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理學論훌 저149호 (2007. 2)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이서진 

ηleMa빼19 of the Gay Malε Place 
- A Case Study ofNakwon-dong, Jongno-gu, Seoul, Korea 

Lee, Seo-Jin 

요약 : 본 논문에서는 소수 집단에 의한 장소 형성과 경관적 특성을 성소수자 중 게이 남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게이 

남성들에게는 같은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만남의 장소는 특정한 유형 

과지역별 집중을가진다. 게이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게이 커뮤니티로발전한곳이 종로구낙원통 일 

대이다. 종로구낙원동 일대에서 나타나는장소 형성의 특정과 게이 커뮤니티 장소 경관의 특정은 첫째로는「게이 랜드마크」 

로서 극장의 중요성이며， 둘째로는 정보 통신수단의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의「게이 랜드마크」가 갖는 중요성의 감소이다. 커 

뮤니티 장소 경관의 특정으로는 첫째， 사회적 영향과 인식에 따라 경관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존재하는「은밀성의 경관 

(Secretive landscape)J 이 있다. 둘째， 게이 남성들의 시분할적 공간 장악력을 보여주는「한시적 가시경관{Limited time 

visible landscape)J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수자들이 가진 문화적 · 사회적 특성과 정체성이 이들의 장소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경관에 이것이 반영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이 은밀성의 경관과 한시적 가시경관을 통해 독특한 문화 경 

관을 형성해가고 았으며， 지역성에 암묵적인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자들의 장소형성과 

그에 따른 경관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 다양성이 중시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수 집단을 존중하고 이들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가지파 하였다. 

주요어 : 게이 남성， 동성애， 장소 형성， 섹슈얼리티， 성의 지리학， 경관， 성소수자， 소수 문화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making of place by minority groups , and the landscaping 

characteristics of such places, by focusing on the sexual minority group of gay males. The Nagwon-dong 

area is a place that has evolved from gay meeting place into gay community area in Korea.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enabled gay males to create their own place, and their current perceptions of the place are 

examined, using the Nagwon-dong area as a case example.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on of place, and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gay communities in the Nagwon-dong area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importance of the theater as a 낳ay landmark". The second is the decrease in importance of the offline "gay 

landmark" as a resul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Landscaping 

characteristics of the gay community place are first of all, the "secretive landscape" which remains hidden 

from the public, and whose existence is secret, because of concerns over social perceptions and pressures. 

Second is the "limited-time visible landscape". The term refers to the spatial landscape that is revealed as 

gay males take over an area during specific time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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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ows that the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ístícs and identity of mínorities exert a huge 

influence on their creation of place, and how this ís reflected in the landscapes of mínorities. The study has 

actually demonstrated that gay males are creating uníque cultural landscapes through the secretive 

landscape and the limited time visible landscape, and that they are wíelding a sílent but increasing influence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uch landscapes. 

Key Words : Sexuality , homosexuality, gay male, geography of sexuality , gay bars, gay theater, 

landscape, place makíng, sexual minority, minority culture. 

1. 서 론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국제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다 

양한 삶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 

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삶에 대해 다양성을 존중하 

는 관점이 보편화되면서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많은 부분 변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랑이나 

연애， 결혼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性， 

sexualiπ)’ 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서도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국7까 탄생 

하는 등 가장 보수적이던 ‘성’ 에 있어서도 이성애 

가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사회의 인식에 

도변화가일고있다.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서구에서 빠르 

게 일어났으며 주로 섹슈얼리티 담론에 대한 관점 ,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 머무르거나 인권운동 입장 

에서의 접근이 많았다. 지리학에서 ‘성 (sexuality)’ 

에 관한， 그 중에서도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 여성 

등의 성 소수자들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시 

작되었다.국내에서 학문적 접근은근래에주로일 

어나고 있으나， 지리학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사회적， 학문적 무관심 속에서 국내 동성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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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 

고 그 규모를 확장해 왔다. 특히 종로 낙원동지역 

은 지역 커뮤니티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간으로 암묵적인 인 

정을 받고 가시적인 지역 경관 변화를 일으키는 등 

의 독특한 장소성을 띄고 있어， 지리학적인 접근 

가치를지니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수집단인 국내 동성애 

자들의 장소 선택과 형성 과정， 그에 따른 경관의 

형성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접근을 통해 이의 특정 

을밝히며 지리학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파하였 

다. 

이 논문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이 남성들과 이들이 이용하는 게이 업 

소들이 왜 종로구 낙원통 일대를 자신들의 장소로 

선택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성 (sexuality)’ 이란 관 

점에서，소수자의 입장인남성동성애자의 장소선 

택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하였다. 

둘째， 낙원동에 게이 커뮤니티에 의해 발현된 

경관의 특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게이 커뮤니티 

에 의해 발생되는지역 경관상의 특징을알아보고 

자한다. 



2. 연구 대상 지역과 연구 방법 

섹슈열리티가 장소와 공간에 반영이 되고 구성 

된다고 할 때， 현실의 장소와 공간 대부분은 사회 

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성애가 그 중심을 차지하 

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장소들은 다수자의 섹 

슈얼리티인 이성애가 당연하게 전제되어 형성된 

다. 이런 경우 다수자의 섹슈얼리티가 아닌 소수자 

의 섹슈얼리티는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장소를 찾고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형성한 장소로서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게이 남성들의 장소인 종로구 

낙원동 일대 이다. 이 일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게 

이 커뮤니티가 최대 규모로 형성된 지역으로 동성 

애자들의 장소， 특히 게이 남성의 장소로서 대표성 

을 가지며， 게이 남성 간의 ‘만남의 장소’ 로써 긴 

역사를가지고있다. 

따라서 게이 커뮤니티가종로낙원동 일대에 어 

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섹슈열 

리티의 장소 형성이나 소수자들의 장소 형성이라 

는 차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종로구의 법정동인 낙원동을 

중심으로집중되어 있는게이 커뮤니티1)를대상으 

로 하고 있다. 종로구 종로 1'2'3.4가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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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법정동2)이 속해있으며 이 중 연구 대상 지 

역은 ‘게이 커뮤니티’ 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 

는 낙원동을 포함한 돈의동， 익선동， 묘동 일대이 

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자료 분석 , 심충인터뷰， 

설문조사， 현지답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 

으며 구체적인 것은다음과같다. 

첫째， 동성애와 성적소수자3) 관련 문헌과 기존 

인터뷰자료를통해 국내에서 논의된동성애에 대 

한 학술적인 접근과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파 

하였다. 

둘째， 동성애자 인권 단체 관련자들을 포함한 

동성애자들과 관련 업소 주인들을 중심의 심층 인 

터뷰를 통해 동성애자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현실 

적인 이해를 넓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대면 인터뷰가 어려운부분에 대해서는 이메 

일을 통한 서변 인터뷰 및 관련 단체나 개인이 타 

매체를통한 인터뷰자료나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언론사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셋째，심층인터뷰후，낙원동일대 게이 업소의 

경영주 및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06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 

소 경 영주 대상 30부 방문객 에 대상 108부의 설문 

결과를통해 분석하였다. 

넷째， 동성애자의 장소와 밀접하게 연결된 종로 

1) 본 연구에서 께이 커뮤니다 는 게이 남성들이 주로 이용핸 만남의 장소들 중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의견을 교류할 수 있 
고사회 심리적인 일치감을주는 역할을할수 있는게이 남성 관련 업소와관련단체 동을말한다.보다자세한용어 정의는 I장의 
용어 정의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2) 종로 1 . 2 . 3 . 4가통에 속해있는 법정동은 중학동， 견지통， 경운통， 서 린동， 돈의동， 관훈통， 관수통，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 
가， 종로 4가， 익선동， 운니동， 예지동， 훈정동， 권농동， 봉익동， 인의동， 인사동， 묘동， 낙원동， 관철동， 공평동， 장사동， 원남동， 와 
룡동， 수송동， 청진동이다. 

3) w성적소수자는 레즈비언과 게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둥 다양한 소수자들을 아우르는 낱말로 사용되고 있 
다. 이 용어는 다양한 정체성의 소유자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 발언력을 결집하는 것에는 이로울지 모르나 각 정체성들의 차이를 
무화시키거나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내 동성애자 인권 운동 단체 내에서는 성적소수자라는 용어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는없었다~ <박김수진레즈비언 정체성 정체화과정에 관한 연구~ (레즈비언 연구소， 200S) ，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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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문헌 및 현지 조사중심의 지역 연구를통 

해 포괄적인 지역 형성 과정과 실태를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지역상인， 지역공무원 등을 대상으 

로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 지역을 구성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포괄적이 

고종합적인관점에서 장소형성을파악하고자하 

였다. 주요 현지 조사는 1차 05년 8월 20일-05년 

10월 27일， 2차 06년 2월 2일-3월 15일， 3차 06년 8 

월 28일-10월 1일의 세 차례 기간 동안 이루어졌 

다. 

3. 용어 정의 

‘호모섹슈얼’ 또는 ‘호모’는동성애자남녀모두 

를 표현하는 단어로 서구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게이 (gay)’ 라는 

단어의 사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는 ‘게이’ 라는 

용어가 성별이 동일한 상대와의 성행위만을 의미 

하는 ‘호모섹슈얼’ 보다 자신의 사고 및 감정 , 생활 

양식 그리고 자신을 동성애자로 여기는 생각이나 

하는 욕구를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가 

질계획이있는사람들중에스스로를 ‘게이’로정 

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 5) 또한 같은 ‘게이’ 라는 

용어로 불릴 수 있지만，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레 

즈비 언’ 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이반’ 이라는 용어는 국내 게이 커뮤니티에서 

생성된 용어로 ‘퀴어 (Queer)’ 6)와 다르게 토착적 

인 용어이다. 이 용어는 ‘퀴어 (Queer)’ 와 비슷한 

돗을 가지는데 레즈비언이나 게이를 포함한 양성 

애자， 트랜스 젠더 등 다양한 소수자들을 아우르는 

낱말로 사용되고 있다기 이반이라는 용어는 동성 

애자와 이성애자를 구별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단순히 게이를 칭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수집단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도 한다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이 남성이라는 용어를 선택 

하여사용하고자한다. 

태도 등을 포괄하여 뭇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게 11. 문헌언구 
이’ 는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남성을 의미하며， 보 

다긍정적인 상을담고 있다. 남성이 같은성을가 1. 섹슈얼리티에 대한선행 연구 
진 사람과 정서적， 정신적， 성적 교감을 나누고자 

4) 윤가현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8) ， p. 26. 
5) 박김수진레즈비언 정체성 정체화과정에 관한 연구~ (레즈비언 연구소， 2005) ， p. 12 
6) ~ ‘퀴어 (Queer)’ 는 게이나 레즈비언에게 ‘타자’ 와 같은 또 다른 성적 범주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과 
성욕의 표현방식이 그런 사고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 퀴어는 고정된 ‘성적 대상’ 을 일 
걷는 새로운 명칭이 아니다. 그릿은근대성 담론이 갖는 이분법적 관심에 정면 도전하는존재론적 범주를제공한다. 따라서 퀴어 
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욕에 근거한 정체성 개념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 퀴어의 도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성애의 에 
로틱 우위성 뿐만 아니라 해석학적 우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퀴어는 ‘이성애’ 의 사회적 구성 절차에 도전한다 둘째， 젠더 
정체성과 성욕 사이의 해속적 연관성을 해체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성애’ 범주의 특성과 불변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급진적인 도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Gail, H. A Sociology of sex and sexuali마， 임인숙 역섹슈열리티와 사회~(서울 : 일신사， 
2005) , pp. 234-236. > 

7) 박김수진레즈비언 정체성 정체화과정에 관한 연구~ (레즈비언 연구소， 2005) ， p. 12 
8) 윤가현동성애의 심리학~(학지사， 1998) ，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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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9)에 대한 의미의 확장은 19세기 이 

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대 자본주의부터 인간의 

삶에서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사고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며， 그것에 적합한 방법들로 고안되기 시 

작했다. 그 이후 성은 정치화되었고 사회화되기 시 

작하는데， 이에 대해 Weeks(1994)는 이러한 성이 

란근본적으로자연적인 현성이 아니라사회적， 역 

사적 힘의 산물이며， 우리가 이해승}는 것처럼 존재 

한적이 없고장래에도그렇게 존재할 7}능성이 없 

는 ‘허구적 실체’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기든 

스(1992)는 섹슈열리티는 더 이상 미리 정해진 자 

연적 조건으로 단지 수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가 이미 가지고 있으며 계발해나가야 승F는 것이 

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슈얼리티는 선체와 

자기정체성， 그리고 사회 규범이 일차적으로 연결 

되는지점이며 X싸의 성형 가능한 일면으로기능 

한다고이야기한다. 

동성애(homosexualiψ)에 대한 행위는 과거부 

터 존재해왔었지만， 동성애라는 명칭은 근대부터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라는 용어도 

19세기 후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학적인 담론을 

地理學論훌 저149호 (2007.2) 

통해 등장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푸코의 권력 

담론과 주체에 대한 통찰력은 다른 비판과 수용을 

통해 1990년대 이후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 

는 퀴어 이론(Queer meow)10)으로 넘 어갔다. 퀴어 

이론에서 푸코의 중요성은 그가 에로티시즘의 담 

론적 형성을 무엇보다 강조한 것에 있으며， 특히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사용했던 섹슈얼리티라는 

말을 ‘동성 homo-' 과 ‘이성 hetero-’ 이라는 제한 

된 이분볍적인 형태로말하고사고하게 되면서 욕 

망이 어떻게 그리고 왜 심각하게 억압되었는지 강 

조한것에있다 11) 

섹슈얼리티 논의에서 촉발된 동성애에 대한 접 

근 방식12)을 살펴보면，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혹 

은문화적인 것인가로나누어 볼수 있다. (Weeks, 

1986: 19) 

본질주의적 접근이란 모든 성적인 문제들내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단일하고， 기본적이며， 통일적 

인 그 어떤 유형 이 존재함이 분명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Iπing Singer 1980: 15). 이러한 정의에 따 

르면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개인들은 ‘동성애적 

본성’ 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최선옥， 

9) w본론에서 이야기하는 ‘성’ 은 ‘섹슈얼리티sexuality’ 를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의미하 
기도 하고， 더욱 좁게는 성적 행위나 그와 관련된 해부학적 특성들을 가리키기도 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차 gender' 의 
개념도 가진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섹슈얼리티는 19세기에 처음 둥장했으며， 옥스퍼드 사전에는 ‘성적인 것 혹은 성을 갖는 것 
의 성질’ 이라고풀이하고 있다.~ (황정미， “섹슈얼리티의 정치-일상생활과민주주의 사회비평， 13(1995) : 119-121,) 

10) 퀴어 이론(Queer theory)은 이론적 토대가 섹슈얼리티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퀴어 이론은 섹슈얼리티의 여러 논의들이 문화 
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합의된 혹은 안정화되거나 특권화 된 개념에 질문을 던지고 저항을 하는 경향이 있다.(M. Brown" 
and L. Knopp, 2003) 1990년대 지식 운동이 발달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젠더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의 의미로 집중되게 되었다. 
즉， 퀴어 이론은 젠더 정체성으로부터 성욕의 이탈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성애의 ‘자연성’ 에 도전해왔다. (G, Hawks. 임인숙 
역， 2005: 16) 그 용어가 쉽게 특성화되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것의 정의는 넓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퀴어 이 
론’ 은 그것에 종속적인 레즈비언/게이/범성욕적인(pan-sexual) 정체성과 욕망들의 감각들을 섹슈얼리티의 도전적인 명사들의 
감각안으로끌고와야하기 때문이다 크게 두가지로퀴어 이론이라는용어를나눌수 있다. 첫 번째는퀴어 이론이 게이와 레 
즈비언 연구 안에서 어떤 작업을 묘사하기 위한 짜임새 없는 용어로 사용되곤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더욱더 정밀하게 퀴어 
이론이 이성애 규범주의 (hetero-norrnativity)의 지배적이고 편재된 세상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다. 
지리학과 퀴어 이론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단순하게 퀴어 이론은 어떻게 이성애 규범주의 (heterc←norrnativiπ)가 노골적으로 혹 
은 미묘하게 우리가 쓰고 연구한 지리학을 타락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지리학자의 인정을 요구한다 여기서 새롭거나 혹은 다 
른 지리학들을찾기 위한 섹슈얼리티의 내포된 의미들이 강조되는 것이다. (RJJohnston ed. , 2000: 667ω8.) 

11) J. Bristow, Sexuality, 이연정 · 공선희 역섹슈열리티~ (한나래， 1997) ，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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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 종로구 낙원동을 사려|로 

19%:18). 

이러한본질주의적 입장과는달리 문화적인 입 

장은사회의 맥락을강조한다. 허트는뉴기니의 잠 

비아사회의 동성애적 관행에 대한 연구를통해 동 

성애와 이성애간의 구분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다(Herdt 1984: 167긴0). 이 

러한 사실은 동성애 행위가 동성애 정체성을 규정 

한다는서구적 관념을무너뜨리는행위였으며，동 

성애라는 범주가 문화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는 “성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명명에 의해 그것이 성적인 것으로 될 뿐 

(Kenneth Plummer)" 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따라 

서 “성에 관한 역사는 언어의 역사라는 점에서 다 

시 씌여져야 한다라는 푸코의 말을 뒷받침해준 
다 13) 

이와 같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타학문의 논의는 

역사적， 사회적， 생물학적으로 성이 어떻게 구성되 

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섹슈얼리티가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장소와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강화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서구 지리학에서는 섹슈얼리티 

에 대한 주요한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공간적으 

로， 지리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한 관 

심을 기울였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려한다. 

2. 지리학 내에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선행 
연구 

지리학에서는 섹슈열리티에 관한 연구는 199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ohnston (et al, 

2000)에 의하면 지리학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 

구는 인간주의 지리학을 기반으로 하며， 주요 요소 

는 레즈비언과 게이의 지리학 (Geographies of 

lesbian and gay man) , 일상 공간의 헤테로섹슈얼 

리 티 14) (The heterosexuality of everyday space) , 
HIV/AIDS의 지리학 (Geographies of HIV/AIDS) , 

퀴어 지리학 (Queer Geographies) , 헤테로섹슈얼 

리티의 지리학 (Geographies of heterosexualiψ)을 

들수있다. 

12) 여기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지만 섹슈얼리티의 문화적 입장을 다른 용어로 구성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섹슈열리티에 관한 논 
의는 본질론과 구성론으로 용어를 다시 사용할 때에 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온다. 본질론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성 
을 생물학적 본능이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문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내재적이고 고정불변의 것으로 인식하여 성을 과 
학적 탐구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성에 관한 정보를 밝히려 하며， 성을 인간의 내재 
적 본능으로파악한결과사회， 역사，문화둥과분리된초사회적，초역사적，초문화적인 객관적 사실로취급하고남녀의 성에 성 
차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이성애를 규범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 구성론은 성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성은 인간 
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구성론자들에게 성은 문 
화 의존적이며， 관계적이고， 비객관적인 자질로 인식된다. 인간의 성적 정체성， 성적 욕망， 성적 관행들은 고정된 본질이나 본능 
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사회문화적 관계망속에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구성되는 것으로파악한다. 특히， 푸코는 성적 
정체성， 성적 욕망， 성적 관행과 실천을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구성되는 정치의 장 
으로 개념화한다. 또한 퀴어이론(Queer theory)은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동성애의 역사적 형성， 동성애제 
도와 이성얘제도의 역사적 구성 간의 관계를다루며， 성이 사회적으로구성되어질 뿐만아니라 성의 영역에 작용하는본질주의 
적 개념과 범주들을 해체하고 기존의 담론을 전복시키끄} 한다. (송명희 외페미니즘과 우리시대 성담론~(새미， 1998), pp 
15-16. ) 

13) Kenneth Plummer, Sexual S디횡la-An lnteractionist Account (London: Routledge , 1975); M. Foucaukt, Histoire de la sexualite
Tome 1 La volonte de savoir, 이규현 (역)，r성의 역사1~ (나남， 2004) ， ; 서통진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문예마당， 1996) 

14) 혜테로섹슈열리티(heterosexuality )는 이생애를 뭇하는 hetero와 sexuality가 결합하여 생긴 말로서 동성애를 뭇하논 호모섹슈얼 
리티 (homosexuality)와 반대 개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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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게이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 
유형과시대적 변화 

동성애(homosexual)라는 용어가 서구에서 처 

음 쓰이기 시작한 19세기 이전부터 , 동성애자들은 

존재해 왔고「만남의 장소」m를 형성해 왔다. 동성 
애는 사회에서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섹슈열리 

티가아니었기 때문에，동성애자들의 만남은가시 

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중적으로 알기에도 어려 

웠던 것이 사실이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장소를 구성해 왔고 

그것을 발전시켜 왔다17) 이러한 장소의 형성에 있 

어 점유율이 높고 자신들의 영 역을 오랜 시간 구축 

한 게이 남성들의 장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18) 

1. 게이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유형 

게 01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는다양하게 존재 

地理學論홉홉 저149호 (2007.2) 

하나 대부분 공원， 터미널， 바， 선착장， 거리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주를 이루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이 

루어졌는데， 인터뷰와 동성애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소식지， 잡지 등을 종합해 본 결과 대도시의 

극장， 화장실， 바， 사우나， 공원， 터미널 등으로 요 

약할 수 있었다 19)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 

해 오프라인 상의 공간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의 공 

간 역시 만남의 장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고 있다. 이 중， 극장과 게이 바， 온라인 커뮤니티 

가 지속적인 만남의 장소로써 게이 커뮤니티의 장 

소형성에 영향을끼쳤다. 

2. r만남의 장소」의 시대적 변화 

이성애중심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게이 남 

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파트너를 만날 수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소는 극 

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 제한된 장소 중에서 커뮤 

니티의 기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원이 

15) 본 논문에서 「만남의 장소」는 게이 남성들이 단순히 성적인 의미로 파트너를 찾는 장소만을 일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성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공동체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장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으로사용하였다. 

16) w동성애는 엄청난 금기의 유산을 안고있다. 데니스 알트만은 오늘날 동성애자(hornosexuals)들은 인정되고 있을지 몰라도 동성 
얘(hornosexuality )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에이즈같은 질병으로 인해 게이의 생활양식에 대한 공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러 
한 이야기는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0. Weeks, 서동진 · 채규형 역， 1994: 35) 

17) w성적 하위문화와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둥장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요인이 필요하다.(1)동일한 처지에 놓여있는 다수자의 
존재，G)지리적 집중，0)일치된 저항 목표，@)사회적 위치에 있어 급작스런 사태들이나 변화의 발생， QJ지속적으로 체득된 목적 
의식으로무장한지적 지도집단이 그것이다.~ 0. D’Ernilio, 1983; J. Weeks，서통진 · 채규형 역， 1994: 113) 

18) 만남의 장소가 나타난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은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과 여성 동 
성애자들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남성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게이는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남성을 의미하며 남성 
이 같은 성을가진사람과정서적， 정신적， 성적 교감을나누고자동F는욕구를가진 적이 있거나，가지고 있거나，가질 계획이 있 
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게이로 정체화한사람을 말한다.~ (박김수진 ， 2005)W여성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용어 정 
의 역시， 게이와비슷하다. 여성이 같은성을가진사람과정서적，정신적， 성적 교감을나누고자동}는욕구를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사람들중에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사람을 의미한다J박김수진， 2005) 따라서， 게 
이와 레즈비언은각기 정서적， 정신적， 성적으로교감을나누고자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장소를 형성할 이유가 없었 
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게이와 레즈비언은 서로의 만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소를 다르게 구축하기 시작했다 하 
지만 이 중에서 레즈비언보다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이 보다 가시적이다. 

19) 이같은 분류는 동성애자들이 만든 잡지인 “버디(1998)" 에 실린 기획 기사에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이희일， “한 
국동성애 게토，오욕과오명의 연대기 버디(1998 ， 3) ， pp.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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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고더 많은사람을만날가능성이 있는곳은 

극장과 게이바， 그리고 인터넷의 커뮤니티로 대표 

될 수 있다. 또한 극장과 게이바는 상호 밀접한 관 

련을가지며 상생에 영향을미쳤고，온라인 커뮤니 

티들은 극장을 대체하며 빠르게 장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극장， 그리 

고게이바는동성애에대한사회적 인식과함께 커 

뮤니티의 형성을 위한 장소의 변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부터 2002년까지 이태원 지역을 제외 

하고 게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던 장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극장을 끼고 있는 번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이 남성들의「만남의 장소」 

의 시대적 변화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발 

견할수있다. 

싫효! 19휩g 1970 

tC얼i효ζ〉응 

선닮똥 

을처로 

종로 

첫째로신당동의 죄퇴와종로낙원동의 확대이 

다. 신당동에는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게이 커 

뮤니티가 존재해 왔다. 종로 낙원동의 경우 파고다 

극장이 1970년대 중반에 개관한 이후 1970년대 후 

반에 본격적인 게이바가들어왔다. 신당통과낙원 

동에 게이 커뮤니티를형성，발전시키다신당동이 

축소되고 낙원동이 확대된 데에는 극장이라는 장 

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당동의 성동극장이 

1993-1994년에 문을 닫으면서 게이바들의 축소와 

더불어 업종 변경이 일어났고， 여기에 몰리던 게이 

남성들은 낙원동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낙원동 

은 파고다 극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뛰 

어났다. 

둘째는 이태원 게이 커뮤니티의 확대이다. 이태 

원의 게이 커뮤니티는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20 

대와 30대 초반의 게이 남성을중심으로하여 형성 

1980 1990 2000 2006 

* 
* - -- - -- --- -- --- ------‘-- ----- ------------- ------- - - ---- ‘---------‘- -

낙웠훌훌 

01태월 

----- ___ 1 

--- ------- ----

--- 계01 극장헥 거|여없소거 활뼈 흔책 * 꺼101 윷장한 촌채 
- - _. 쩨이없소판 훌빼 

〈그림 111-1) r만남의 장소」의 시대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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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소이다. 이태원은 다른 게이 커뮤니티 장소들 

과는 다르게 극장을 끼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게이 남성들의 또 다른 만남의 장소로서 등장하 

게 된 것에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태원은 1996년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가 

급증하면서 게이 커뮤니티가 양적으로 성장한 것 

과 맞물린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익명성의 보장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이 

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대규모 정모가 이태원 

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이를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림 III-1) 와 같다. 다음 장에서는 종로구 낙원동 

일대에 게이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왜 게이 남성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낙 

원동 일대에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확대 

했는지에 대한 것을논의해보도록하겠다. 

IV. 게이 커뮤니티 장소 형성 현황 : 
종로구 낙원동 일대 

국내 게이 남성들의「만남의 장소」는 여러 곳이 

었고， 이 장소들이 단순히 한 점 에 머무르지 않고 

20) 2005년도 GmapKorea, 친구사이 , iSHAP 현항 
21) GmapKO뾰A， 2005 , íSHAP 발행 

地理學論養 저149호 (2007.2) 

커뮤니티를기반으로한지역으로성장하게 된 데 

에는 극장과 게이바의 역할이 컸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게이 커뮤니티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은종로구 일대이다. 종로는 1970년대 후반부 

터 파고다극장을 중심으로 게이바가 생기기 시작 

하여 현재는 게이바로 대표되는 게이 술집 이외에 

게이 DVD방 등의 게이 업소가 85개 정강이가 있 

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서울 안 

에서 게이 커뮤니티 게이 관련 업소의 장소는 이 

태원과 종로구 낙원동 일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태원은 

1990년대 말보다 업소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낙원동 일대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낙원동 일대에 모여 있는 게이 업소는 약 

85개21)이며， 게이 남성과 관련된 단체22)들이 대부 

분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낙원동 일대의 게이 업 

소들의 분포는다음 〈그림 N-1)과같다. 

종로구 낙원동은 인사동과 종묘 사이에 위치해 

있다. 탑골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할아버지들이 거리를 채우며 주요한 경관을 이룬 

다.갱) 현재 노인들의 장소로 유명한 탑골 공원 일 

대는 1980년대에 파고다 극장과 더불어 게이 남성 

22) 게이 업소를 제외하고， 관련 인권단체인 친구사이와 에이즈예방사업부 둥이 이 곳에 위치해 있다. 
23) 탑골공원은 서울에서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장소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오기노 치히로(1999)와 이강원(2004)이 있 

다. 오기노 치히로(1999: 67-68)는 탑골공원에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요인에 대해 “서울 도심부 재개발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83년 정비 작업으로 인해 탑골공원의 경관이 변화하고 입장료가무료화되면서， 한국사회의 급속한도시화 · 근대화로 
서울， 수도권 등에 급증한 노인 인구가 경로우대제도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편해졌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탑골공원이 할아버지들의 장소로 형성되게 된 몇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CD탑골공원이 서울시 
내의 다른 공원들보다 접근성이 좋고 경제적 부담이 덜한장소이며，aJ노인들이 놀기 좋다는소문이 퍼져있고，0)할아버지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강원(2004:63)은 할아버지들이 탑골공원을 점유하고 또 쫓겨나가는 둥의 행통을 통해 도시 공공공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 
다. 여기서 탑골공원은 노인들이 이 장소에서 지속해온 행위들은 1960년대의 탑골공원이 젊은이들의 공간이었다는 것과는 반대 
로 노인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되었음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탑골공원을 찾지 않으며 답사로 가끔 들를 뿐이며， 탑 
골공원보다는마로니에 공원을선호하고탑골공원 길 건너의 어학학원과극장가들이 청소년들의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심의 공원은 노인들에게 남겨졌고， 노언들이 공원에서 지속해온 행위와 장소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2004년도 
의 탑골공원 역사 1999년도의 탑골공원과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에게는 외면받는，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장소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탑골공원의 풍경은주변 지역에도많은 영향을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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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낙원동 일대의 게이 업소 분포 현황 (2005년) 

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24) 2002년 파고다 극장이 문 

을 닫은 이후 낙원동 일대의 게이 남성들의「만남 

의 장소」는 게이 바와 이 지역 일대의 게이 업소로 

국한되게되었다. 

〈표 IV-l) 에서도 알수 있듯이， 종로 낙원동 일대 

의 게이 업소는 전체 업소 중에서 19.2%를 차지한 

다. 이는 낙원동 일대가 게 이 커뮤니티로서 대표성 

을 가질 수 있으며 게이 인구를 유인하는 홉입력이 

있는지역임을말한다. 

〈표 IV-1) 낙원동 상가 번영회 소속 업소와 게이 업소 

24) 밤에 탑골공원 주변을 서성이며 상대 남성을 만나려던 사람들을 게 이들의 은어로 ‘탑돌이’ 라고 불렀다. 
25) 낙원통 상가 번영회 소속 업소 수에는 요식업， 숙박업， 의료엽， 서비스업， 제조업 퉁의 여러 유형의 업소들이 포함된 반면， 게이 
바는단일유형의 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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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게이 커뮤니티의 장소 형성 틀징 

1. 사회 · 문화적 변화와 장소성의 재강화 

장소의 시대적 변화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초기 

게이 커뮤니티의 장소 형성은 극장을 중심므혹 이 

루어졌다. 이들의 장소 형성 과정에 영후탤- 미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띔성애 

에 대한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인식이 이며， 두 번 

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이다. 동성애는 

사회의 주도적인 섹슈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 

해서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정보를 얻는 것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게이 랜드마크(gay 

landmark)J로서 극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후，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쉽게 관련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오자 새로운 장소인 이 

태원이 등장하였고， 극장과 관계없이 기존에 형성 

되어 있던 낙원동의 재강화가 이루어졌다. 

1) 사회적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수단 변화 

‘성(性Y 에 관한 장소 역시 이러한 사람들의 인 

식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 

정받는 이성애의 경우， 이성애적 행위를 하거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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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하고 상대를 만나는 장소는 별다르게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경우， 이성애자 

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에 있어 많은부분제약을받아왔다. 이는사회에 

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 전 

체를 자신의 장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지 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소를 만들도록 해 왔 

다. 동성애에 대한 터부시되는 인식은 동성애자들 

에게 있어 익명성과 은밀성을 내재화하고 중요하 

게 여기게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1) 은밀성과 익명성이 요구되어 온사회의 인식 

@ 제1기 : 공식적인 단체 형성 이전 

공식적인 단체를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동성애 

자가 가시화되기 전， 국내의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은 변태 성욕자라거나 에이즈의 주범 정도의 부정 

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26) 동성애자의 삶이나 

존재에의 관심보다는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바 

람직하지 못한 성으로 치부하였고， 대중의 인식을 

주도하는 언론도 여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제271 :공식적인 인권단체의 결성 

26) 1963년 2월 2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화란(和蘭)에 동성연애(同性戀愛) 붐” 이라는 제목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 
다. 
『“동성연애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문제된 적이 없다 허나 구라파에서는 제법 큰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서양에는 분명히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가 보다. 종교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큰 죄이며 일반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변 이를 
배격한다 .... (중략) ... 동성연애자의 경향은 대도시일수록 많아서「암스텔담」에는 CCX(문화 및 리크리에이손 센터로 동성연애자 
단체) 총회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1600명의 변태 성욕자가 살고 있다. 이 단체가 보통사람의 눈에는 아무래도 좀 돈 사람들의 
집회로 보이기는 하나 ... (중략) ... cα에는 그들만이 모이는 크럽이 있다. 이 크럽에는 댄스훌， 바， 회의실 동 여러 가지 시설이 갖 
추어져있었다. 물론 댄스흘에서는 여자가 여자를， 낚자가 남자를 안고 돌아가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 (십자로， “화란에 동성연 
애가붐 조선일보， 1963, 2. 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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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1993년 말에 처음으로 국내 동성애자들이 단체 

를 구성하고(초동회)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 

다. 초기에 인권단체를 만들고， 대학을 중심으로 

동성애자 모임을 구성했을 때， 대중들의 반응은 상 

당한 거부감을 동반했다 27)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에 무지했고， 동성애자 

에 관한 이야기들은 가십성 기사 위주로 접하는 것 

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 

더를 구별하는 언어 사용이 아닌 ‘호모’ 라고 하는 

하나의 비하적인 단어로 설명되었다.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등장 

@ 제371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PC통신， 153 

사서함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 

1994년 동성애자 인권 단체의 등장 이후로， 동 

성애자커뮤니티의 양적 증가를가져온것은바로 

PC통신의 등장이었다. PC통신은 숨어 있어 드러 

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되었 

다. 온라인의 등장은 과거 스스로 찾아야 했던 동 

성애자들에 관한 자료를 한 곳으로 끌어 모으고， 

「만남의 장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사 

람들을 결집시켰다. 온라인의 등장 이전에 동성애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것은 의외로 선정 

적인신문기사들이었다. 

1994년부터 1996년，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에 

게이 업소에 처음 방문한 방문객들이 증가했다. 

1994년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동성애자 인권단 

체가 결성되어 활동한 시기이고 각 대학별로 동성 

애자 인권단체 모임이 만들어졌던 시기이다. 또한 

1997년-1999년은 PC통신체제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이버 공간이 본격적으로등장했다. 

컴퓨터 통신의 동장 이전에는 개인이 「만남의 

장소」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으나， 통신 등장 이후 

에는 기존의 성인 중심과 지역 중심이던 커뮤니티 

에 통신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가세하면서 커뮤니 

티는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되었으며， 낙원동 일대에 

서도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업소주들이 업소를 개업한 연도 중 1994년 전후 

와 1999년 전후로 업소수의 증가가 보이는데 이 시 

기가 동성애자들이 가시성을 드러낸 시기와 비슷 

하다. 

@ 제471 : 대중의 인식 변화 - 홍석천의 커밍아 

웃，하리수의등장 

2000년도에 홍석천의 커밍아웃에 대한 반웅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2001년에 

는 하리수의 「여자보다 예쁜 여자」라는 컨셉의 광 

27) w “1995년 서울대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모임과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대학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조직하며 한국 
동성애자운동의 시작에 참여했을때만 해도 동성애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다，' .. (중략) .. 서울대 관악 캠퍼스 
에서 처음 인권운동모임의 조직을 공표했던 날 오후， 동아일보의 서울대 출입기자는 당시 학생이었던 냐에게 「오늘 서울대에서 
당신의 제적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아느냐」며 말문을 열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가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의 발족 기자회 
견에서 기자들은 불쾌한 얼굴로한국에도 정말 동성애자가 있습니까」라는 말문이 막히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퍼 (이정우， “시 
각예술의 역사와동성애 현대 미술사학회/현대미술사 연구， 15 (2()()3) : p. 254,)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 학보의 한 귀퉁이에 성적 소수집단， 특히 게이 · 레즈비언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 위한 광고를 실었다. 
대학 신문 심인란에 누가눈길을주겠냐는 걱정은막상광고가나간 후에 오산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 많은사람들의 시션 
을 낚아챈 나머지 그 주치 신문이 나간 월요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락을 받았다. 후안무치의 기자양반부터 시작하여 아득한 후 
배 빨되는 이들로부터의 고약한 욕설과 협박에 이르기까지 아주 황급한 어조로， 그 역겨움을 견딜 수 없다는 투로， 혹은 제 의 
지로는 어 떻게 가눌 수가 없다는 음성으로， 그 친구들은 한결같이 나를 죽여 버 리겠다거나 아니 면 죽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퍼 
〈서동진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Æ(현실문화연구， 1996),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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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등장하면서 홍석천의 커밍ó}웃과 더불어 대 

중들에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차이점을 알 

리며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효 

과를 거두었다. 반면，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외 사 

이트 검열을 하면서 세운 기준에서 동성애를 퇴폐 

2등급으로 지정하면서 대중적 인식의 수준을 보여 

주기도하였다 28) 

@ 제 5기 : 동성애자에 대한 현재의 인식 

동성애자들에 대한 현재의 인식은 상업적 코드 

로서 사용되면서 과거보다 친숙해지긴 했지만， 사 

회 거부감 역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성과 익명성의 필요성이 지속 

되고있다. 

온라인의 커뮤니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활 

성화가되기 이전에 한정적인 정보공유만가능했 

던 과거에는 남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겪는 자기 

부정감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판성애 

자들이 그들만의 장소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 쳤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PC통신， 전화사-서함， 

온라인의 커뮤니티 등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성 

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익명성을 무기로 끌어 모으면서 폭발적인 똥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장은 오프 

라인의 성장을 함께 동반했고 점차 과거와는- 동성 

애자 장소의 인식 방법 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동성애 소재에 대한 상엽적 이용29)의 성공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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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 인식도 역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소형성의 재강화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이 온라인 커뮤 

니티에 대거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장 

소적인 분리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커뮤 

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온라인의 등장은 하나의 게 

이 커뮤니티의 장소 형성에 있어 큰 분기점이 되었 

고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커뮤니케이션 수 

단의 변화가 장소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하겠다. 

(1) 온라인 (PC통신， 인터넷) 등장 이전게이 랜 

드마크 (Gay landmark)Jl로서 극장 

사회적으로 금지되고 터부시되었기 때문에 공 

식적으로 어떠한 통로를 통해 정보를 알 수는 없었 

던 게이 남성들의 경우 극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구전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서『게이 랜드마크』로서 중요한기능을하게 된다. 

극장이 처음동성애자사회에발을내미는사람 

들의 입문처였으나， 게이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 

다. 극장은 대부분 도섬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 

이 항상많은곳이었다.극장의 어두침침한분위기 

는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서울 시 

내의 모든 극장이 게이 남성의 만남의 장소였었던 

것은 아니고 특정한 몇몇 극장이 주요한 랜드마크 

28) 버디 20호의 특집 기사 “한국동성애 커뮤니티 10년간의 연대기”를보면 2000년 이후동성애 대중들은 인권운동에무관심해져 
가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의 상품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의 동성애자와 호모포비아는 통 
신공간에서 싸운다. 통신이 지닌 익명성-서로의 얼꼴과 존재를 숨기고 떠드는-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호모포비아의 경 
우도 다를 바 없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지식인층의 일부는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보수적이고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 받는 것을 우려해 공식적으로는 동성애에 대딴 평가 자체를 유보하거나 속내와는 다르게 지지를 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 <편집자， “한국 동성얘 커뮤니티 10년간의 연대기 동성애전문지버 디， 20(2002, 5) : 29,) 

29) 대중적으로 1200만이 넘는 관객을 끌며 홍행에 성공한 ‘왕의 남자’ 를 비롯해 게이 퀴어 멜로인 ‘후회하지 않아’ 등 영화나 π드 
라마동에서 동성애에 대한소재를 적극차용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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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작용을 했다. 동 지 역은 과거부터 게이바가 많았고 온라인에서 

이러한극장들중에서 접근성이 편하고마지막 이 정보를얻은사람들은극장에가지 않아도게이 

까지 극장이 남아 있었던 종로구 낙원동의 경우는 바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게이 

온라인 커뮤니티가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 들은게이바에 갈때，술을마시러 가는것보다사 

역의 재강화를 할 수 있었다. 람을 보러 간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을 선 

호하며 일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게이바 

(2) 온라인(PC통신， 인터넷) 등장 이후: 기존 장 를 재차 방문하는 행태를 가진다. 

소(낙원동)재강화와새로운장소(이태원)형성 다시 말하면 게이 남성들이 지역에 게이바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장 이전의 패턴이 「나가서 방문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시설의 좋고 나쁨이 

만나는 것」이었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를「만 아니라사람이많고적음이다.그렇기 때문에게이 

나서 나가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PC통신과 인 바를 한 곳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 역 안에 

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서비스는 게이 커뮤니 있는 다른 게이바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순환구 

티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를 가진다. 따라서 사람이 많은 곳은 계속 사람 

양적 증가는 게이 커뮤니티에 새로운 유입인구를 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비게 되는 것이 

증가시켰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규모 모임이 주 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 게이 남성들은 순환성을 

로이태원을중심으로일어나면서 또다른게이 커 지니기 때문에 장소가강화되기가쉬운구조를 띤 

뮤니티의 장소로등장하게 되었다. 다. 지역 내에 게이바와관련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의 등장으로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젊 것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하 

은 게이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장소에 관한 정보를 다. 따라서 이태원이라는 새로운 등장에도 불구하 

극장을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접하지 않고도 온라 고 낙원통 일대의 기존 장소가 재강화 되는 것이 

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의 등 다. 

장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와 이용하는 세대 

사이의 세대차를 가져오며 이는 종로는 구세대 중 2. 사회 문화적 영향에 따른 경관의 특정 
심으로 이태원은 신세대 중심으로 장소가 분리되 

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수단 

낙원동 일대의 경우 온라인 등장 이전에「게이 에 있어 한계는 극장을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이 장 

랜드마크」로서 극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온라인 등 소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장 이후에도 극장은 당분간 계속 랜드마크로서 자 러한 요인으로 인해 선택된 장소는 게이만의 장소 

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파고다 극장이 2002년 문을 를 형성시켰고 이렇게 형성된 게이 커뮤니티는 다 

닫기 전까지 이 극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게이바를 른 게이 남성들을 유입시키며 지역을 재강화하였 

비롯한 게이 업소가 60-807ß 존재하고 있었고， 온 다. 여기서 형성된 게이 커뮤니티의 특정은 이들의 

라인이 등장하면서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낙원동 장소 형성 과정을 반영한다. 장소 형성 과정을 반 

일대를 중심으로 장소의 재강화가 일어났다. 낙원 영한 게이 커뮤니티의 특정은 첫 번째로 은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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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시 · 공간 장악에 

따른 한시적 가시경관이다. 

1) 은밀성의 경관 (Secretive landscape) 

게이 남성들의 장소형성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특정 중 하나는 이들의 장소가 가시화되지 않는다 

는것이다. 게이 업소의 특정을보면，첫 번째로개 

방성과 배타성이다. 이는 업소 이용 대상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일반 대뚱 업소 

와 다르게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굶 하지 

않는다. 오로지 게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푼에 이 

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딴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사회적 인식이 동성애에 대해 

너그럽지 않기 때문에 게이 업소에 드나든다는 것 

은 당사자에게도 많은 결심을 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 업소는 이중적 공간의 형태휠 취한 
다 30) 

게이 업소는 게이들에게 있어 개방적인 공간인 

동시에 폐쇄적인 공간이다. 그들은 게이 업소 안에 

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u}음껏 표현하고 안정감과 

자유로움을느끼게 된다.하지만게이 업소자체는 

외부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폐쇄성을 지닌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대중을 향한 일반적 인 홍 

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낙원동 일대의 업소주들에게 「업소의 홍보를 하 

는가5 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30개의 업소 똥， <표 

V-1)처럼「홍보를한다.J는 업소는 127R (40%)였고 

「홍보를 하지 않는다.J는 업소는 18개 (60%) 였다. 

地理學論훌훌 저149호 (2007.2) 

〈표 V-1) 게이 업소의 홍보 여부 

자료.설문조사 

1I1 
훌jJ 

4 -1 앓쩨I 흉보 휴쭈 

훌爛 

o otLl.2. 

。

1 085 1 QQ4 1095 1 996 1 099 2002 200a 2004 2005 2006 

현xø엎뼈IJH없연도 

〈그림 V-1) 업체 홍보유무와 업체 개업연도 
자료.설문조사 

업소를 홍보한다는 곳은 대부분 홍보 방법이 인터 

넷을 통한 홍보 방법이 전체 127R 중 117R (91.7%) 

를 차지했으며， 문자 메시지 홍보가 1개 (8.3%)를 

차지했다. 인터넷을이용하여홍보를하는게이 업 

소들의 경우， <그림 V-l)처럼 2000년 이후에 생긴 

업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홍보를 위해 이 

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대부분 동성애자 관련 

사이트이다. 

업소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홍보 

를 하지 않아도 손님이 오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것이 15개 (83.32%)였으며「게이 문화를 이해하지 

30) 도시 공간에서 게이 남성의 전략적인 공간사용에 때해 ‘공간은매우복잡한것이다. 공간은안과밖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그 
것은 배타적이며 포함적이고， 에워싸고 있으며 자유롭다.’ 라고 말한다. 폐쇄되고 개인적인 공간-은밀하거나 반쯤 은밀한 상업적 
인 범행지나 또한 친구나 아는 사람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같은운 밖의 세계로부터 게이 남성을 고립시키는 비용을 치루기는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Michael D. Sibalis, Paris in David Hi잃s， Queer site, (London: Routledge, 1999), pp.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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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사람이 오는것을막기 위해」，「아는사람만 

온다.」，「이 ul 지명도가 있다.J라는 것이 각각 1개 

(5 .56%) 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게이 업소들 

은 업소에 오는 대상에 있어 다른 업소들과는 차별 

성을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홍보 없이도 업소의 

운영이가능하다. 

이는게이 업소를방문하는게이 남성들의 방문 

요인에서도 드러난다종로 낙원동 일대의 게이 

업소를 어떻게 알고 방문하는깨에 대한 설문 결 

과를 보면 「친구의 소개」와「업소주와의 친분」이 

전체 웅답 중 73.1%를 차지하였다. 이는 게 이 남성 

들의 내부 네트워크가 업소의 홍보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 게이 업소인지 이성애자들을대상으로하는다 

른 업소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의 홍보방식과 입지에 있어서 은밀 

성은 더욱 크게 드러나며 그에 따른 은밀성의 경관 

을창출하게된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자신들의 업소 

가 게이 업소인지를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3) 에서 

볼 수 있듯이 업소주들을 대상으로「자신의 업소가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 

시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없다.J고 대 

답을 한 경우가 전체 83.3%를 차지했다. 또한「있 

다.J라고 대답을 한 경우， 구체적인 표시로 「레인 

〈표 V-2) 낙원동 일대의 게이 업소에 대한 정보 획득 장소 

일반 대중 업소들이 홍보의 방법으로 간판에 자 

신의 업소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31) 하지만 게 이바 

의 경우눈 이러한 간판에 의한 홍보 방법을 쓰지 

않는다. 위의 〈표 V깅에서도 나타나있다시피， 

「업체 간판」을 보고 업소를 찾아왔다는 방문객의 

비율은상당히 저조한편이다. 이는게이바가가지 

는 공간에 대한 전략적 인 공간 사용을 보여주는 것 

이다. 게이바의 간판은 군더더기 표현이 없고 업소 

보우 깃발」을 표시한 업소가 3곳이었으며게이들 

만이 알아 볼 수 있는 작은 간판J ,r membershipJ 등 

이각각을차지했다. 

〈표 V-3) 게이 업소임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시유무 

의 정보가 담겨 있지 않으며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 Men’s club이라든지 레인보우 깃발32)은 관계없 
에 간판만 가지고 게이바를 찾는 것은 상당히 힘들 는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올 가능성을 심리적으로 

31) 간판의 기능은 주로 정보전달의 수단과 건물 정면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안철수 · 원정수， “저충상업건축물에 있어서 간판이 입면구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신포통가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 
학회 ,1987, 제7권 2호， pp227-232 

32) 레인보우깃발은동성애자와동성애 문화를상징하는대표적인 표식이다. 빨강，주황，노랑，녹색，파량，보라의 6가지 색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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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며，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다. 레인보우 깃발이 가지는 상정성은 동성애 문화 

에 대해서 알고 동성애자에 대해 이는 사람들에게 

만 의미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깃발에 대 

한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레인보우 

표식을 직접적으로 걸어놓고 표시해 놓는 게이 업 

소는 낙원동 일대에서 5군데 정도이다. 대부분의 

게이 업소는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는업소들사 

이에 입지해 있다. 하지만 게이 남성들은 별다른 

표식과설명이 없이도게이 업소를방문한다. 

〈그림 V-2, v-3>는 동성애자의 문화와 동성애 

자들을 상정하는 레인보우 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낙원동의 게이 업 

소 중에서 이런 식으로 레인보우 깃발을 은밀하게 

라도 밖에 표시해 놓은 곳은 약 6곳 정도이다. 레 

인보우 표시는 전적으로 업소 주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고， 이들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는사람들의 

경우스쳐지나가기 쉬운표시이다. 

게이 업소임을드러내는구체적인표시를하지 

않는 이유로는「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방문하 

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소가 24곳(96%)이었으 

며 r동성애자들만이 알고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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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답한 업소가 1곳(4%)였다. 

이와같은결과는게이 업소가특정한사람들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나 외부 정보보다는 

내부의 입소문이 중요하며 게이 남성들이 자신들 

의 내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정보 전달 

의 한계가 있었던 과거에는 극장을 중심으로 바가 

위치할수밖에없었다. 

세 번째는 게이바의 위치이다. 낙원동에 위치한 

게이바들의 위치를 보면 업소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장사가 잘되는 일층이 아니라 건물 

의 지하나 2， 3층에 입지해 있는경우도많으며，사 

람들이 찾기 어려운 골목에도 위치해 있는 것이 보 

인다.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낙원동 일대의 골목길 

등지에 게이 업소가 입지하고유지해 나갔던 것은 

게이 업소의 홍보가글이나매체，간판을통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이 네트워크에 의한 입소 

문에 힘을 빌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게이 

〈그림 V-2) 계단에 감춰진 
레인보우표시 

〈그림 V-3) 은밀히 구현된 
레인보우표시 

〈그림 V-4) 소주방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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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가 형성하는 경관들이 가시적으로 대중 

들에게 선언하는 경관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알 수 

있게 은밀하게 형성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 

해서 확장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특정들을통해서 낙원통 일대의 게이바 

가 만들어 내는 경관은 은밀성의 경관을 띄고 있음 

을알수 있다. 게이바를중심으로한게이 커뮤니 

티는 개방성과 배타성이라는 이중성을 띄며， 이것 

은 비가시적이고 은밀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을 창 

출하게한다. 

2) 한시 적 가시 경관 (Limited -time visible 
landscape) 

게이 커뮤니티 형성 지역으로 낙원동이 가지는 

두번째 특성은시 · 공간장악에 따른한시적 가 

시경관이다. 한시적 가시경관은 게이 남성들이 한 

시적으로 낙원동 일대의 시 · 공간을 장악하면서 

생기게 되는 경관이다. 이는 게이 커뮤니티의 가시 

성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한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알수 있다. 게이 남성들의 한시적 시 · 공 

사실이다. 설문조사에 웅한 게이 업소들의 영업시 

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사 

이에 오픈을하며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는시 

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다. 게이 업소들은 대부분 

술을 파는 술집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는 영업 시 

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게이 남성 

들이 게이 업소를가장많이 방문하는요일은주로 

금， 토，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시성이 주말 

저녁에 특히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게이 남성들이 게이 업소에 방문하면서， 

지 역 내에서 장소를 이동하며 순환한다. (표 V-4) 

에서 알수 있듯이， 게이 남성이 하루에 방문하는 

게이 업소의 수는 1개-3개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이는 종로 낙원동 일대에 게이 남성들의 가시 

성이 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준다. 지 

역 내에서 게이 업소를 비롯한 게이 남성들이 주도 

권을 가지게 되면서， 게이 업소를 찾아오는 게이 

남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주로 지 역을 

방문하고 업소를 찾는 시간대인 밤 이후에 한시적 

으로 지역 내에서 가시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표 V-4) 게이 남성이 하루에 방문하는 게이 업소의 수 

자료:설문조사 

간의 장악은 장소에 있어 일부 주도권을 가지며 장 

소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국내의 게이 남성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대 

부분 게이 업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으로 볼 때， 게이 업소들이 게이 남성들의 문화 

와 삶의 패턴에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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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로는 서울 안에서도 대표적인 중심지이 

다‘ 주간 활동 인구가 200만명 내외인 종로구에서 

특히 2가와 3가는 가장 대표적인 상업 지역 중 하 

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종로 

2가와 3가는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점유하 

고 있다. 종로 2가의 피맛골과 관철동의 외국어 학 



〈그림 V-5) 낙원동 거리 - 심야 

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젊은이들로 낮부터 밤까 

지 붐비는 지역이다. 그러나 종로 3가에 위치한 낙 

원동은 종로 2가와는 다른 경관을 보인다. <그림 

V-S)와 〈그림 v-6)은 이러한 낙원동의 낮과 밤의 

경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준다. 

낙원통과 인접해있는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은 

예부터 할아버지들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그렇 

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주로 보이는 경관은 할아 

버지들이 형성하는 경관이고 주된 공간을 점유하 

는 사람도 대부분 할아버지를 비롯한 중장년층의 

남성이대부분이다. 

동성애자들에게 이곳이 가지는 장점은 일반 대 

중을 상대로 한 업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 

은 게이 업소들과 그 업소들을 찾아오는 게이 남성 

들의 장소 지배와 주도권이 밤 12시 이후로 가시성 

을 나타내며 보인다는 것이다. 

밤 12시 이후 낙원동은 게이 남성들의 지배적 

장소로 재탄생한다. 낙원통 길에 늘어선 포장마차 

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부터 , 낮의 낙원통과는 전혀 

다른경관이펼쳐진다. 

낙원동의 게이 커뮤니티가 가지는 한시적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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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6) 낙원동 거리 - 낮 

성은지역내에서 게이 커뮤니티가가지는지역장 

악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게이 남성들이 장소 형성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장소 속에서 

표출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지역 내에서 지배성 

을 가지게 되는 일련의 특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논문은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소수 문화집 

단인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특성과 그로 인해 발 

현된 경관적 특성에 대해 문화 지리와 섹슈얼리티 

적 관점에서 현지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 

해살펴보았다. 

먼저 게이 남성의 「만남의 장소」유형과 시대적 

변화 고찰을 통해 다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첫째， 게이 남성의 「만남의 장소」는 이들에 대 

한 사회적 인식과 공간적 고립 등으로 인해 주로 

공적인 공간의 사적인 차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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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형은 극장， 화장실， 터미널， 공원， 찜질 

방，사우나， 인터넷이 있다. 

둘째 r만남의 장소」의 유형 중， 극장과 게이바， 

인터넷 공간은게이 남성의 지역별 집중을만들었 

다. 

셋째， 국내에서 게이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역 이동을 보였다 r만남의 

장소」가 낙원동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기반적인 커뮤니티의 모습을 띄게 되기까지 명동， 

신당동， 을지로 등의 지역 이동이 있었고， 이러한 

이동의 중심에는 극장과 게이바， 그리고 인터넷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사례지역이며， 국내의 대 

표적인 게이 커뮤니티 장소인 종로구 낙원동 일대 

를 중심으로 게이커뮤니티 장소 형성 현황을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해， 낙원동 일대가 게이 남성들의 

장소로서 게이들 사이에서 지역 인지도와 이미지 

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소수 집단에게 지역적 집중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존재를주장할수있으며 심리적 안정감과위 

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과 현지 답사를 기반으로 

종로구낙원동 일대에서 나타나는장소형성의 특 

정을 살펴보고 게이 커뮤니티 장소 경관의 특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 · 문화적 차별이 심하고 커뮤니케이 

션 수단이 약했었던 시기에는 극장이 그들만의 커 

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였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게이바를 포함 

한 게이 업소들이 생기면서 「만남의 장소」가 지역 

을 기반으로 확대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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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등장한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공간 형 

성은 극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오프라인 상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을 보이기 시작했음 

을실증하였다. 

둘째， 경관의 특정은 은밀성의 경관과 한시적 

가시경관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은밀성의 경관은 낙 

원통 일대가 게이 남성들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관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존재함 

을말한다. 이것은게이 업소의 간판과홍보방식， 

게이 업소의 위치에서 알 수 있다. 한시적 가시경 

관은 게이 남성들이 밤 12시 이후의 특정한 시간대 

를 중심으로 지역을 점유하면서 드러나는 경관이 

다. 한시적 가시 경관은 소수 집단으로서 게이 남 

성들의 시 · 공간 장악력을 보여주며， 이는 낙원동 

일대에서 게이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 

히커졌음을나타낸다. 

은밀성의 경관과 한시적 가시경관을 통해 성소 

수자 혹은 문화적 소수자의 장소 사용에 의해 발현 

되는특정이 경관상에 나타남을살펴 볼수 있다. 

소수자들이 장소를 형성하는데 있어 소수자들 

이 가진 문화적 · 사회적 특성과 정체성이 많은 영 

향을 끼치며 경관에 이것들이 반영됨을 고찰하였 

다. 또한 소수자들이 장소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방문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자기 장소화함으로 

써 소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부 

과해주며 지역 내에서 지배력과 주도권을 가지는 

집단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 러한 소수자들의 장소 형성 과정과 그에 따른 

경관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 다양성이 중시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수 집단들을 존중하고 이들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가지파 하였다. 나 

아가 은밀성의 경관， 한시적 가시경관을 밝힘으로 



써 소수문화가통일 공간을 어떻게 문화적덴 은밀 

성을 가지고 시분할적으로 공유 혹은 점유펀}는가 

에 대한지리학적 논의의 초석을마련하고자하였 

다. 

-43-

地理學論훌 저149호 (2007.2)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박김수진레즈비언 정체성 정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No.1J • 레즈비언 권리 연구소， 2005. 

서동진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랴J. 문예마당， 1996. 

채규형 (역 ).r섹슈얼리티: 성의정치J. 현실문화연구， 

1994. 

송명희 외페미니즘과 우리시대 성담론'J. 새미， 1998. 

안칠수 · 원정수.“저층상업건축물에 있어서 간판이 입면구성 

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신포동가로를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 1987, 7(2), pp.227-232. 

윤가현성 문화와 심리J. 학지사， 1998. 

r동성애의 심리학J. 학지사， 1998. 

이강원， “담을 두른 공원 : 탑골공원을 통해 본 도시 공공공 

간의 의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이규현 (역). r성의 역사 - 앓의 의지J. 나남출판사， 2004. 

이연정 · 공선희 (역). r섹슈얼리 EIJ. 한나래， 2000. 

이정우(임근준).“시각예술의 역사와 동성애 현대 미술사 

학호1 ， 2003, 15, pp. 253-279. 

임인숙 (역). r섹슈얼리티와 사회J. 일신사， 2005. 

임인재논문작성법J.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오기노 치히로，“탑글 공원과 한국 할아버지 : 장소형성에 나 

타난 한국적 특성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종로구정종로구지J. 종로구， 1994. 

황정미. “섹슈얼리티의 정치-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사회비 

평， 1995, 13, pp. 119-138. 

배은경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J. 새물결， 1996. 

2. 국외문헌 

Bristow, J. Sexuality. Routledge, 1997. 

Brown ,M. , and Knopp , L. Queer Cultural 

Geographies - We’re Here! We’re Queer! We’re 

over there, Too!. In Anderson, K., Domosh, M., 

Pile, S. , and Thrift, N. (Eds.) , Handbook of 

Cultural D’Emilio, J. Sexual Politics, Sexual 

Communities: The Making of a Homosexuality 

Minority in the United States 1940-1970. The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3. and Freedman, B. E. Intimate 

Matters: A History of Sexuality in Americ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Foucault, M. Histoire de la sexualite - Tome 1 La 

volonte de savoir. Editions Gallimard, 1976. 

Giddens,A.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Herdt , G. (Ed.). Ritualized Homosexuality in 

Melanesi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Johnston, R., Gergory, D., and Smith, D. (EdsJ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2000. 

Lockard , D. The Lesbian Community: An 

Anthropological Approach. In Blackwood, E. 

(Ed .), Anthropology and Homosexual 

Behavior(pp. 83-96). New York and London: 

The Haworth Press, 1986. 

Plummer, K. Sexual Stigma-An Interactionist 

Accou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1975. (Ed.). The Making of the Modern 

Homosexual. Hutchnson, London, 1980. 

Weeks, J.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1986. 

3. 기타 문헌과자료 

박두성. “153-전화기 속의 동성애자들 동성애 전문지 버 

디， 1998, 9, pp. 18-19. 

이희일. “한국 동성애 게토 오옥과 오명의 연대기 : 서있는 

사람들 - 극장의 역사 동성애전문지버디， 1998, 3, 

pp.44-48. 

“한국 동성애 게토 오욕과 오명의 연대기 : 호모사절 

- 사우나와 점질방의 역사 동성애전문지버디， 1998， 

5, pp. 49-53. 

“한국 동성애 게토， 오욕과 오명의 언대기 : 박꽃 흐드 

러진 White Saturday Night- 게이바의 역사 동성 

애전문지버디， 1998, 6, pp. 49-53 

편집자.“한국 동성애 커뮤니티 10년간의 연대기. 

-44-

Sexuality Culture Magazine 버 디， 2002, 20, pp. 

16-24. 

iSHAP. rGmap KOREÄ.J. 2005. 


	요약
	Abstract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지역과 연구 방법
	3. 용어 정의

	II. 문헌언구
	1. 섹슈얼리티에 대한 선행 연구
	2. 지리학 내에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선행연구

	III. 게이 남성들의「만남의 장소」유형과 시대적 변화
	1. 게이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유형
	2.「만남의 장소」의 시대적 변화

	IV. 게이 커뮤니티 장소 형성 현황 : 종로구 낙원동 일대
	V. 게이 커뮤니티의 장소 형성 틀징
	1. 사회 · 문화적 변화와 장소성의 재강화
	2. 사회 문화적 영향에 따른 경관의 특징

	VI.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