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그가 담당하는 지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잘 포장되어 넓은 차도와 적정 조도로 차도를 비춰 위협 없는 야간운행을 

경험한다. 

하루에 적으면 30곳, 많으면 50곳의 현관문에 방문해야 하는데, 보통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밀집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에 속한 여러 세대를 

방문한다. 그가 느끼는 도시 인프라는 매우 쾌적하다. 새벽의 도로는 차량도 보행

자도 많지 않기에 교통체증도, 위험도 파격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배송을 위해 지

상 도로에 잠시 주정차를 해도, 시간대의 영향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보행자가 없

다. 

 시간이 가진 비대체성과 경직성과 같은 특성들은 새벽이라는 비통상적 시간대로

의 확장을 통해 보다 유연해진다. 이에 따라 배달자는 ‘시간선택’을 할 수 있게 되

고, 어떤 행위를 언제(When) 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확장되는 것이다(Kreitzman, 

200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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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마켓컬리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자인 지입 기사인 인터뷰이 C-2

는 새벽이라는 시간대에는 차를 어디에나 주 정차 해도 욕을 먹지 않는 점이 편리

하다고 하면서 낮의 배송과 밤의 배송을 비교하였다. 배달지와 조금이라도 더 가

까운 곳에 정차해야 배달이 빠르고, 힘도 덜 드는데, 낮에는 주정차 단속이나 국민 

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이 정차를 어렵게 만든다

는 것이다. 반면 새벽에는 어디에 얼마나 정차를 해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두 개의 택배를 전달하는 경우, 운전석의 문을 잠그지 않고 내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또한, C-2는 ‘보통 택배기사들은 단독주택이나 저층인 빌라를 더 좋아한다.’라

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은 승강기 대기시간이 매우 길고 낮의 경우 승강기를 사용

하는 사람들이 많아 배달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새벽에는 확

연히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매우 단축된다고 

한다. 이처럼 새벽이라는 시간대에 사물 모빌리티 동선 위의 공간을 점유하고 관

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자, 사물 모빌리티 전달자들은 쉽게 인프라를 누리면서 이

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배달자는 이동 동선을 '흐름의 공간'으로 체감하며 각 경계

가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고 접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현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마켓컬리 서울 복합물류센터에서는 지입차량이 

600개, 직영 차량이 100대 운영되고 있다. 마켓컬리의 배송기사들은 상품 분류, 

상차가 완료되는 오전 1시에 배송을 시작한다. 물류센터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몇

백 명이 노동하던 고정된 좌표에서 개인화된 탑차로 노동의 공간이 이동하는 것이

다. 게이틀리가 자가용을 자기만의 작은 배(Gately, 2016: 113)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택배 노동자의 탑차 역시 하나의 ‘노동의 공간’이자 ‘내밀한 공간’이다.

C-2는 거의 온종일 타고 다니는 그의 탑차를 ‘집보다 편한 공간’이라고 표현하였

다. 새벽 배송이 새벽 1시부터 시작해 평균적으로는 5시~6시 이내에 끝나기 때문

에 탑차 안에서 노래를 틀거나, 식사하거나, 피곤할 경우 쪽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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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이크 위에서, 택배 탑차 안에서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사물 모빌리티 노동

자들은 일종의 이동적 거주를 하는 셈이다. 배달 노동자의 이동적 거주 현상은 공

공공간과 도시계획이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방증한다. 

 이러한 배달자의 노동 공간은 계속 빠르게,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 속 도시는 공간의 인지를 돕는 랜드마크

(Landmark)가 가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항시 유동하는 '이동적 거주' 공간과 새벽

이라는 시간적 조건은 행위자의 실제 공간 인식 능력을 약화하고, 모바일 속 지도

에 의존하게 한다. 

배송기사인 면담자 C-2는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코너에 정

차하고 물건을 끌차에 담는다. 이 과정에서 사물이 적합한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

도록 마켓컬리의 시스템 단말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물에 부착된 송장을 스

캔한다. 송장은 배송기사가 지정된 공간에 위치하는지 주소의 확인을 재차 하게 

한다. 그는 하루에도 “몇 개의 비슷한 아파트를 계속 보고” 새벽 시간대라 이정표

가 될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아서 모두 비슷한 공간인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면담

자 C-2처럼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들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공간과 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마켓컬리의 배송지 재확인은 특정 공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지

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인 것이다. 

그림 4-8 
배달자가 좌표인식을 하는 어플
<연구자 촬영>

 한편 배달자는 항상 새로운 지역에 빠른 배달

을 하기 위해 배달자는 길 찾기에 공을 들이는데, 

이 과정에서 GPS와 네비게이션에 의존하게 된

다. 배달자가 주요하게 지리적 인식을 하게 되는 

매체는 네비게이션이라는 디지털화된 지도이다. 

이러한 디지털 지도에 대해서 Matsuoka(2017)

는 로컬화, 리얼화, 내비게이션화, 유비쿼터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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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개인화와 같은 설명과 함께 개인의 신체를 초월해 개인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과 사물 모빌리티의 발달로 개인의 경관 인식은 전체적이거나 사회적 혹

은 세계적인 인식을 벗어났다. Matsuoka(2017)의 언급처럼 GPS로 위치가 고정되

는 모바일 지도 위의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고, 개인의 시선은 따라서 ‘지금, 여기’

에 고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teyerl(2016)은 이를 인간이 전지적 시야각에 익숙해지면서 기

존의 시점들이 힘을 잃었다고 보았다. 르네상스 시대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

(Perspective)을 발명하며 강력한 시각적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것 처럼, 드론

(Drone)과 모바일 속 구글 맵(Google map) 속의 전지적 시점은 또 다른 지리지각

의 강력한 시각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속의 지도가 모바일이라는 수단 안에서

만 투영되면서, 배달자의 공간적 인지 영역은 오히려 스마트폰 액정으로 제한된

다. 모바일에 투영되는 지시된 방향, 이동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도착지에 도달

할 수 있으므로,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이 스마트폰 자체로 단편화되기 때문이다

(Matsuoka, 2017). 또한  스마트폰 액정 안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좌표에 의존하

기 때문에, 배달자에게 도시경관은 모바일 속 데이터에 의해 ‘대리체험’되고, 네비

그림 4-9 배달자를 
관리하는 GPS 관제망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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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션(Navigation)화 된다.

 이후 대리 체험된 경관은 도착지 인근으로 가면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게이트

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현관까지는 모바일 맵이 안내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메커

니즘으로 배달자가 직접 신체로 인식하는 경관은 주거시설의 큰 게이트에서 시작

된다. 요컨대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정면(正面)인 파사드

(Facade)에서 네비게이션의 경로대로 잘 왔는 지 배달자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도시 아파트의 외관이 비슷비슷해서 도착지를 찾기 힘들다는 C-2의 말처

럼, 모바일 맵으로 도시경관을 인식하는 빠른 모빌리티의 도시에서는 물리적 경관

의 인식 요소로 뚜렷이 구별되는 파사드가 중요해진다. 

 다음으로 도착한 파사드의 안에서는 지도 없이 기능적인 공간의 체험을 시작한

다. 지시된 층의 지시된 호수를 찾아 승강기를 타고, 고객의 문 앞에 찾아가는 과정

은, 배달자의 신체에 의존해 인식하는 공간 경험이다. 또한, 오배송을 방지하기 위

해 배달자는 비슷한 현관문 사이에서 호수나 명패와 같은 작은 정보 값으로 수령

그림 4-10 전통적 경관인식과 택배도시의 경관인식 변화

지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

간은 앞선 아주 긴 배달의 동선과 

비교해 역설적으로 공간을 인식하

기 위해 배달자의 온 촉각을 곤두

세우는 시간이 된다.

 이처럼 경관을 네비게이션과 모

바일 맵으로 대리체험하는 이동 동

선부터 배달자가 자신의 신체를 사

용해 공간을 체감하는 고객의 현관

문까지의 과정은 모두 배달자가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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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물 모빌리티 스케이프(Mobility Scape)의 경험이다. 현관문 앞에 사물과 함

께 고객의 사적 공간의 경계에 도착한 순간, 고객과의 접점이 생기며 도착의 경험, 

수령의 행위경관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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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이 고객의 집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하는 노동 공간인 탑차가 정

차라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차가 멈춰 서서 사물의 목적지로 가져가기 위해 내려

지는 과정은 배달자가 가장 큰 장애를 겪는 순간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게이

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입장권’, 혹은 ‘사용권’의 명목으로 진입에 

갈등이 일어난다. 사적 공간의 문들은 기본적으로 배달자라는 낯선 이에게 우호적

이지 않은 '비환대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착지에서의 배달자의 동선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먼저 배달자는 거주

지의 경계공간에 타고 온 모빌리티 수단을 주차한다. 사물을 내려서 배달하기 위

해 선행해야 하는 신체적 행동이지만, 모든 경계공간이 모빌리티의 주차를 허가하

진 않는다. 지상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거나 바이크의 통행이 금지된 공동주택의 

입구부가 그렇다. 제도적인 금지 외에도 문주공간이 만드는 배타적 환경이 배달자

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대형 공동주택단지의 고급화 전략으로 1층이 공원화된 공동주택이 계획되면서, 

배달자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였다. 차량의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오직 보행자의 이동만 가능하도록 공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시설과 보행로로 조성된 아파트 1층에는 지상 주차장과 지상 차량 동선이 부

재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먼저 택배는 지하 동선을 사용하고, 배달은 오토바

이를 지정된 지점에 주차해야 한다. 택배기사가 지하 동선을 사용하기 위해선 지

하주차장 출입구가 택배 탑차의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문제는 일반 자가용 차량

의 높이와 물건을 가득 채우고 다니는 택배용 탑차의 높이가 다르고, 지하주차장

의 층고는 자가용에 맞춰져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사물 모빌리티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8년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안이 공표되며 지상 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택배 차량의 진입을 

제 3절 도착: 입구와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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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 2.3M 이상에서 2.7M로 설계지침이 변경되었다. 이는 1990년 정해진 

2.3M라는 기준이 택배 도시의 사회변화에 따라 무려 2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기 

건축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의 상당수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3M 높

이이다. 입법 이전에 건축 승인이 된 공동주택의 경우 여전히 낮게 설계되기 때문

에, 택배 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탈피하기 위해 공

동주택의 공간관리자와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지상은 차량

의 통행을 막는다는 공간 규범을 유지한다. 또한, 사물을 배송받는 기능에는 이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기사의 차량을 저상(저장고가 1.5M 안팎의 높이인 차량)

으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자료(2017)에 따르면 택배회사에 소속된 전국 택

배 차량은 약 42,148대 있으며(2016. 12 기준), 쿠팡, 마켓컬리 등 각 플랫폼 회사

에 소속된 차량을 포함하면 약 50,000대가 넘는 택배 차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중 98%는 높이 2.6m 이하이기 때문에 변경된 설계지침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전에 설계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탑차가 진입할 수 없다. 이

러한 물리적 제약 때문에 배달자가 물품을 직접 이동시켜 신체적 부담이 높아지면

서, 배달자의 배달 거부, 정문과 같은 일정 지점에 택배를 놓는 등의 조치가 일어난

다. 

이에 따라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또한 이동해야 하는 수령자의 불편이 갈등을 만

들어 소위 ‘택배 대란’이 일어나는 형국이다(연합뉴스, 2021.04.04). 아파트 측은 

택배 차량을 현 조성된 지하주차장의 높이 기준에 맞게 개조할 것과 안전상의 이

유로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지하주차장의 통행만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 탑차(2.5M 

이상의 높이)의 높이를 낮춰야 하고, 낮춘 탑차는 물건의 적재량이 적어지고, 작업

하는 신체가 낮아진 차체에 맞게 억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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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2021)은 직립의 본능을 가진 인류를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1라

고 표현하며 직립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직립은 인간의 본능이며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징적 동작이다. 그러나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원하는 공간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물 모빌리티 노

동자가  호모 에렉투스임을 포기하고, 굽히는 자세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상 택배차량의 저장고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 평균 키인 1.74M(국민건강보험

공단, 2019)보다 0.24M 낮다. 기존 탑차의 저장고 높이인 1.8M에서는 허리를 펴

고 직립(直立)하며 일할 수 있지만, 1.5M의 저상 저장고에서는 필연적으로 허리

를 굽혀 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물류 전성시대’에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노동하는 몸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게다가 저장고의 높이를 낮춘다는 

대안은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한다. 차체를 낮추기 위해 저탑 차량으로의 교체비용

이 들기 때문이다. 

택배기사 중 저상 택배 차량을 운영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제도로 묶여 노동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개조 비용 역시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들이 

1 똑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를 뜻한다.

그림 4-11 저상탑차와 일반탑차의 높이 비교<출처: 연합뉴스, 2021.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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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입주민의 요구 수용에 따른 비용을 배달자가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과 편의가 반비례하는 조건에서 택배기사들이 특정 공간의 규범

을 위해 노동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다. 

 결국,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주문한 택배는 택배 노동자들

의 비용부담과 물리적 접근의 거부를 이유로 아파트 단지 앞에 놓이게 되었다. 여

기서 이차적인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문자와 배달자 간의 갈등이다. 주문한 

택배가 기대했던 본인의 문 앞이 아닌 누구나 물건에 접근 혹은 훼손 가능한 공공

공간에 놓이자, 주문자의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것이 택배기사의 본업이지 않으냐며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물 모빌리티를 둘러싼 두 행위자 집단의 갈

등은 아파트 입구에 1000여 개의 사물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물건을 더 많이 배달해야 하는 택배기사와 안전이 우선인 주민

들, 택배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와 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공간들,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택배회사는 사물의 전달 과정에서 도시가 갈등하는 

그림 4-12 택배대란 <출처: 뉴시스, 202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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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이는 도시의 주요한 거주행위인 건축과 도시계획이 사물 모빌리티를 위

한 건조 환경과 시스템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특정한 갈등상황이자 사물 모

빌리티 시대에만 발생할 수 있는 행위경관이기도 하다.

  면담자 C-3 역시 배달 중 배달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건조 환경과 마주한 경

험을 토로하였다. 배달기사가 된 지 4개월 차인 C-3는 3배 차2를 하기 위해 3개의 

음식을 바이크 뒤의 배달통에 넣고, 제일 근접한 서울시의 한 고층 오피스텔로 들

어가려 했다. 도착한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면담자는 수령자

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차선책으로 오피스텔 관리자를 호출해 한참을 

기다려 공동현관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면담자가 11층인 목적지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려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승강기 앞에 종이가 하나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

다. 승강기가 혼잡하니 배달원들은 계단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다. 11층까지 계단

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C-3는 오피스텔 관리자와 대화한 후 승강기를 써서 배달

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10분이 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

었다. 이에 세 번째 수령자는 부득이 식은 음식을 받게 되었다. 

이에 C-3는 이러한 경험들이 사적 공간에 고정된 거주자에게 배달자가 얼마나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인식하게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동현관문, 승강기

의 문, 거주자의 문 등 잠겨있는 문들에 심리적으로 배제된 기분을 받게 한다고 밝

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대면 시대에 중요하게 필요한 배달자를 직접 선택

해 주문을 결정한 소비자조차 역설적이게도 반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사

물만을 반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계부는 사물 모빌리티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

을 하므로 때로는 갈등의 공간이 된다. 빠르게 그리고 용이하게 배달을 마치기 위

해 주정차를 하려는 배달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공동주택 관리자와 거주자는 공간

을 다시 한번 더 비환대의 공간으로 만든다.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의 경우, 도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

2 3개의 각기 다른 배달지의 음식을 한꺼번에 배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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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인해 비환대의 공간은 '무관심의 공간'이 된다. 이는 공간의 관리자, 거주자 

등 규제를 가하는 행위자의 감시가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지닌 

비활동적, 비통상적 특징은 시공간 안 행위자의 수를 줄이고, 그 행위 역시 불철저

하게 만든다. 

이러한 새벽의 무감각한 특징으로 해당 시공간의 행위자는 비제도적, 비규범적, 

그리고 변칙적인 행위전략을 수행한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갓길 주ㆍ정

차 금지 등 공동주택의 문주 안의 규범들은 샛별 배송의 시간에 준수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승강기의 장시간 독점 등 공간의 독점적 점유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한, 외부인으로서 게이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관리자의 확인 절차도 생략되거나 

간소화된다. 또한, 배달기사 간 비밀번호의 공유, 느슨한 관리자의 확인 등은 문주

(門柱) 공간의 제도가 시간대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주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모든 면에서 배달에 용이한 시간적 배경은 아니다. 

예컨대, 한 배송기사는 하루에 평균 30~50개의 소비자에게 사물을 전달한다. 마

켓컬리의 배송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은 권역을 기준으로 배송기사가 가장 효율적

으로 배송을 마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같

은 동네를 기준으로 묶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는 거리는 길지 않으며 새벽에 

운용되기 때문에 교통인프라의 수용력을 개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새벽이라

는 시간적 조건으로 마켓컬리의 배송기사들은 도로에서 멈추는 시간이 낮과 비교

해 짧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갈등도 매우 적지만 같은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

달하는 과정에서 장벽을 경험한다.

이러한 장벽 경험은 공간의 관리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진입하는 경계에서 배달자는 이방인으로 인식된다. 이방인 신분인 

배달자는 닫힌 공간을 열거나, 내부의 공간을 사용할 면허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개방적이지 않은 닫힌 경계는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새벽은 수령자가 수면 등으로 배달자의 피드백에 반응할 수 없는 시간대이기 때

문에 이방인인 배달자가 비대면을 유지한 채 할 수 있는 일은 공동 현관이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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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맡기는 것이다.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이동의 동선을 인프라의 가용성이 

높은 '흐름의 공간'이자 '통과 이동의 공간'으로 만듦과 동시에 이방인인 배달자에

게 경계공간을 넘지 못하는 '벽'으로 경험되게 한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거주자와 관리자과 같은 행위자에 의해 구현되는 문주 공간

을 넘어서면 이제 사물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적 공간인 현관으로 진입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물의 배달은 1시~저녁 9시인 

정규 배송시간에 맞춰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가구가 개인화됨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생업으로 사적 공간을 

비우는 것이 일상화된다. 2021년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23,383,689세대(행정안

전부, 20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였다. 각 가구

원은 통근, 통학하며 일과시간에 주거공간을 비운다. 일과시간을 끝내고 온 수령

자에게 사물의 전달 과정은 문 앞에 방치된 식료품을 부랴부랴 챙기는 경험이 될 

그림 4-13 문앞에 방치된 사물들<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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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은 것이다.

 반면 마켓컬리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배송의 시간대로 지정해 가구원이 사적 공

간을 비우기 전에 사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자마

자 기다리고 있는 사물들은, 수령된 식료품을 바로 적정 온도 속에 유지할 수 있다

는 신선도 유지 측면과 아울러, 기다림의 시간 없이 문을 열면 존재하는 물건이라

는 점에서 현관문이라는 경계의 의미를 '통과하는 공간'에서 '집의 일부'로 변화시

킨다. 

다시 말해 주간배송 시 현관문의 의미는 행위자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공적 공

간과 사적 공간을 드나드는 '동선의 경계'이고, 행위자는 그 동선상에서 사물을 수

령한다. 그러나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에서 현관문의 의미는 '사적 공간 내부'이

며, 그 안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것은 곧 사적 공간인 '집안'의 공간 경험이 된다. 

면담자 E-1은 “자취하는 직장인이라 아침~저녁까지 집을 비우는데 택배 배송은 

시간을 지정할 수 없고, 신선식품의 경우 녹거나 상할 염려가 있어서(택배를 사용

하지 않았어요). 새벽 배송은 출근 전 일정한 시간에 수령해 냉장고를 정리하고 아

침을 차릴 수 있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며 주간배송과 새벽 배송의 

경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인터뷰이 E-2 역시 마켓컬리의 사물을 수령하는 경험을 마치 “(호텔의) 룸서비

스를 받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며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두근두근 상자를 들고 집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참 기분 좋아요. 택배는 원래도 설레는 물건인데 문을 열면 

바로 있다는 게... 출근 전에 받아서 하나하나 뭐 샀지 곱씹고 이걸로 뭘 해야겠다

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게...(좋은 것 같아요)"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샛별 배송이라

는 시스템은 사물을 사적 공간 내부에서 수령하는 경험으로 전환하고 현관문의 의

미를 보다 친밀하고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수령된 사물은 사용을 위해 언박싱(unboxing)3을 위해 그림 4-15처럼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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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 등 부자재를 떼어내는 작업을 거쳐, 박스라는 포장재를 벗기게 된다. 사물은 

‘택배’로서 다시 이름 지어지고 배달자를 통해 이동하게 되면서, 반드시 포장재를 

입어야 한다. 사물 모빌리티라는 현상에 따라 매장에서는 그저 재사용이 가능한 

그릇에 놓이던 식품들이 이동성을 갖기 위해 이동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렇게 식료품들이 ‘사물’로 취급되어 물류센터에서 분류의 대상이 되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파손을 방지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고,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이동시키기 용이한 형태의 외피를 입어야만 한다.

신선식품의 배송은 구매한 물품의 보관 온도에 따라 상온, 냉장, 냉동으로 포장재

나 부속품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1주일 치 식재료와 같이 다양한 식료품을 주

문할 시 각각 다른 상자에 담겨 배송된다. 식료품을 구매하는 사물 모빌리티의 소

비자들은 배송 서비스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포장재를 처리해야

만 한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처리하기 번거로울 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

아지는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부담(Burden)을 지우게 된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에

3 구매한 사물의 포장재를 여는 과정을 일컫는 말로, 주로 SNS에 소비행위를 전시, 구독자가 이를 
간접 체험하는 컨텐츠를 의미한다. 이러한 언박싱 컨텐츠의 부흥은 현대사회에 택배상자를 여는 

행위가 지닌 의미가 매우 중요함을 드러낸다. 

그림 4-14 마켓컬리에서 배송된 물품과 포장재를 뜯는 과정<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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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티로폼 박스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초기 마켓컬리의 상품들 역시 사물 

모빌리티 운용 과정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외피로 착용했다. 그러나 환경과 소비자

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페이퍼 챌린지(All paper Challenge)를 하게 되

고, 이에 따라 모든 포장재가 친환경으로 변모하게 된다. 스티로폼 박스는 환경에 

치명적으로 부담이 되는 물질이지만 보냉의 기능은 탁월하므로, 그만한 보냉력을 

가진 소재를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초기에 단일재료의 대체가 아닌 

종이박스에 보냉을 위한 보냉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이를 분리해야 하며, 분리하지 않으면 재활용

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특수코팅을 한 종이박스

를 개발, 포장계에 ‘컬리 컨디션’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이 되

고 있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종

그림 4-16 마켓컬리의 올페이퍼 챌린지 <출처: 마켓컬리 홈페이지>

그림 4-15 배달과 택배로 산더미처럼 쌓인 스티로폼 박스<출처: 동아일보, 2021.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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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용해 사물 모빌리티를 사용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포장재의 처리 문제

에 따른 자연에 대한 죄책감 역시 경감한다. 이는 빠르게 그 물량이 늘어나는 택

배 사회 속에서 사물 모빌리티를 지속 가능하게(Sustainable) 만드는 새로운 기준

이 된다. 이러한 올 페이퍼 챌린지는 컬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심리에 상당한 영

향을 준다. 인터뷰이 D-1(40대)은 “보통 아이스팩은 사용 후 일반 쓰레기로 버려

야 해서 사용하기가 꺼려졌었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쓰레기가 많

이 나오는 것도 싫어서요. 마켓컬리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이 물이라 그대로 잘라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라고 응답한다. 

 컬리는 또한 산지에서 직송된 식료품을 포함한 물건들을 물류센터로 입고, 합쳐

서 포장하는 형태로 배송하고 있다. 생산자가 직접 따로 배송을 보내 모든 물품이 

개별 포장된 플랫폼과는 포장재의 양이 다르다. 합 배송되는 물건들은 냉동과 상

온, 냉장과 같이 보관 온도에 따라 구분되어 적합한 포장재와 온도 유지재와 함께 

배송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물 모빌리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포장재

의 양을 줄인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 온도유지를 위해서는 박스가 나뉘어야 하

고, 냉장식품 10개와 냉동식품 1개를 주문하면 박스가 두 개 오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보냉력을 가진 다회 사용 박

그림 4-17 마켓컬리의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문 앞에 놓는 소비자<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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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인 퍼플박스가 런칭된다. 퍼플박스를 고객이 문 앞에 놓으면, 종이박스조차 없

이 물건을 그 안에 넣어주는 서비스이다. 컬리 관계자 A-1은 이에 대해 “경쟁업체

의 다회용 박스도 보냉이 되는지 아닌지 고객님이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

시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거기에 배송을 해드려요.”라고 말한다.

상자에 담긴 사물이 수령자의 손에 의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경험의 재현'으

로 사적 공간인 집의 공간 경험이 변화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물 모빌리티, 특히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물 모빌리티는 마치 스마트폰 액정 안에 아름답게 

진열된 물건을 손가락 터치 한 번에 내 옆으로 구현하는 경험으로 재현한다. 따라

서 물건이 이동하는 시공간적 배경은 도시의 인프라, 물리적인 이동범주를 초월해 

실제 존재하는 공간 경험의 재현까지 가능케 한다. 사물이 내포한 공간적 경험은 

모바일 이미지라는 가상공간에서 '집'이라는 내밀하고 가장 실존적인 공간으로 이

동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마켓컬리의 서비스 모델은 아주 꼼꼼한 기준을 가진 누군가가 ‘나 

대신 장을 봐 준다.’라는 것이다. 마켓컬리의 어플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나의 집 문 

앞으로 ‘장’이 도착한다. 이러한 특정 시공간 경험의 재현은 상업의 공간의 장소적 

경험 역시 재현한다. 가령 지역의 유명한 맛집, 소위 핫플레이스(Hot place)는 특

정한 장소 인식을 구현하는 랜드마크로 기능한다. 이러한 가게들은 프랜차이즈라

는 형태로 공간의 특징을 복제하지 않는 이상, 공간적 거점이 좌표에 고정되어 있

다. 그러나 컬리를 비롯한 플랫폼이 지역 맛집의 상품을 RMR(Restaurant Meal 

Replacement)혹은 밀키트형 HMR(Home Meal Replacement)로 출시하자, 지표

에 고정된 경험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을 극복한다. 

한편 장소성을 구현하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시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실존하는 거주공간으로 이동하는 유동적 특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

리를 애용하는 인터뷰이 E-2는 이러한 맛집 RMR과 상품 설명의 내러티브를 작

성하는 방식이 마켓컬리가 다른 플랫폼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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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100년 이상 영업한 가게의 음식을 테마로 기획전을 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불고기의 역사와 같은 문장을 가지고 홍보를 했던 게 기억나요. 마치 여

행기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의 여행가기가 어려워지니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지역에 고정되어 비대면 사회에 특히 접근, 경험하기 힘든 특정 좌표의 

식품 경험은 컬리와 같은 플랫폼과 사물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으로 이동된다. 경

험이 사물로 이동되어 집 문 앞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또한, 컬리 관계자인 인터뷰이 A-1은 서래마을의 톰볼라라는 가게를 예로 들며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톰볼라 사장님이 가게 2층 공장에서 피자를 구우시

면 바로 급속냉동을 해서 보내주세요. 컬리는 차량부터 냉장 냉동인 풀 콜드 체인

(Full-cold-chain)이기 때문에, 이 기술 안에서 톰볼라의 피자는 서래마을 그 맛 

그대로인 거죠.” 

이러한 사물 모빌리티 전달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즉 

기존 도시계획이 엄격하게 구분하던 주거와 상업공간의 구분은 오프라인 상업공

간의 기능 축소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사물 모빌리티에 따라 좌표에 고정

된 공간이 아닌 경계적 공간이 중요해지는 동시에 각 경계의 구분은 상호 침범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된다. 상업공간의 물자공급이라는 핵심 기능은 이동하는 사

물, 물자로 이동하고, 고정된 공간은 그 중요성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이는 근린상업, 나아가 근린사회의 존속이 흐려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도시구

조 속 상업공간의 변화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까지 되는 

사물 모빌리티의 증진을 통해 기존의 소비를 이루었던 대면 소비공간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도시에서 수행하던 근린의 물자공급이라는 특정한 가치가 변모하고 있

다. 이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근린 물자공급을 담당하는 대형마트들이 대면 

상업공간 중에서도 매장 철수, 매각 등으로 그 수를 줄이는 현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롯데쇼핑은 2020년에 오프라인 점포 200개를 폐점한다는 5년 계획을 발표

했고, 홈플러스는 2021년 기준 안산점, 대전 둔산점, 대전 탄방점, 대구점에 이어 

부산 가야점 폐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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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자 D-2는 배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업구역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배달비가 이동의 반경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반경 500

ｍ 이내 거리도 배달에 의존한다고 얘기한다. “코앞의 저 오피스텔에서도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대유행이 올 때마다 매장은 텅텅 이에요.” 그러므로 대면 장사를 하

는 음식점이 많이 줄어들고, 프랜차이즈와 배달 전문 매장(주방만 존재하는 음식

점)만 남았다는 것이다. 트위터 사용자 E-1은 역시 근린 해체의 현상에 관해 “아

니 와이어 하나 사는데 30분 거리의 대형마트에 가야한다. 대형마트에도 있을지 

모른다. 철물점들이 다 망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뭐 하나 사려면 모두 

인터넷 쇼핑을 사용해야 해.”라고 말하며, 현재 신도시에 거주하는 E-3도 “이 근

처에 문구점도 없어서 펜 하나도 텐바이텐(문구류를 파는 사이트)에서 사야 해요.”

라 토로한다.

그러나 대면 상업공간이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특성이 변할 뿐이

다. 실제로 전염력이 강한 COVID-19로 인해 2020년 대면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급변한 상황에서도, 역설적으로 2020년 인테리어업은 대호황이었다. 대면 소비공

간의 기능적인 측면들이 비대면 소비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대면 소비공간에

서는 추구할 수 없는 가치를 오프라인 상업공간에 기대하게 된 것이다. 그 가치의 

대부분은 Harvey(2019)가 파리를 통해 설명한 포스트 모던(Post-modern) 속 도

시의 물신화와 함께 도시가 제공하는 전시의 스펙터클(Spectacle)이다. 따라서 고

정된 좌표 공간의 상업공간은 스펙터클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다. 상업공간의 진화인 셈이다. 물자를 이동하는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나르기 

시작하면서 공간은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 

 인테리어(Interior), 파사드(Facade)를 비롯한 아웃테리어(Outerior)그리고 공간 

브랜드 형성의 중요성은 이러한 상업공간의 스펙타클을 강화하는 주요한전략이

다. 이에 따라 상업경관은 유행을 따르며, 그 유지 기간이 일시적인 성격을 갖게 된

다. 전국에 20곳이 넘게 조성된 카페거리인 –리단 길들이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인 예일 것이다. 애초 이러한 길의 원조인 경리단길은 이태원의 육군중앙경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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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해 미군들이 많이 방문해 특이하고 독특한 외관의 카페나 가게가 많았다. 이

후 SNS를 통해 소위 인증샷의 명소로 떠오른 경리단길은 빠르게 젊은이들이 체험

해야 할 ‘스펙타클(Spectacle)4’이 되었다. 이후 상업지로서 경리단길의 성공과 함

께 전국에 수많은 –리단길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힘입어 빠르게 탄생하고 소멸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가 된 자본의 ‘스펙터클’한 상업공간의 형성은 스펙터클한 공간에 

가서 공간에 대한 경험을 사진 찍어 전시 및 자랑하기라는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

에 SNS 가상공간 안에서 실제 스펙터클 공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다. 따라서 전

통적인 도시계획이 분할하는 상업과 주거공간의 기능적인 경계 역시 깨어지기 시

작한다. 공간에 대한 정보를 대면으로 취득하던 방식에서 특정 공간의 경험과 정

보를 SNS를 통해 경험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거주의 공간으로 사

용되는 주택을 상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잠식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오래된 가정집들은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 옛 풍경을 유지하되 외관은 카페로 변모

한다. 이처럼 상업 용도로의 변경을 통해 도시가 나누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

계는 전이와 침범이 상시 이루어지는 약동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4 Harvey(2019)가 물신화된 포스트 모던 도시, 전시의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도시를 설명하기 위
해 제시한 단어로, 그 자체로 전시(Exhibition)와 같은 높은 물신성을 띄는 공간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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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택배도시 행위경관: 미시ㆍ실천적 차원

 5장에서는 택배도시 내 행위자이자 시야각(Perspective)를 사물 모빌리티의 단계

마다 판매자와 구매자, 배달자와 통행자, 배달자와 소비자로 구분한다. 이후 사물 

모빌리티의 각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의 미시적인 관계를 포착한다. 먼저 

모바일 연결을 통해 상상된 현존을 해 직접 만나지 않는 구매자와 판매자, 같은 공

적 공간을 공간의 재현하는 통행자와 재현의 공간으로 만드는 배달자, 배달자에게 

부여된 출입의 라이센스와 안전을 위한 전략이 모순된 결과로 비대면 접속하는 배

달자와 소비자의 순으로 전개된다.

 2015년, 영국의 경제지인「The Economist」의 특집기사로 세상에 나온 단어인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너무나 보편타당한 존재가 되어, 그 없이 존속할 수 

없는 인류를 뜻한다. 최재붕(2021)은 2018년 대한민국이 ‘1인 1 스마트폰 시대’로 

진입했으며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이 선행함으로써 디지털 문명, 디지털 소비사회로 

발전할 것임을 서술한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는 이러한 스마트폰의 독

점과도 같은 미디어 점유 시대에 발맞추어 생각하는 방식도, 행동하는 방식도 달

라진다. 

 면담자 D-1은 외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스마트폰이 방전되지 않게 유

지한다.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식사하거나,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노

래를 듣는 다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표현

한다. 모든 일상의 매개체가 스마트폰인 그는 최재붕이 언급하는 포노 사피엔스의 

제 1절 모바일 연결: 구매자와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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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부합한다. 음식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창구도 오프라인의 상업공간보다는 

스마트폰 내 어플이 일상이 된다. 배터리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일단 불안해

진다는 그는 카카오 바이크와 같은 공유 모빌리티로 라스트 마일(Last mile: 도착

지로 향하는 마지막 대중교통 지점에서 도착지까지의 여정)을 이동한다. 생필품의 

주문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이러한 포노 사피엔스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고, 정보 선택

권을 개개인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의 축적은 이제 일방적으로 제

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되어 개인화된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은 정보의 개인화와 쌍방향 형성은 앱 내 맞춤형 광고, VOC(Voice 

of Customer), 리뷰라는 형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게 

한다. 

 모바일 네트워크 속에서는 데이터의 축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형성

된 빅데이터는 각 기업의 영업 전략의 기반이 된다. 이는 곧 포노 사피엔스인 소비

자의 요구와 행동 패턴이 기업의 서비스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보 기반

이 된다는 뜻이다. 마켓컬리가 운영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데이터 물어다 

주는 멍멍이' 역시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파악해 당일의 수요예측과 현재 주문 및 

재고량, 실시간 매출 등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한다. 말하자면 플랫폼들이 포노 사피엔스의 데이터를 자

동으로 취득해서 개개인에게 더 개인화되고 특정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뷰이 E-4는 마켓컬리 어플이 다른 장보기의 경험과 다른 이유로 자신에게 

꼭 맞는 물건을 추천해주고, 이전에 자주 주문했던 물건을 기억하게 한다고 말한

다.

"사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장은 봐야 하죠. 근데 뭘 살지 (모르겠는), 그럴 때가 많

잖아요? 뭐 먹고 살았는지도 기억 안 나고... 컬리 어플을 들어가면 내가 주문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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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내가 검색했던 물건들이 나와서 좋아요." 

이러한 개개의 구매자에게 맞춰진 정보들은 구매자가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넣

는 등 물건에 보인 반응이 쌓여 개인화된다. 정보의 개인화는 모바일 플랫폼이라

는 앱과 구매자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빅데이터가 정보화하는 소비행위의 

축적이다. 축적된 소비행위는 구매자가 다시 앱을 사용해 소비할 때 고객이 관심 

있을 만한 상품을 우선으로 보여주고, 이는 곧 소비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소비행위의 축적은 정보의 개인화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매자의 집단 소비

행위 패턴을 만든다. '나'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이 찾고, 구매하고, 후기를 남

긴 소비행위의 빈도가 높은 물건은, 마치 집단 지성처럼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어플에서 축적되는 집단의 소비행위는 리뷰란, 해시태그 등 VOC로 

축적된다. 면담자 E-5는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배가 물러서 온 경험을 공유한다. 

"천식이 있어서 즙을 내려고 배를 구입했어요, 5개를 주문했는데 4개가 안이 물

러서 온 거예요. 추워서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가? 아침에 받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어요. 몇 마디 안 하고 사진도 안 보내줬는데 새 상품을 다시 

보내준다는 말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물건이 잘못 온건데 컬리는 좋아졌어요."  

VOC와 이에 대한 응답은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면담자의 사례처럼 구매자의 의견에 대한 판매자의 긍정 반응

은 받은 물건에 대한 감상을 넘은 관계를 형성한다. 마켓컬리는 VOC를 매우 중요

하게 다루는 전략을 취하는 기업이다. 김슬아 대표는 마켓컬리 런칭 후 초기 구매

자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으며, 만족

하지 않은 제품은 직접 자신이 먹어봤다고 한다(김난도, 2020). 서비스가 안정 궤

도에 안착한 후에도 컬리의 내부에는 VOC 전담팀이 있으며, 항상 대표가 직접 이

를 확인한다. 소비행위에 대한 구매자의 피드백과 이에 대한 마켓컬리의 응답은 

신뢰형성의 전략을 취하며 상호작용한다. 

VOC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호작용이라면 리뷰나 SNS의 해시태그 등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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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구매자, 그리고 다른 구매자 간의 상호작용이다. 물건을 구입한 후 각 품목

의 리뷰칸에 올리는 감상은 소비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메시지다. 이러한 감상

은 긍정, 추천, 실망과 같은 구매자의 감정과 제품의 사진, 실제 및 레시피 등의 정

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리뷰들은 정성적인 감상 외에 정량적인 기준인 '별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성, 정량적인 정보들은 잠재적인 구매자들 

간 소비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며, 동시에 판매자가 상품을 홍보하는 지표가 된

다. 

그림 5-1은 마켓컬리의 앱 화면이다. 메뉴의 추천' 탭을 보면 '높은 조회 수'를 기

록한 상품, '후기' 3000개를 돌파한 상품, '후기'가 좋은 상품의 '랭킹'을 표시한다. 

가장 리뷰가 좋은 순서대로 표시되는 상품은 구매자간 형성된 정보지만 판매자에 

의해 홍보수단이 된다. 실제로 마켓컬리 담당자인 면담자 A-1은 이렇게 우수한 평

을 누적한 물건을 상단에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구매자가 누적하는 상품평은 판매자와 의사소통하는 기제

 그림 5-1  마켓컬리 앱 화면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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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동시에 판매자에 의해 또 다른 구매자와 의사소통하는 매체가 된다. 이러

한 정보의 쌍방향 형성은 포노 사피엔스로 대변되는 구매자의 권위를 높임과 동시

에 판매자의 행위전략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다루는 개인이 등장하고, 이런 개인과 행위가 사

회현상처럼 보편화하면서 구매와 공간 간의 관계 역시 달라지고 있다. 초연결 사

회와 플랫폼 사회 그리고 이를 이끄는 포노 사피엔스가 만드는 수많은 사회현상 

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소비패턴의 변화이다. 새로운 인류

의 등장과 그들의 '자발적 선택' 에 의해, 수많은 소비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

지면서 물리적 공간과 모바일 네트워크 속 가상공간이 구분된다. 포노 사피엔스의 

소비행위가 모바일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자, 물리적 공간과 구매자의 관계 역시 

변화하는 것이다.

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물 모빌리티 속 물리적인 공간은 사물이 고객의 집 

앞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유통의 메커니즘에 의한 이동공간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에게 물리적 공간은 모바일에 접속해 가상공간 안에서 소비행위를 

할 때, 행위자가 위치한 일상의 과업 공간이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가장 소비 활

동이 많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은 도시계획 속 상업공간이 아니라 침대 위부터 

통근길 일상의 과업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마켓컬리를 사용하는 순간에 대해 묘사를 부탁했을 때, 면담자 D-1, E-1, E-2 

모두 마켓컬리가 모바일기반 앱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쇼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다. E-1은 하루 과업을 끝내고 휴식할 때 침대 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

고, E-2는 퇴근길 동선 위,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앉아 가는 순간을 꼽았다. D-1 

역시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마켓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표현한다. 

특히 D-1의 스마트폰에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마켓컬리, 쿠팡, 오늘의 회, 쿠

캣, SSG, 이마트 등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어플이 한 폴더를 가득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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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역시 올리브영, 시코르, 롯데몰, W concept, 무신사 등의 옷ㆍ화장품 쇼핑 어

플이 다른 폴더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쇼핑에 대해서 무엇

을 하고 있어도 잠깐 핸드폰을 볼 시간만 있으면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느낌”을 

받으며 구매를 하는 경험이라고 표현한다. 회사에 있어도, 통학을 위해 대중교통 

위에 있어도, 자다 일어난 침대 위에서도 실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쇼핑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소비의 과업이 특수하거나 집중해야 하는 형태로 물리적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 일상의 과업 중에서 마켓컬리를 이용한 쇼핑이라는 행

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패턴은 공간과 행위자를 부재적 현존

(absent presence)혹은 연결된 현존(Connected presence)1(Urry, 2014)하게 한다. 

 물리적 공간은 행위자에게 행위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

간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구매자인 포노 사피엔스가 상업의 

공간을 네트워크 공간에 구현하면서, 사물과 인간, 공간의 격변하는 결합양식들이 

물리적 공간과 함께 부재적 현존’하는 것이다.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구

매자의 소비 경험은 일상의 물리적 공간에서 현존 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 

이러한 가상공간은 그 운용구조가 인터넷 접근에 초점이 맞춰진 네트워크의 이동

양식인 모바일 네트워크 모빌리티(Mobile network mobility)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다. 사물 모빌리티의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가상의 공간은 물리적인 공

간의 이동성 및 역학을 따르기보단 공간에 대한 상상과 네트워크 속에 ‘상상된 현

존(Urry, 2014 :103)’하는 형태로 이해된다. 이는 가상의 공간이 실제의 공간과 사

람들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한다. 모바일 속 가상의 공간, 마켓컬리 앱이 

실제의 마트와 같은 도식을 차용함으로써, 행위자의 상상력을 통해 가상의 공간과 

1 Urry는 부재적 현존을 연결된 현존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현실 공간에서는 부재하지만 기술
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중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Urry, 2014; 이희상, 

2016: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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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현존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림 5-2는 마켓컬리의 UI 중 상품 카테고리 화면이다. 먼저 장바구니의 아이콘

이 눈에 띈다. 장바구니라는 시각적인 도식은 실제 소비공간,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의 이미지에서 차용된다. 가상의 공간은 쇼핑카트를 사용할 일도 사용할 수도 

없지만, 쇼핑카트의 모양은 구매자의 경험으로 구매하려는 물건을 담는 행위를 연

상하게 한다. 경험으로 형성된 지식과 상상력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켓컬리에서 판매되는 상품 역시 이러한 상상된 현존을 통해 인식된다. 컬리의 

UI는 제품 사진이 들어가는 사각형의 레이아웃이 종(세로) 스크롤의 배열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마치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열된 물품을 보듯 배치되어 있다. 레이

아웃 속의 사진 역시 판매되는 상품의 실제 모습을 재현해 촬영되었다. 마켓컬리

를 사용하는 구매자는 UI 속의 상품들을 보며 물리적 공간에 재현될 상품을 상상

한다. 이와 같은 가상공간의 사물들은 공간의 의미를 바꾸고 구매자의 기억을 재

구성한다(Lury, 2002). 

이러한 상상된 현존은 반복된 소비와 수령의 경험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 가상

 그림 5-2 마켓컬리 상품 카테고리 화면 <연구자 촬영> 그림 5-3 스타벅스의 배달봉투<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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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속에서 고르고 소비한 물건들이 사물 모빌리티를 통해 구매자의 공간으로 재

현되는 경험들은 마켓컬리에서의 소비행위가 면담자 A-2가 언급한 것처럼, 마치 

사물이 모바일 화면에서 구매자의 사적 공간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처럼 체감된다.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 그리고 구매자와 사물의 부재적 현존과 상상된 현존은 

결과적으로 모바일을 통한 소비행위가 ‘움직이며 소비하도록’ 변화시키며, 공간적 

제약을 저감한다. 

그림5-3는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배달 봉투이다. 커피와 샌드위치가 든 배달 

봉투의 겉면에는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스타벅스가 됩니다."라고 쓰여있다. 이는 스

타벅스라는 공간에서만 취할 수 있었던 물건이 구매자의 공간에 도달하면서 상상

된 현존을 일으키는 현상을 함축하는 문구이다. 또한, 2021년 12월, COVID-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연말 모임이 어렵게 되

자, "파티를 배달합니다(한겨레, 2021. 12.14)."라는 슬로건으로 연말의 경험을 재

현할 요리, 디저트, 파티용품 등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큰 유행을 끌었다. 이는 특

수한 시공간의 경험이 사물을 통해 배송되어 상상된 현존을 하는 대표적인 예시이

다.  

모바일이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2적 매체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시

공간적 제약이 항상 약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켓컬리는 특유의 '소비의 시간

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규칙을 형성한다. 이는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서비스하면

서 쇼핑의 처리 마감 시간을 설정해 놓기 때문이다. 밤 11시 주문 마감, 새벽 1시 

포장, 새벽 7시 모든 배송 완료로 이루어지는 마켓컬리의 시간 선은 구매자 역시 

샛별 배송을 받기 위해선 11시 전에 소비해야 한다는 소비의 데드라인을 만든다. 

맞벌이 부부인 면담자 E-6는 마켓컬리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직장인이니까 

퇴근하고 이것저것하고 나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10시쯤 물건을 황급하게 골

2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도처에  존재하는' 이라는  뜻으로, 정보통신에서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한
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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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요. 11시가 아슬아슬하게 결제까지 완료하면 일단 2~3일간 식단 걱정은 안 해

도 되니까요", "저같이 늦게 구매하는 사람은 인기품목인 빵 같은 건 못 사요. 10시

면 롤, 식빵 같은 건 매번 품절되더라구요." 이러한 응답은 구매자가 플랫폼이 운영

하는 시간대에 맞게 소비의 시간적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면담

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매일 지정된 양을 입고해 판매하고 입고량이 소진되면 판

매가 종료되는 시스템 역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컬리의 시

간 규칙에 맞게 소비의 시간을 선정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구매자는 소비행위의 

시간을 컬리의 규범에 맞게 수정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바일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함으로써 정보의 형성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공간과 행위자, 사물 간 현존 인식을 변화시키고, 소비행위의 시간

적 규범을 형성한다. 그리고 또한 구매자의 소비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한

다.

 장바구니로 물품을 넣고 결제를 하면 정해진 배송시간에 물건이 온다. 이는 이동

성을 외주화해 구매자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사물 모빌리티의 기본적인 메커니

즘이다. 면담자 D-1은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구매행위가 마치 “게임의 퀘

스트(게임 내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를 하고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고 표현

한다. 구매를 위해 상점을 가서 오감을 통해 물건을 고르던 스펙터클한 활동인 쇼

핑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놀이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는 "쿠팡이츠 같은 어플로 결제를 하면 일단 라이더가 어디 있는지 어플에 떠

요. 이제 이분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느리면 걸어오는 거고… 내 

음식이 언제 오는지 가늠하는 거죠." 배달자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구매자는 전지적인 시야각(Steyerl, 2016)으로 사물의 이동을 관측한다. 배달자의 

좌표는 구매자의 집이라는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하나의 놀이과정이 종료된다. 

모바일 플랫폼 안에 위치하는 배달자의 좌표는 플랫폼이라는 중간 인프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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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화된 자산이었던 이동성이 공유재가 되면서 구매자에게 노출된다. 개인

의 이동성을 책임지는 자가용이나 기전 상업공간에서 직접 고용했던 배달기사들

은 대형 플랫폼에 고용되어 다양한 상업공간, 다양한 위치, 다양한 사용자에게 그 

위치가 '공유'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노 사피엔스는 사물 모빌리티를 공유재로 

인식하게 되고, 전지적 시야각으로 행위를 관찰하며, 순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다.

이러한 놀이 같은 인식은 소비와 배달이라는 과정을 '실패 없는' 성취과정처럼 느

끼게 한다. 구체적으로, 결제와 보상으로 요약되는 행위 인식은 결과적으로 모바

일 플랫폼을 통한 구매행위를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식재료 및 음식이라는 '보상'

을 받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은 투자로 큰 자극을 얻는 행동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달시키는 택배중독으로 유도한다. 

면담자 E-3는 음식 배달이라는 행위가 한 번의 손가락 터치(Touch)면 더 이상의 

노력 없이 즉각적인 방식으로 식욕이라는 원초적 욕망을 채워준다는 점이 배달음

식 중독으로 이어졌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회사생활 중 기력을 소진하고, 의욕을 

잃는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

과 행위를 요구하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소비는 적은 노력으로 확실한 욕망

의 개체를 받을 수 있어, ‘침대에 누워 배달 어플의 음식들을 손으로 롤링해 구경하

고’, 선택하고 ‘어플이 정해준 시간만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종합하자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얻는 가장 자극적인 보상을 얻는 행위이다. 

"그땐(전에는 이라는 뜻) 뭔가 나한테 오는 택배를 시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침대

에 누워서 손가락 몇 번만...(움직이면) 그러면 곧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오잖

아요? 돈도 실물로 드는 게 아니라서 체감이 안 돼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구현되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플랫폼은 이제 과열되다 

못해 다시 ‘오프라인과 함께 움직이는’ 옴니채널(omni-channel) 구축으로 이동

하고 있다. 옴니채널이란 플랫폼이 온ㆍ오프라인의 창구를 모두 가지고 있어 상호 

작용하며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말한다.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마존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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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Amazon Go를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현상도 이런 옴니채널의 구

축을 위한 것이다. 화장품 체인인 세포라(Sephora)는 2025년 미국 내 850개 매장

을 더 증설할 계획을 밝히고, 롯데마트는 빅마켓(Vic Market)이라는 창고형 할인

점을 2022년 상반기 전국에 총 네 군데 증설할 예정이다. 이는 모바일 속 가상공간

과 물리적 공간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전략이다. 

 비대면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 대면 상업행위는 사장 산업이 되고 물리

적 공간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옴니채널의 구축과 함께 잘

못된 예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의 부흥은 물리적 공

간이 지닌 대면과 직접적인 체험이라는 기능을 재발견하고 특화한 전략에 가깝

다. 모바일 플랫폼이 액정에서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품과 구매자의 상상력은 결

국 실제의 체험, 오감을 이기지 못한 탓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대변이

라도 하듯 오프라인 상점은 프로모션의 체험이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판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에게 마치 거대한 놀이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모바일 연결은 구매자와 가상의 공

간, 물리적 공간으로 대변되는 판매자와의 연결이며, 이 두 공간은 상호 작용하며 

각 행위자 간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그림 5-4 모바일 접속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행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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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공간갈등 혹은 협력 : 통행자와 배달자1

도시공간과 이를 둘러싼 통행자와 배달자의 관계는 Lefebvre가 주창한 삼항 변

증법(2011)2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지각되는 공간

적 실천, 도시계획자 등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어 규범화된 공간인 공간의 재현, 규

범과 충돌하는 개개인의 공간적 실천이 행해지는 재현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같은 틀에서 택배도시의 공적 공간을 해석하자면, 통행자는 공적 공간을 

도시계획의 의도대로 사용해 '공간의 재현'을 하는 행위자이고, 배달자는 같은 공

간을 규범과 충돌하는 실천함으로써 '재현공간'으로 체험하는 행위자이다(최병두, 

2018).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공간적 실천으로, 공적 공간은 '총체적인 사회공

간'이 되는 것이다.

 먼저, 공적 공간을 도시계획의 의도대로 보행하는 통행에 대해 Urry(2014)는 보

행자의 걷기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 신체적인 이동이 아니라 매우 사회적으로 실

천되는 이동이라고 표현한다. Benjamin(2005)은 본인의 저서 아케이드 프로젝트

를 통해 오스망 이후에 모더니티의 도시가 된 파리를 누비는 도시의 참여적 관찰

자인 만보객 플라뇌르(Flaneur)3개념을 설명한다. 1830년대 파리는 도시의 정치

적, 사회적 재건과 함께 산책로라는 공간이 도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스

1 본 절에서는 통행자와 배달자의 공적공간의 사용법의 차이,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인 마켓컬리는 앞장에서 설명했듯 그 서비스의 방점을 비대면 전략, 공공 인프라의 
사용인원이 적어 가용성이 높은 새벽에 이동해 모빌리티 효율을 높이는 것에 둔다. 따라서 이동 과
정이 시민에게 가시 되지 않고, 통행자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적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본 절에서
는 마켓컬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2 Lefebvre가 제안하는 개념으로 지각된 공간이자 일상적 실천인 공간적 실천, 도시계획에 의해 
규범화된 공간이자 이 공간을 규범대로 사용하는 방식인 공간의 재현, 개인이 체험하는 공간 사용
법으로 사용해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는 재현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3항은 총체적 사회공간을 
형성한다(Lefebvre, 2011; 최병두, 2018).  

3 Banjamin이 제안한 단어로 도시를 걸어다니며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만보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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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터클을 제공하는 상업공간의 쇼윈도를 바라보며 하는 산보는 당시 부르주아 지

식인들의 ‘도시 사용법’이었다. 

시각적 미감을 충족시키고 여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신체가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플라뇌르적 행동들은 Sennet(2018)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A에서 B 지

점으로 가는 행동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도시경관에 그 자신이 종속되게 하면서 

도시경관을 이해하는 방법인 만보와 보행은 도시가 제안하는 통행자의 모범적인 

공간 사용법이다. 

 모빌리티의 수단이 도시에 도입되던 시대에 인간의 이동양식은 선택지

가 늘어났고, 도시를 이동하는 행위의 공간적 실천 역시 달라졌다. Ruskin과 

Thoreau(2012)가 사람들을 ‘살아있는 소포(A living parcel)’과 ‘씨앗처럼 대지에 

뿌려진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보행 속에서 주체적 시선을 갖던 보행자는 기차

라는 모빌리티 안에서 이동하는 객체가 된다. 이는 도시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

법도 변화시킨다. 빠르게 이동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들은 인간의 도시 인지를 손

상, 축소한다. 도시를 더 빠르고 많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장소의 인식은 축소된 

것이다(Sennet, 2018).

 빠르게 도로를 점유한 자가용은 이러한 보행하는 인간의 도시사용법을 전면적으

로 변화시킨다. Goffman은 보행실천(Pedestrian routing practices의 역)을 통해 

보행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는지

를 서술한다(Goffman, 2020(1971):13). 보행자는 차량에 자신이 접근하는 상태

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신체적 언어를 사용한다. 차량과 보행자는 이와 동시에 충

돌을 피하고자 서로를 스캔한다. 이 행위는 매우 빠른 시간에 행해지며, 같은 제스

처를 공유해야만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사회 공간적인 행동이다. 

 또한, 인간은 Bergson과 Sennet(2018)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유 무형의 도구를 통

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순응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동의 실천을 통해 환경에 맞는 인간의 ‘도시이용 패턴’을 

형성한다. 이러한 도시이용 패턴은 Lefebvr(2013)가 한 사회나 집단에 소속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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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즉 집단의 매너와 가치를 준수하는 것이며, 사회 내 모든 지식은 각각 존재하

지만, 또 함께 작동한다는 주장처럼 도시이용 패턴은 사회 전체의 매너를 준수하

며, 다른 행위자들이 내재한 지식을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정하고, 생

산된다. 

Lefebvr(2013)는 리듬을 얻는 것이 장소에서 걷는 즐거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고 표현한다. 두 거점 간의 이동 경로인 축(Axis)적 이동환경은 편안함과 자신

감을 모두 담보해야 보행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다른 환경이 방해할 경

우 시간적 손실과 함께 쾌적하지 않은 경험이 된다. 신체의 리듬을 흩트리는 모든 

장애물, 흐트러짐 그 자체는 갈등적 결과를 낳는다는 Lefebvr의 말처럼(Lefebvr, 

2013: 143), 도시의 보행 리듬을 흩트리는 모빌리티 들은 특정한 도시갈등을 낳

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행자는 자신의 실천적 행동 양식을 수정한다. 

 통행자의 실천전략은 그들의 내재적 경험으로부터 구성된다. 배달 오토바이가 

많은 상업지구의 보행로는 언제나 오토바이가 침범할 수 있음을 ‘알고’, 오토바이

가 저속으로 보행하는 자신을 알아서 비껴갈 것이라는 통찰은, 택배도시 속 물류

의 이동이 고밀화된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의 스트리트 스마트적 지식인 것이다. 

 그림 5-5  보행자의 공간인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라이더 <연구자 촬영>



-146-

이러한 도시환경 경험으로 비롯되는 스트리트 스마트는 Goffman의 보행실천과도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사물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함께 자가용 못지않게 이륜자동차와 같은 모터바이크

가 도로 공간의 비중을 늘리고, 이들의 공간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공간적 실천을 

행하면서 보행자의 걷기 리듬은 위협받는다. 공공공간을 준법해 이동하는 통행자 

신체적 행동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수행이며, 도시계획이 의도한 도시사용법이지

만, 물류와 사물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면담자 D-3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방송기자로, 출퇴근을 위해 신림

역을 사용한다. 거주지로부터 역까지는 도보로 8분 정도 걸리며, 직업적 특성으로 

오후 출근이 잦다. 신림은 배달 거점이 많고 상업지구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사물 

모빌리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는 역까지 보행하는 짧은 여정에서 수

많은 위협을 경험한다. 보도와 건널목, 신호의 구분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굉

음은 보행공간의 리듬을 일그러뜨린다. 

 스마트폰과 포노 사피엔스와 함께 많은 보행자가 스마트폰에 시선이 고정된 채 

보행도로를 걷는다. 이는 보행도로라는 도시의 공간 구분에 따른 인프라가, 보행

자의 것이라 믿고 그에 따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은 보행자와의 충돌 정도라고 판

그림 5-6  보행자의 공간을 달리는 라이더<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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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바이크 세 대<연구자 촬영>

단하기 때문이다. 평균 보행자의 도보 속도는 4~5㎞/h이기에 부주의 때문에 신체

가 부딪히더라도 그 위험이 크지 않다. 항상성을 가지는 보행자의 도보 리듬은 시

속 골목에서 40~50㎞/h로 달리는 바이크의 등장으로 흐트러지고, 이는 Lefebvr의 

말처럼 ‘갈등적 결과를 일으킨다(Lefebvr, 2013: 143).’ 

 그림 5-5는 이러한 현상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서울의 상업 블록이 밀집한 지역, 

평일 1시경의 사진이다. 직장인, 학생, 단순 도보를 위해 나온 산책자 등 다양한 의

도를 가진 보행자들은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해 법으로 제

정된 횡단보도를 건넌다. 15초의 시간이 남은 초록 불에 다들 여유로이 보행을 시

도한다.

그때, 초록색 신호를 본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오토바이가 

급하게 횡단보도 위에 정거한다. 예기치 못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위협하는 배

달자에 몇몇 보행자는 찌푸린 얼굴과 시선을 보낸다. 그것을 인식한 것인지 배달

자는 남은 15초를 기다리기 위해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다. 

 보행자의 것이라고 믿는 시공간적 조건인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라는 조건 

안에서 보행자는 경계하지 않고, 그에 따라 그 조건을 깨뜨리는 변수인 바이크의 

존재에 더는 안전한 영역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갈

등을 낳는다. 선팅으로 운전자의 얼굴이 가려져 보행자가 운전자의 반응을 차체의 

반응으로 해석해야 하는 자가용과 달리, 모터바이크는 차체에 가려지지 않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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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모습을 보행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준수

하는 자가용과 달리, 모터바이크는 빠른 이동을 위해 보행자의 사이를 지나간다.

 충돌사고를 피하고자 바이크 운전자는 시민을 직선으로 저속 보행하는 개체로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를 요리조리 움직여 보행자를 피한다. 사물 모

빌리티 배달자는 공적 공간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자

신하고, 빠른 배달에 집중한 공간적 실천을 한다. 반면 통행자는 도시의 규범대로 

통행하지만, 규범을 지키지 않는 배달자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요컨대 공간의 재

현으로 도시를 쓰는 통행자와 재현공간으로 쓰는 배달자 간의 마찰인 것이다.

이러한 배달자와 보행자의 상이한 공간사용법은 순간적이고 물리적인 마찰뿐만 

아니라 행위자 간 사회적인 마찰로 확장한다. 빠르게 운행해야 하는 배달자들은 

통행자의 눈총을 받고, 이는 사회적인 혐오여론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10년 차 배달자인 인터뷰이 C-4는 8월 26일 강남구 선릉역에서 23톤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회고하며 ‘라이더 혐오’ 여론에 대해 언급한다. 피해자는 화물

차 앞에 정지선을 위반해 ‘불법 끼어들기’를 한 상황이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높은 

차체로,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해 라이더는 참변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초반 처참한 혐오였다. “무리한 ‘불법 끼어들기’를 한 

라이더의 잘못이다.”, “숨진 배달원에게 동정심이 갔는데,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

 그림 5-8  동 표지석 앞을 점령한 바이크들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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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토바이를 보고 있으니.”(국민일보,  2021. 08.31) 와 같은 반응들은 보행자로

서의 시민의 리듬을 깨는 배달자에 대한 부정적 상호관계와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죽음이 응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시민의 혐오에 한 배달자는 “배달원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대부분 사람의 

암묵적 동의”라 표현하며 배달이 보편화한 택배도시 내 수요자들은 더 빠른 배달

을 원하며 예상시간보다 지체된 도착에 부정적 피드백을 던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라이더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만드는 주요한 동인이며, 근

본적인 동인의 극복에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노동하는 개인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면담자 C-9 역시 라이더를 향한 혐오여론에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표현

하며, 교통법규 위반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 어플에서 배정해주는 콜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라 표현한다. 또한, 배달의 구조가 배달자

에 대한 비난을 막을 수 없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음식 배달의 경우 음식이 조리되는 시간과 배달시간이 합쳐져 예상 

배달 소요시간이 산정되는데, 음식 조리가 늦어지는 경우 예상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해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요시간을 넘으면, 고객들은 별점을 깎고, 

어플은 배차를 제한한다. 생업을 위해선 빨리 달려야 하고, 따라서 라이더가 만드

는 빠르고 조급한 리듬은 필연적으로 보행자가 도시를 이용하는 저속의 리듬을 무

너뜨리는 것이다. 

면담자 C-3는 또한 도시 인프라, 도시가 제공하는 공공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서 다른 이용자와 상시적이고 적대적인 갈등 관계를 경험한다고 회상한다. 그는 

바이크를 사용하는 배달대행업 종사자로 빠른 배달이 곧 하루의 수입과 관련이 있

으므로, 가급적 교통신호를 일종의 게임처럼 생각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

으로 ‘초월하는’ 이동을 한다고 한다. 도시 인프라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

들은 교통신호와 같은 도시 규범이 해체되는 환경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낸다. 

C-3는 배달기사를 욕하는 많은 보행자가 곧 배달 소비자일 것이며, 늦은 배송을 



-150-

하면 플랫폼을 통해 낮은 만족도의 피드백을 주면서 사회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서둘러 달리는 자신과 같은 배달자들을 혐오하는 눈길이 부당하다고 표

현한다. 실제로 배달기사를 관리하는 플랫폼들은 배달기사가 지정된 배달 예측시

간에 늦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배달자의 시간 주권을 감소시킨다. 

 95년도부터 배달 노동을 해온 면담자 C-1 역시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적한다. 그

는 배달이라는 업무가 대한민국에 보편화가 되는 시기부터 퀵서비스로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다. 빠른 배달이 곧 생계의 지속이 되자, 배달자들의 행동 패턴도 극단

화되었다고 표현한다. 그는 같은 사무실, 함께 술을 마시는 라이더 친구 중 3명 정

도가 배달 중에 죽었다고 표현한다. 

 “내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이 나는(구조인)데, 욕심이 생기면서 하루의 수

입이 달라지니까, 젊은 애들은 한탕 하고 금방 끝내려고 하니까 더 심각하다. 오죽

하면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빨간불이고, 파란불은 안전하게 가라고 켜지는 거라고 

농담한다. ”

 그리고 자신 역시 바이크 라이더 경력만큼 사고가 자주 났다며 “나도 사고 많이 

나 봤다. 차 빽미러(백미러) 깨고 이런 것은 일상다반사다. 돈을 잘 벌어서 현장에

 그림 5-9  도로를 수령의 장소로 사용하는 배달자 <연구자 촬영>
 그림 5-10  보행공간을 점유한 택배차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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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냥 3~5만 원 주고 합의하고 가는 게 편했다.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다가 얼른 

일어나면 괜찮은 거고. 바닥에서 못 일어나면 아 공쳤다.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회상한다. 

배달자의 재현공간은 결국 배달자의 안전이 별점과 콜 배분과 같은 수익과 교환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륜차 집중 단속 현장에서 "법규 지키며 빠

른 배달 불가능하다.", "(차로 변경도)다 잡아들이면 뭐 먹고 삽니까? (아시아경제, 

2021.10.15) "와 같은 배달자의 응답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배달 건수가 곧 수입인 

배달플랫폼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기존처럼 한 음식점에 소속된 라이더의 사고율

보다 7배 높다는(SBS 뉴스, 2021. 09.11) 보험사의 5년 사고율 분석결과에서 명백

히 알 수 있다. 늦게 도착하면 평점이 떨어지는 평점 제도,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더 

빨리 배달해야 금전적 수익이 높아가는 구조로, ‘준법 주행을 할수록 배달 건수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중앙일보, 2021. 09.09)’가 배달자의 공간적 실천을 만

드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공간과 공간의 재현 간 마찰은 사물 모빌리티가 도시 내 모든 행위자

에게 중요한 기능이자, 동시에 인프라로 기능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다. 공적 공간에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던 두 행위자가, 사물의 전달이라는 

기능에선 서로의 이해가 맞는 것이다. 

"최근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 화가 치미는 경험을 했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차로와 횡

단보도를 무시하고 내 앞을 지나간 것.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오토바이였다. 오

토바이가 굉음을 쏟아내며 달려나가는 장면을 보니 아찔했다. 아이들 앞이라 차마 

욕은 못 뱉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런데 이 감정이 무색하게 집에 도

착한 난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치킨을 주문했다. 좀 전의 일은 모두 잊고 오직 빨

리 음식이 왔으면 좋겠다고, 치킨을 어서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동아일보, 2021. 

09.18)"  

위와 같은 심상은 택배 사회 통행자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면담자 D-3 역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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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도를 넘어 정차하는 탑차, 불법개조로 굉음을 내는 바이크에 분개하면서도, 

택배나 배달이 없으면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한다. 택배도시 행위

자의 지위는 가변적이며 중복적이기 때문에, 공적 공간에서 배달자와 갈등을 경험

한 통행자는 잠재적인 구매자 혹은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택배도시

의 행위자들은 사물 모빌리티의 기능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COVID-19과 함께 시작된 언택트(Untact)사회는 이러한 택배도시의 기능을 가

시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COVID-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시민이 매우 부동적이 되는 자가격리 기간의 구호 물품 전달은 배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험사회 속 국가의 존속과 시민의 삶이 사물 모빌리티와 배달

자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곧 사물 모빌리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국

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2020년 2월 대구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지역 내 대유행 때 사회적으로 크게 인지되었다. 당시 감염의 위험으

로 대구시민의 이동성이 현저히 제한되었기에 시민 대다수는 생필품의 확보 등 기

본적인 생활을 위해 배달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물류의 증가와 배

달자의 감염에 대한 우려로, 택배 배달망도 제한되었다. 특히 대구 도심의 한 아파

트를 비롯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자 택배와 배달 등 사

물 모빌리티 노동자 역시 감염의 이유로 진입이 불가했다. 

 그림 5-11  늘어나는 도보, 자전거 배달자들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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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코호트 격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인근에 거주하던 면담자 E-3는 이를 회상

하며 “세상과 격리된 경험”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또한 격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

시 분위기가 밖에 나가면 감염의 위험이 크고, 배달기사들 역시 배달하며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 등으로 외부, 그리고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물에 접근할 수 있

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말한다. COVID-19 속 개인의 이동성이 제한된 

비대면 사회에서 외부공간과의 연결을 담당하던 배달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자, 내부와 외부공간의 접점이 완전히 단절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달자의 부재로 인한 개인의 공간 경험 단절에 대한 경험은 또한 2021

년 9월 마지막 주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영국에

서는 시내의 주유소가 모두 문을 닫는 주유 대란이 일어났다. 이는 기름이 부족하

기 때문이 아니라 '연료를 운반하는' 대형트럭 기사들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

한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전 영국 내 대형트럭 기사들

은 그 일의 강도나 숙련도 때문에 대부분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로, 브렉시트 이후 

입국 및 체류 비자의 문제로 떠나게 된 것이다.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인 대형트럭 

기사들이 없어지자, 내륙의 이동성을 운영하기 위한 연료인 기름이 전달되지 않는

다. 이러한 사정이 영국 전체의 이동성이 매우 제한되는 ‘대란’이 발생하게 된 연유

다. 

 연료라는 사물을 이동시킬 노동자가 없어진 영국은 스쿨버스가 운행하지 못해 

등교를 중단하고, 재택근무가 다시 시작되고, 근린에 생필품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물품을 사재기하는 혼돈의 상황이 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면담자 E-7은 학업

을 위해 영국에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렌터카를 빌릴 때는 주유가 반 정도 되어 있

었기 때문에 한동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대형마트 옆에 붙은 주유소에 엄청

나게 긴 줄이 있을 때도 신경 쓰지 못했다. 

 그러다가 “브라이턴(Brighton)에서 런던(London)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내에서 

주유소를 찾았는데 모두 Out of order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회상한다. 개 중 한 

곳이 영업하고 있어 선뜻 들어가려 했는데, 6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에 주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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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런던으로 반납해야 하는 렌터카를 브라이턴에 조기 반납하고 출장을 위

해 기차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여행의 길이, 공간과의 거리를 인지하

는 경험은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적합한 연료를 배달해 택배도시의 기능이 잘 

운용될 때와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택배도시에서 택배의 의미는 이제 기본권(한겨레, 2021. 06.30)이며, 배달자는 

도시기능을 운용하는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따라서 배달자가 공간의 규범에 맞게 '

공간의 재현'을 행하는 통행자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배달자가 재현 공간

화하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 택배도시의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도시의 인프라가 

변화하는 것이다.

보행로를 점유한 바이크,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된 바이크, 심지어 도보 배달자가 

늘면서 보행자의 모빌리티 편의,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위한 공유 자전거가 배

달에 사용되는 현상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스트리트 

스마트처럼 보행자와 바이크의 실천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도시적 차원에서  재인

프라화4를 촉진한다.

Adey(2019)는 1990년 이후 탈사회주의로 전환한 부카레스트나 에스토니아 헌법 

같은 예를 통해 어떻게 공익과 사익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재인프라화가 일어나는

지 설명한다. 예시를 든 나라는 이전의 사회주의 과거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가용 

모빌리티의 증진을 공공적으로 염원했다. 그 때문에 국가는 폭증하는 자가용 사용

자의 편익을 위해 보행로와 포장도로와 같이 규범으로 지정된 기반을 주차공간으

로 사용되게 용인했고, 이는 보행자의 도시 서비스 체험도를 쇠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부카레스트가 자가용 모빌리티 실천을 ‘탈규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자가용 이용자의 사익과 해당 국가들의 공익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도시 

직조의 쇠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국내에서도 배달산업의 발달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산업구조와 소비가 배달이라는 이동의 외주화에 의존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4 기존의 인프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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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택배 차량에 대한 공적 영역의 규제가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택배 차량이 점령하는 갓길과 골목길, 배달 오토바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보행

로, 자전거도로, 차량 사이사이 등은 일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재인프라화’의 

무대이다.

 배달 노동자 김하영(2019)은 도로 위에서 과속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배달 운

전자들을 ‘잡지 않는’ 교통경찰에 관해 서술한다. 경찰은 배달 운전자들이 신호위

반을 많이 하지만 “신호위반은 안 했다고 우기면 피곤”하며, 대면 조사하기 위해 

추격할 시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과속 등으로 사고위험이 커 원칙적으로 추격하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런 경합의 지점들에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규범과 빠르게 배달을 해야 수익을 얻는 배달자의 이해가 맞물리고, 따라서 통행

자는 도시가 제공해야 할 교통법규 속 안전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

며 이들의 이동은 파편화된다. 이는 결국 이동의 외주화가 택배도시의 주요한 기

능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도시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 역시 미시적인 관점에서 '

재인프라화'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무시를 암묵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등의 방

법으로 택배 물류라는 도시 차원의 공익과 빠른 배달이라는 사익이 맞물리는 지점

그림 5-12 공간갈등 혹은 
협력하는 배달자와 통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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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시는 통행자의 도시 경험을 파편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인프라화 되는 것이

다. 재인프라화 속에서 도시는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된

다. 도시의 텍스쳐는 보행자의 모빌리티보다 산업화한 사물 모빌리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현공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자와 통행자는 갈등만 하진 않는다. 배달자가 공적 공간을 24시간 점

유하는 택배도시의 특성으로, 배달자는 도시의 관찰자, 목격자로 기능한다. 2021

년 4월 새벽 반포 한강공원에서 대학생이 실종된 당시, CCTV가 없고 새벽 시간대

라 인적이 드물어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실종 대학생이 마지막으

로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을 시킨 점, 동 시간대에 배달을 갔다 온 라이더가 존재했

기 때문에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은 오전 2시~4시에 배달을 갔다 온 배달자를 대

상으로 제보 협조를 수령했다(머니투데이, 2021. 04.30). 또한, 2021년 4월 20일 

오후 9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 두 명이 도주하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를 300M가량 추격해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에 크게 이바지했다(연

합뉴스, 2021. 04.30). 영국에서는 택배기사가 배달하던 중 비명을 듣고 쓰러진 만

삭의 임산부를 구하고 출산을 도와 생명을 구했다(머니투데이, 2021. 08.04).

이는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도시 관리의 공백을 이들이 24시간 목격자ㆍ관찰자의 역

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COVID-19 현상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워 시민 간 상호작

용이 적어지자, 이들의 역할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달자의 도시 목격

자ㆍ관찰자 역할은 도시를 재현의 공간으로 만드는 배달자의 공간적 실천이며, 역

설적으로 통행자를 비롯해 도시민에게 긍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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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의 여신인 헤스티아는 가정의 그늘진 여성적 중심이었고, 외부로 향한 문턱

의 신인 헤르메스는 거래와 거래를 독점한 남성들의 수호자였다. 헤르메스가 헤스

티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Auge, 2017: 150)." 

사물의 이동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아닌 제삼자인 배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비단 21세기의 현상은 아니다. 우편배달, 파발과 같은 제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리

스 로마신화의 발명, 상업, 여행의 신 헤르메스는 아주 오랫동안 이동의 메타포로 

사용됐다. 경계라는 Herma(헤르마)라는 그 이름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신들의 

필요 때문에 정보와 물건, 사람까지 이동시키는(배달하는) 헤르메스는 교환과 전

송의 상징으로서 그야말로 사물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아주 오래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수령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배달자와 소비자의 접속은 헤스티아의 공간에 진입하

려는 헤르메스의 시도라고 은유할 수 있다.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이동하는 사물 

모빌리티는 그 자체로 헤르메스의 성격을 가지며, 사적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최종렬(2011)은 배달이라는 행위가 “시공간의 체험을 가역적인 환몽적인 공간으

로 만들어 욕망의 즉각적 충족을 억압적으로 부추긴다” 해도, 배달자와 수령자 간

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표현한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듯, 배달

이라는 일종의 모빌리티 외주 산업은 소비자의 공간 경험을 물리적으로는 부동적 

공간인 집에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적 현존과 함께 체험한다. 이러한 공간 

인식은 사물이라는 욕망의 대상이 소비자에게 수령됨으로써 완성된다. 

이러한 배달이라는 행위를 둘러싸고 먼저 배달자는 주문자(곧 수령자)가 조우를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주문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센스”를 가진다. 이

러한 특수성에 기반해 길거리에서 익명의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과는 달리 배달의 

상황에서 “조우”가 일어난다. 조우의 맥락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방인이라는 대도

제 3절 비대면 접속 : 배달자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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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배달자는 수령자의 “방어된 공간”안에 들어갈 수 있다(최

종렬, 2011). 배달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의 전달이라는 상호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가장 내밀한 공간인 ‘집’의 경계공간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자는 진입의 라이센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이

방인으로 간주된다. 비대면 시대에 중요하게 필요한 배달자를 직접 선택해 주문을 

결정한 소비자조차 역설적이게도 반기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사물만을 반긴

다. 기능적인 배달, 그리고 사물은 환영받지만 행위자로서의 배달자는 완전한 타

인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받지 못하는 라이센스'라는 모순은 수령의 순간이 소비자에게 내밀한 

공간과 자신을 ‘노출하는 접촉’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서로 접점이 없고 

정보가 없는 두 행위자가 만나는 것은 또한 수령의 기쁨과 함께 긴장을 만드는 접

촉이다. 이러한 긴장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며 생활의 공포이기에 미디어의 주제

가 된다. 

영화 무서운 이야기(2012) 중 해와 달에서는 부모님이 자리를 비워 어린 남매만 

있는 집을 택배기사가 침범해 남매를 위협한다. 아이들은 두렵지만, 택배기사라는 

거부하기 어려운 말에 문을 열고, 벌어진 문틈 사이로 위협이 들어오는 것에 무력

 그림 5-13 미디어 속 사적 공간 경계의  침입 공포 <출처: 영화 무서운 이야기(2012) 중 해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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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배달자라는 타인의 경계적 공간으로의 침입은 아이들, 여성 등 신체적으

로 약한 인간에게는 굉장한 위협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화 도어락(2018)은 혼자 사는 여성 경민이 자신의 오피스텔 도어락이 지문이 

묻은 채 열려있고, 화장실의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며 누군가가 자

신의 내밀한 공간인 ‘거주공간’에 침입함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다. 이러한 배달자

에 대한 수령자의 공포는 비단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강지현(2017)은 청년 1인 가구, 특히 33세 이하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율이 

다른 구성의 가구보다 확연히 높음을 지적했다.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11.226배 높은 주거침입피해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공간에 침입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달이라는 필연적으로 현

관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의 긴장도를 높이는 기제가 된다. 실제로 배달 앱 고객

센터를 통해 전 여자 친구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

을 저지른 사건이나 배달을 통해 주소와 가구 현황을 파악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

건(이데일리. 2019. 09.10), 택배 송장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퀵서비

스 기사로 위장해 스토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중앙일보. 

2021. 04.06) 등을 보면 이러한 긴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인터뷰 대상자 E-5는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 중인 여성으로, 그 역시 배달과 택배 

수령과정의 긴장 경험을 토로했다. 혼자 거주 중인 1인 가구이며, 공동 현관이 있

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E-5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배달 및 택배를 시킨다. 택배의 

경우 배달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에 집에 없기에 직접 대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빠

른 택배수령을 위해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택배기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대다수

의 택배수령이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택배기사가 개인

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한번은 밤 10시가 넘어서 누군가가 택배기사라고 문

을 두드리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경험을 얘기했다. 

 “보통 서울대 입구 쪽에는 오피스텔들이 밀집해 있어서 7시면 대부분 물건이 다 

오는데, 그날은 10시가 넘어서 오셨어요, 보통 안에 사람이 없으면 곧 가시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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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용히 가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문을 몇 번 두드리시더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까지 안 받으니 그냥 가셨지만, 아직도 좀 무서운 기억으로 남

아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턴 무조건 비대면으로 받으려고 하고, 오실 때쯤 TV 크게 

틀어놓고, 배송 완료 문자 떠도 5분~10분은 있다가 문을 열어요. 번거로워도 안전

한 게 우선이니까요.”

 면담자 E-7 역시 지인의 이야기를 인용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 택배를 사칭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길 요구하자 비대면 배송이라 “문 앞에 그냥 놓고 가시라고” 

응답한 후 5분 뒤 문을 열자 계단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한을 마주한 그의 친

구 이야기는 사물 모빌리티 시대에 보편적인 수령자인 개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

든다. 그에 의하면 친구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택배를 확인하려 했으며, 금방 문

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도착한 경찰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빠르게 도망친 괴한을 검거하지는 못해 두려운 마음에 이사를 결정했다. 

사적 공간의 경계에서 사물 모빌리티 전달이라는 라이센스에 의해 일어나는 범

죄는 배달자를 사칭해 침입하려는 시도만은 아니다. 대면 배달 시 고객의 신용카

드 등 결제수단을 복제해 판매하는 범죄(MBC뉴스, 2021. 09.24) 등은 사물 모빌

리티 노동자가 갖는 사적 공간에 들어가 사물을 전달하는 ‘라이센스’를 악용하거

나 사칭해 일어난다. 수령의 순간 주어지는 배달자의 진입, 고객의 결제수단을 수

령할 ‘라이센스’는 그 편의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배달자

는 사물의 전달을 목적으로 라이센스를 부여받지만 동시에 이방인인 지위로 소비

자의 사적 공간에 긴장을 만든다. 이러한 모순의 결과로 소비자와 배달자 모두 특

정한 행동전략을 수립한다. 

 택배수령이라는 목적을 두고 벌어지는 긴장의 순간에서 소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축한다. 집에 홀로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남자 신발 배치', 

'TV 크게 틀기', 택배 송장 내 개인정보 제거(매일경제, 2021.04.10)와 같은 '취약

하지 않음을 보이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택배 수취자 이름

을 곽두팔과 같이 강한 남성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버려지는 택배 송장에 ‘아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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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딱풀, 롤링 스탬프’ 등을 발라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끔 조치(머니투데이, 

2021. 04.10)하기도 한다. 개인의 취약성을 감추거나, 취약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전략은 위와 같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적극적인 행동전략을 취하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대면 수령의 순간에 '최소한

만 노출하기'라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전략으로, 수령의 순간 열리

는 사적 공간의 모습과 사적 공간 내에서 취약해지는 소비자 자신을 딱 필요한 만

큼만 노출하고 숨기는 것이다. 이때 열린 문은 경계적 공간으로써 사적 공간과 소

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물을 받기 위해 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이라는 존재의 앞과 뒤편에 각각 위치한 배달자와 소비자는 

서로에게 '대치하듯',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물의 수령에 집중하는 것이

다.

그림 5-15는 배달을 받기 위해 가장 방어적인 공간의 경계인 현관문을 여는 수령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사적 공간에 이방인인 배달자를 들이지 않고, 사

적 공간의 형태를 배달자에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물건의 수령이라는 목적을 달성

그림 5-14  배달을 수령
하는 인터뷰이 E-2<연구
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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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문’을 최소한만 연다. 또한, 자신의 신체 위치를 사적 공간 안으로 유지

한다. 조금 열린 문으로 이방인이 전하는 사물을 수령한다. 이러한 수령자의 태도

는 '최소한만 노출하기'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긴장은 배달자 역시 특수한 행위전

략을 취하게 한다. 먼저 대면의 순간 돈과 재화를 교환하는 단 몇 초간, 개인의 영

역에 진입하는 배달자는 수령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슬쩍 보이는 집이라

는 사적 공간에 관심 없는 듯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는 전략을 취한다. 길어야 30

초 남짓한 교환의 시간, 특히 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다려야 하는 결제의 시간은, 상

호 어느 곳에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시간이 된다. 

대면의 긴장을 아예 회피하기 위해 '집에 없는 척하기'와 '배달자가 떠날 시간이 

흐른 뒤 수령'과 같은 '비대면 수령' 전략도 수행된다. 이는 '취약하지 않음을 보이

는' 전략, '최소한만 노출하기' 전략과 비교해 매우 수동적이다. 가만히 배달자의 동

태를 살피며 문 앞에 사물만이 남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비대면 전략은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 두 행위자의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배달자

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배달자의 수입은 배달의 횟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배달자

는 더욱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 수령의 과정이 신속하게 끝나길 원한다. 게이트에 

진입 후 배달의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구간은 고층의 승강기를 기

다리는 것이다. 고객의 현관 벨을 누르고, 고객을 기다리고, 사물을 전달할 때, 승

그림 5-15  비대면 배송을 마치고 바로
이동하는 배달자<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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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는 다른 승객의 이용을 위해 다른 층으로 이동한다. 배달이 완료되면 다시 승

강기를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전략에서 배달

자는 문 앞에서의 대기 없이 바로 사물을 놓기만 하면 배달과정이 끝난다. 보다 신

속하게 한 건의 배달을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면 전략은 COVID-19의 대유행, 언택트(Untact)사회의 도래로 보

편적인 소비자와 배달자 간접속의 양상이 된다. 타인과의 접촉이 질병의 확산이 

된다는 인식은 일상적인 대면의 기회를 줄이고, 이에 따라 완전한 이방인인 배달

자의 '라이센스' 역시 대면접촉에서 비대면접촉으로 변화한다. 

 면담자 E-4는 평소에도 배달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특히 팬데믹 이

후로 더 자주 사용하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다. 면담자는 주방시설이 열악한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어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기 어렵다. 외식조차 어려워진 팬

데믹 이후 어쩔 수 없이 주 4~5회 정도는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 배달은 기사님들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COVID-19이후 비대면이 권장되다 보니 “어플을 통해서 선결제 후 문 앞에 두고 

가시는 방식”으로 배달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표현한다. 선결제 비대면 배달의 등

장과 일반화로 배달자와 수령자는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다. 배달자의 ‘라이센스’

그림 5-16 비대면 접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출처: 머니투데이, 
202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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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딱 경계공간의 외부에 사물을 놓고 가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라이센스의 

변경은 인터뷰이 E-2의 말처럼 사물 모빌리티 전달과정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인

다. 

그러나 또한 비대면 전략은 사물의 오배송, 도난 등 배달의 실패 확률을 높인다. 

대면의 과정은 소비자와 사물의 상호 신원 파악 과정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과정

의 누락은 갈등의 상황을 만든다. 급증한 비대면 배달에 다른 동 같은 호수로 배달

되는 오배송(굿모닝 경제, 2020.12.24), 물품을 받곤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고는 배

달을 받지 못했으니 환불해달라는 소위 '쿠팡거지'(머니투데이, 2021.03.26), 다 먹

고난 후 "왜 배달 안오죠, 환불" 해달라는 '배달거지'(헤럴드 경제, 2021.08.22)와 

같은 현상은 '확인'의 과정이 누락된 비대면 배송과정이 겪는 갈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대면 갈등상황에서 과정을 감독, 운용하는 플랫폼의 문제 처리방안이 

미흡하고, 갈등의 상황에서 배달자와 가게가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므로(굿모닝 

경제, 2020. 12.24: 머니투데이, 2021.03.26), 배달자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한다. 예컨대 기록을 통해 간접적인 배달 완료 '확인' 증거를 남긴다는 전

략이다. 증거사진을 남기거나 블랙박스처럼 기능하는 바디캠 등을 착용하여, 부정

한 환불 요청 등 갈등의 상황에 수령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비대면 배달의 책임

소재와 같은 규범이 엄밀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이러한 규제의 부재를 노

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소비자의 전략과, 이를 방어하려는 배달자의 전술이 

등장하는 것이다. 

실상 COVID-19으로 창발된 비대면 언택트(Untact)사회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마켓컬리는 유통업계 최초로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김난도, 2021). 이는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대다수 소비자가 휴식하는 시간이라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설정된 전략으로, 김슬아 대표에 의하면 초기 서비스 모델은 비대

면 배송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서울경제, 2020.06.05). 그러나 마켓컬리의 

비대면 전략은 배송의 대면 접속이 부담스러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했으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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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켓컬리 성장의 핵심적인 역량이 되었다. 

마켓컬리 어플의 사용자는 2019년 5월 기준 여성이 84.4%이며, 특히 40대 여성

이 36.9%, 30대 여성이 27.7% 비율을 차지한다(마켓컬리, 2019). 여성의 경우 이

방인과의 대면과 안전이라는 이슈에 민감하므로, 이러한 비대면 배송 시스템은 소

비자가 배송된 물건을 수령하는 경험들을 편하게 조정하는 요소들이다. 

인터뷰이 E-1과 E-2 모두 식료품 배달에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플

랫폼을 사용했다가 마켓컬리로 바꾸게 된 케이스로, 이러한 수령의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배달기사와 직접 접촉하는 게 싫었던 이유가 큽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타인

에게 공개하는 게 꺼려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다른 배달 어플 사용 시에는 온라인

으로 결제하고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해요. 마켓컬리 기사님들은 배송이 끝나면 현

관의 사진과 배송 완료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아무래도 전염병도 있고 안전도 있

고, 외부인을 대면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마켓컬리는 '완전한 비대면'이라 부담이 

없어요." 

또한, 모든 마켓컬리 이용 경험이 있는 면담자가 공통으로 마켓컬리 배송기사를 

마주친 적이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면담자 E-1은 특히 "광고를 보면 보

라색 조끼를 입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 썼는데... "

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완전한 비대면 상황에서는 대면으로 빚어지는 갈등과정이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소비자의 행위전략이 필요 없다. 즉,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은 소비자가 안

전을 위한 긴장의 경험 없이 배달 및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다. 갈등 

없이 수령할 수 있는 사물들은 배달자와 소비자의 비대면 접속을 고도로 안정되게 

만든다. 마켓컬리는 또한 배달자의 행위전략도 필요 없도록 배송의 과정을 매뉴얼

화한다.



-166-

마켓컬리 기사인 C-2는 "7시 전 배달이라곤 하지만 보통 4시면 끝나요. 완전히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니까 누굴 마주칠 일이 없죠."라 표현한다. 마켓컬리의 

배달자 역시 오배송, 부정한 환불요청 등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배송 완료

된 문을 촬영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규범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배송 위치 재

확인, 물품 확인, 배송 및 완료 시 사진 촬영, 고객에게 메시지 송부와 같은 과정이 

마켓컬리의 배송기사 어플 '배송 매니저 앱'을 통해 지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대면 배송의 매뉴얼이 확립된 마켓컬리의 전달 과정은 접속의 행위

경관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시간적 배경과 비대면 원칙에 의해 완전히 

비가시적인 특질을 갖는 마켓컬리의 전달 과정은 언택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샛별 배송, 언택트 배달과정은 항상 편안한 행위는 아니다. 현관문이 잠

기거나, 내부로 진입하기 어려운 등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와의 대

면이 필요한 상황에도 비대면 배송의 원칙을 지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다. 특히 마켓컬리는 새벽에 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이 잠겼다고 잠든 고객

을 깨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면담자 C-2는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문이 잠긴 공동 현관에 관

해 설명한다.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에 보안을 위해 설치된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그림 5-17 공동현관을 열지 
못해 게이트 앞에 방치된 새
벽배송 사물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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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카드키나 번호를 입력해 여는 형식이다. 보통 공동 현관의 호출을 통해 수령

자나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통해 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새벽에도 항시 대

기하는 관리자는 없고,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어 곤란하다.

 특히 오전 7시 이전에 배송을 완료해야 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켓

컬리는 주문 시 고객이 공동 현관을 여는 방법을 적게 되어 있다. 소비자가 직접 배

달자와 게이트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적절한 출입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공간을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가 배달자에 공유하면

서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심화한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보안에 관한 중요한 정

보가 내부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

타내는 주민이 늘어나는 것이다. 비밀번호의 공유를 통해 배달자가 지체없이 빠르

게 배달을 완료할 수 있다면 배달자와 수령자 모두 편리한 결과이지만, 배달자에 

주어지는 라이센스의 확장은 결국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게이트 출입 자격의 공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소비자의 대부분은 주문 

시 게이트 출입방법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부산일보, 2020.10.29). 배달자는 

소비자로부터 '자율출입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막상 도착하니 게이트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면담자 C-2는 일단 배송지의 공동 현관을 열 방법이 적혀있지 않을 때, 가장 큰 

난관을 맞이하는 기분이라고 회상한다. 그는 "정말 안되면 일단 경비실 호출을 눌

러요. 근데 새벽이라 자리 비우실 때가 많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죠. 

다음 거 배달해야 하니까... 그럼 소비자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새벽 3시~ 5시에 그

게 정말 그러기 어렵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플랫폼의 응답은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 앞에 물품

을 놓는 것이다. 그림5-1은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해 문주 공간에 방치된 새벽 배

송 상자를 보여준다. 본래라면 소비자의 문 앞에 도달해야 할 사물들은, 게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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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데 실패해 공적 공간의 일부에 놓였다. 배달자에게는 이것이 최선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물건의 도난, 분실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자아낸다. 이

런 경우 부득이 소비자의 벨을 누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새벽 3시에 벨을 눌러 그 

시간에 잠에서 깼다(조선비즈, 2019. 04.15)"라는 갈등을 만든다.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고, 배달의 시간 단축을 위해 배달자들은 출입을 위

한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전략을 취한다.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메모로 미리 수

령하거나, 지역별 단체 채팅방과 같은 배달자 커뮤니티를 통해 비밀번호를 공유거

나(디지털 조선일보, 2019. 07.19), 게이트 입구에 암묵적으로 쪽지를 적어 붙이는 

것이다(JTBC, 2021.04.22). 

면담자 C-2는 공동 현관 귀퉁이를 잘 보면 숫자가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한다. 배송기사들끼리 편하게 배송하기 위해 문틀, 몰딩과 같은 눈에 안 띄는 부분

에 표시해놓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배송기사들만 아는 암묵적인 사인이라지만 

 그림 5-18  마켓컬리의 비대면 접속 방식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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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너무 많이들 표시해놔서 다 알아요. 이런 곳(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곳)은 

도어락이 무색하죠."라 지적한다.

이러한 전략은 플랫폼의 지시나 소비자의 허락이 결여된, 공간의 진입을 위한 라

이센스를 확장하기 위해 배달자 스스로가 수립한 비제도적 행위전략이다. 배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센스를 제도적으로 부여받지 못할 때, 배달자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라이센스를 획득한다. 이와 같은 비제도적 행위전략은 실상 소비자의 

편리한 비대면 수령, 배달자의 빠른 배송을 위해 형성되지만 배달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배달자의 신원확인이 안 되는 현안에 정보의 악용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을 해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물의 도착지에서 소비자와 배달자의 상호작용은 갈등으로만 귀결되지

는 않는다. COVID-19으로 많아진 물량에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

가 높아지자, 택배기사의 과로사, 심리적 괴로움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논란

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 노동, 사물 모빌리티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이

지만 해결이 미진 하자 소비자 차원에서 이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

기 시작했다. 비대면 상황에 문 앞에 배달자들을 위한 감사 인사와 함께 간식을 놓

그림 5-19 비대면 접속하는
 배달자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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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늦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놓는 응원 릴레이 등이 일어난 것이다(중앙일보, 

2020, 03.10; 한국일보, 2020. 10.27). COVID-19 이후 늘어난 택배량, 엘리베이

터가 없는 4층까지 올라오는 기사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으로 현관문 앞에 1년 째 

간식 바구니를 두는 대구의 한 주민과 이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CCTV를 향해 인

사하는 택배기사의 모습(조선일보, 2021. 12.21)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문 앞에

서 감사와 협력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물 모빌리티의 기능 유지, 운용을 둘러싼 소비자와 배달자의 협

력적 상호작용이며, 문 앞에 놓인 음료나 간식 메시지, CCTV 화면으로 전하는 인

사는 이러한 협력적 상호작용 역시 공적, 사적 공간의 경계에서 비대면으로 접속

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그림 5-20  택배기사가 주민이 놓은 간식바구니에 감사인사를 하는 모습 
                  <출처: 조선일보, 2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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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택배도시 행위경관 연구의 도시계획학적 함의 및 과제

제 1절  공간 인식의 변화

1) 모빌리티와 장소성

장소성은 고정된 공간에 대한 반복적인 인식과 애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

러나 도시의 인간, 사물의 고이동성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모빌리티 턴(Mobility 

turn)과 택배도시 안에서 공간의 장소성, 공간이 인식되는 기초적 단위는 반복된 

애착과 고정된 좌표 경험보다는 이동성, 유동성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스치

듯 경험된다. 따라서 사물 모빌리티 시대에 공간 인식과 공간 경험은 거점적이고 

고정적인 공간이 아닌 사물의 동선을 따라 형성된다. 이는 공간을 횡단하기 위해 

각 공간이 준거점적, 연속, 중첩적으로 인지되며, 거점적이고 고정적이며 깊은 관

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동선을 형성하는 양식에 가까운 것이다. 

 정혜진(2015)은 현대 사회의 도시 공간이 고이동성을 처리하기 위해 

Auge(2017)의 표현을 빌려 “어떠한 역사적 의미도 강력한 상징성도 부족한, 단지 

이동과 통행만을 위한 공간들”로 변모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마치 장소의 개

념 자체가 공간적 고정성에 그 기반을 갖게 되는 것에서 사건적 성격을 띠고, 시간

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으로 변화함을 뜻한다. 현대사회의 의사소통은 공간에 고정

된 인프라에서보다 연결된 네트워크, 이동하는 연속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적 사고가 부상되고, 이와 함께 공간의 ‘물리적 구획’은 그 필요성과 가치

를 상실한다(정혜진, 2015: 136; 김진택, 2019). 

 따라서 모빌리티를 가능케 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통과 이동의 공간’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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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속되고 빠른 이동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공간을 구

분하던 경계인 ‘벽’은 빠른 이동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정혜진, 2015). 4장과 

5장에서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가 내부

인의 결속과 안전을 위해서 두른 연속적인 문들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갈

등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장소를 만드는 고정된 좌표의 물리적 경계가 빠른 이

동성, 사물 모빌리티의 유용성을 방해하는 행위경관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빌리티가 증진되기 위한 공간은 ‘이동과 통행’이 빠르고 수월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간의 경계 구분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리적 경계로 이루

어지지 않고 연속되고 암묵적인 경계 요소로 이루어진다. 현대도시의 이동을 위한 

인프라는 그 효용을 위해 물리적인 경계보다 연속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정혜진, 2015; Auge, 2017).

이러한 고 이동성을 담보하는 도시에 의해 변화하는 장소성은 택배도시에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 대표적인 예로 마켓컬리의 물류센터는 거대한 한 층이 지붕 아

래 각 공간의 경계 없이 사물의 구분과 적재, 포장 등의 행위를 위한 이동들이 연속

적이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공간의 구분이 없다. 사물 모빌리티를 

위한 사물이 다루어지는 공간은 이러한 사물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물리

적인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 도시의 공간은 사물 모빌리티와 함께 ‘흐름의 공간 A 

Space of Flows1(Castells, 2003; 강혁, 2019: 125; 정혜진, 2015: 140)’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물 모빌리티는 도시의 공간소와 장소성을 변화시키고, 이는 앞 장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도시의 거시적, 공간적 차원과 행위자 간의 미시적 실천적 전략

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전환은 결과적으로 택배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각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는 방식도 전환한다. 

이러한 택배도시의 공간구조와 공간의 접근하는 이해당사자 구조의 변화, 그로 

1 물리적이고 근접되며 독립된 '장소의 공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로의 변화를
  통해 공간은 유동적 흐름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Castell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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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의사소통의 변화 등 변동하는 행위와 함께 공간과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변화

시키고 행위자가 체감하는 장소성을 변화시킨다. 앞서 정혜진(2015)이 이동과 통

행을 위해 물리적인 경계가 소멸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과 같이 각 행위자가 보유

한 물리적 이동성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 공간의 인식이 변화한다. 배달자라는 행

위자가 이동을 외주하면서 고정된 '점'에 위치한 다른 행위자의 이동성은 감소하

며, 이동을 수행하는 배달자에 거대한 도시공간은 '통과 이동의 공간'으로 인식되

는 것이다. 김성도(2008) 역시 사회의 많은 기능이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자 '거

리가 소멸하고, 공간이 가상화된다'라고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택배도시 현상 속에

서 거리와 같은 물리적 공간의 장소성은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사물 모빌리티의 공간 인식이 만드는 새로운 접점은 고정된 '점' 내에서의 상호작

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공간과 행위자를 상대적으로 

부동적으로 만드는 반면, 배달자는 높은 수요에 따라 고도로 이동적이 된다. 이러

한 물리적 이동성의 양극화는 각 행위자가 보유한 시간 자원 역시 변화시킨다. 요

컨대 배달자는 자신이 보유한 시간 자원을 이동에 할애하고, 이를 통해 고정된 지

점에서 소비자는 시간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이동성이 양극화와 대조적으로 각 지점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네

트워크적 이동성은 '상상된 현존'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모바일 네트워크와 사물이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 공간적 경험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르페브르

는 사적 공간인 집에 거주하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 첫 번째는 집이라

는 공간적 범주 안에 부동적으로 고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상 가능한 회로’를 

통해 사적공간이라는 내밀한 공간의 내 외부로 끊임없이 복잡하게 에너지가 이동

하는 행위의 ‘결절점’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절점의 기능은 상상력이라

는 인간의 능력을 통해 장소성을 능동적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택배도시의 고정된 

지점, 사적 공간은 상상된 현존과 함께 네트워크 적으로 이동성을 갖는다. 따라서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장소성이 상실된다는 전통적인 논의는 가상 네트워크 공

간, 이를 실제와 연결해주는 사물의 존재를 재인식함으로써 장소성을 재발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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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특정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물들은, 상상된 현존을 통해 전혀 다른 공간에

서 구현되었을 때도 그 공간을 재장소화한다. 네트워크적 이동성을 고도로 함축한 

사물들은 지점과 지점을 이동하면서 도착지점의 수령자가 가진 상상력을 끌어내

고, 장소성을 만드는 것이다. 면담자 D-3은 대만식 흑당 밀크티를 배달받은 경험

을 통해 이러한 장소성의 구현 경험을 설명한다. 그는 2018년 대만여행 중 한 거리

에서 특정 음료를 처음 맛보았던 경험과 기억이 있다. 2021년 같은 맛의 음료를 배

달자를 통해 수령하며, 사물이 주는 공간적 상상력을 통해 해외의 특정 장소를 체

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택배도시의 물리적 이동성과 높은 유동성은 행위자의 공간 경험을 변

화시키며, 이는 물리적 경계의 존재를 소멸시키고 공간은 통과ㆍ이동의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의 변화는 공간의 장소성을 희미하게 하며, 물리적 공간

의 의미를 약화한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약해지는 대신, 택배도시의 행

위자, 특히 사물 모빌리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부동적이 되는 소비자는 가상 네

트워크 속에서 상상된 현존을 하며 모빌리티를 획득한다. 퍼트넘이 모빌리티의 증

진에 따라 사회자본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실제로는 사회자본이 네트워크 자본2으

로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신뢰와 관계가 창출되는 것처럼, 사물 모빌리티에 따

라 물리적 장소성이 약화하는 대신 가상의 공간이 행위자에게 새롭게 중요한 '장

소'로 인식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실제로는 반드시 근접하지 않지만,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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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와 장소감

황주성 외(2010)는 장소감을 '사회적 관계와 이해의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된 순

간의 감각(황주성 외, 2010; 136)'이라고 표현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

면서 같은 물리적 공간 내에서 다차원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장소감 역시 '변

화하는 사회 행동'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적인 것', '개방적이며 경합가능한 것'으

로 이해해야 한다고 서술한다(황주성 외, 2010; 136). 이는 고 이동성과 정보통신

기술이 매우 발전한 택배도시의 장소감 역시 관계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시사한다. 

행위자간, 사물, 모빌리티 동선과 행위자의 관계안에서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 장

소감은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서술한 사물 모빌리티 과정에서 각 행위자는 각각 다른 장소감을 체감

한다. 먼저, 사물 모빌리티 행위자의 공간 인식구조는 사물 모빌리티의 순서에 따

라 그 구조가 변화한다. 그림 6-1은 이러한 사물 모빌리티 내 공간의 인지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선(Axis)이 연결하는 두 공간은 점과 점으로 해석된다. 배

달자의 이동은 선에 순응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동의 선형은 이동의 목적과 경

로, 거점이 명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먼저 사물의 이동은 사물을 받는 상업공간 

여기서 상업공간은 물류센터, 가게 등 배달자가 사물을 받아 이동을 출발하는 지

점을 의미한다.

에서 출발한다. 사물은 상업공간이라는 고정된 좌표에서 이동을 위한 준비를 마

친다. 

A. 배달자라는 사물 모빌리티 속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사물을 수령하

기 위해 상업공간에 진입한다. 이때 배달자에 상업공간은 ‘물건의 수령’이라는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해 머무는 공간이기에, 상업공간은 그 근본적인 기능인 대면 서

비스 제공과 장소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때 공간의 경험은 단지 목적을 위

한 준거점이자 판매자와 대면 소비자, 배달자가 각자 상이한 활동을 겹치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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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기능한다. 배달자에게 상업공간은 배달 동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 가

는 경계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수령 이후, 배달자는 사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본인의 신체를 배달 동선 위에 위치

시킨다. 그가 이동하는 동선은 공적 공간으로 통행자와 함께 공간을 사용한다. 여

기서 상이한 공간 사용방법에 따라 갈등이 일어나며, 배달자는 사물의 신속한 전

달을 위해 공적 공간을 재현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이동 동선은 인터넷 네

트워크와 물리적 도시 인프라 등 사물 모빌리티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시적, 비가

시적 하부구조가 갖춰져 있다.

 모빌리티 동선을 따라 배달자는 목적지인 수령자의 공간으로 접근한다. 수령자

의 공간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업공간과는 달리 아주 내밀한 사적 공간의 특

성을 갖는다. 그러나 배달자는 현관문이라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 가장 

내밀한 공간의 경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존재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경계의 관문

인 현관문이 열리고, 그 문 안쪽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배달자라는 존재가 각 

공간의 영역을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넘나들며 배달이라는 뚜렷한 경제적 목적

을 가진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사물을 이동시키는 배달자는 기존 상업공간을 이루는 이해당사자인 판매자나 소

비자가 아닌 사물 모빌리티와 함께 그 공간에 제3의 신분과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

는 존재가 된다. 이는 사적 공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사적 공간은 

 그림 6-1 사물 모빌리티 행위자의 장소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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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구조차 선별된 방문자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었다. 집은 공간 중 가장 내밀한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Bachelard(2003)는 그의 저서 공간의 시학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내밀함

의 가치와 그 시적 상상력에 대해서 논한다. 집은 집 밖의 세계과 구분되어 있으므

로 더욱 내밀해지며, 이러한 집의 ‘외부공간과 분리되는’ 공간적 가치는 인간이 밖

과 안이라는 구분되는 존재를 강하게 대조시키면서 서로를 더욱 생동하는 개념으

로 만든다. 따라서 그가 ‘영혼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집이라는 존재는, 오직 허락받

은 인간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강한 시적 교감을 일으키는 공간이다.

 그러나 사물 모빌리티라는 과정과 함께 공간의 소유자를 비롯한 가족 등 가장 정

서적 유대가 강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내밀한 공간’에 일면식 없는 존재가 접

근하는 것이 허용된다. 택배도시는 이전의 그 어떤 사회보다 가장 내밀한 영혼의 

상태인 집의 경계인 현관문 앞에서 다양한 이방인과 만나는 사회가 된다.

모바일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관된 택배도시 현상은 사물 모빌리티 과정에 직

접 참여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보편 시민의 장소감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4장 3

절에 서술한 바와 같이 사물 모빌리티가 특정 공간의 경험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재현하면서 많은 물리적 공간들은 그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

간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스펙터클적 매력이 있는 공간은 특정한 장소감을 만들기

도 한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 간의 양극화는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인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위 '인스타그램적 공간- instagrammable space'는 시각적 이미지

로 소통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인기있을만한 외관을 지닌 공간을 뜻한다. 공

간이 지닌 다층적 심상과 행위를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행위는 '한 컷' 안에서 

공간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유도한다. 상징적인 공간의 파사드가 인스타그램 사용

자의 과시를 위해 전시되는 순간 그 공간은 행위자에게 과시적 자기표현 공간(김

미영 외, 2018)이 되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가상공간의 장소감이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져 물리적 공

간의 장소감을 확실하게 모방하기도 한다. 초월적 가상세계를 뜻하는 용어 메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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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메타버스(metaverse)3가 그 예이다.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의 행동과 경험을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의 공간을 재구성하고(서성은, 2008; 

김국현, 2007)나아가 장소감 역시 재구성한다.

3 초월의 의미가 있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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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영역과 공적 공간의 경계 설정

택배도시의 첫 번째 특징은 택배도시가 역설적으로 사적 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Lefebvre(2011)는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내부에 부동적으로 

고정되거나 모든 회로로 집 안팎의 에너지가 넘나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거주는 고정된 것이자 이동의 도관으로 기능하며 문이라는 사적 영역과 공

적 영역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안과 밖을 횡단하는 배달자의 존재로 인해 공간 간의 경계는 역동하고 유동하며 

이동과 흐름을 만든다. 그러나 모빌리티의 이동 목적이 인간의 위치 변동이 아닌 

사물의 위치 변동이 되면서 거대한 지붕으로 구분된 모빌리티의 도시 공간은 사적 

공간의 문이라는 ‘벽’을 매우 발전시킨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에 있는 문

은 기전 내부의 인원에게 허락받은, 친밀하고 안전이 보장된 개체만 접근할 수 있

었지만, 사물을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접근권은 초면인 사물 모빌리티 노

동자를 비롯한 이방인에게 주어진다. 이방인 앞의 벽, 현관문은 목적을 위해 열림

과 동시에 긴장과 신속성을 내포한 공기 중의 의사소통과 함께 닫힌다. 가시화되

지 않던 사적 공간인 문이 사회적으로, 도시적으로 가시화되며 사물 이동성 시대

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경계가 되는 것이다.

 게이트를 넘어 수령자의 사적 공간 그 자체도 사물 모빌리티와 함께 그 의미를 

강화한다. 내밀한 사적 공간에서 소비자는 신체적으로는 부동적으로 되고, 네트워

크 측면에서는 항상 수많은 상상된 공간에 연결된 상태로 있게 된다. 초연결사회 

속 포노 사피엔스가 소비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공간이 침대 위라는 것을 생각

하면, 기존 휴식과 재생산, 가족의 공간이었던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동들

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적 공간의 경험은 배달된 사물

들에 의해 더욱 풍부해지는데, 상상된 현존과 경험의 재현에 따라 이는 유명한 대

제 2절  도시계획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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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카페가 되고, 신촌의 레스토랑이 되기도 한다. 

사적 공간의 경계인 문이 주요한 물리적 경계가 되고,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풍

부해짐에 따라 게이트의 폐쇄성과 사물 모빌리티의 유용성, 보안 문제 등 문이라

는 공간의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가치가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문은 이제 갈등과 

협력의 행위가 일어나는 주 무대이므로 도시는 이미 너무도 중요한 주거의 질을 

사물 모빌리티의 주 무대라는 점에서 다시 상기해보지 않을 수 없다. 거주공간의 

경계에서 행해지는 행동과 경험이 사물 모빌리티에 따라 다양해진다는 것은 즉 주

거공간의 형태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역시 확대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함께 주거공간이 기존 가정과 재생산의 기능에 더해 

재택근무 등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거주공간의 혼성적(Hybrid)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

이 택배도시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게이트의 폐쇄성은 대한민국 주거 양식을 빠르게 점유하는 게이티드 커뮤니

티(Gated Community)에서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4장 3절에서 살펴보

았듯, 아파트 문주를 둘러싼 폐쇄적인 공동체는 게이트 내의 규범을 다른 행위자

에게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사물 모빌리티 시대에 택배, 배달의 진입을 막는다. 이

는 "사유지를 지키는 완벽한 섬(한국일보, 2021. 04.20)"처럼 폐쇄적인 특징을 갖

는다. 이러한 게이트라는 벽의 위상은 배달자의 진입을 막거나 우회하게 하는 등 

사물 모빌리티 기동을 방해한다. 박인석 교수(2021)는 신문 기사를 통해 이러한 

갈등은 지상을 보행자 구간으로 만들고, 경비원, 문주를 막는 잠금장치 등 폐쇄성

을 강화하는 공간구조의 형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폐쇄적인 공간구조가 주민의 

행동, 문주 안의 문화를 폐쇄적으로 규범화시키는 것이다. 

도시 전반과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공존할 방법으로 게이트 안 공간구조를 개방적

으로 만드는 파리식 아파트 실험이 과천, 안산, 수원에서 계획되고 있다(한국일보, 

2021. 04.20).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상가, 조경공간, 커

뮤니티 시설 등의 공공공간을 도시 차원에서 제공하고, 개별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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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러한 대안은 공간구조의 변화로 폐쇄성을 극복하는 구조적 대안이지만 실험이 

초기 단계이며,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의 폐쇄성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 규범을 준수해 사물 모빌리티 과정

을 보완하는 라스트 마일1과 같은 택배 다중구조화(서울신문 2021. 04.22), 무인 

택배함 사용 권장2등의 대안과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규범, 폐쇄성을 자정하려는 

문화개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택배 대란'이 일어났던 다수의 공원형 아파트는 사물 모빌리티 서비스

와 지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결방안을 고민했다. 입주민 단체가 전동 카트를 

구입, 충전 수리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 택배기사들이 이를 사용하거나, 택배보관

소를 설치해 입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는 시간대를 정해 아

이들이 학교에 있는 4시간 동안 택배차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다(조선일보, 2021. 

04.15). 이러한 소통과 해결책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논의를 계속 진행한

다면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 택배 문화는 안정 궤도에 오를 것이다.

다음으로, 문 안의 공간은 5장 3절에서 관찰했듯 배달자라는 타인에게 열리는 특

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에 민감하다. 배달자라는 타인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라

이센스는 부당한 침입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사칭 범죄 역시 꾸

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배달되는 사물이 배달자의 출입 라이센스가 되기 때문에 

1 주문한 물건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 배송의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이러한 라스트마일은 고
객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물류업계에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오프라인 매장을 소형 물류거점으로 두고, 단시간ㆍ 근거리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한국 통합물류협회). 자전거 배송, 실버택배 등도 이에 해당하며, 탑
차를 사용하는 택배기사가 물류센터부터 고객의 집까지 많은 양의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2 2014년 행정안전부의 무인 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
택에는 무인 택배함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무인 택배함이 없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설치를 지
원 (국토부, 건축물 등의 범죄 예방기준, 2014)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무인 택배함은 이미 
잘 형성된 물리적 인프라이다. 그러나 기존 배송되던 현관문 앞과 달리 소비자가 이동해 물건을 수

령한다는 점에서 선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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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연 문에 배달자를 사칭한 범죄자에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아시아

경제, 2021. 04.25). 이러한 사적 공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위협은 본 연

구 내 대다수의 여성 1인 가구 면담자들이 우려하듯 택배도시의 도래와 함께 이전

보다 더욱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거주공간의 요건이 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본문 5장 3절에서는 소비자의 행

위전략과 비대면 배송의 이점 등을 설명했다. 보다 공간 계획적 차원에서는 개

개의 주거공간에 도보시설을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같은 공간설계 방법론 또는 가이드라인에 택

배, 배달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 역시 근본적인 설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는 문이 열리는 취약한 과정을 생략하는 대면 접속의 회피를 돕는 디자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행위자들이 정한 비대면의 규범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

심 택배함이라는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안전한 비대면 접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한, 1인 가구가 많고 공간관리자가 부재한 지역에 경찰 치안센터에 안심 택배함을 

CCTV와 비상벨과 함께 설치(JTBC, 2021. 10.26)하거나,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

을 위한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터, 창문잠금장치, 방범창 등 '안심 홈 세트'의 지

원(서울특별시, 2018; 연합뉴스, 2020. 06.30) 등은 이러한 택배도시 속 일상화된 

위협의 순간에 대한 공간 계획의 응답을 보여준다.

 

 2) 택배도시의 공공 인프라 확충

택배도시의 두 번째 특징은 도시가 기능적으로 사물 모빌리티에 의존하면서 공

공 인프라가 사물의 이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택배

도시의 주요한 비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도시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과하게 의존해 

시민이 포노 사피엔스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택배도시를 유지하는 초 

연결 사회는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시민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더욱 큰 문제

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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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로, 2021년 10월 25일 11시 50분경 KT 인터넷 유선 및 무선망에 기능적 

문제가 생겼다(연합뉴스, 2021. 10.25). 네트워크 인프라가 멈추자 초연결사회를 

사는 현대인의 삶 역시 멈추게 되었다. 모바일이 기능하지 않아 각 개인은 점심 주

문을 할 수 없었고, 가게 역시 주문 시스템이 모바일 인프라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

문을 받을 수 없었다. 대면으로 식사하기로 한 사람들은 포스(POS)기가 작동하지 

않아 결제할 수 없었다. 회사의 업무나 가족 간의 소통 역시 불통이었다. 2020년 

12월 14일 한국시각 저녁 9시에 발생한 구글 서비스의 먹통 현상(연합뉴스, 2020. 

12.14)에 구글 홈3을 사용하는 가정은 난방이나 전기를 가동하는 기본적인 행위조

차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네트워크 인프라, 초연결사회, 인터넷 플랫폼에 

과하게 의존하는 현대도시가 지닌 잠재적인 위험성을 드러내며, 네트워크 인프라

에 대한 물리적 안정성 확보와 유사시의 백업을 위한 대안적 장치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택배도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공적 공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동의 공간에서 선험 되는 공간 경험은 상이한 활동 분야나 영역이 중첩되는 장

소인 사이 공간의 성격을 띠고, 특히 각 공간의 거점들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동 경

로이자 중간지점으로 기능하는 공적 공간의 기능이 중첩적, 다중적으로 된다. 이

러한 택배도시 공적 공간은 역치성을 지니며 한 공간이 중첩된 지위를 가지는 역

공간의 특성을 갖는데, 이에 따라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과업의 종류가 달라지고 

공적 공간이 지니는 당초의 역할이 무너지게 된다. 

 보도를 점유하는 바이크들, 대기의 공간이 되는 횡단보도 등은 역공간화되는 공

적공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적 공간의 기능 중첩은 택배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속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적 공간의 기능을 누리던 시민과 배

달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켜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 삶의 질은 리듬을 잃고 후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달자의 노동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적 공간 역시 안정성

3 Google 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홈 관리 시스템으로, 가정의 온도조정부터 에너지 조절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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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5분만 쉬려 해도 갈 곳이 없는(조선일보, 2021. 04.14)" 상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적 공간 재설계 과정에서 특히 택배도시의 주역인 배달자

의 노동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2차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2023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할 계

획을 발표했다. 2021년 4월 기준 쉼터는 합정쉼터(2017년 11월 개소), 서초쉼터

(2016년 3월 개소), 북창쉼터(2017년 6월 개소), 상암(2018년 5월), 녹번(2019

년 7월) 다섯 곳으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서울

특별시, 2021; 조선일보, 2021. 04.14). 이는 주말, 평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운

행하는 배달자들의 노동환경과 늘어나는 배달자의 수를 생각하면 그 효용과 시설

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은 관련 예산이 부족해 현재 있

는 시설 운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고양시는 2021년 12월 14일 건물을 임대하

고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의 배달자 쉼터는 운영ㆍ관리가 힘듦을 인지하고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컨테이너형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오마이뉴스, 

2021. 12.06). 또한, 배달자의 주 정차 행위를 규범화시키는 교통시설의 검토 역

시 필요하다. 탑차나 이륜차가 주정차해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업 주차공간
4(Loading zones)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교통연구원(2019)은 변화하는 

도시 교통의 수요에 따라 주정차대5시설을 노상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택시 승차

대, 일반 차량을 위한 정차대, 이륜차 등을 위한 조업 주차공간으로 구분한다. 이러

한 조업 주차공간은 보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Bay)6형태로 조성해 주 교

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권장된다(한국 교통연구원, 2019; 서

4 조업활동은 "상가나 주거지로 물건을 배달하거나 수거하기 위해 가로변에서 정차 후 물건을 승

하차하는 등의 활동(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2017)"을 뜻한다.

5 주정차대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
다(국토교통부, 20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6 주정차 시 주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를 안쪽으로 파듯이 설치한 형태의 도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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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 2017). 

사물 모빌리티의 제도적, 문화적 기반 역시 확충이 필요하다. 언택트 시대로 배달

이 늘자 안전 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등 이륜차 사고 역시 한해 2만 건이 넘는(연

합뉴스, 2021. 11.07)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이동을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외주 

받으면서 소비자의 시공간적 제약을 경감시키는 대신 배달자는 더 빨리 더 많이 

사물을 전달해야 하는 산업의 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 의무 불이행이 이륜

차 사고의 53.6%(도로교통공단, 2021)를 차지하며 안전과 속도를 교환하는 위험

천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동영상 시청으로 안전교육을 갈음해 인터넷에 시험 정답이 공유될 정도로 실효성

이 없다(배민 커넥트 안전보건교육; 쿠팡이츠 안전교육).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 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11월부터 배달 라이더를 대상

으로 안전 체험교육을 2주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1).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역시 지속해서 배달라이더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등(한국노동교육신문, 2021. 10.28), 기관들이 노력하

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이 미미한 한계를 갖는다. 기업과 민간의 참여로 

안전한 배달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2022)는 라

이더의 이륜차 사고 경감은 '개인의 준법의식에만 기댈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

으며, '위험 운전이 돈을 더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안전 운전을 할수록 이익이 되

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해야 함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과 민간, 정부의 개입

이 필요함을 강조한다(한겨레, 2022. 01.03). 

본문 5장 2절에 지적했듯, 택배도시에서 사물 모빌리티는 그 자체로 인프라이

며, 나아가 기본권이 된다(한겨레, 2021. 06.30). 그러나 여전히 지형적 특징과 인

프라의 부족으로 사물 모빌리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섬, 산

지, 오지마을은 새벽 배송은커녕 택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물을 받기 위해 

36km를 차를 타고 가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물 모빌리티의 사각지대는 특히 

COVID-19 시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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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자활센터가 라스트마일 배송을 해주는 방안,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을 택

배거점으로 사용하는 방안, 나아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는 드론 택배를 

사용하는 등(한겨레, 2021. 06.30; 한국경제, 2021. 11.11)의 대안을 모색, 도입하

고 있다. 사물 모빌리티라는 인프라의 보편적 제공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 공간의 역공간화를 방지하는 물리적 공간설계의 과제는 도시의 

공적, 사적 공간의 기능과 점유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이다. 먼저, 자본주의적 관

점에서 기존의 인프라를 계속 전용하는 탈인프라 현상에 따라 보행의 리듬을 해치

는 공적 공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사물 모빌리티는 계속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

고 그 규모의 경제 자체가 비대해지고 있어 현재 사물 모빌리티를 위한 주차공간, 

교통법규의 규제 등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는 곧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에 따라 배달 노동자의 휴게공간, 주정차 공간 그리고 택배도시의 규범 등을 적극

적으로 도입해 각 도시민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

록 고려가 필요하다. 

공적 공간의 역공간화에 따라 공간이 지니는 제약이 적어지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은 또한 제한된 도시의 자원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사물 모빌리티와 함께 경계가 유동적이 되는 사적 공

간과 공적 공간은 다양한 이동의 흐름과 이동적 거주를 지원하는 다차원적이고 가

변적인 대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다. 사물 모빌리티에 따라 기능적으로 쇠약해지는 

상업공간은 유연한 도시 관리와 함께 그 파사드(Facade)와 공적 기능을 접함으로

써 융합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87-

 3) 택배도시의 스마트 기술 개발

택배도시의 세 번째 특징은 택배도시는 앞으로 발전할 물류, 사물 모빌리티의 기

술발전에 따라 계속 그 외형이 변화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급증한 물류량, 대형 물

류 플랫폼의 도입, 모바일 네트워크의 연결 등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있는 현재의 

도시를 보면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먼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물 모빌리티를 위한 고정된 공간인 물류창고의 양상

이 변화할 것이다. 대표적인 대형 물류 플랫폼인 아마존(Amazon)은 2012년 로봇 

제조업체를 인수해 로봇에 의한 물류창고 자동화를 이루었다. 이는 빅데이터 입력

과 함께 갑작스러운 물류량 변동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고, 창고 운영

비를 5분의 1로 줄인다(서울경제, 2020. 11.27).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택배 하역

을 1,500개의 화물을 30분 만에 하역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현대 L&S는 스마트 

파렛타이징을 비롯한 물류 자동화 설비를 제안하는 등 물류창고를 변화시킬 기술

은 계속 제안되고 있다(물류매거진, 2021. 06). 실제로 식료품을 취급하는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오카도(Ocado)는 머신러닝 로봇 등 IT  기술을 통해 신선도를 높

이고 폐기율을 낮추는 자동화 물류센터 CFC(Customer Fulfilment Center)를 운

영중이다. 이 AI와 함께 고도로 자동화된 물류센터에는 수천 대의 로봇이 자동으

로 주문을 처리한다(조선일보, 2022. 01.13). 이러한 고정된 물류거점의 기술적 변

화는 사물 모빌리티의 처리물량, 속도, 경제성을 높이고, 동시에 물류거점 안의 인

간 행위자의 수를 줄인다. 물류 거점 공간은 점점 인간 위주가 아닌 로봇 중심으로 

변화되리라 전망할 수 있다.

사물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동의 공간, 도로 역시 자율주행 기술을 중

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차두원(2018)은 이미 세계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탈 자동차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며, <글로벌 메가시티의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 보고

서를 인용해 뉴욕과 런던, 파리, 도쿄 등 주요 대도시에서 자가용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서술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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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모빌리티의 공유화, 외주화로 인해 개개인이 이동성 향상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배의 선장’이던 이동의 경험들은 플랫폼에 

의해 일상적으로 공유된다. 이는 이동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개인이 어디 있든 

관계없이 연결되어 시공간적 제약을 저감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빠르게 도입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사물 모빌리티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동태에 따라(차두원, 2018). 도로의 무인화도 상상 속의 일이 아니게 된

다. 실제로 아마존 스카우트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 무인 모빌리티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월마트는 완성차 제조업체 자율주행 스타트업, AI 스타

트업과 협력해 무인배송 트럭을 정식 서비스 중이다(한국경제, 2021. 11.18). 국

내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2018년, 2019년 자율주행 트럭을 시연했다(물류신문, 

2021. 11.08). 교통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언제나 안

정적으로 물류공급이 가능한 특성, 다른 교통시설보다 트럭이 사용하는 고속화도

로의 교통 패턴이 가장 단조로운 이유 등 강점으로, 자율주행 사물 모빌리티는 세

계적으로 도입단계에 진입되었다. 개인의 모빌리티 수단이 적어지고 사물 모빌리

티가 자율주행화 되는 현상은 결국 도로의 생태와 미래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

이다. 

가장 선명하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시화될 변화는 사물 모빌리티를 소비자의 

사적 공간에 전달하는 사물 모빌리티의 라스트마일(Last mile) 과정에서 일어난다. 

생산과 물류 구분 등 고정된 거점에서 이루어지는 퍼스트 마일(First mile)은 공

급자 중심인 반면, 고객에게 사물이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인 라스트 마일은 수요

자 중심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더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라스트 마일의 경험은 

배달용 로봇(드로이드), 드론,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한국토

지주택공사(LH)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시티 지능형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미 의정부 민락지구의 992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된 스마트 

우편함을 포함해 로봇, 드론 배송 등이 이 시스템에 포함된다(머니투데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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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특히 드론은 교통체증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배달할 수 

있는 이유(강호증, 2020)로 미래 사물 모빌리티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다. 아마존(Amazon)은 2013년에 이미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발표하고 2020년 8

월, 미국 연방 항공청의 승인을 받았다. 아마존은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30분 내 배송 완료하는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서울경제, 2020. 

09.01). 중국에서는 2018년 SF Express가 중국 민용항공국의 드론 항공 허가증을 

발급받아 시범배송을 시작했다(카고뉴스, 2018. 04.12).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2019)가 드론 택배를 2025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

드론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35개 규제를 개선

하고, 2023년에는 특히 빌딩과 주택 등 밀집 지역에 물품 배송이 가능한 배송 설비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국토부가 배

송용 사업자등록증을 (주)해양 드론기술이라는 드론 전문업체에 처음으로 발급해 

'드론 택배의 시대'가 열렸다(연합뉴스, 2021. 02.24). 

그러나 아직 선박을 대상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 체감하는 라스트마일

까지 안전하게 드론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항공법의 샌드박스7와 가정의 드론 정착

대 등 물리적 인프라 스트럭쳐의 도입, 고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 추락의 위험

성, 해킹 등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드론보다는 좀 더 일찍 상용화되는 무인배달 로봇의 경우, 현재 아마존

(Amazon), 페덱스(Fedex) 등 각 기업에서 개발ㆍ상용화되어 미국, 일본 등의 지

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곡지구에서 이미 사물 인터넷(IOT)를 

사용해 빵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도입되었고(매일경제, 2019.12.04), 

7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인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단어로 신서
비스나 신기술을 개발할 때 혁신을 위해 도전과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
다.(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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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에서는 로봇 택배가 도입될 예정이며(제5회 월드 스마

트 시티 엑스포, 2021. 9월 개최), 배달의 민족 어플을 운영하는 기업 우아한형제

들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 드라이브를 2020년 광교에서 시범 운영했다(우아

한 형제들, 2021; 한국경제, 2020. 09.22). 드론, 로봇이 배송하는 사물들은 도시

와 공간의 의미, 사물 모빌리티의 행위, 그리고 각 행위자의 전략 또한 변화시킬 것

이다.

급격한 사물 모빌리티의 기술적 발전 과정에 따라 미래의 택배도시에 대한 상상

력 역시 요구된다. 본문 2장 4절에 언급한것처럼 Rickenbacker는 미래의 모빌리

티 경관을 가정하며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보급으로 각각 도시의 중앙에 비행장이 

위치하고 건물의 높이가 규제되는 상상을 한다. 미래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소

재로 한 영국 드라마 Years and years(2019)에서는 드론이 배송의 수단으로 도입

됨에 따라 드론 공원이 만들어지고, 맨체스터 하원의원은 철제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을 노동자로 착각하고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촬영하려다가 목이 잘려 사망한

다. 현재의 택배도시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고민과 함께 미래의 사물 모빌리티 기

술을 상상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등 도시 계획적 함의를 구

현하고 더욱 많은 택배도시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물 모빌리티 도시는 더욱 긍

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물류량과 배달의 신속함, 그리고 사물 모빌리티 인프라는 압도적이

다. MBC의 예능 프로그램인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에서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한국의 배달'이 24시간 

운영되고, 소비자가 어디에 있든 1시간 안에 오는 시스템에 매우 놀란다. 택배 역

시 마찬가지이다. 밤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도착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매우 놀라운 기술이자 체계이다. 이러한 선도적인 사물 모빌

리티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의 사물 모빌리티, 미래의 택배도시에 대한 

상상력과 관심,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ㆍ법률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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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 가능한 택배도시와 환경 문제

마지막으로 택배도시의 네 번째 특징은 사물이 이동을 위해 포장재라는 외피를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므로, 엄청난 양의 포장재가 택배도시에서 발생하여 환경 문

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COVID-19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식료품의 

경우 신선도의 유지,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 더욱 많은 포장재가 필요하다. 이는 식

료품이 사물 모빌리티 과정에서 ‘사물’로 취급되어 물류센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까지 크고 작은 충격을 받기에, 파손을 방지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며 사물 모빌리티 노동자가 운반하기 용이한 외피를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로 택배도시는 '배달 앱이 성장할수록 쓰레기 넘치는 사회(한겨레, 2021. 

06.15)'라는 어두운 오명을 갖게 된다. 

 4장의 3절에 언급했듯 대부분의 신선식품 배송에는 온도의 유지와 파손 방지를 

위해 발포 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스티로폼-박스를 사용하며, 이는 

단열과 완충성이 우수하고 , 세균의 번식이 어려워 식자재 운송에 대중적으로 쓰

이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에 부담을 준다.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는 

그 횟수가 월평균 11회 이상으로(오픈 서베이 식료품 구매 트렌드 리포트, 2020) 

식료품을 구매하는 사물 모빌리티의 소비자들은 구매 때마다 포장재가 누적된다.  

포장재가 재활용 상자에 가득 찬 상황은 처리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지우게 된다. 

실제로 그린피스(2021)의 배달ㆍ택배로 인한 일회용품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에 따르면, 위험사회로 인한 언택

트(Untact) 생활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택배와 음식 배달이 급증했고, 폐플라스틱

과 폐비닐의 양 역시 14.6%, 11% 증가했다. 또한, 식품 포장재는 가정집의 플라스

틱 쓰레기의 78.1%(그린피스, 2021)를 차지하며, 조사대상 841가구의 발생 플라

스틱 77,288개 중 60,331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택배 상자는 약 

33억 개이며(조선일보, 2021. 03.26), 하루에 발생하는 배달 쓰레기는 714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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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1. 03.21),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88kg으로 세계 

3위이며(매일경제, 2021. 12.06), 일회용 용기들은 탄소 배출을 35배 더하고 있다

(한겨레, 2021. 08.11). 택배도시, 사물 모빌리티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

고 치부하기에는 엄청난 수준으로, 그야말로 '버리는 것도 일(아시아경제, 2020. 

04.24)'인 것이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현대도시에 사물 모빌리티로 인해 일회용

품, 쓰레기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 실제로 물품을 주문할 때마다 안전과 편의를 위

해 사물은 사물 그 자체보다 거대한 완충재와 함께 배송된다. "1년 동안 쓰이는 뽁

뽁이와 테이프만 축구장 9개를 채우고(중앙일보, 2019. 05.09)", "족발 2인분을 주

문하는데 15개 일회용품이 발생하고(한국일보, 2021. 02.17)", "6개의 물건을 같은 

플랫폼에서 주문했는데 6개의 배송 상자가 와 있는 경험"이나 "손바닥만 한 물건을 

주문했는데 거대한 완충제와 박스에 오는 경험(아시아경제, 2020. 04.24)" 등은 도

시환경과 소비자의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생산, 유통단계에서 기업의 주도로 포

장재의 기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에의 영향이 기존 사용되던 플라스틱, 비

닐보다 적은 종이,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산화 생분해 필름 등 친환경 소재를 사

그림 6-2 사물 모빌리티로 발생하는 포장 쓰레기<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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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제품의 밀봉에 사용되는 테이프 등 부자재 사용을 최소화시킨 포장재 

디자인 등(한국경제, 2020. 11.18)은 거시적으로 사물 모빌리티에 의존하는 도시

의 환경 문제를 저감시킨다. 

수령, 처리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주도로 한번 사용한 포장재를 다회 사용하거

나 가정의 포장 용기를 사용해 포장하는 셀프 패키징 등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배달과정에서 수거, 세척하는 서비스(조선일보, 

2021. 09.24)나 포장재 없이 내용물만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이데일리, 

2021. 12.28), 고객이 셀프 패키징 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의 마케팅 방안 

역시 필요하다.

사물 모빌리티의 급증에 따른 환경 문제는 물류의 기술발전에 따라 고심해야 할 

택배도시의 중요한 도시문제이며 택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

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주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정책 수

립단계에서의 논의가 핵심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COVID-19 이후 늘어난 폐기

물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운용 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중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 구

매' 등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다(환경부, 2021). 또한, 택배 도시의 지속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를 비롯한 택배 과대포장에 대한 기준 등 법적 기반을 마련(동아일

보, 2021. 12.15) 중이다. 또한 2025년 서울시 배달ㆍ택배 차량의 전면 전기차 화 

목표(한겨레, 2021. 10.28)를 수립하는 등 택배도시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단

기ㆍ중기ㆍ장기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택배도시의 지속가능

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사물 모빌리티 시대에 당연해

진 물류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행위경관 연구의 공간 계획적 함의는 마지막으로 행위경관의 재인식을 

공간 계획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함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문의 2장 3, 

4절에서 언급했듯, 도시의 형태는 사물 모빌리티의 부흥에 따라 도시에 동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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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계(Bacon, 2012 : 252)가 공존함으로써 그 기능이 플랫폼 기반 사물 모빌

리티 의존하는 택배도시로 변화한다. 속도가 가속화되는 택배 도시에서 도시의 건

조환경 경험은 매우 시각화되고 이미지화되며, 공간의 외피와 내부 공간의 복합성

이 함께 증대된다. 이러한 택배도시의 경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랜드마크가 

지표거점에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 경관이자, 빠른 속도로 고도의 이미지를 취득하

는 모빌리티 스케이프(Mobility-Scape), 모바일 속 지도를 통해 전능한 시각으로 

공간을 대리 체험하는 네비게이션(Navigation) 경관의 특성을 갖는다. 

 전통적인 경관의 인식은 지표에 고정된 풍광을 이동 또는 서 있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성에 의해 택배도시의 경관은 비인간인 

사물, 네트워크와 함께 복합적이고 교차적, 혼종적인 시각으로 해석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대의 현상이므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경관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물을 비롯한 행위자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행위를 하고 

이를 축적되는 것을 목격하는 행위경관의 개념이 택배도시를 파악하는 경관의 틀

로 타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위경관의 아카이빙은 도시의 외피와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

를 진단하고 도시계획의 전략을 세우는 적합한 도시의 틀로 기능할 잠재력이 있

다.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행위들을 고려한 행위경관의 아

카이빙을 비롯한 보다 많은 사물 모빌리티 행위경관 연구를 통해 택배도시, 그리

고 미래의 도시에 대한 계획은 상호작용을 고려해 교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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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물 모빌리티가 구현하는 최근의 도시형태를 택배도

시로 명명, 기능적으로 플랫폼 사회의 사물 모빌리티에 기반을 두는 도시로 정의

하고, 이를 개념화 및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물 모빌리티, 플랫폼 사회 

등 이론적 논의를 재정립하고, Ingold의 행위경관 개념을 재해석해 택배도시를 분

석하는 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통해 택배도시 속 도시 공간의 구성, 

물리적 배치를 행위경관의 거시적ㆍ물리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공간과 행위자, 사

물 간 상호작용과 행위자의 실천, 행위전술 전략을 행위경관의 미시ㆍ실천적 관점

으로 파악하였다. 

택배도시의 거시ㆍ공간적 행위경관의 목격은 고정된 좌표인 물류창고부터 시작

된다. 사물 모빌리티가 출발하는 물류창고는 유동하는 사물 모빌리티를 유지하는 

고정된 좌표이며 고도로 기능화, 자본화된 공간이다. 이러한 물류창고는 고속도로 

인근과 같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전체 창고 중 40%가 최근 5년간 설립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마켓컬리의 물류센터는 입고, 분류, 출고, 보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포, 장지, 화

도, 죽전 모두 네 곳의 센터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인프라가 잘 구

성되어 있어 수도권의 네 물류센터만으로도 전국으로 배송할 수 있다. 이러한 마

켓컬리 물류센터의 특징은 서비스 모델이 고객 대신 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창

고형 마트에 가깝다. 또한, 운용을 위해 몇천 명이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며, 이는 

고정된 위치에서 반복된 효율적 행동을 하는 테일러리즘, 포디즘적 노동의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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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한, 새벽을 시간대로 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노동 역시 새벽에 일어난다.

이후 고정된 좌표에서 처리된 사물들은 이동의 동선인 도로를 거친다. 이동 경로

가 축적되어 고도로 이동적인 흐름의 공간인 도로는 빠르게 스치듯 경험되기 때문

에 비장소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도로는 도시의 경제성, 기능성에 집중하기 때문

에 공간의 족적과 서사가 상실되며 무장소성의 성격을 갖는다. 배달자는 이를 대

기 공간, 휴게공간의 다 기능적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사

적 공간, 공적 공간 모두의 규범도 따르지 않는 공간으로 역공간화한다. 

그러나 마켓컬리는 새벽이라는 행위자가 비활성화되는 시간대를 사물 이동의 시

간적 배경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의 가용성이 높은 이점을 누린다. 교통체증, 

다수의 통행자 등 사물 모빌리티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사라진 새벽

이라는 시간대는 배달을 용이하게 한다. 도시가 가장 부동적인 시간에 역설적으로 

이동성을 최대한 확보한 채 사물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마켓컬리의 배달자는 공간 인식이 어려운 새벽에 이동하기 때문에 경관을 

인식하는 방식이 디지털화된 지도 위의 점으로 변화하므로 외부공간에 대한 경관 

인식이 첫째, 전지적인 시야각으로 시점이 변하고, 둘째, 지도 위의 자신으로 자기 

중심화되고, 셋째, 대리 체험되는 네비게이션(Navigation)화 되며, 넷째 가시 가능

한 건물의 파사드(Facade)가 경관의 주요한 요소로 부상한다. 또한, 비활성화된 건

물의 현관을 계속 보아야 하므로 건조환경의 내부에서는 배달자의 감각과 지각에 

의존해 공간 경험을 한다. 

도착의 공간인 입구와 현관은 배달자에 비환대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입구 안쪽

의 공간의 사용법을 두고 거주자, 공간관리자, 배달자가 갈등하는 것이다. 빠르게 

사물 모빌리티에 의존하는 도시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시건조의 규범들은 배

달자가 쉽사리 입구를 통과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령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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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킨다. 첫째, 공간관리자와 거주자가 비활동적인 시간에 배송함으로써 비환

대의 입구와 현관을 무관심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비제도적, 비규범적 그

리고 변칙적인 행위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가구원이 사적 공간을 비우기 전인 새

벽에 사물을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관문이라는 경계의 의미를 통과하는 공간

에서 집 일부로 변화시킨다. 셋째, 사물 모빌리티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외피인 포

장재를 종이박스, 다회용 박스 등으로 변화함으로써 사물 모빌리티에 의존하는 도

시의 환경문제를 저감시켰다. 마지막으로 RMR, HMR등 경험을 재현하는 사물을 

전달함으로써, 사적 공간인 집의 공간 경험을 재현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대면 

상업공간 규모를 줄이고 도시가 구분하는 용도와 경계를 전이와 침범이 상시 이루

어지는 약동의 공간으로 만든다. 

미시적·실천적 관점으로는 사물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공간과 행위자, 사물 간 상

호작용이 변화와 행위자 간 전술이 수정되는 현상을 관찰 및 분석한다. 먼저 모바

일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판매자와 포노 사피엔스의 특징을 갖는 구매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대면한다. 침대, 통근 열차 등 일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쇼핑공간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연결에서 소비자는 상상된 현존을 경험한다. 

배달자와 통행자는 같은 공적 공간을 다른 규범을 따라 사용함으로써 마찰이 일

어난다. 통행자는 공적 공간을 계획의 규범에 맞게 공간의 재현하고, 배달자는 사

물 모빌리티를 위해 자신의 공간적 실천으로 재현 공간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통행자의 리듬을 방해하고, 갈등 관계가 발생한다. 

배달자는 소비자의 공간에 진입할 때 사물의 전달이라는 ‘출입의 라이센스’를 보

유한다. 그러나 수령자는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배달자를 비환대 하는 행동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 극복을 위해 비대면 접

속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안전의 행위전략과 비제도적 행위전략이 발생한다. 

 택배도시 행위경관 연구의 함의는 공간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과제로 나눌 수 있

다. 택배도시에 따른 공간 인식 변화는 먼저 모빌리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소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전통적으로 모빌리티, 모바일 네트워크,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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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에 따라 공간의 장소성이 약화하고 나아가 상실된다는 논의와는 달리 장

소성은 변화하고 재발견되고 있다. 고정된 실체로 해석되었던 물리적 공간은 '통과 

이동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공간 간 경계인 '벽'이 소멸되는 등 물리적 공간 인식이 

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가상 네트워크상에서 이동성을 갖고 소비 활동을 하며 

가상공간에서 장소성을 재발견,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변화하는 장소성과 함께 택배도시 현상에서 각 행위자가 체감하는 장소감 역시 

변화한다. 네트워크 기술인 SNS의 발달로 한 컷의 이미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리

적 공간의 소비재화, 더욱 섬세하고 정밀해지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

의 발전에 따라 가상공간의 장소감이 현실과 매우 유사해지는 현상이 그와 같다. 

5장까지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과제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

째는 거주공간이 기능적으로 하이브리드(Hybrid)화 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

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이다. 두 번째는 사물 모빌리티의 효율

성 증대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택배도시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의 과제이다. 

세 번째는 사물 모빌리티 기술과 택배도시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의 

개발 및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택배도시를 위해 환경

에의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에 대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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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물류나 배

달 노동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사물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를 도시 계획

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연구했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물류량과 사물 모빌리티

에도 불구하고 사물 모빌리티 연구는 교통 물류 및 노동 연구 등 개별 분야에서 지

엽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미비했다. 이

에 본 연구는 빠른 사회의 변화로 도시 역시 변천되는 사물 모빌리티 현상을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이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둘째, 기존 시각적이고 고정되었던 경관개념을 사물 모빌리티에 맞게 확장했다는 

점이다. 도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경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김홍

중, 2005: Chunsey, 1995) 공간 분석에 사용되는 경관의 개념 및 방법론은 시각적 

시퀀스, 고정된 지표에서의 관찰 위주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는 경관 분석에 있

어 능동적인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Ingold의 행위경관 개념을 재구성해 경

관을 사회적이고 행위로 시공간적으로 재구성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셋째, 택배도시의 행위경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공간 인식적 공간 계획적 함의

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택배도시가 변화시키는 도시의 거시적이고 물리

적인 측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및 전술, 전략과 같은 미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

을 행위경관의 프레임으로 분석해 택배도시의 공간 인식의 변모를 도출하였다. 이

를 통해 공간 계획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택배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사물 모빌리티는 현대의 도시를 총체적으로 변

모시키는 현상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소비문화의 온라인화, 가족의 구조 변화 

COVID-19과 같은 위험사회의 도래로 발생 및 가속화된다. 따라서 택배도시를 

비롯한 사물 모빌리티 연구는 도시연구, 도시계획 연구와 결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물 모빌리티로 유동성이 높아지는 사회를 바라보는 틀로써 Ingol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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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경관 개념을 사용한 후속연구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했기 때문에 기업 내부 정보의 보안을 이유로 더욱 많은 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웠

다. 특히 현재 마켓컬리가 상장과 함께 사업의 대대적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므

로 더욱 관련 자료의 유출에 민감했다. 실제로 마켓컬리의 물류센터는 근로자에게 

스마트폰 소지를 비롯해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언론 취재 등 홍보 목

적이 아니면 보안절차 등으로 내부 취재 및 사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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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of Things such as delivery has become an essential service as the 

consumption patterns occur online in modern society, the consumption units 

change from families to individuals, and the risky societies such as Covid19 

emerge. Now, Mobility of Things is a major cause of social change because 

it moves objects in the city and changes the structure of urban spa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Therefore, it needs to be recognized as a paradigm. 

However, despite this importance, research on Mobility of Things has been 

conducted locally, concentrating on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Therefore, this study named the city change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Mobility of Things as the 'Delivery City phenomenon' through the analysis. 

Also, this study attempted to re-recognize the concept of Task-scape proposed 

by Ingold to understand people's perception of urban space that changes 

according to Mobility of Things. To this end, this study studied the Task-

scape of the Delivery City phenomenon and then presented the urban planning 

implications and tasks of the Delivery City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an 

analysis framework with two layers of micro and practical dimensions, whic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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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Delivery City's spatial usage methods, macro-spatial dimensions such 

as physical layout, tactics and changing interactions between actor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suggested the most suitable Market 

Curly – that introduced the concept of early morning delive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ranked first in the fresh food delivery industry - for the analysis 

of the Task-scape of Delivery City, and conducted literature study, field study, 

and archiving.

 The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macro-spatial Task-

scape of Delivery City is from the logistics warehouse to the road and trains 

that are moving paths, and the entrance, which are the destinations. The 

logistics warehouse, the starting point of Mobility of Things, is a fixed place 

that maintains moving Mobility of Things and is a highly functionalized and 

capitalized space. Market Kurly's logistics centers are all located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Gimpo, Jangji, Hwado, Jukjeon, and nationwide delivery 

is possible with excellent highway infrastructure. In addition, several thousand 

people work in the same space for operation where Taylorism, characterized 

by repeated and efficient behavior in a fixed position, a form of labor in the 

Fordism style, a space of control in the Panopticon style are formed.

 Thereafter, objects processed in a fixed place move along the road. Roads 

have place-less and non-place characteristics as a space for movement 

paths. The deliverer does this liminal space-forming and space-forming as 

a space for labor that plays a multi-functional role as a waiting space and 

a rest space. Market Kurly has the advantage of high availability in the city 

because it designates dawn, the time when actors are inactive, as the temporal 

background of movement of objects. Also, Market Kurly changes in a way 

that the perception of the landscape is indirect and navigation because it moves 

through the truck, which is a space for work and for movement.

 The entrance as a space of arrival is non-hospitality to the deliverer. In the 

space inside the entrance, residents, building managers, and deliverers conflict. 

However, through the Saetbyul delivery system, Market Kurly chang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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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receipt as follows. First, Market Kurly makes the entrance of 

non-hospitality into a space of indifference through delivery during times when 

space managers and residents are inactive. Second, Market Kurly changes the 

meaning of the boundary of the front door from space through to part of the 

house by allowing household members to pick up items in the early morning 

before leaving private spaces. Third, Market Kurly reduc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cities that depend on Mobility of Things by changing the 

packaging materials essential for Mobility of Things into paper boxes, multi-

use boxes. Fourth, Market Kurly expands the spatial experience of the private 

space of the house by delivering objects that reproduce experiences such as 

RMR and HMR. 

 From a micro-pract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observes and analyzes 

the phenomenon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space and actors and objects 

modifies changes and tactics between actors, focusing on Mobility of Things. 

First, the seller, which is a mobile platform, and the buyer, who has the 

characteristics of Phono sapiens, face each other through mobile access. As a 

result, the stage of consumption activity becomes an everyday space such as a 

bed and a commuter train, consumption becomes daily life, and a virtual space 

becomes a reality as an imagined presence. 

 Deliverers and passers-by share tactics such as conflict and cooperation by 

using the same public space according to different norms. The passer-by 

recreates the public space according to the norms of the plan, and the delivery 

person reproduces and spatializes public space through his or her own spatial 

practice for Mobility of Things. 

 When a delivery person enters a consumer's space, the delivery person holds 

a "license of ent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ings. However, the recipient 

establishes a behavioral strategy that makes the delivery non-hospitality for 

safety and security reasons, which creates a contradiction in the relationship. 

To overcome this contradiction, non-face-to-face connection, safety 

behavioral strategies and non-institutional behavioral strategie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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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on the Task-scape of Delivery City are divided 

into changes in spatial perception and policy tasks. First, the sense of place by 

Mobility of Things is not lost, but its properties are changed and rediscovered. 

Actors feel relational placeness in virtual space instead of feeling the boundaries 

and walls of physical space disappear. In addition, the physical space becomes 

a consumer product through SNS, and the sense of place is experienced in 

a virtual space that is more delicately rep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Metaverse, which means that the sense of place in modern 

society is changing.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our policy tasks. The first is the task of 

how to set the boundari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domains, along 

with the functional hybridization of the living space. The second is the need to 

expand the Delivery City's physical infrastructure, such as, physical stability of 

various network infrastructures related to Delivery City and redesign of public 

space. The third i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smart 

technology and a preemptive response for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he 

Delivery City. The fourth is the solution of a society overflowing with waste 

such as packaging materials, which is a negative aspect of a Delivery City, 

and a task at the civic level, corporate level, and policy level for a sustainable 

Delivery City.

 With a clear diagnosis and concern for the current Delivery City phenomenon, 

and prediction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of Mobility of Things, more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implications and delivery 

cities will develop Mobility of Things cities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Keywords : Delivery City, Task-Scape, Market Curly, Mobility of Things,

                  Platform,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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