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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공간문화 연구의 통향과 과제를 살퍼보고자 하였다 우선 비판적 관점에서 공간을 사회문화적 

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적 논의들의 흐름을 살펴보았다.1970년대 이후 공간담론의 부각 속에서 공간문화연구는 인간주의지 

리학， 사회공간론， 공간정치경제학， 일상생활공간론， 포스트모던공간론， 가상공간론， 공간의 문화정치론 동의 영향을 받아 

그 인식적 지평을 확대해왔다. 다음으로 공간문화연구와 관련된 주요 이론들을 문화론과 도시문화론， 신문화지리학과 문화 

정치론， 포스트모던공간론， 공간육체론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세 번째로 공간문화연구의 주요 주제를 일상생활 

공간， 문화와 경제， 도시공간의 상품화와 스펙터클의 정치， 공공공간 담론， 소비의 문화정치， 도시개발의 문화전략과 장소마 

케팅， 경관텍스트 분석，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 등 여닮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한국의 비판적 공간문화연구 흐 

름과 쟁점을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제1기(1991-93)는 포스트모던 공간문화연구， 제2기(1994-96)는 신문화 

지리학과 도시경관연구， 제3기 (1997-99)는 공간문화정치론과 현실공간문화 연구， 제4기 (2000년 이후)는 장소마케팅과 장소 

성의 정치 등이 각각 핵심주제로 부각되어왔다. 마지막으로 향후 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과제로서 도시문화지리， 미디어지 

리， 관광지리， 감성의 지리 등 연구분야의 확대 및 심화와 학제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비판적 공간문화론， 공간문화， 신문화지리， 문화정치， 장소마케팅， 장소성， 도시문화지리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trends and issues of critical space and culture studies. At first, 

this study review the critical space discourses related to understanding space from the view of socio

cultural dimension such as humanistic geography, social space, political economy of space, everyday life 

space, postmodem space, cyberspace. And then, major five theories of space and culture studies such as 

theory of culture and urban culture, new cultural geography and cultural politics of space, potmodem space, 

and spatial bodies are reviewed. Thirdly, eight themes of space and culture studies such as life space, 

cultural economy, commodification of urban space and politics of urban spectacles,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cultural politics of consumption, cultural strategy of urban development and place marketing, 

landscape text analysis, and politics of difference and identity politics are analyzed. Fourthly, the tren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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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of critical space and culture studies in Korea since 1990s are reviewed. It is divided into four period, 

the first period(1 991-93) focusing postmodem space and culture, the second period(1 994-96) focusing on 

new cultural geography and urban landscape, the third period(1997-99) focusing on cultural politics of 

space, and the fourth period(after 2000) focusing on place marketing and politics of place identity. Lastly, it 

is emphasized to widen and deepen critical space and culture studies, especially new fields and themes such 

as urban cultural geography, media geography, urban tourism geography, geography of feeling. Inter

disciplinary study is also very important and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critical space and culture 

studies. 

Key Words : critical space and culture studies, space and culture, new cultural geography, cultural 

politìcs of space, place marketing, place identity, urban cultural geography 

1. 공간의 사회문화적 이해: 공간문 
화연구의 인식적 지평 

공간문화(space and culture)에 대한 비판적 연구 

는 공간이란 무엇이고，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 

가 하는 공간의 존재 · 인식론적 차원과 사람과 공간 

이 관계맺는 방식과 그를 통한 삶과 공간의 변화를 

탐색하는 공간적 실천 · 생성론적 차원을 모두 포괄 

한다. 이러한 공간문화연구는 1970년대 이후 급진 

전된 공간담론의 부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간담론이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던 근대학문체 

계에서 상대적으로 공간담론이 얼마나 부차시되 

어 왔는지는 “베르그송 이전부터 공간은 죽은 것， 

고정된 것， 비변증법적인 것， 정지된 것으로 간주 

된 반면， 시간은 풍요롭고 비옥하고 생생하고 변증 

법 적 인 것으로 이해됐다"(Foucault ， 1980)는 푸코 

의 언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비판사회과학계 

에서조차 사회해방을 위한 통찰력과 실천적 정치 

의식을 제공해주는 일차적 근원은 시간과 역사개 

념이었고， 공간은 단순히 역사발전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거나 그 영향을 받기만 하는 피동적이고 부 

수적인 존재로 펌하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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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지배하던 인문사회과학계에 공간과 지리 

담론을 무기로 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다. 특히 근대성에 강한 문제제 

기를 하며 등장한 포스트모던 담론은 ‘공간’ 을 비 

판사회과학과 문화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공간담론을 주도해온 핵심분야는 사회학과 지리 

학이다. 사회학에서는 도시적 생활양식과 도시성 

(urbanism)을 탐색했던 초창기 도시문화론에서부 

터， 자본과 노동， 국가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본주의도시의 성격을 분석해옹 공간노동론， 자 

본순환론， 집합적소비론 등 일련의 도시사회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리학에서는 물리적 · 

기하학적 공간관에 기초하여 공간법칙을 규명하 

고자 했던 ‘논리실증주의지리학’ 과 인간의 장소 

경험과 장소정체성의 형성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인간주의지리학’ , 자본주의적 상품 · 노 

동관계의 공간적 형성과정을 구조주의적 관점에 

서 규명한 ‘공간정치경제학’ 적 연구들이 공간담 

론의 흐름을주도해왔다. 이러한공간담론의 흐름 

속에서 ‘공간문화연구(space and culture studies)’ 

는 공간의 사회문화적 생성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 



는데， 특히 ‘인간주의지리학’ , ‘사회공간론’ , ‘공 

간정치경제학’ , ‘일상생활공간론’ , ‘포스트모던공 

간론’ , ‘가상공간론’ , ‘공간의 문화정치론’ 등이 

공간문화연구의 지평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 

다. 

‘인간주의지리학(humanist geography)’ 은 공간 

이 지니는 사회성과 문화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논리실증주의지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간의 

사회문화적 요소를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즉논리 

실증주의 지리학에서 공간은물리적 · 기하학적 공 

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로인해 인간주체는 부 

차시된 반면， 인간주의 지리학은 인간이 공간에 부 

여한 의미와 정체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공간과 

대비되는 ‘장소(place)’ 개념을 강조한다. 렐프가 

지적했듯이， 장소감(placeness)이나 장소정체성 

(place identity)은 한 장소의 독특한 경관， 활동， 의 

미 등 세가지 요소가 얽혀 구성되고， 그로인해 장소 

는 인간으로부터 장소정체성을， 인간은 장소로부 

터 자아정체성을 얻게 된다(Relph ， 1976). 이러한 

장소성 분석 이 공간문화연구의 주요 주제가 된다. 

‘사회공간(social space)론’ 은 물리적 인 공간과 

사회적 주체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일상 

적인 사회생활과의 연관성 속에서 공간을 이해한 

다. 예를 들어 르페브르는 논리적 · 수학적 공간이 

라는 형식적인 공간의 추상과 ‘사회공간’ 이라는 

실천적 · 감각적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공간 개념 

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 실재공간이 

다양한 헤게모니 체제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 

산되어 온 역사를 살핀다(Lefebvre ， 1974). 여기서 

사회공간은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텅 빈 공간이 아 

닌 역사적으로 ‘생산된’ 공간이며， 생산과 재생산 

을 둘러싼 다중적인 사회관계들이 상호교차하고 

중첩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일걷는다. 공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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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인 실존 

양식을파악하는것이 된다. 

‘공간정 치 경 제학(political economy of space)’ 

에서 공간문화연구는 자본에 의한 공간생성의 문 

화적 메커니즘을규명하는데 관심을갖는다. 예를 

들어 하비 (Harvey, 1982)와 스미스(Smith ， 1984)는 

자본축적 위기의 공간적 돌파와그로 인한새로운 

공간의 생산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본위기의 공간 

적 해결이 계속적인 공간차별화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논논리며， 이러한차별화의 근본요소는자본 

논리보다는 사회문화적 논리로 설명될 수밖에 없 

다. 즉 자본논리의 관철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양태 

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서는 공간의 차이와 맥락을 강조하는 공간문화 

적 관점이 필요하다. 구조와주체의 다양한매개범 

주를 찾으려는 일련의 노력들， 예를 들어 바스카 

(Bhaskar , 1986)의 ‘입지-실천체계’ , 기든스 

(Giddens , 198 1)의 ‘체계-제도’ , 부르디외 

(Bourdieu , 1977)의 ‘아비투스(habitus)’ 등은 그 

러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등운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다. 

‘일상생활공간(everyday life space)론’ 은 공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원천을 새롭게 

찾고자한다. 즉 일상적 삶속에서의 구체적인 공 

간형성 또는 공간생산의 다차원적인 경로를 찾고， 

그를 통해 공간을 둘러싼 갈등관계를 파악하고 해 

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판적 공간연구 

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젠더， 세대， 인 

종， 계층 등의 공간주체와 그들의 삶， 소비 , 정체성 

과 공간의 관계에 커다란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 

어， 서구도시에서 새로운 공간현상으로 주목받는 

도섬 쇠퇴지역의 화려한 재생(이른바 젠트리피케 

이션)과 스펙터클한 도시경관의 생성을 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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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의 논리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 

비양식의 변화， 미학적 생활양식， 탈산업사회와 신 

중간계층의 출현， 포스트모던 건축양식， 여성고용 

의 문제 등으로설명한다. 

‘포스트모던공간(postmodern space)론’ 은 이 러 

한 공간의 사회문화적 이해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라는 문화논리가 결합하면서 공간문화연구의 흐 

름을정점에 달하게 한다. 공간연구에서 포스트모 

더니즘의 도입은 크게 연구대상과 태도의 관점에 

서 이루어진다. 연구대상으로서 포스트모더니티 

에 대한 연구는 20세기말의 경제 · 정치 · 사회 · 

문화적 과정에 따른 시공간 조직 변화를 탐구한다. 

반면 태도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사유양식의 근 

본적 전환을 통해 현설세계의 변화를 해석하과 

한다. 즉 근본주의， 본질주의， 거대서사， 총체론을 

버리고무질서，비일관성，중심성의 해체라는관점 

에서 , 현상들의 동일함보다는 차이에 좀 더 민감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 

으로 지역차와 공간의 특이성을 규명하는데 관심 

을 많이 가진 사회 · 문화지리학자와 공간문화연 

구자들에게 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상공간(cyberspace)론’ 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과함께 등장하면서，공간의 사회문화적 이해에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즉 최근의 공간문 

화연구들은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공간만을 중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이미지와 흐름의 네트 

워크로 이루어지는 가상의 현실공간을 연구대상 

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정보적 생활양식의 관 

점에서 시공간개념의 근본적 전환을 분석하는 카 

스텔은 새로운 사회조직원리로서 상호연결된 결 

절의 ‘네트워크’ 를 들고 있다(Castells ， 1996). 이 

러한 네트워크사회는 전통적인 의미의 ‘장소로 구 

성된공간’ 이 아니라 ‘흐름으로구성된공간’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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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지구상의 곳곳을그물처럼 엮고있는컴퓨 

터 통신망인 가상공간은 그동안 제한적인 시공간 

차원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맺어왔던 사회적 관계 

를 벗어나，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의 장소와 

상관없이 이른바 가상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시간과 공 

간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문 

화와정치구조를형성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공간을 과거와 같 

이 단순한 물리적， 기하학적 공간으로 이해하거나 

공간의 생성 · 발전 · 소멸을 자본축적 또는 경제 

논리로 환원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 

시 말하면 공간의 사회문화적 생성의 시대로 들어 

서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문화정치 (cultural 

politics of space)론’ 은 그러한 공간 생 성 의 사회문 

화적 맥락을 특히 강조한다. 즉 공간을 둘러싼 사 

회문화적 힘들，예를들어 지배력과저항력이 어떻 

게 부딪히고， 다양한 의미들이 어떻게 경합하면서 

공간에 표출되며，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와 담론들 

이 새로운 공간 생성에 지배적 힘으로 작용하는지 

에 대한 포괄적 · 맥락적 접근을 취한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공간의 지배적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공 

간의 소비 및 재현과정 공간을 둘러싼 주체들 간 

의 관계와 정체성 형성과정을 함께 다루게 된다. 

2. 공간문화연구 관련 주요 이론: 문 
화론에서 공간육체론까지 

1)문화론 

현 시대는 ‘문화의 시대’ 라 할만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고， 문화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문화에 대한개념이나 인식이 사용하 

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여 함께 문화를 얘 

기하더라도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만 

큼 문화는 다양한 개념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 

게 문화가 다양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문화 

의 개념이 사회 · 경제적 발전과정과 밀접한 연관 

을 지니고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영국의 문화연구가 윌리엄즈는 문화 개념의 변 

천과정이 도시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Williams ， 1958). 윌리 엄즈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의 문화논의를 결합시켜 문화의 개 

념을 요약해보면 〈표 1>과 같이 크게 다섯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각각의 개념은 서로 관련을 맺 

으면서 발달되어 왔고， 그로 인해 현재 문화개념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문화 개념의 변화를 이해하는 기본적 출발은 봉 

건제 농촌사회에서 자본주의 도시사회로의 이행 

이라는구도속에 있다. 봉건제 농촌사회에서 문화 

는 토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다시 

말해 ‘곡물과 동물들의 성장과 돌봄 나아가 인간 

능력의 성장과 돌봄’ 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문화개념 , 즉 ‘어원적 정의’ 다. 곡물과 동 

물들의 성장과 돌봄이란 농촌경제에서 ‘경작’ 과 

관련된 노동을 의미하고， 인간능력의 성장과 돌봄 

은 노동 이외의 인간행위로 농경사회에서의 이웃 

地理學論義 저145호 (2005. 2) 

간 친교나 사핍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문화는 농 

촌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두 번째 ‘문명론적 정의’ 는 자본주의 도시사회 

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였다. 즉 봉건제의 해체와 

부르주아 상인계급의 성장， 그리고 유럽 도시문명 

의 발전과 함께 ‘시민사회’ 라는 근대사회가 출현 

하면서 ‘문명’ 혹은 ‘문명화’ 라는 개념이 등장하 

였고， 근대사회 초기에 문화는 바로 이 문명 개념 

과 동일시 되 었다. ‘문명 ( civilization)’ 은 ‘질서 있 

는， 교육받은， 혹은 예의바른’ 의 뜻으로 서구 부르 

주아 시민사회의 새로운 근대적 질서이념을 명료 

하게 표현판 어휘였다. ‘문화’ 와 ‘문명’ 이 동일 

한 의미로사용된 것과근대문명에 대한강한긍정 

의 바탕은 상승하는 신흥계급으로서 부르주아의 

‘계몽주의적 이성’ 이었다. 따라서 문화는 계몽주 

의를 바탕으로 한 지적 · 정신적 · 심미적 계발의 

일반적 과정을 의미하게 된다. 

세 번째 ‘예술 · 교양론적 정의’ 는 앞에서 말한 

문명과 계몽주의 이성이 회의와 비판의 대상이 되 

기 시작한 산업헥명 이후， 공업화 · 도시화의 급격 

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다. 사회발전의 이념으로서 

계몽주의의 약속은 대공황과 실업， 공장에서의 착 

취， 기계문명에 대한 반감， 노동자계급과 부랑인들 

의 비참한삶등공업화 · 도시화사회의 어두운면 

모들이 드러나면서 깊은 회의의 대상이 되어버렸 

다. 이러한문명비판은문화에 대해 문명과는상반 

〈표 1> 문화의 다섯가지 정의 

‘황 ;憐 캉훌훌 ÁI'I 찢형 ~ 

어원적정의 봉건제 문화는 토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가르는 행위 

문명론적 정의 18세가 문화는 정선적 · 심미적 발전의 일반과정 

예술·교양론적 정의 19세기 문화는 지적， 예술적 활동의 4二F물이나 실천 

생활양식론적 정의 20세기 문화는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 생활방식 

의미체계론적 정의 20세기 후반 문화는 사회질서가 전달 재생산 처1험 탐구되는 공유된 의미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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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동향과 과제 

된 의미를 갖게 하였다. 즉 ‘예술적 혹은 지적인 

삶’ 이라는，사회와는 일정정도괴리된 ‘내적 혹은 

정신적 과정’ 들에 대한 강조로서 문화개념이 나타 

나게 되었다. 이것은음악，문학， 연극， 영화등 이 

른바 ‘문화생활’ 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의식 속 

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고급예술중심의 문화관이 

라할수있다. 

네 번째 ‘생활양식론적 정의’ 는 그동안 학문적 

으로 가장 많이 쓰여 온 개념으로， 여기서 문화는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 생활 

양식을 일걷는다.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따라 사 

회학적， 인류학적 문화개념들이 동장하면서 ‘총체 

적 삶의 방식’ 으로서 문화를 포괄적으로 보는 입 

장이 확산된 것이다. 이후 문화개념은 사회 · 경제 

의 변화 및 그에 따른 태도의 변화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새롭고 파악하기 힘든 의미들이 

되어버렸다. 

마지막 ‘의미체계론적 정의’ 는 최근 문화이론계 

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 

우리가 어떠한 의미화체계(signifying system)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 의미화체계는 

별개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모든제도들에 공 

통적으로나타나는상징적 차원에서 파악된다. 이 

개념은 문화가 단지 인간에 의해 파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일종의 의미화체계로서 우리 

의 생활을 구조화한다는 점 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순과 문제들의 원인 

을 문화에서 발견하게 해준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지 향유를 위한 공간과 산물 혹은 대상의 

파악을 위한 연구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할 

대상으로서 더 나아가 저항의 장으로 문화의 의미 

가 확대된다. 최근 문화담론이 매우 많아진 것은 

이러한 문화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인류학적 관점 혹은 고급예술의 문화 

〈표 2) 문화연구의 갈래와 쟁점 

문화생산의 정치 · 경제적 과정 대중톰의빼문화률쭈적쩍소비 따 하생산H생산과소비의변증영) 
연구키워드 지배，조작 쾌락， 의미， 저항， 정체성 경합， 맥락， 상황 

(대중)문화에 
경제적 토대의 상부구조 

의미부여 및 소통의 장 
인간사고와표현의 정수 갈등·경합의장 

대한관점 
비관적 

진보적 낙관적 

대중관 수동적중독자 능동적 섣천의 주체 

시장(이윤추구) 자본논리의 전면적 관철 문화의 상징적 창의성 촉진 

에 대한인식 재정의 경제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경제 양측면결합 

일상에 대한 자본에 의한일상의 파괴 
문화적 해방의 가능성 

견해 문화적질곡 

경제적 환원주의 
무비판적 소비주의 

상대방 비판 | 
대량문화이데올로기 

해석학적 방식위주 대중의 능력 과대평가 

선수정주의 

문화연구방법 정치경제적 방법의 유일성 강조 주체의 소비 실전강조 비판적 다양성 강조 

공간문화연구 자본논리에 의한 공간문화의 지배적 생 
문화주제의공간에대한 공간의문화정치에의한 

핵심관점 산(공간의 지배적 생산) 
의미부여와변형 맥락적 공간생성 

(공간의 주제적 소비) (공간의 맥락적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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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 갇혀있던 문화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일상으로， 혹은 사회구조의 체계로 그 범위를 확대 

해 나가면서 갈등의 지점을 발견하고， 그에 저항할 

정당성을 찾아내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성격까지 

부여받게된다. 

비판적 공간문화연구는 연구대상적 측면에서는 

이러한다양한문화의 정의에서 얘기하는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의미체계론적 정의’ 를 주로 취하고 있다. 즉 문 

화의 개념을 ‘사회질서가 전달 · 체험 · 탐구되는 

의미화체계’ 로 바라보면서， 문화현상을 권력관계 

가 얽혀있는 정치적 장으로서 이해한다. 다시 말 

하면， 문화는 집단의 사회관계가 구조화되고 형성 

되는 방식임과 동시에 그러한 형태가 경험 · 이 

해 · 해석되는 매개체다. 따라서 문화는 권력관계 

를 함축하며 경제적 · 정치적 모순이 충돌되는 장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 그 자체로부 

터 ‘의미’ 가 충돌하고 권력관계가 규정되는 ‘문 

화정 치 (cultural politics)’ 의 장으로 사고를 확대 

시킨다. 

그동안 문화연구의 다양한 논의들은 이러한 권 

력관계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표 2) 에서 

보듯이，문화를통한자본과국가권력의 지배력을 

강조한 ‘정치경제학적 시각’ 과 일상적인 대중주 

체들의 저항과 비판적 실천을 강조한 ‘문화대중주 

의적 시각’ 이 문화연구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이 둘을 통합하며， 피지배층의 저항력과 

지배층의 통합력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선그람시주의적 문화관’ 이 문 

화정치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공간문화연구는 

이러한문화연구의 패러다임을각각 ‘공간의 지배 

적 생산’ , ‘공간의 주체적 소비’ , ‘공간의 맥락적 

생성’ 의 관점에서 공간에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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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문화론(문화적 실체로서 도시) 

도시문화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가지 흐름이 존 

재한다. 하나는 도시생활양식과 관련하여 도시문 

화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고전적 도시문화 

론’ 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 

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개별 도시들이 지닌 

독특한 문화의 의미를 추적하는 ‘현대 도시문화 

론’이다. 

우선， ‘고전적 도시문화론’의 대표적인 예로는 

워스(Wirth ， 1938)의 ‘도시생활양식론’ 과 짐멜 

(Simmel , 1965)의 ‘근대문화론’ 을 들 수 있다. ‘생 

활양식으로서 도시성’ 을 근대도시의 본질로 본 워 

스는 도시의 문화생활에 인과적인 요소로 작용하 

는 세가지 독립변수를 ‘크기’ , ‘밀도’ , ‘이질성’ 으 

로 규정하면서 농촌과 대비되는 몰개성과 소외의 

도시문화를 정의한다.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대비한 워스와 달리 짐멜은 근대 이전 농촌 및 소 

도시와 근대도시를 시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도 

시문화를 ‘근대성의 문화’ 로 규정한다. 대도시의 

삶에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격변과 불연속성에 직 

면하면서 감각적 과부하에 걸리고， 그 위협 에 대항 

하여 스스로 방어적인 기제를 만들어나가면서 ‘이 

성적 정서’ 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한 이성적 정서 

는 화폐경제와 사회분업의 발전에 의해 한층 강화 

되고， 그로 인해 ‘계산성’ 에 기초한 도구적 인간관 

계가심화되며，개인의 삶의 질은화폐경제에 기초 

한 양적 차이， 즉 구매력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 도시문화는 개개인의 

창조적 자아실현 과정을 지칭하는 ‘주체적 문화 

(subjective culture)’ 에서 수동적인 ‘대상적 문화 

(0비ective culture)’ 로 대체된다. 이는 현대 도시문 

화의 대상화， 즉 문화의 상품화를 이해하는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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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준다. 

두번째 ‘현대 도시문화론’ 은 도시를 일종의 텍 

스트로 간주하면서 도시문화의 공통성이나 일반 

성보다는도시문화의 차별성이 형성되는과정，즉 

도시의 다양한 의미화 과정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크게 세가지 접근방식，즉 ‘건축학 

적 접근’ , ‘사회공간적 접근’ , ‘도시미학적 접근’ 

이존재한다. 

‘건축학적 접근’은 건축형태의 차이가 도시의 

의미를 차별화시킨다는 점에 착안한다. 여기에는 

도시형태를 건축양식에 각인된 사회문화적 가치 

의 구현물로 바라보면서 도시형태의 배후에 있는 

문화적 가치를 독해하는 멈포드(Mumford ， 1970) 

식의 연구와 건축형태를 사회집단간의 투쟁과 갈 

등의 산물로 바라보는 하비 (Harvey ， 1989a)식의 

연구， 그리고 도시건축형태가 지니는 의미의 다양 

성과 복합성을 강조하는 올슨(Olson ， 1983)식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건축학적 접근은 특정한 

장소나 몇몇 유명한 건축물에만 특권을 두려는 경 

향이 존재하고， 개개의 사람들이 도시형태의 의미 

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한다. 

‘사회공간적 접근’ 은 도시의미의 사회적 구성에 

초점을 둔다.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탐구함으로써 

구조와행위，담론과실천사이의 이분법을극복하 

고자 했던 르페브르(Lefebvre ， 1974)의 사회공간론 

이나， 사회가 상징적 · 조직적으로 구성되는 객관 

적 구조의 틀로서 다양한 사회적 장(교육， 문화， 경 

제， 상징)들의 관계를 논하는 부르디외(Bourdieu ， 

1990)의 사회공간론， 사회적 이미지들(집단신화) 

을 통해 진행되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장소신화’ 를 해부하는 쉴즈(Shields ， 1989) 

의 자회적 공간화론’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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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도시의 의미를 개인들의 경험에 관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도시미학적 접근’ 은 개인의 기억 및 경험과 지 

배적 의미 · 가치의 역사적 구성 사이의 상호교차 

로서 도시의 의미를 탐색한다. 도시경관이 개개인 

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며 그 의미가 어떻게 개인의 

일상적 경험 속에 각인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는 이 접근은 개개인의 도시에 대한 인식 속에 

담겨있는 환상과 희망의 과정， 꿈들을 탐구한다. 

벤야민(Benjamin ， 1968)의 ‘아우라(aura)론’ 이 

대표적이다. 벤야민은 각 도시가 공간적으로 독특 

한 아우라를 지니고 있고 도시문화는 순수히 인 

지적이고 지적인 과정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환상이나 꿈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다 

고주장한다. 

3) 신문화지리학과문화정치론 

1920년대부터 세계의 문화지리학계를 지배해온 

미국 버클리학파의 전통문화지리학에 반기를 들 

며 197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문화지 리학(new cultural geography)은 기본적 

으로 ‘문화=정치’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Jackson, 1989). 즉 문화는 서로 다른 사회 · 경제 

적 범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향과 욕구를 보다 

정당화 · 지배화하려는 권력씨움이 빚어낸 결과로 

바라봄으로써， 문화를 권력과 헤게모니의 정치적 

현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문화정치는 ‘차이’ 를 

만들어 내는 과정 , 혹은 ‘차이’ 를 소비하는 과정으 

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분절화된 대 

도시의 여러 지역 및 공간들에서 대립과갈등을불 

러일으키면서 ‘장소의 정치’ 를 대두시킨다. 따라 

서 신문화지리학과 문화정치론에서는 권력(혹은 



갈등관계가 반영되고 충돌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화적 현상이 연구주제가 될 수 있고， 그 범위도 

계급， 성， 민족， 인종， 언어， 정체성 등 매우 광범위 

하다. 

신문화지리학의 전개과정은 ‘발단기(1970년대 

말-80년대 중반)’ , ‘성숙기(1980년대 후반)’ , ‘도 

약기(1990년대 이후)’ 등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수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문화지리학은 새로운 관심 

을불러일으키면서 일련의 방향전환을이룬다.즉 

‘인간주의 문화지리학’ 과 ‘맑스주의 사회지리학’ 

의 생산적인 결합(Cosgrove ， 1978)과 ‘급진적 문 

화지 리학(radical cultural geography)’ 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Blaut ， 1979) 문화지리학과 

사회지리학간의 재결합이 시도되었다(Jackson ， 

1980). 예를 들어， 문학에서의 장소 표현과 전반적 

인 문화과정을 연계시킴으로써， 미학적 의식 차원 

에서의 문화해석이 물질적 해석에서의 문화생산 

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 쓰리프트(Thrift ， 

1983) , 전통적인 지리적 개념인 ‘경관’ 을 유물론 

적 분석과 결합시킴으로써 경관을 동시대의 정 

치 · 이데올로기적 논의 속으로 끌어들인 코스그 

로브(Cosgrove ， 1985) , 조경을 단순한 미학적 경관 

계획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실천임을 입증함으로 

써， 경관 이미지의 물질적 구성에 중점을 둔 다니 

엘(Daniels ， 1982) 둥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방향 정립 

속에서 1987년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방향’ 이라 

는 심포지움이 벤쿠버와 런던에서 열리고， 거기에 

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EPD(1988)에 특집호로 실 

리면서 신문화지리학은 점차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이 모임을 주관하였던 코 

스그로브와 잭슨은 ‘역사 · 공간 · 농촌’ 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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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지리학과 달리 신문화지리학이 다루는 

주제는 ‘당대 · 사회 · 도시’ 적 주제를 포괄한다고 

말함으로써， 신문화지리학이 현대의 도시사회문 

화를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Cosgrove & Jackson, 1987).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신문화지리학은 성숙기를 

맞이한다. 이 흐름을 주도했던 잭슨은 신문화지리 

학의 이념을 『의미의 지도(Maps of meaning).n라는 

교과서적인 저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 

회지리학과문화지리학간의 재구성과관련된문화 

이론의 재정립을 시도한다(Jackson ， 1989). 그는 

문화지리학의 영역이 대중문화와 현대경관， 사회 

주변집단의 문화 등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문화지 리학의 주제가 문화연 

구 및 사회이론과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여기에서 발전시킨 문화지리학은 역사적 상황 

과지리적 맥락속에서 일어나는사회적 실천을통 

해 문화가 생산 · 재생산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신문화지리학은 1990년대에 들어 주제의 다양화 

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룬다. 던컨이 지적했듯이 

당시 문화지리학계의 최고 논란거리는 IBG(영국 

지리학회) 사회 · 문화지리 스터디그룹의 간행물 

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야기: 사회 · 문화지리 

의 개념 재구성.n (Philo , 1991)이었다. 이 책은 1990 

년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문화지리학의 분야 

로 도덕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 사회적 차별화 과 

정， 주체의 문화적 구성방식， 범지구성 · 영토성 연 

구，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 등을 강조함으로써， 신 

문화지리학의 학문적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Duncan, 1993). 

이상의 신문화지리학과 문화정치론의 연구 흐름 

은크게 ‘장소· 공간 연구’와 ‘경관 연구’로구분 

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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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소 · 공간 연구’는 특정 장소 혹은 지역 

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실천들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관계와 상징적 의미들에 초점을 둔다. 공유된 

의미나 사회적 정체성이 장소와 어떻게 결부되는 

가를연구하는과정에서 영국문화이론가인 ‘레이 

몬드 윌리엄즈’ 와 ‘스튜어트 홀’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윌리엄즈는 장소에 기반을 둔 문화， 특히 

중공업지역의 노동자계급문화 연구를 통해 문화 

의 형태와 의미들이 권력관계의 판도를 강화하거 

나 혹은 도전하는 양상을 그리고 있다(Williams ， 

1989). 그는 문화가 필연적으로 지역의 생활양식 

에 결합되는 방법에 주목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에 유용한 자극제가 

된다. 영국의 지리학계에서는 메시(Massey ， 1984) 

를 위시한 1980년대의 ‘로칼리티 학파’ 를 중심으 

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향수나 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에 대한 연구가 강조된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 

문화에 담긴 모순적인 심지어 긍정적인 측면까지 

무시하고，소비에 기반한사회적 실천의 진보적 가 

능성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질적 

산물이 전유되고， 그 의미가 저항적 사회 실천을 

통해 변형되는방식에 대한분석은오늘날문화지 

리학 연구에서 중심을 이루게 된다. 

스튜어트 홀을 포함한 영국 버밍엄대학 현대문 

화연구센터 (CCCS)의 연구자들은 ‘소비’ 와 ‘스타 

일’ 이 저항문화 혹은 저항의 공동체로서 소비자들 

을 결합시키게끔 채택 · 전복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다(Hall and ]acques , 1983; Hall and 

]efferson, 1976). 이들의 작업은 지 리학자들로 하 

여금 공간적 입지나 고정성에 관계없이， ‘가상공 

동체’ 개념을 채택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자 

극적이었다(예를 들어 Anderson, 1983; Mohanty, 

1991). 이들 현대문화연구센터 연구자들의 주요 

-442-

업적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문화를 비롯한 저항문 

화들을 지리학의 의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예 

를 들어 Valentine, 1993). 이들의 활약을 통해 ‘소 

비’ 가 저항의 정치의 일부분인 것으로 이론화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소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새 

로운유형의 지리학이 개척되었다. 즉사회관계 및 

소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지리학의 일부 

가 되었고， 포스트모던 사회를 특정짓는 스펙터클 

과 소비의 지점들을 다루는 흥미로운 작업들이 문 

화지리 혹은 사회지리 분야에서 등장하였다(예를 

들어 Anderson & Gale, 1992; Ley & Olds, 1988; 

Sorkin, 1992). 이러한 신문화지리학의 경향에서는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 

다. 그람시는 지배계급의 통합력과 피지배계급의 

저항력이 맞부딪히고 투쟁하는 영역으로서 문화 

를 바라봄으로써， 저항의식의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 하나의 연구흐름인 ‘경관연구’ 는 경관 그 자 

체에 초점을두어， 경관의 의미화와그 패턴에 대 

한 해석 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회적 실천행위보 

다는 경관이 중심개념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연구 

의 특정 중 하나는 문화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의 

미의 담론적 구성’ 과 연계시키는 경향이 늘어났다 

는 것이다. 이들 신경관학파들은 물적 경관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권력관계와 지배적인 ‘시각적 

전유방식(ways of seeing)’ 을 반영하고 있음을 인 

식하였다. 경관은 단지 구성될 뿐만 아니라 과학담 

론이나 학문적 글쓰기 나아가 회화나 시 같은 관 

념적 형태의 재현들을통해서 지각되기도한다. 따 

라서 신경관학파들은 ‘경관 = 시각적 전유방식’ 이 

라는 새로운 개념규정을 기존의 개념에 추가한다. 

최근 경관연구의 강조점은 물적 환경의 생산에 

대한 분석에서 경관이 재현되는 방식으로 옮겨졌 



다. 특히 ‘회화적 은유’ 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 

다. 또한 경관지리학자들은 문학이론， 기호학， 담 

론이론 등 인문학 분야로 뛰어들어，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 로 독해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상호텍스 

트성’ 과 ‘독자수용’ 과 같은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 

다(예를 들어 , Duncan & Duncan, 1988; Duncan, 

1990). 나아가 이들은 건축에서 영화， 회화， 광고에 

이르는 색다른 텍스트들뿐만 아니라， 고급문학에 

서 학술적 텍스트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의 형태들 

에서 펼쳐진 ‘경관 글쓰기’ 를 분석하였다(예를 들 

어 Aiken & Zonn , 1993; Cosgrove & Daniels , 

1988; Domosh, 1992; Dovey, 1992; Watson, 1991; 

Jackson & Taylor, 1996). 

한편 현대문화지리의 초점 가운데 하나는 장소 

나 정체성에 대한 다중적 담론들을 탐구판 일이 

다. 권력자들에 비해 이제껏 무시되어온 무권력자 

들의 장소의식이나 경관에 대한 인식이 빛을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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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탈식민주의 주체 혹은 ‘타자(the 

others)’ 라고 알려졌던 이들이 집중적인 관심의 대 

상이 되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경관담론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도시들에 

서 차이나타운 경관의 생산을 연구한 앤더슨의 연 

작들이 대표적 인 사례다(Anderson ， 1988; 1990; 

1992). 이와 함께 경관의 상징적 재현이 성관계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방식도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페미니즘 학자들은 경관， 예술， 혹은 건축 등 

에서 문화적 의미들이 어떻게 남성우월론이나 여 

성열등론의 관념들을 재현하고 있는지를 밝혀왔 

다(Bondi ， 1992; Davidoff & Hall, 1987; Deutsche , 

1991; pollock, 1988; Rose , 1993; Monk, 1992). 한 

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성이 경관에 재현되는 방 

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Jackson ， 1991). 

이상의 신문화지리학의 두가지 연구경향을간단 

히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신문화지리학 두가지 연구경향 

챔훌환 짧소·꿇t.t함파 젊f왔짧I작 

윌리엄즈의문화유물론 - 문학이론(텍스트/담론) 
이론적배경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 기호학/해석학(기어츠) 

- 홀의 ‘부호화/해독’ 이론 - 존버 거 의 시 각전유방식 (ways of seeing)론 

연구초점 
특정 장소의 사회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 

경관의 의미화와의미패턴에 대한해석 
와상징적 의미 

지문화와지역정제성 의미의 담론적 구성 

-로칼리티 -경관을통한재현방식 

연구경향 
-소비와저항의 문화 텍스트/담론 분석(영화.회화，건축，광고) 

- 권력과 이데올로기 그라고 정체성의 관계 - 장소와 정제성에 대한 다중적 담론분석 
-장소와권력 -경관의 회화적 요소 

자이의 정치(성，민족，인종) 도상학(iconography)과 상정 

- Sack: 소비의 지라 
- Duncan/Barns :경관 글쓰기 
- Ley: 뱅쿠버 도시내부경관과 이데올로기 

- Shields: 쇼핑몰，나이아가랴폭포 
- Knox: 포스트모딘 도시경관 

주요논지 - Ley & Olds: 이벤트공간 
Cosgrove/Daníels: 회화 분석 및 - Goss: 쇼핑몰과 소비장소 

사려| - Jackson: 인종，거리정치 
Mítchell: 경관二권력의 재현 

- Keíth & Pile: 정제성 
- Bondí/Rose: 도시정관과 페미니즘 
- Anderson: 차이나타운의 경관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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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동향과 과제 

4) 포스트모던공간론 

문화에 대한 연구가 선풍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었다. 

198-90년대 학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논의가주 

목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로 인한 충격이었다. 기존의 모든 입장들을 비판하 

고 모든 것에 회의를 제기하면서 제3의 길을 모색 

한 결과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 

니즘은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였으므로 새로운 세 

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과연 사회가 확 

연히 변화되었는지，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관의 모 

습이 어떠한 것인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내세우 

는 주장이 새로운 세계관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논의를둘러싸고많은논쟁이 전개되었다. 지리학 

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거듭 논쟁을 벌이면서 공 

간과 장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포스 

트모더니즘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문화 

에 관심을 갖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전형적으 

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문화현상이고， 포스트모 

더니즘에 대한 문헌들이 대개 문화연구 쪽이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세계관을 비 

판하면서 타자 혹은 ‘차이’ 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그래서 소외된 집단즉 여성，유색인종，제3 

세계에 대해서 동등한 문화적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1980년대 페미니즘이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지리학계에 포스트모 

더니즘 논쟁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하비의 ‘포 

스트모더니티의 조건(Haπey， 1989b)’ 과 소자의 

‘포스트모던 지리학(Soja ， 1989)’ 은 그해 동구권의 

변화에 비길만한 사건으로 거론되면서 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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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사이에서도주목을받게 되어， 1990년대 학계 

의 논객들은 포스트모던 문화연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쏟게된다. 

‘포스트모던 공간론’ 은 급변하는 도시의 공간환 

경이 지니는 성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준다. 포스 

트모던 사고의 둥장은 여러 분과학문에서 거의 동 

시에 진행되어온 몇가지 경향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사회이론에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 

든지， 문화 · 언어 · 지식 ·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 

에 이르는탐구영역의 확대，민속지방법론의 성숙 

구조주의와 목적론적 설명의 종언， 계급에 기초한 

사회분석모텔에서 벗어나 젠더(gender)Y- 종족성 

(ethnicity )과 같은 여타 사회적 규정 력 에 기초한 

분석모델로의 이행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접근법 

들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적 규정 

력의 복잡성， 사회체제의 개방성， 사회적 삶의 이 

질성， 인간의식과주관성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 

해를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포스트모던 공간론은 크게 

네가지 핵심요소를 지니고 있다(Warf， 1993). 첫째 

는 ‘복합성’ 이다. 이는 일반적인 큰 이야기들(맑 

스주의를 포함해서)이 대개 사회구성체들 내부 및 

그들 사이의 풍부한 차별성을 올바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공간론은 도시사회를 엄밀하게 획일 

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둘째는 ‘맥 

락성’ 이다. 이는 사회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중 

요성(그리고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월성 소멸)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정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우연성’ 이다. 이 

는 인간의 의도와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스트 

모던 공간론은 무비판적이고 몰역사적으로 개별 



성을 찬양(대부분의 현상학적 접근)하지도 않고， 

맑스주의의 과도한 경제결정론에 빠지지도 않는 

다. 다만 의도된 행위와 의도되지 않은 의식에 연 

구의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 역사와 지리는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을 인정한다. 즉 현재는 

결코과거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 

서 어떤 도시의 사회와 지리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현재의 모습과 (과거나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된다. 넷째는 ‘비판성’ 이다. 

이는 지식과 권력의 연결고리를 간파하는 것이 

며，모든설명과해석은기존의 이익을정당화시켜 

주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관한 지식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단순히 세계를 기술얀 것01 아니라 그것 

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 

이다. 

이처럼 모든 개별 도시공간은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국내 · 국제적 분업과 같은 ‘보편적 과정’ 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각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 

들은 o}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각 지역 

은 이러한 변화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들을 능동적으로 재구성 

한다. 따라서 광범한 공간 영역에 걸쳐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는 개별장소의 특수성과 분리될 수 없 

다. 결국 공간과 장소에 관한한 일반이론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공간론을 바탕으 

로 도시의 공간환경이 지니는 성격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도시 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폭넓고 다 

양한 관계망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즉구체적인 맥락속에서 도시현상을탐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공간에 대한 ‘문화 

적 접근’ 의 유용성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물리 

적인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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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도와 권력관계를 종합 

적으로고찰해야한다. 

5) 공간육체론: 육체적 실천의 공간과 몸 · 

감수성 ·욕망의 지리학 

1990년대 후반 이후 문화지리학의 핵심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육체(몸)에 대한 연 

구다. 공간과 육체， 공간과 정서， 공간과 욕망의 관 

계에 대한담론들을통해 공간을보다감성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자유롭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 

을 기획하고자 하는 비판적， 실천적 연구의 새로운 

흐름들이라할수있다. 

육체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그동안 공간에 대 

한 지배적 논의들이 백인 · 중산층 · 남성의 관점 

을 일반화하는 것이었고， 남성적 시선에 의해 특정 

지워지는 시각중심주의( visualism)적 성향을 보여 

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특히 시각성 

은 사회과학 중 유일하게 지리학에서 학문추구의 

기본전제가 되어왔고(Pocock ， 1981), 그로인해 지 

리학자들은 시각성을 과대하게 강조해왔으며， 비 

교적 최근까지도 시각중심주의적 편향에 대해 거 

의 비판적 의식을 지니지 못해왔다(Cosgrove ， 

1985; Rose , 1993; Gregory, 1994). 이 러한 시각중 

심주의적 경향은 근대 서양문화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비교적 근대적 현상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시각중심주의의 역사와 결과에 특히 비판 

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이들에 의하면， 서구의 문 

화적 관점은 남성 헤게모니의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는데， 남성의 눈은 시각적 스타일을 규정하고， 

여성의 봄은 관찰되는 객체 혹은 스펙터클로 자리 

매김 된다(Rose ， 1986; pollock, 1988). 시각중심주 

의는육체에 대한우리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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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육체적이고참여적인 것을소외시킴으로써 육 

체는그육체성을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육체적 

실천(bodily practices)’ 으로서 , 창조적 이고 생성적 

인 육체의 생생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공간적 육 

체(spatial bodies)’ 개념을 도출히는 논의들이다. 

공간적 육체는 부분적， 상호주관적， 상호육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공간을 경험하는 실천적이고 섹 

슈열화된 육체를 일걷는다. 여기서 도시성은 ‘차 

이’ 로 규정되는 맥락적 범주다. 그것은 상호작용 

하는 육체들의 조우며， 각자의 리듬을 갖고 각자의 

공간적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개인들의 동시성이 

다. 따라서 도시성은 항상 서로 다른 육체적 실천 

과 정체성에 대한 타협과 갈등을 통해 형성된다 

(Simonsen, 1997). 

공간육체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서 보들리 

에르와 벤야민의 ‘만보객’ , 메를로풍티의 ‘상호육 

체성’ , 드세르토의 ‘도시속 걷기’ , 르페브르의 ‘육 

체와 도시의 리틈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만보객(flaneur)은 근대성과 도시성을 상정 

하는 신화적 전형으로서， 도시공간 및 장소의 스펙 

터클에 대한 비밀스런 구경꾼이다. 그는 불완전한 

정체성을 채워주고 불만스런 존재를 만족시키며， 

상실감을 생명감으로 대체해주는 사물과 경험， 모 

험을찾아도시 구석구석을어슬렁거린다. 그런만 

보객에게 도시는 일종의 경관이고 그는 도시의 관 

찰자가 된다. 그로인해 만보객은 시각성의 지배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만보객은 소비의 욕망과 

쾌락을 끊임없이 재생산시키는 도시의 겉모양의 

세계， 즉 유례없이 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본과 

사람， 상품의 이동에 유혹당할 수 있는 최초의 인 

물이 됨과 아울러 그러한 도시의 시각적 텍스트를 

읽어내는 해독자가 되기도 한다. 결국 만보객이라 

-와6-

는 이미지를 도시성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아케이드건 쇼핑몰이건 주로 시각적 측면 

에서였고， 그런 의미에서 시각성은 만보객의 존재 

의 원동력이 된다(Shields ， 1994). 문제는 이러한 

만보객은 본질적으로 남성화된 주체라는 것이다. 

만보객이 되려면 도시 여기저기 공공공간을 돌 

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것은 제한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만 

보객의 시선인데，누가바라보는주체이고누가관 

망되는 객체인가를 살펴보면 그 답은 자명하다. 즉 

만보객은 여성과 그녀의 아름다움을 예술로서 찬 

미할 준벼가 되어있는 남성이다. 

둘째로， 이러한 만보객 논의에 담겨있는 도시문 

화의 시각중심주의와 남성적 시선 및 관음증에 대 

한 비판은 도시와 육체 공간과 육체간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상호육체성과 공간적 

육체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시각성뿐만이 아닌 모 

든 감각들을 인정하고， 지각을 육체화된 경험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핵심요소 중 하나 

는창조적이고상상력이 풍부한 인간육체와의 접 

점에서 나타나는 체화(體化)다. 대표적으로 메를 

로풍티와 르페브르의 육체-공간 관계에 대한 논의 

가 여기에 해당된다. 메를로풍티는 정신과 육체， 

주체와 객체 사이의 공간 즉 지각과 육체의 상호 

주관적 공간에 놓여있는 생생한 경험이라는 감각 

적 현상학을 발전시켰다(Merlau-Ponty ， 1962). 여 

기에서 지각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후천적 . 

운화적 · 습관적 활동들로 이루어진 실천에 기반 

한다. 이런 식으로 지각은 외부세계에 대한 내적 

재현이 아니라， 실천적인 육체적 구현으로 간주된 

다. 따라서 육체적 주체는 타자와 공유된 세계에 

있게 된다. 결국주체들은각자의 주관성이 체화되 

어 공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감각적 육체가 되고， 



그로인해 모든 주관성은 상호주관적이 되고， 상호 

육체성(intercorporeality )을 띠 게 된다. 

르 페 브 르 는 ‘ 공 간 지 식 체 계 (spatial 

arcrutectonics)’ 라는 개념을 통해 살아있는 육체가 

공간에서 그 자신을 생성함(육체의 공간적 생산) 

과 동시에 그 공간을 생성한다(공간의 육체적 생 

산)고 주장한다(Lefebvre ， 1991). 생생한 경험의 본 

질적 부분인 육체는 실천감각 영역을 구축하여 시 

각뿐아니라 후각， 미각， 촉각， 청각에 의해 공간을 

인식한다. 르페브르는 또한 육체와 공간의 관계가 

어떻게 자아의 구성에 관련되는지를 논의하는데， 

사회의 각 구성원은 자신을 공간과 관련짓고， 그 

안에 자신을 위치지우며 자아를 형성한다. 그는 이 

러한 주체성과 육체에 관한 논의를 ‘오브르 

(oeuvre , 예술작품)’ 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와 관련 

시킨다. 즉 도시를 오브르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 

는 한편으론 도시의 생산과 전유에 있어 창조적 실 

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오브르로서 도시는 창조 

적인과정에서 생산되며 또한창조적 활동들을가 

능케 한다. 다른 한편으론 도시가 사회적 가치를 

건축과 건조환경에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에의 권리는 오브르에 

대한 권리이자 시간， 공간， 육체， 욕망의 참여 및 

전유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도시는 

주체가타자들을바라보는방식에 영호t을미친다. 

즉 서로 다른 형태의 공간성은 우리가 공간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우리의 행 

동과 육체적 지향， 육체적 노력의 형태를 변화시킨 

다. 따라서 도시는 육체가 재발견되고 변형 되며 경 

합하고 재구성되는 장소다. 역으로 육체는 그 변화 

하는 욕구에 따라 도시 경관을 변형하고 재구성하 

며 도시의 한계를 변화시킨다. 

셋째로， 드세르토(de Certeau, 1984)는 일상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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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들에서 소비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소비 

적 실천은 지배질서에 의해 부여된 생산물들을 사 

용하는방식을일컴는다. 이러한실천들중하나가 

도시 속에서 걷는 것이다. 드세르토에게 이것은 시 

각에 의해 생산되는 상상의 종합과는 대조되는 활 

동양식이다. 시각적인 것 혹은 이론적인 것은 위로 

부터 내 려다본 도시를 나타내며 , 이는 관음적 취향 

을 지닌 절대자를 창조하며， 그 절대자는 일상의 

행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그들로부터 초연 

해야만한다. 따라서 시각적인 것은추론과분류를 

통해 도시를 합리화시키고 조직하며， 그렇게 만들 

어진 것이 그가 말한 개념도시(concept city)다. 

반면 일반도시인들은 시각적 재현이 이루어지는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그들은 걷는다. 

그들은 도시의 좁은 길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동 

시에 그들의 육체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 이야기는 길의 궤도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 

과 공간의 변조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는 거리 

에서 보행이 만들어내는 미묘하고 완고하며 체화 

되고 심지어 저항적이기까지 한 의미들을 담고 있 

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다. 도시 속에서 걷는 것 

은언어행위처럼 취급된다. 즉걷는행위와도시체 

계와의 관계는 ‘언어행위(빠롤)’ 와 ‘언어구조(랑 

그)’ 에 비유된다. 그런 의미에서 걷기는 도시의 지 

형적 체계 전유，공간적 실현혹은장소적 실행， 이 

동을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등 세가지 발화기 

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 

닌 공간적 실천이며， 실질적으로도시를구성하는 

많은 하위체계들을 창조한다. 특히 걷기의 교감적 

이고 사교적인 측면， 즉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한 

걷기는 도시 속에서의 이동적 유기성을 창조하는 

방식이 된다. 또한드세르토는주체가자신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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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미를 구축하는 방식과 공간적 이야기를 통 

해 도시-걷기의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분석을 이용한다. 이 분석에서는 욕망， 

사랑， 상실， 무의식， 과대망상뿐 아니라， 이동， 조 

망， 의미(꿈， 언어， 나래이션) , 육체를 포괄하는 장 

소의 정신역학이 있다(Pile ， 1996). 이러한 것들은 

도시의 비가시적인 의미들을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르페브르의 ‘리돔 분석’ (Lefebvre , 

1992)을 들 수 있다. 이는 육체와 리듬， 그리고 육 

체를 둘러싼 공간간의 관계에 대한 다소 현상학적 

해석학 논의다. 리듬 분석은 ‘시공간의 불가분성’ 

과 ‘육체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리듬은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움직임과 차이들， 즉 구체적인 시간들 

의 뒤섞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항상 시간과 공간， 장소의 관계를 암시한다. 르페 

브르는 리듬은 시공간적으로 존재하며 공간의 생 

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로컬화 

된 시간(localized time)’ 혹은 ‘시간화된 장소 

(temporalized place)’ 에 관해 언급한다. 리듬 분석 

은 또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육체는 그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공간 

속에 자신을 배치한다. 리듬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서로 상호침투한다. 육체와 그 주변에서 리듬들은 

공간과 관련 맺으며 영원히 파.}， 재교차하며， 서 

로에게 중첩 된다. 그러한 리듬은 욕구와 관련되는 

데， 이러한 욕구를 밝혀보면 의외로 어떤 리듬들은 

발견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호흡， 갈증， 배고픔， 수면욕구 등이 그것이다. 그 

러나 섹슈얼리티， 사회생활， 생각 같은 것들의 리 

듬은 상대적으로 불명료하다(Lefebvre ， 1991). 이 

렇게 되면 육체는 감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 

회적인 것간의 구분을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리듬 

분석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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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도시 리듬에 관한 논의다. 르페브르는 ‘육 

체의 이동， 스펙터클， 소리’ 에서부터 ‘정치적 중심 

성， 동질성과 다양성간의 투쟁’ 에 이르는 도시의 

리틈을 연구한다. 스펙터클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 

라 진실로 시간적이며 리드미컬하다. 따라서 도시 

리듬에 관한 해석은 ‘자아의 리듬’ 과 다자의 리 

듬’ 간의 차이와유사성에 기반을두어야한다. 

자아의 리듬은 내적으로 깊이 새겨진 것으로 사 

적이고 친숙한 생활을 하도록 조직되는 반면， 타자 

의 리듬은 외부로 향한 리듬으로서 대중으로 향해 

있다. 그러나 이 두 리듬 간에는 다양한 전환과 중 

첩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 

의 분리는 주체 · 육체 논의 속에서 깨어진다. 여기 

서 리듬분석은 시간생물학과 생생한 리듬， 즉 대화 

와 사상과 음악과 도시의 리픔을 통합시키는 다원 

적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 르페브르는 또한 도시 

리듬에는 두개의 모순적 경향 즉 동질화의 경향과 

다양화의경향간의 투쟁이 있음을 밝힌다. 이 투쟁 

은 정치경제적 중심성에 의해 생긴 리듬과 상이한 

문화， 언어， 섹슈얼리티들을 통해 생긴 대조적 리 

듬들 간의 투쟁이다. 이러한 리틈분석은 상호작용 

하는 육체들의 서로 다른 시간성과 공간성의 접합 

에 기반해 도시를 이해하게 하는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도시생활은 그러한 서로 다른 시공간성을 지 

난 육체들의 지속적인 교차를 통해 학습되는 것이 

다. 이러한사고방식의 패러다임적 차원은바로문 

화와종족성， 계급，젠더， 섹슈얼리티 등 ‘차이’의 

강조로서， 인간의 생생한 생활공간과 인식공간 속 

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육체들 간의 경험과 조 

우에주목하는것이다. 



3. 공간문화연구의 주요 주제 

1) 일상생활공간 

생활세계에서의 ‘일상’ 은 삶이 반복되고 순환되 

는 장이다. 일상은 삶의 총체적 변혁을 꿈꾸는 ‘커 

다란 서샤 와 거리를 둔 사소하고 비합리적이며 

지루한 영역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론과 실천이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지점이고， 사람들은 그 속에 

서 태어나살아가고활동하면서，총체적으로사회 

를 재생산하는 이른바 ‘총체성’ 의 공간이다. 따라 

서 일상생활공간의 문제(교통 · 환경 · 도시 · 주 

택 등)에 대한 연구가 논의의 핵섬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생활공간문화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지배적인 논의 중 하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상생활공간 

형성의 물질적 토대에 자본의 논리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으며， 현재 생활세계의 논리는 그만큼 자본 

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이른바 ‘생활 

세계의 식민화’ 론이다. 예를 들어， 공간을 ‘구체적 

공간’ 과 ‘추상적 공간’ 으로 범주화했던 르페브르 

의 논의를 벌어， 구체적 공간(사용가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 주체의 공간 저항과 능동적 투쟁 

의 장소이며 반항의 담론을제공하고대안적인 공 

간적 상상력을창출하는재현의 공간. 이와동시에 

경제와 국가의 논리가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노력 

하는 공간)인 생활공간이 추상적 공간(교환가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공간의 상품화와 관료 

화’ 를 통해 생산되는 공간)의 확장과 지배로 식민 

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논의틀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 일상의 ‘시공간지리 해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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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이 일상생 

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 

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지리학(time 

geography)’ 이다. 개인은 해당사회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각각의 생활을 매일 

매일 꾸려나간다. 즉 개인이 선택한 또는 선택을 

강요당한 시공간적 한계 속에서 생활하며， 그 주어 

진 틀에서 자신과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생활세계의 물질적 토대는바로 이렇게 구성 

되는 생활공간이다. 이러한 시간지리는 사회계층，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라 실천의 양상 

과 의식도 달라진다. 이들 각각에 따른 구체적인 

제약의 제거는 개인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준 

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해방은 바로 주민들의 시공 

간 이동의 자유화와 생활공간상의 활동능력을 확 

대하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즉 일상생활을 파편화시키고 질곡시키는 시공 

간지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 

활정치’ 는 생활상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생활인 

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삶의 질 

과존재성을찾아가는저항의 정치이며，진보의 정 

치다. 즉 일상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자 

본과 국가의 힘으로부터， 대면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권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억압적 전통에 대항하는 

정치다. 

이러한 시공간지리의 해방과 생활정치라는 실천 

전략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투쟁의 방 

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는데서 기존의 추상적 

인 논의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 을 혹은 



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동항과 과제 

‘누구’ 를 상대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인가와 관련 2) 문화와 경제 

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對자본의 정치’ 와 ‘차이 

의 정치’ 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논의는 기존 논 

의들이 일상생활 황폐화의 원인으로서 자본의 능 

력을 과소평가하였다고 지적하며， 대안적 공간의 

생산에 있어 단순한 ‘타자성’ , ‘차이의 정치’ 가 아 

닌 ‘對자본의 정치’ 가 여전히 근본적임을 제시한 

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정치가 강조하는 다자성’ , 

‘국지적 저향 은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번성할 수 

있으나， 시공간을 가로질러 전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축적과정을 조정하는 자본의 권력에 의해 쉽 

게 지배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다. 

한편 자본이라는 거대담론의 절대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권력과 저항형태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차 

이의 정치’ 를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생활정 

치는 평등， 자유， 억압， 해방 등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승}는 것ól 아니라， 반대로 생활상에 

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다양한 물적， 문화적， 제도 

적 사건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생활정치의 현 

실적 동원 전략을 위해서는 바로 일상생활의 ‘공 

간적 조건 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일상생활정치는곧지역정치이고그주요 이슈 

는 생산의 정치가 아닌 ‘소비의 정치’ 로， 소비주체 

의 실천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간을 비롯하여 자본 

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물들은 수용주체의 해석과 

실천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일상생 

활의 실질적 주체인 대중들이 어떻게 시공간을 이 

용하고 해석하며 실천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시공간지리 

의 해방의 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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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문화산업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문화경 

제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점 중요해지고 있 

다. 개인의 효용극대화나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보 

편적인 경제논리이지만， 이러한 논리의 현실적 적 

용은 시간과 장소， 즉 문화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 

에 없다. 문화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는 크게 네차 

원에서고찰할수있다. 

먼저 문화가 비록 사회 전반의 변화와 상호 역동 

적 관계 속에서 출현하지만， 발생론적 과정은 경제 

적 토대로부터 발현되는 일정한 경로를 가지고 있 

다는점이다. 이것은곧문화의 물적 토대에 주목 

하는 것이다. 최근 대도시 공간상에서 경험되는 상 

품소비 문화의 특성은 분명히 새로운 재화와 용역 

의 생산을 둘러싼 기술적 조건， 생산패러다임， 상 

품소비 의 사회적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관 

련되어 있다. 특히 최근 새로운 생산력으로서 정보 

통신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유연적 구조로 생산 

패러다임의 이행이 지본과 문화의 결합을 촉진하 

여 제임슨Qameson， 1991)이 말하는 ‘문화의 생활 

세계로의 내파’ 의 동인이 되고 있다. 하비(Harvey， 

1989a)의 경우，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은 기본적으 

로 유연적 축적체제라는 경제논리의 변동으로 파 

악한다. 즉 포스트모던 건축이나 여타 예술분야에 

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자 

본주의적 무대 위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새롭고 색 

다른 상품을 찾기 위한 집요한 자본의 이윤추구 논 

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전 

역에 걸쳐 자본주의 시장논리가 침투해감으로써 

부상한 것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중문화가 

상업화의 길을 걷도록 하는 발생 논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슨 역시 현대자본주의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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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단계， 특히 독점자본과 다국적 자본이 지배 최근 들어 문화가 결합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 

하는 축적체제로 규정하면서 이 후기자본주의가 이 있다. 이는 자본이 생산， 유통네트워크， 소비의 

문화의 상대적 자율영역들을 해체시키면서 새로 통합을일관된체계로가속화하고있기 때문이다. 

운 문화관계를 생산해 내고 있다고 본다. 즉 후기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기본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전 단계 자본주의 시기까지 압축되는 문화과정을 자본의 공간적 순환과 결부 

세계자본의 장악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들을 다국 시키는 장치(공간 차별화와 동질화)의 도움을 받 

적 자본이 단일한 세계시장안 체제로 편입시킨다 아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생산은 도시 차원에 

는 점을 중시하고， 세계의 고렵지역들이 자본주의 서 집중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도시라는 공간적 

체제하에서 거대한 하나의 회로망에 들어가면서 세트는 ‘동시의 비동시화’ 라는 문화적 과정의 매 

발생되는 문화적 효과와 결과를 주목한다. 개이자 결절지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둘째로， 문화의 생산， 소비 , 유통이 이 러한 물적 데 최근 문화과정이 분열적인 것만큼이나 도시 내 

토대에 근거하고 있긴 하지만 문화의 재현은 동시 부의 공간과정은 수많은 내부 분열을 매개로 진행 

다발적이며， 상호침투적일 뿐만 아니라 광역성을 되며그결과도시 전체가문화의 공간적꼴라쥬가 

가지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강화된 기술 · 물질 · 되고 있다. 

제도력이 뒷받침되는 문화는 더 이상 공중에 떠돌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이해는 

아다니거나 일정 사회계층에 의해서만 전유되지 산업지구에서 독특한 지역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않고， 생활이 일어나는 세계의 미시적 부분으로 파 도시 또는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구체적으로 

고 내려온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무매개 이용될 수 있다. 후꾸야마(Fukuyama ， 1995)는 ‘사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 집단 · 세 회 · 문화적 자본’ 을 한 사회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대 · 성 · 계급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행위자들의 토지 · 노동 · 자본 등과 더불어 새로운 생산요소 

존재양식 · 체험들과 결합되면서 이루어진다. 문 라고 본다. 즉 사회 · 문화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집 

화의 ‘비동시의 동시화’ 는 내부적으로 더욱 파편 단이나 조직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함께 

화된 ‘동시의 비동시화’ 를 겪으면서 현상한다. 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신뢰 

러한 문화의 분열이 갖는 의미는 형태론적인 것 자 는 사회문화적 자본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자본주의 시장논리 라고 본다. 신산업지구론은 바로 이러한 경제에 대 

의 침투 경로로 작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데 있 한 사회문화적 공간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다. 먹고， 자고， 입고， 재생산하며， 의미를 부여하 

는 생활의 모두는 자본이 가공하는 미세한 문화의 3) 도시공간의 상품화와 도시스펙터클의 정치 

알갱이를 소비하는 과정이다. 

셋째， 최근의 문화현상은 더욱 체계적인 ‘공간생 도시공간이 상품화된다는 것은 자본의 끊임없는 

산’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윤창출을 위해 공간이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것 

사실 자본주의 에서 공간생산의 전개양태는 어느 을 의미한다. 즉 과잉축적의 위기를 벗어나 자본회 

시대나 탁월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전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물리적 자본축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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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built environment)에 자본투자를 한다든지(공 

간적 돌파， spatial fIX) , 상품소비공간을 세련되게 

꾸며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것(문화적 돌파， 

cultural fIX) 등을 말한다. 공간은 이제 단순히 상품 

의 소비를촉진시키는수준을넘어서 직접 공간자 

체가 소비되는 방식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한다. 도 

시공간은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 즉 미학적 차별성 

을 강조하게 되고， 그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사람 

들의 ‘욕망’ 이다. 자본의 새로운 공간 전략은 물리 

적 자본축적환경의 구축이라는자본순환의 공간 

적 돌파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의 소비상품화라는 

공간미학을 통해 이윤의 확대재생산을 추구하고， 

그러한 공간의 소비과정에서 상품의 기능을 강조 

하는 ‘필요’ 의 원칙이 아니라， 상품판매공간(백화 

점， 쇼핑볼 등)의 미학적 세련미를 강조하는 ‘욕 

망’ 의 원칙에 지배된다. 즉 욕구(생존 차원에서 

욕망(미적 차원)의 문화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 

는것이다. 

이러한 문화전략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일 

상적인 삶의 이미지 · 스타일화를 선도하고 있는 

‘광고’ 다. 이미지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광고의 

핵심적인 역할은 상품의 사용가치 자체보다도 그 

상품의 소비가 주는 가상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소비를 통해 획득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대한 

약속이다. 시각이미지에 호소하는 광고의 욕망 자 

극효과는 광고상품 자체에서， 상품을 전시하는 쇼 

윈도로， 상품이미지와 통일하게 만들어진 상가건 

물의 파사드로， 다시 쇼핑몰이나 대형백화점 같은 

하나의 쇼핑공간으로， 나아가 그러한 소비공간이 

모여 형성되는 거리로 점차 확장되면서， 도시공간 

전체가 상품판매를 위한 가상경관으로 변모해 버 

린다. 이렇게 광고는 지면이나1v화면의 가상공 

간을 넘어서 우리의 공공공간으로 침범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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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물에 내걸린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광고 

탑，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로 나타난다. 결국 사 

적 자본의 논리를구현하고 있는광고와도시의 공 

공공간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도 

심스펙터클의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스펙터클(spectacle)’ 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는 ‘광경’ 이나 ‘볼거리’만을 의미묶 것은 아니 

다. 그 이면에는 총체적인 경제 · 사회구성체의 논 

리가 작용하고 있다. 디보르(Debord ， 1967)는 스 

펙터클을 ‘이미지가 될 지경까지 축적된 자본’ 이 

자 ‘이미지에 의해 중재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로 바라봄으로써 스펙터클의 의미를 자본주의 생 

산양식의 산물이자 논리로 규정한다. 따라서 스펙 

터클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산양식과 사회관계 

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시 

스펙터클 변천사는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과 

거 조선시대의 서울은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사상 

을 관념적 기반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수평적 

스카이라인의 평면적 ‘성곽도시 스펙터클’ 이 지 

배적이었다면， 20세기를 전후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시대와 일제시대에는 일본식 건축양식(서울 

역， 시청， 한국은행 본점 등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과 각국의 종교건축물， 공사관， 호텔 등 ‘서 

구식 건축스펙터클’ 이 전통적인 도시스펙터클을 

잠식하였으며 ， 1950년대 엔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 

허스펙터클’ 이， 이후 본격적인 근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한 1960 - 70년대의 도시화 · 산업화 

과정에서는 대규모 고층빌딩군과 새로운 주거양 

식으로 등장한 아파트단지들이 도시스펙터클을 

장악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엔 24시간 편의 

점，커피전문점，다국적 패스트푸드점과외식점 등 

의 포스트모던 상가건축물이나 상업광고 등의 ‘상 

업스펙터클’ 이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적 편향 



을보이면서 도시를잠식해 나갔고， 1990년대엔 이 

러한 상업스펙터클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 

자스펙터클’ 이 지배적인 도시스펙터클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스펙터클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세가지 특징은 ‘시각적 전유와 은폐’ , 

‘공간적 편향과 잠식’ , 그리고 ‘공간지배를 위한 

경쟁’이다. 

‘시각적 전유와 은폐’ 는 도시스펙터클이 실제적 

인 자본의 소유관계와 지배체제의 보조를 위한 시 

각적 전유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동시에 그 전 

유를 은폐하는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보통 스펙터클 하면 화려한 ‘광경’ 이나 

‘볼거리’ 라는 그 협의의 개념을 떠올리듯이， 스펙 

터클의 일차적 목표는 사람들의 ‘시선’ 을 끌고 장 

악함으로써 의식을 지배하고자 승}는 것이다. 화려 

함과 생동감을 만끽하는 ‘즐거움’ 과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각 이미지의 이면에는 상품광고효과 

의 극대화와 사회적 통합의 달성이라는 지배이데 

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품 

광고의 시각지배기술과 도시생존을 위한 기업주 

의적 도시전략(예를 들어 엑스포，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의 도시이벤트 창출)은 고도로 발달된 스 

펙터클의 동원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공간적 편향과 잠식’ 은 스펙터클의 공간지 

배가 특정 공간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은 이미지 상품화되지 않은 공간이나 장소를 

잠식하거나 기존 스펙터클을 새롭게 잠식하는 형 

태를 띤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시각적 전유가 실 

질적 전유에 도움을 주지 못한 곳에서는 스펙터 

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간지배를 위 

한 경쟁’ 은 도시스펙터클의 창출과 지배를 둘러싸 

고 자본간， 그리고 도시정부간 치 열한 경쟁이 벌어 

지고 있음을 말한다. 도시스펙터클은 자기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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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통합을 이루려 

는 도시정부의 장소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어왔 

다. 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가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 

진되고 있는 장소마케팅 전략은 신문이나 잡지를 

주로 이용하던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TV와 영화， 

비디오， 인터넷 도시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매체 

와 기술을 다양하거l 이용하고 있고， 도시축제와 이 

벤트 등의 스펙터클과 보다 최근의 전자스펙터클 

을동원하고있다. 

4) 공공공간의 축소와 사적공간의 확대， 역 
공간의출현 

도시공간이 상품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도시공간에 상품의 논리 

가침투한다는것이다. 이러한상품의 논리가문제 

시되는 것은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각적 전유를 통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덮쳐오는 자극들로 

인해 우리는 감각적으로 과부하 상태 에 빠지고， 일 

시적 만족 후에 다시 찾아오는 공허감 속에서 끝없 

는 욕구불만과 피강} 만연되며， 더 나아가 정치적 

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 

공공간이 재구조화되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배 

제되고 소외되는 집단들이 존재하는 것도 또 하나 

의중요한문제다. 

일상의 억눌린 욕구와 피로를 풀어헤치고 새로 

운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공간(public 

space)이 자본의 사적공간(private space)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공간상품화의 문제 

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도시공간을 거닐다보 

면 편안히 쉬고 사색하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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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불해야만 우리는 제한된 휴식의 장을 일시 

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사적공간의 

확대 속에서 의사소통의 장이자 담론의 장인 ‘공 

공 공간’ 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 많은 비 

판들이 있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공원의 조성 

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를 분석 

하고 있는 소킨(Sorkin ， 1992)의 저서나， 도시공원 

을 둘러싸고 행정가들과 지역운동가들의 담론투 

쟁의 과정을 고찰한 미첼(Mitchell ， 1995)의 글 모 

두 ‘공공공간의 종말’ 을 논하고 있다. 그래염과 마 

빈(Graham & Maπin ， 1996)은 정보통신기술이 도 

시경관을 장악하게 되면서 도시의 공공공간과 사 

적공간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이른바 자적인 공공 

공간(private public space)’ , 즉 ‘대중들에게 제공 

된 공공공간이면서 사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공간’ 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오래된 공원과 도시공간들이 매우 훼손되어 사 

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 있고， 기업의 개 

발로 인해 도시경관이 파편화되고 사유화되면서 

도심 내에 사치공간이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사례 

를 언급하고 있다. 공공공간들의 대부분이 상품화 

되고 테마화되어 개발되면서 , 그 안에서 일어날 일 

과그곳을방문할수있는사람들은예정되어 있고 

소비로 가득찬 공간이 된다. 이러한 ‘테마공원으 

로서 도시’ 의 디자인은 신화적인 ‘역사적’ 환경의 

모방과맞물리기도한다. 

사적공간의 확대와 공공공간의 축소과정에서 벌 

어지는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소멸과정을 

일걷는 개념 이 ‘역공간(liminal space)’ 이다. ‘역 

(liminality )’ 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 

지만 어떠한 지침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을 의미하며， ‘역공간’ 은 공 

적인 것과사적인 것，문화와경제，시장과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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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을 말한다. 소비공간 

은 이러한 역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즉 

소비문화경관은 노동의 공간도， 문화적 공간도， 완 

전한소비의 공간도아닌 역공간의 성격을띤다. 

소비공간에 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공간의 역성을 재현해내고 있는 거리축제나， 대중 

교통수단에 존재하는 상업광고， 지하철역과 연계 

된 백화점 , 그리고 자가용으로 뒤덮힌 도로공간 등 

은 모두 역공간의 사례들로 제시되고 있다. 이 렇게 

역공간은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을 동일화시키며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을 혼란시킴과 동시에， 모두 

에게 열려진 중립적인 사회공간이라는 이데올로 

기가스며들어있다. 

5) 소비의 문화정치 

소비의 문화정치에 대한 논의는 인공물들이 단 

순히 구매되고 소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개인의 삶 속으로 활발히 통합되면서 그것들에게 

의미가 주어지는 과정으로서 소비를 다룬다. 즉 생 

산된 소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전유 및 변용행위 

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Jackson ， 1993). 소비의 

의미가 정체성과 장소감과 결합되면서 차별화됨 

을 지적한다든지(Morris ， 1993) , 소비를 일상생활 

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으로 간주하고 있는 연 

구(Clarke ， 1991)등이 그것이다. 한편 웹디지는 모 

문화의 전유 · 변형으로서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를 

분석하면서 하위문화의 저항성을 탐색하고 

(Hebdige, 1979) , ‘취향의 지도학’ 이라는 확대된 

논쟁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념은 생산된 상품 및 

형태들이 하나의 탈구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 

에 이르기까지， 즉 디자인 · 생산 · 포장 · 분배 . 

소매로부터 서로다른 개인 · 계급 · 성 · 인종 집단 



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유 · 변형 · 적 

용 · 투자되는 일상의 쓰임에 이르기까지， 통시적 

그리고서로다른문화적 · 지리적 맥락속에서，수 

용주체들의 다양한 강조점과 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념이다(Hebdige ， 1988). 이 외에 

도 젊은 중산층의 중고의류 ‘변형’ 소비가 점차 상 

품화되어 그 의미가 계급적 · 장소적으로 변형되 

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McRobbie ， 1989) , 옷의 

선택이 곧 이미지의 선택이자 정체성의 선택임을 

주장하면서 장르가 생산되는 맥락적 의미를 알아 

야 대안적 독해가 가능함을 더불어 지적하는 연구 

(Williamson, 1986) , 소비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독해의 방식에 따라， 그리고 서로다른 상정적 작업 

과 창조성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의미들과 효과들이 

발생하는지를 탐구하기 하기 위해 소비의 창조적 

잠재성을 강조한 윌리스의 연구(Willis ， 1990) 등이 

있다. 한편프링글은소비도생산만큼적극적인교 

환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소비되는 것은 물질적 상 

품자체가아니라그상품의 상징적 의미임을주장 

한다. 그녀는 소비과정의 단계를 ‘획득 · 구매 -) 

변형 -) 파괴 · 전유 · 소모’ 로나누면서 성적인 실 

천이자 개인정체성의 원천으로서 쇼핑을 해석하 

고 있다(Pringle ， 1983). 

6) 도시개발의 문화전략과 장소마케팅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국면 속에서 각 도 

시들 간의 상대적 역학관계는 새롭게 변모 하고 있 

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시들 간 

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도시환경 속에서 문화영역은 점차 도시의 발전과 

미 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도시재생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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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 을 위한 일련의 도시개발전략들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각 도시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 및 장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새 

롭게 창출함으로써，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 

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도시문화전략들이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부각되었다. 도시의 이미지 

를 새롭게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추구하 

기 위해 사용하는 문화전략들은 도시마다 상이하 

다. 전반적으로 도시문화전략으로서 주의를 끌었 

던 세 가지 모델은 ‘통합모델’ 과 ‘문화산업모델’ , 

‘판촉모델’이다. 

‘통합모델’ 은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립시켜주려는 전략으로서， 여기서 문 

화정책은 공공의 사회적 삶(public sociall此)을 활 

성화시키고， 도시정체성과 도시에 대한 공유된 소 

속감을 상기시키고， 더욱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공 

공영역을 창출하며， 도시생활이 제공하는 것에 대 

한 기대수준을 높아파 하는 전략의 핵심적 요인 

이다. 

‘문화산업모델’ 의 강조점은 문화적 산물의 생산 

과 배포를 부창출의 중요한 형식으로 간주하고， 미 

래의 도시성장과 도시에 대한 독특한 친근감을 유 

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으로 바라본다. 1980 

년대 런던과 셰필드가 이러한 접근을 취한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거론된다. 이 전략의 관심의 초점 

은시청각산업과같은상업적 문화산업이다. 

‘판촉(또는 소비자중심주의)모델’ 은 예술을 도 

시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미국의 ‘도시선전 

주의 (ciη boosterism)’ 에서 처음 출현한 모텔이지 

만，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유럽도시들에서 수용되 

어 왔다. 이 모델은 관광객과 기업투자 유인， 시민 

의 문화활동 유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술의 소 



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동항과 과제 

비’ 를 강조하고 있다. 즉 문화관광객과 기업， 국제 

회의의 대표들을 관광객으로 유인하고， 전문가집 

단 피고용자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강조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유인하며 복합용도개발과 문화지구 

형성 등 도시의 물리적 재개발을 통해 사무실과 상 

점 · 레스토랑 및 문화시설물간의 시너지를 유도 

함으로써 사람들을 일과후도시에 머물게 한다. 

이 모델은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 성장연합 정치의 

산물이었다. 각 도시들은 창조성과 상상력을 동원 

해 이러한 문화전략들을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도시들이 어떠한 문화전략을 채택하는가 

는 그 도시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 

이하다. 

이러한 모델들이 포괄되어 나타난 전략이 ‘장소 

마케팅 (place marketing)’ 이다. 장소마케팅은 지 

역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 

련의 사회 ·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 

적 · 사적 주체들(주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가)이 

기업가와관광객 혹은그지역의 주민들에게 매력 

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이미지를 판매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 

력들이다. 장소마케팅 전략의 목표는 ‘도시이미지 

의 재창출’ 이라고볼수 있는데，각도시들이 추구 

하고자 하는 도시이미지들을 보면 오락도시 (fun 

ci마) , 환경도시 (green city) , 문화도시 (culture city) , 

다원도시(pluralist d마) 등의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강조된다. 이러한도시이미지의 창출을통해 각도 

시는 도시 내부로의 자본투자와 도시고용창출을 

통한 도시경제활성화， 지역정체성(혹은 애향심) 

확립을통한지역사회의 통합，지역문화의 발전등 

을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한다. 장소마케팅의 주 

요 수단으로는 홍보물을 통한 장소이미지의 홍 

보 · 판촉， 박물관 · 공연장 등 문화시설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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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 축제 등의 문화행사， 문화의 거리와 같은 

문화예술지구 조성 및 문화특구 지정， 그 지역의 

역사적 상징이 담긴 건물과장소보존， 지역홈페이 

지를 통한 사이버마케팅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7) 경관텍스트분석 

공간에 대한 주체들의 해석과 의미부여 및 그 과 

정의 권력관계와 문화정치적 의미를 가장 깊이있 

게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신문화지리학자’ 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온 경관연구다. 이들은 

문화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분야인 ‘경관’ 의 개 

념 자체를 새롭게 해석한다. 전통문화지리학이 경 

관형태학의 관점에서 주로 농촌의 인공물에 초점 

을 두고 가시적인 형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반 

면， 신문화지리학은 경관을 다양한 의미체계’ 로 

인식하면서 경관의 의미화와 의미들의 패턴에 대 

한해석에초점을둔다. 

의미체계로서 경관은 그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에주의를기울이게한다. 이는경관의 해석문 

제가 권력의 존재양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 

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지적한 것처럼 경관 그 자 

체가 이제는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는 개념’ 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Daniels ， 1988). 즉 경관이미지 

의 물질적 구성에 초점을두면서 가시적인 경관 이 

면에 존재핸 사회 · 정치적 과정을 밝히는데 중 

점을둔다. 이것은문화지리와사회지리를결합시 

키고， 맑스주의와 지리학을 결합시키면서 급진문 

화지리학을 주창하였던 신문화지리학자들의 당연 

한 귀 결 이 다 (Cosgrove ， 1978; Blaut , 1979; 

Jackson, 1980; Cosgrove, 1983). 코스그로브는 경 

관 개념을 유물론적 분석에 종속시키고 인간경험 

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 배타적인 관심을 집중시 



키는 기존의 경관연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경관 

을 동시대의 정치 · 이데올로기적 논의 속으로 끌 

어들인다(Cosgrove ， 1985) , 미첼 역시 경관을 ‘권 

력의 재현’ 으로 인식하면서 경관 속에 내재하는 

다양한 권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Mitchell ， 

1994) , 그림을 통한 이미지를 통해 그것이 상징하 

는 것과 의미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버거의 저작 

『바라보는 방식 (Way of Seeing).n (Berger, 1972) 에 

서 빌어온 개념인 ‘시각적 전유 방식’ 으로서 경관 

을사고하는것은물적 경관이 결코중립적이지 않 

으며 권력관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방식 

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15-6세기 풍경화가 

들이 바깥세계에 존재하는 시물을 바라보는 방식 

으로처음사용한경관개념이었다. 

시각적 전유 방식으로서 경관 연구는 소설이나 

영화가 하나의 텍스트이듯이 경관을 하나의 ‘텍스 

트(t얹)’ 로 바라보고자 한다. 텍스트에는 작가가 

있으며 다양한 절차와 기술에 의해 구성되었고 그 

안에 농축된 일련의 의미가 있으며 독해형식에 따 

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처럼 경관 역시 다양한 

의미체계를이루고있고，그의미의 생산과소비과 

정이 존재하며 권력관계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것 

이다. 하나의 문화 내에도 다양한 텍스트들이 존재 

하며 하나의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맥락01 또 다른 

텍 스트로써 읽 히 므로 ‘상호텍 스트성 

(intertextuali미)’ 은 텍스트로서 의 경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된다. 또한 언어를 통해 형성된 

‘담론’ 은 인간주체와 경관사이를 연결해주는 가 

교로서 인간의 의식세계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 

에 텍스트로서의 경관 이해에 중요한또하나의 개 

념이다(Duncan ， 1990) , 아울러 텍스트는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수용’ 개념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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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관은 도시경관과 거리， 광장， 쇼핑몰，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 

관을 재현하고 있는 그림이나 문학작품， 영화， 광 

고， 음악， 사진， 저널， 사이버공간 등의 재현의 공 

간을 논의에 포함한다. ‘미디어지리학(media 

geography)’ 은 이러한 문화매체를 통한 공간의 

재현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지리학 

의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경관의 상 

정과 의미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 

해졌다. 

8)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는 전통적인 ‘주체’ 개념에 도전을 

제기한다. 식민지 민중，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 

동자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서구 근대 계봉 

사상의 주체란 결국 백인 부르주아 남성의 목소리 

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모든 집단이 자기 자신 

의 고유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대변할 권리를 갖고， 

그러한 목소리가 선뢰성이 깃든 적법한 것이 되어 

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그동안 억 

압되고 소외되어왔던 ‘타자들’ 에게 관심의 초점 

을 돌리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 학문적으로 그 

늘에 가려져 있던 ‘성(性)’ , ‘인종’ 등 정치적 소수 

집단들의 권력관계가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면 

서 개인 혹은 집단들의 ‘정체성’ 과 ‘참여’ , ‘처저저‘항항 

의 정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성을 둘러싼 공간의 문화정치에 대한 논 

의들은 주로 성정체성의 공간적 구성방식에 초점 

을 둔다. 모트(Moπ ， 1988)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정체성을 거부하고 ‘성정체성의 복 

수성’ 을 주장한다. 그는 성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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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남자다움’ 은 하나의 과정이지 불변얀 

정체성이 아니며， 시장이나 패션하우스 혹은 거리 

등의 사회적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됨을 주장 

한다. 그는 이러한 성정체성이 지역마다 특징적이 

라고 하면서 공간적으로 구축된 성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즉 공간은 물리적 

인 측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정체성과 인식을 형성하 

는 사회적 의미들을 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인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도 

시경관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공간들과 장소들이 

며， 그들이 서로 다른 공간적 상황에서 다르게 느 

끼고， 자신들을 다르게 나타내면서 상당히 유동적 

인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간다. 즉 공간에 따른 다 

중적 정체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잭슨 

(Jackson, 1991)은 한 장소에서 기원한 남성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다 

른 장소에서 다른 청중들에게 독해될 때 어떻게 새 

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7}를 보이면서， 남성정체성 

을 떠받치고 특별한 성관계를 유지하는 공간구조 

를 논한다. 본디(Bondi ， 1992)는 도시경관 상에 성 

적인 차별과 억압이 표출되고 재현되는 방식을 다 

루고있다. 

한편 종족의 문화정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 국가 내의 소수인종들이 겪는 억압과 갈등을 제 

도와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각 인종집 

단들이 자신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공간적 실천과그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공간의 통제와 지배를 

둘러싼， 특정 인종집단과 지배세력간의 갈등을 거 

리축제를 통하여 분석한 잭슨(Jackson ， 1992)의 글 

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거리축제가 실제로는 

인종의 ‘문화적 차이’ 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문화주의’ 의 정치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매년 10월 

초에 열리고 있는 아프로 카리브계 흑인들의 축제 

인 ‘카리바나(Caribana)’ 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거 

리의 정치를 논하고 있다. 그는 거리를， 대중투쟁 

과 공식적 억압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간주하면서， 저항의 상징적 공간인 거리를 

통해서 캐나다의 아프로 · 카리브계 흑인들과 정 

부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방식을 다각도로 조명하 

고 있다. 다문화주의’ 라는 이름으로 ‘다원성’ 을 

부르짖는 정부와 ‘평등’ 을 강조하는 주최 측 사이 

의 마찰을통해，진정한다문화주의는차별이 아니 

라동등한권리의 인정임을주장하고있다. 이렇듯 

축제는 순수한 오락이 아니고 정치적 의사의 표현 

수단임을알수있다.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주체들의 차이의 정치차 

원뿐만 아니라 최근엔 ‘장소성’ 에 대한 논의로 확 

산되고 있다. 개개인들의 자아정체성은 장소정체 

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세계화， 지방 

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장소정 

체성의 양상， 장소마케팅 전략 등 장소정체성 확립 

을 위한 새로운 실천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4. 한국의 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흐름과 쟁점1) 

1980년대를 마무리짓던 시점인 1989년， 이후 한 

1) 이 부분은 한국의 학계에서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간환경학회’ 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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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서가 동시에 출간되었다. 하비의 『포스트모 

더니티의 조건Jl， 소자의 『포스트모던 지리학Jl， 잭 

슨의 『의미의 지도』가 그것이다. 하비의 책은 

1994년， 소자의 책은 1997년에 각각 번역 출판되 

었고， 잭슨의 책은 현재 번역 중에 있다. 이 세 책 

의 공통점은 197 . 80년대 서구 학계를 강타한 이 

른바 ‘포스트’ 돌풍을 수많은 논쟁과정을 거쳐 나 

름의 시각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서구에 

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정리되고 있었던 시기였 

고， 이는다시 말해 1990년대 한국에서의 포스트모 

던 열풍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비판적 공간 

문화연구 흐름은 이러한 열풍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나누 

어보면 크게 네 시기， 즉 i ) 저1]1 7] (1991-1993년): 

포스트모던 공간문화연구， ii) 제2기 (1994-1996 

년) : 신문화지리학과 도시경관연구， iii) 저1137] 

(1997-1999년) : 공간문화정치론과 현실공간문화 

연구， ψ) 제47](2000년 이후): 장소마케팅과 장소 

성의 정치 연구등으로나눠볼수있다. 

1) 제 171 : 포스트모던 공간문화연구(1991-

1993) 

1991년 한국공간환경학회(이하에서는 공환) 창 

립 3주년 기념 심포지웅은 ‘지역，도시，자본’ 이라 

는 주제하에 당시 자본주의 공간환경에 대한 비판 

적 연구동향을 집대성하였다. 여기에서 포스트모 

더니즘에 대한 최초의 정리가 시도되었다. 김용창 

(1991)과 서종균(1991)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평가한다. 당시 포스 

트모더니즘은 메타이론의 거부， 총체성 개념의 거 

부，차이에 대한강조를특정으로함으로써 맑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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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리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서구에서도 1987년 미국지리학대회에서 포스 

트모더니즘과 맑스주의의 정면대결로까지 나아간 

다) . 당시 공환의 입장도 포스트포디즘이라는 자 

본주의 경제체제의 변동을 자본의 실질적 포섭의 

강화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갖 

는변혁적 불투명을극복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역 

사적인 맑스주의 연구방법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 

였다. 

포스트 논의의 와중에서 경제변동 및 문화변동 

을 연관시켜 살피파 딴 제반 시도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 이를 공간이론과 관련지어 발전 · 

승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1992년 공 

간문화연구그룹(대표적으로 공환의 문화분과)이 

결성되었다. 이 그룹은초기에는문화의 이데올로 

기적 성격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적 문화론에 상당 

히 강조점을두었다. 당시 연구들은맑스와 앵겔스 

의 문학 · 문예이론에서부터 그람시， 루카치， 윌리 

엄즈， 르페브르， 하우크， 제임슨， 하비， 칼리니코 

스， 소자 등의 문화논의를 개관하면서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따라서 체계적인 이론정립은 미비 

된 상태 였다. 하지만 이론의 모색작업과 함께 서울 

대 녹두거 리나 대학로， 압구정동 로데오거 리 등 실 

제 한국의 문화공간을 사례로， 한국에서 포스트모 

더니즘 공간미학의 전개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는 취지를 지니고 연구모임이 시작되었다. 

1993년부터 본격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연구가 진 

행된다. 특히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포스트모더 

니티를 바라보는 칼리니코스와 하비의 비판적 포 

스트모더니즘론이 집중적으로 연구되면서 그 연 

구 성과로 하비의 ‘포스트모더니티 조건’ 이 번 

역 · 출판되었다. 아울러 1993년에는 정치경제학 

적 문화연구의 산물로서 석사학위논문이 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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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이정재， 1993; 최홍준， 1993). 또한 포 

스트모더니즘과 도시의 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규명하는 특집이 〈공간환경) 44호(1993)에 실렸 

는데， 문순철(1993)은 지리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구동회(1993)는 서울의 압구 

정동 현장답사를 통해 포스트모던 도시경관의 상 

품미학을분석하였다. 

1993년 말에 있었던 제4회 공환 심포지움에서는 

‘현 단계 한국자본주의와 서울’ 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문화유물론과 신문화지리의 관점에서 

서울 도시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시도되었 

다. 최홍준 등(1993)은 서울의 1980년대 도시경관 

의 특성을 시선을 끄는 경관과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경관으로 나눈다. 시션을 끄는 경관으로는 포스트 

모던 건축양식， 신세대 공간(세대간 공간분화)， 소 

비장소와 경관(장소 · 경관의 표준화， 대량복제) , 

도로경관(자동차경관과 생활공간의 파괴)을 들고 

있고，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경관으로는 주거경관과 

작업공간을예로들고있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 

로 서울의 도시경관의 논리를 6가지， 즉 ‘상품화의 

강화’ , ‘배제성’ , ‘단조성’ , ‘은폐성’ , ‘계층적 양 

극성’ , ‘연구의 서사구조와 전개방식의 은폐성’ 

등으로요약하고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로 인해 가장 

먼저 , 그리고 가장 괄목할만한 이슈로 떠오른 것 

이 바로 ‘성’ 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의들이다. <공 

간환경) 42호(1993)에서 ‘여성과 공간’ 이 특집으 

로 다루어지고， 서울연구 심포지움에서도 가족 내 

의 남녀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의 남녀권력관 

계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여성과 공간 특집 

에서는 도시 · 사회지리학적 관점에서 여성 불평 

등의 가시화와 여성불평등의 설명방식을，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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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리학적의 관점에서 노동의 성적 분업을고 

찰하고 있고， 구조적 접근과 행태적 접근에서 자 

본의 이동성과 여성노동력의 이동제약성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수도권의 산 

업공간변화와 고용관계의 재편을 여성지리학적 

시각에서 살핀 경험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후 ‘성’ 에 관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아 점차 그 비중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젠더 지리학’ 에 대한 연구가 현재 거의 불모의 

상태로남아있다. 

2) 제 271 : 신문화지리학과 도시경관연구 

(1994-1996) 

1994년에 들어 ‘자본주의 도시경관론’ 의 정립을 

연구목표로설정하면서 영국의 ‘신문화지리학’과 

로컬리티 논쟁으로 대변되는 ‘중범위이론과 도시 

경관’ , ‘정치경제학적 도시경관론’ 에 대한 이론연 

구가 폭넓게 진행되었고， 더불어 경험적인 도시경 

관 사례연구들도 이루어졌다. 그 성과물로 현실문 

화연구회에서 기획한 『공간의 문화정치: 공간， 문 

화， 서울』이라는 저서가 발간되었다. 여기에서 구 

동회(1995a)는 압구정동과 구로동을 비교하면서 

산업공간과 소비공간의 일상과 그 장소적 의미를 

탐색하였고， 박영민(1995a)은 용산의 하이테크 경 

관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문화비평 

가 집단과 학제간 연구로 이루어진 문화과학사의 

서울연구 특집에서는 정치경제학(최병두， 1994)과 

조절이론(조명래， 1994) , 그리고 신문화지리학(이 

정재， 1993) 등 도시경관 연구의 다양한 시각과 방 

법론이 제시됨으로써 경관연구의 지평이 확대되 

었다. 

1995년부턴 전환기의 일상공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새로운 공간환경의 변화 

에 걸맞는공간문화론이 모색되고정리되었다. 먼 

저 공개강좌로 진행된 ‘세계화시대 일상공간과 생 

활정치’ 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에서는 일상생활공 

간의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공간분석 

이 시도되었다. 권정화(1995a)는 광고논리가 지배 

하는 영상소비문화시대 도시경관의 성격을 분석 

하면서 문화형태를 띤 상품논리가 우리의 정체성 

을지배하고，도시의 시각적 이미지가현실을호도 

하며，그로 인해 변혁의지를무력화시킨다고주장 

한다. 이상헌(1995)은 자본주의 소비공간의 근대 

성과 탈근대성을 분석하는 글에서 급진화되고 있 

는 근대성의 자본이 노동과정뿐 아니라 소비공간 

의 창출과공간의 소비를통해 일상생활공간을포 

업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공간이 자본에 의해서 

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장 

소형성전략을 통한 대응 가능성을 제시한다. 박영 

민(1995b)은 정보화시대의 공간문화정치를 다루 

면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위로부터의 정보 

화를 비판하고， 사회적 모순의 다양한 수준에 걸맞 

은 다차원적 투쟁을 통한 일상적 정보화운동을 제 

시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상생활의 측면을 공간 

적으로 부각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의 방호t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1995년 말에 개최된 저116회 공환 심포지움에서는 

‘새로운 공간환경론의 모색’ 이라는 주제하에 새 

로운 공간문화론이 소개된다. 조명래(1995)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포스트모던 논의를 본격적으로 

도시에 적용시켜， 포스트모던 물리적 공간과 경 

제 · 문화， 그리고 실천적 주체를 종합적으로 파악 

하는 ‘포스트모던 도시론’을 정립함으로써 도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구동회(1995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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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용(1995)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던 ‘신 

문화지리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 

도를 하였다. 박영민(1995c)은 도시문화론의 정립 

과 함께 도시정치경제학의 쇄신 형태로서 도시문 

화론의 실천적 의미를 다루는 분석개념으로 ‘도시 

공간의 문화정치’ 를 제시한다. 1995년에 특기할 

만한것은저널 〈공간과사회〉에서 처음으로문화 

특집이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공간’ 이라는 제목의 이 특집을 통해 하비의 

논의가 재정립되었고， 권정화(1995b)는 ‘미로속의 

사회공간이론과 대중문화 연구의 유혹’ 이라는 논 

문에서 최근의 문화담론이 공간정치경제학에 개 

입하는 방식과 그 가능성 및 한계를 짚어본다. 그 

는 대중소비문화의 핵심인 광고를 통해 가상공간 

의 논리가 어떻게 현실공간으로 확대해가며 일상 

생활을 식민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상공간 

과 현실공간의 구분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차이의 

문화정치학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의 입지로서 공 

간메타포라는 수사적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따진다. 이 외에 장소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던 인 

간주의 지리학의 선구자 투안의 명저 『공간과 장 

소』가 번역되어 나온 것도 소중한 성과였다. 

문화연구의 붐을 촉발시켰던 ‘포스트모던’ 논의 

는 모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쟁 

을불러일으켰고， 이후한국사회에의 그 적용가능 

성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의미와 한계 

를노정시켰다. 서구에서 진행된논의를그대로수 

용해 한국현실에 적용하려는과정에서 많은무리 

가 따랐고， 이는 결국 한국의 ‘근대성’ 에 대한 보 

다 깊이 있는 논의를 제기시켰다. 1996년 봄에 개 

최된 공환 제7회 심포지움은 그러한 의미에서 ‘근 

대성과 공간에 대한 방법론적 재성찰’ 을 시도하였 

다. 일제시대 서울의 근대도시공간구조 형성 과정 



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동향과 과제 

과 현대 도시축제인 도섬거리축제의 문화정치적 

성격을 분석한 글이 제출되어 공간문화 연구의 시 

간적 지평과 주제의 폭을 넓혔고， 공간문화론의 핵 

심적 이론가인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론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되었다. 

한편 1996년부터는 세계화 · 지방화 시대와 지방 

자치의 본격화로 활성화된 지역정치와 도시개발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 

역이미지와 지역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 

되었다. 일례로 〈공간과 사회) 7호의 특집， ‘사회 

공간적 갈등과 지역정치’ 에서 조명래(1996)는 지 

역정치의 차원에서 지역정체성과 지역문화의 중 

요성을제기하였다. 

3) 제3기: 공간문화정치론과 현실공간문화 

연구(1997-1999) 

1997년을 전후해서는 공간문화론의 새로운 정립 

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즉 그동안 부분적이고 산 

발적으로 논의되었던 문화론의 다양한 내용들을 

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른바 문화정치적 사고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공간문화정치론 (cultural 

꽁간적 실천 

물질적인 

공간적 실천 

(경혐/경제적) 

! 공간의 지빼， 통제 j 
(공깐의 지배적 생산1: 

politics of space)’ 이 그것이다. 공간의 문화정치 

라는 화두를 가지고 공간문화론의 이론적 지평인 

‘신문화지리’ 와 ‘문화유물론’ , ‘(포스트)모더니 

즘’ 을 재정립하였고((공간환경) 55호와 57호가 

그 특집으로 꾸며짐) ,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공간 

을 연구한 다양한 사례들이 분석되었다((공간환 

경) 56호특집). 

공간문화정치론은 공간문화현상을 바라봄에 있 

어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주목을하고，억압 

과저항의 다양한차원과매개에 대한분석을중시 

한다. 따라서 공간문화정치론은 도시공간과 장소 

를 둘러싸고 지배력과 저항력이 어떻게 충돌하고 

부딪히며， 다양한 의미들이 어떻게 서로 경합하고 

갈등하면서 공간에 표출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공 

간을 어떻게 새롭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 

맥락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결국 공간， 주체， 권력 

(정치)의 문제가 서로 녹아든 연구지형이 바로 공 

간문화정치론이다. 

1997년에 있었던 제9회 공환 심포지움 ‘한국도 

시문제와 도시개혁’ 에서는 이러한 공간문화정치 

론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이무용， 1997) , 여기에 
서 르페브르의 하비의 공간실천 모형을 바탕으로 

공간문화정치론이 포괄하는 범위가 재구성되어 

사회 공간/ 
짱소의 정쳐 

공간의 생산 i 
J공간의 새로운 대안) 

훌라쩍·사확쩍 

하부구초 

공간의 재현 

I (지각/과학적) 

공간정쳐경쩌|학 

(공간 상품화) 
+1 텍스트로서 경판 대안빼솔 

! 쩨현의 공간 & 

f( 상상/문화·여| 솔적꺼 

공간의 의마 전록-변형 

(혐의의 문확정쳐홀) 
대안공칸의 계휩 1후구 

〈그림 1) 공간문화정치론의 공간적 실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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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그림 1) 참조). 

아울러 공간 문화정치론의 논의 주제들을 공간， 

주체， 권력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제 

시되었다((그림 2) , (표 4) 참조). 

즉 공간문화정치론은 공간과 주체 그리고 권력 

이 서로 결합되고 교섭하는 지점， 즉 공간의 지 

배 · 통제 과정을 분석하는 ‘공간과 권력’ 의 결합 

부분(A부분) , 공간의 전유 · 활용 과정에 초점을 

두는 ‘공간과 주체’ 의 결합부분(B부분) , 다양한 

공간주체들간의 권력관계를 통한 공간의 생성과 

地理學論義 저145호 (2005. 2) 

정을 다루는 ‘주체와 권력’ 의 결합부분(C부분) 

이 공간문화정치론의 연구영역으로제시되었다. 

이후 공간문화연구의 흐름은 공간문화정치론이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론적 · 분석적 연계 

속에서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 대한 사례 및 경험 

연구를 병행하는 논의들이 본격화되었다. 생활양 

식과 도시문화에 대한 문화정치적 해석(김용창， 

1997) , 일상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의 정치(정기용 

외， 1997) , 중산층의 도시탈출과 전원담론(구동회， 

1997) , 서울의 전자스펙터클 분석(이무용， 1998) , 

공간의 전유/활용 

흉1 .整e

정치적지형 

공간적실천 

이론적 배경 

주요논의 

공간문화쩔 ~I 론므| 영 역 

/ 
공간므I ÄI f:J HI통져| 권력 공간므|샘산 

〈그림 2) 공간문화정치론의 개념구성도 

〈표 4) 공간문화정치론의 연구대상 

A 8 

공간의정지 장소의정치 

공간의 지배 통제 공간의 전유 활용 

공간정지경제학 신문화지리/문화유물론 

공간의소비상품화 사회공간 

도시스펙터클 장소정제성 

장소마케팅 경관텍스트 

공적 사적공간 (도시，거리，광장，광고，회화，건축，문 

역공간， 가상공간 학，영화，음악，사진，저널，사이버공간) 

c 
차이의정치 

공간의 재생산 

포스트모더지즘론 

소비의 정치 

정제성의 정치 

젠더 종족 세대 계층 

하위문화공간 

\ / 
공간의 정치경제 + 장소의 문화정치 ==> 공간문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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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전화방 등 방문화에 대한 연구(송도영， 

1997; 이무용， 1997a 등)이 그것이다. 특히 1997년 

부터는 도시개발의 문화전략 차원에서 ‘장소마케 

팅’ 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 

의 비판적 장소마케팅 리뷰 논문이 〈공간과 사회〉 

8호에 실리고(이무용， 1997b) , 이후 장소마케팅 관 

련 학위논문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문희정， 1998; 

신혜란， 1998; 김숙진， 1999; 이소영， 1999 ， 헤이만， 

1999). 하지만 이때까지는 도시정치와 문화， 경제 

의 논의를 아우르는 장소마케팅 관련 논문들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에서 맹 

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소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였으며， 2000대 이후에 

들어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장소마케팅 

에 대한 연구와 관섬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4) 제 4 기: 장소마케팅과 장소성의 정치 

(2000년 이후) 

2000년대 들어 공간문화연구의 흐름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장소마케팅 전략 

과 관광， 장소성에 대한 논의의 확대다. 이는 지자 

체의 지역발전전략으로서 본격적으로 장소마케팅 

이 채택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문화적 삶과 정체 

성에 대한 인식 증대로 여가， 관광욕구와 쾌적한 

생활공간 추구 욕구가 증대했으며， 그로인해 장소 

정체성의 변화가 급격히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말부터 촉발된 장소마케팅 연구는 2000 

년대 들어 지리학(공자원， 2000; 김유훈， 2001)과 

도시계획학(김민수， 2000; 심정원， 2000; 구경희， 

2003; 박성희 , 2003; 박소연， 2003; 송희정 , 2003) , 

경영학(김우재， 2000) , 사회학(김주영， 2000) , 행정 

학(이효재， 2003)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들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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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면서 학계 전반으로확대되고 있는추세다. 대 

부분 장소마케팅 상품 혹은 채널의 특정 유형(예 

를 들어， 지역축제， 문화특구， 홈페이지)을 사례로 

장소마케팅이 지역에 끼친효과나마케팅 과정 자 

체에 대한서술적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사례의 

유형 이나 테마는 점차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소마케팅 전략 수 

립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분석과 마케팅 주체(조 

직)의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결 

국 장소마케팅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역발전 

전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적 기법으로 인식 

하는경향이크다. 

이러한 장소마케팅 논의의 흐름 속에서， 장소마 

케팅 전략에 관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 등장하 

면서 문화적 관점에서 대안적인 장소마케팅 전략 

을 제시하는 시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소마케 

팅 전략 개념의 재구성과 전략 수립 프로세스의 체 

계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 문화적 갈등 

을 최소화하는 방법론 등을 제시한 문화정치론적 

연구(이무용， 2003)와 장소성이 부재한 지역에 정 

체성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연구(백선혜， 2004)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장소성’ 의 회복 및 창출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사동의 장소상품화에 대응한 정체성 운동 

제시(성주인， 2000)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논의(최병두， 2002) ， 장소성의 가치와 

형성 메카니즘(김미옥， 2000; 김지희， 2004) , 장소 

성을 고려한 공간구성(김창환， 2002) ， 현대 대도시 

의 새로운 장소성 개념 정립(김병우， 2003) 등을 

대표적으로들수있다. 



5. 비판적 공간문화연구의 과제 

한국의 학계에서 ‘공간문화’ 라는 화두를 가지고 

비판적 · 실천적 연구를 모색하기 시작한지 10여년 

이 흐르고 있다. 어느 분야보다도 공간문화연구는 

다양한 논의 주제와 대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리 

의 공간문화의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 

접근과 사고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공간문화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고， 

공간문화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과 

거보다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 

진 연구과제는 산적해 있고， 학제간 공동연구 및 이 

론과 실천의 결합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판적 공간문화론의 연구 

지형은 이론적 차원에서나 연구주제의 차원에서 

매우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학문과 우리의 일상생 

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대사 

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공간문화연구의 주 

제는 크게 ‘도시문화지리’ , ‘미디어지리’ , ‘관광 

지리’， ‘감성의지리’ 등의분야라할수있다. 

‘도시문화지 리 (urban cultural geography)’ 는 도 

시공간의 생성， 변천， 소멸의 변증법적 과정에 내 

재해 있는 물리적， 상징적， 문화적 권력의 공간적 

작용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에는 도시문화론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 

정립， 도시문화경관과 이미지의 정치， 공공공간과 

거리정치， 여가 · 소비의 문화정치， 정체성과 차이 

의 정치， 젠더지리， 미디어와 재현의 정치， 일상공 

간과 봄의 정치， 주거공간의 문화정치 등의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다. ‘미디어지리 (media 

geography)’ 는 현대도시생활에서 공간체험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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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매개체이자 가장 친숙한 생활문화의 요소인 

미디어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와 공간， 음악과 공간， 문학과 

공간， 미술과 공간， 광고와 공간의 관계를 각각 탐 

색하는 영화지리， 음악지리， 문학지리， 미술지리， 

광고지리 등과사이버지리에 대한 연구가그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관광지리 (tourism 

geography)’ 는 현대인의 삶의 질과 장소정체성 형 

성에 점차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한 지리학적 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현대관광 

의 패러다임 변화에능동적으로개입할수있는실 

천적 연구를 의미한다. 문화관광과 라이프스타일 

관광， 생태관광， 사회관광， 축제이벤트 지리 등 대 

안적 관광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 

막으로 i감성 의 지 리 (geography of feeling)’ 는 인 

간의 오감과 공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 

키는감성，욕망，감수성의 지리에 대한 연구를의 

미한다. 예를 들어 색깔과 공간의 관계(색의 지 

리) , 청각과 공간의 관계(소리의 지리) , 촉각과 공 

간의 관계(감촉의 지리) , 후각과 공간의 관계(냄새 

의 지리) , 미각과 공간의 관계(맛의 지리) 등이 연 

구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학제간 연구 협 력이 필수적 이다. 따라서 이 

젠 특정 주제를 매개로 지 리학 내부에서 뿐만 아니 

라， 여타학문분야와의 유연한학제간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공동연구체제와 공동연구주제 개발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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