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33)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

곽 노 완

【주제분류】도시철학, 맑스철학, 사회/정치철학, 정치지리학

【주요어】공간적 선회, 공간정의, 소자, 앙리 르페브르, 도시에 한 권리, 
도시공유권

【요약문】정치/사회철학과 사회이론의 ‘공간적 선회(spatial turn)’을 주창한 에

드워드 소자(Edward. W. Soja)는, 최근에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공간

정의(spatial justice)’ 개념과 비전을 제시한다. 우선 소자는, 맑스주의와 포스

트모던의 정치철학을 결합시킨 이리스 마리온 (Iris Marion Young)의 정의

론을 긍정적으로 차용한다. 에게 정의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일터 및 가정에서의 착취, 사회의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정치적인 참

여와 권력의 박탈,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등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 그리고 

소자는 이러한 의 정의(正義)/부정의(不正義) 개념을,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

에 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과 결합시킨다. ‘도시에 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란 도시의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넘어서서 도시생활

자들이 스스로 도시를 통제하고 만들어 가며 자기들의 공간으로 재전유할 권

리를 지칭한다. 이처럼 소자는 의 정의론과 도시공간의 재전유를 지향하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을 결합시켜,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개념을 정식화함으로써 사회정의론을 공간적으로 구체화 하고 세 화 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이처럼 과정과 구조를 중시하는 소

자의 공간정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극 화하기 위한 자원을 공유하자는 로

머의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 및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기회의 최소극 화’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NRF-2007-361-AM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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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결합되어 정의론의 차원에서도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르페브

르의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이 빠질 수도 있는 ‘도시 안의 권리’의 함정을 벗

어나서 소자 자신이 제시한 지구부터 지방 및 도시 공간까지 연동된 ‘도시에 

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이 글로컬 차원에서 겹친 공

유공간의 확 를 추구하는 ‘글로컬 공유공간’ 및 ‘도시공유권’의 도시철학적인 

논의와 결합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Ⅰ. 들어가기; 소자－정의문제를 공간화하는 

문제설정

정치/사회철학과 사회이론의 ‘공간적 선회(spatial turn)’을 주창한 에드

워드 소자(Edward. W. Soja)는, 최근에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공
간정의(spatial justice)’ 개념과 비전을 제시한다. 

그에게 ‘공간정의’란 단순히 정의(正義)의 부분집합이 아니며, 공간 안에

서의 정의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간과 정의의 공통집합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정의가 태생적으로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며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때의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

이며, 사회적 공간 중에서도 특히 도시공간이 중요하다. 고  그리스의 폴

리스와 로마의 도시(civitas)에서도 도시공간은 사회정의 논의의 모태 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자체가 도시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및 경제활

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로 설정되었다.(Soja, 2010: 74-75, 80) 나아가 

그는 오늘날에도 도시공간은 자본주의적인 부정의와 정의가 겹쳐지는 

표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한다(Soja, 2010: 74-75). 
이처럼 ‘정의’의 공간적인 태생에 한 강조는, 공간이 사회에 의해 형성

되지만 동시에 사회형성에 중 한 역할을 한다는 소자 자신의 ‘공간적 선

회(spatial turn)’ 개념과 맞물려 있다(앞의 책: 13-17). 물론 그의 ‘공간적 

선회’ 개념은 “공간성의 비판적 특권”을 강조하는 일부 포스트모더니스트

의 주장과 동일하지는 않다. 이와 달리, 소자의 ‘공간적 선회’는 “역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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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의 생산”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유연하고 균형잡힌 비판이론”이며,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지리적인 유물론”,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회적 존

재의 삼중변증법”이다(Soja, 1989: 23). 곧 소자의 ‘공간적 선회’는, “사회－
공간 변증법”(Soja, 2010: 4)을 개시하는 개념이지 역사 변증법을 폐기하는 

개념이 아니다.1) 공간적 선회는 역사학적이며 사회학적인 논거를 거부하

기보다는 한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공간적인 시각과 접근법을 열어주려

는 시도이다(Soja, 2010: 17). 이 점에서 ‘공간적 선회’는 과거 지리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지리결정론이나 환경결정론과 다르다(앞의 책: 4).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적 선회’는 여러 통찰 및 새로운 이해방식들을 

발견할 기회를 제고한다. 특히 오늘날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복합체

(urban agglomeration)와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들과 이에 한 안으로 

공간정의(spatial justice)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의 기회들을 열어준다

는 것이다(앞의 책: 17).
그런데 사회적인 것이 공간적인 것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포함한 

사회적인 것은 동시에 원래 공간적이라는 ‘공간적 선회’와 ‘사회－공간 변

증법’의 개념이 시사하듯(앞의 책: 5-6), 사회적인 과정이 ‘(부)정의의 공간

성(spatiality of (in)justice)’을 형성하는 것만큼이나 ‘(부)정의의 공간성’은 

거꾸로 사회 내지 사회적인 생활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앞의 책: 5). 
소자는 ‘정의의 공간성’ 또는 ‘공간정의’에 한 탐색이 사회정의의 문제

를 생생한 공간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적인 참여

와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풀뿌리 운동들의 도시적인 연합체와 연 체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오늘날에 ‘공간정

의’ 개념은 정의에 한 논의를 이러한 도시적인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주

제화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이다(앞의 책: 6). 그런데 그는 ‘공간

정의’를 확정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진화”하도록 열린 개념으로 사용한

다. 그래서 그의 문제설정은 엄 히 말하면 ‘공간정의’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간정의를 찾아가는’ 문제이다(앞의 곳). 
그런데 도시적인 풀뿌리 운동과 사회운동의 급속한 진화 외에, ‘공간정

1) 이 점에 해서는 이성백이 적절히 정식화하고 있다. 이성백, 2011: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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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찾아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또 다른 계기가 있다. 그것은 오

늘날의 지구화와 연동된 새로운 ‘도시화’와 관련된다. 그에 따르면, 산업화

시 의 도시화와 달리 지구화시 의 도시화는 도시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구화시 에 도시화 및 이와 연계된 (부)정의의 도시화는 주로 도

시복합체에서 발생한다(앞의 책: 6).2) 왜냐하면 전후의 도시화나 모던 메트

로폴리스는 주로 도시 내부에 해당되고 동시에 도심과 조적인 교외의 확

장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비해, 오늘날의 도시화는 포스트메트로폴리스로 

불릴 특징을 갖는다. 포스트메트로폴리스에서는 도시 내부와 외부의 인구

도는 더 이상 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도시화도 권역차원의 공간으로 

확 된다. 그리고 이렇듯 확 된 권역도시 또는 도시복합체는 지구적인 차

원에서 새로운 국제분업의 위계체계와 네트워크에 편입되면서 지구적인 

문화와 경제의 동질화와 차별화를 동시에 겪는다(앞의 책: 194). 그는 이러

한 포스트메트로폴리스가 신자유주의적인 도시재생의 산물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1970년  이래 산업생산이 정체되자, 자본투자가 산업생산보

다는 도시공간에 집중되면서 도시를 적으로 재생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공간 조정(spatial fix)’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에 금융자본이 

결합되면서 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가능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

간은 사회(부)정의가 집중되는 장소가 되었으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

임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경제위기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의의 공간성과 공간정의를 찾아가는 문제는 필수적인 과

제로 제기된다는 것이다(앞의 책: 195-197).
이러한 소자의 ‘공간정의’의 문제설정은 크게 보아 도시의 철학자인 앙

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의 ‘도시에 한 권리’와 의 사회정의론을 

자신이 제기한 ‘공간적 선회’와 이론적으로 종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공간정의를 찾아가는’ 소자의 연구는, 도시와 공간 철학 및 사

회정의의 철학과 겹친다. 심지어 소자 스스로 공간의 존재론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공간의 철학자로 등장하기도 한다(앞의 책: 69-73). 물론 지

2) 물론 그는 ‘공간정의’가 주로 도시정의에 관한 문제설정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지

구부터 지방에 이르며 그 사이의 모든 곳에 걸치는 다중규모에 연계된 문제설정임을 

인정한다(앞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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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자로서 소자의 ‘공간정의’론은 철학 외에 LA에 한 사례연구 및 분석

을 포함한 지리학적 연구와 연동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소자의 ‘공간정의’론의 문제설정 중에서 철학적이며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재구성할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이는 소자가 제기한 ‘공간정의를 찾아가는’ 데 한 정치철

학자의 동참 요청에 한 응답(앞의 책: 91) 이기도 하다.

Ⅱ. 소자의 공간정의(空間正義)론 

1. 공간화된 존재론과 공간적 부정의

소자는, 18세기 이후 사회이론과 철학이 공간보다는 시간에 존재론적 우

월성을 두었다고 진단하며 이를 공간적 선회와 공간화된 존재론을 통해 정

정하고자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은 공간

과 시간 및 존재를 균형 있게 해석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내－
존재’와 ‘현존재’, ‘생활세계’ 개념은 공간을 존재론으로 위치 짓는 개념들

로 볼 수 있다(앞의 책: 171-172). 하지만 그는, 공간에 한 실존철학의 논의

가 체계적이진 않으며 때때로 공간보다는 시간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존재론적 역사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한다(앞의 책: 175).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그는 공간의 차원을 강조한 푸코(Foucault)

와 르페브르를 차용하여 존재론을 사회, 시간/역사, 공간/지리의 세 가지 축

으로 재구성한다. 곧 세계－내－인간존재는 사회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

적이며, 삶의 여타 부분들은 인간실존의 이러한 시공간적인(spatio-temporal) 
사회성에 종속된다는 것이다(Soja, 2010: 70). 그는 이 세 가지 축의 존재론

을 “삼중 변증법(triple dialectic”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인식론(epistemology)
부터 경험분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은 동시적으로 서로 작용하는 사회

적, 역사적, 공간적인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앞의 책: 71). 
그런데 그는, 지리는 불균등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와 연동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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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불평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는 ‘공
간적인 거리와 연동된 마찰효과’ 및 두 가지 물질이 완전히 동일한 공간을 

동시에 차지할 수 없다는 공간의 특성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집단 

활동은 특정한 장소와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인간은 공간이동의 시간

과 에너지를 축소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무리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 활동의 공간과 지리는 불균등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

고 이러한 공간과 지리의 불균등한 발전은 사회적/공간적인 부정의를 낳는

다. 이처럼 공간적인 부정의가 불가피하다는 정식화는 공간과 지리의 불균

등한 발전을 함의하는 공간화된 존재론에 기초한 이론적 귀결이다. 그런데 

특히 공간적인 부정의가 지속되거나 인종, 계급, 성 등에 연계하여 일관되

게 나타난다면, 이는 체계적인 공간적 부정의와 불평등으로 구조화된다. 그
리고 공간정의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정의는 공

간적인 부정의와 불평등 중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공간적 부정의를 분

별하여 이를 보다 정의롭게 바꾸어내는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노력들과 결

부될 필요가 있다(앞의 책: 72-73). 그에 따르면 이처럼 ‘공간정의’는 공간

적인 부정의를 정의롭게 바꾸려는 민주적인 노력 및 과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공간정의’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한 권리’와 결

합되어야 한다(앞의 책: 95). 그런데 ‘도시에 한 권리’와 결합된 ‘공간정

의’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소자가 채택하는 사회정의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정의의 이론화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소자는 공간정의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그는 완전한 정의나 완전한 평등도 성취불가능하

다고 본다(앞의 책: 74). 그래서 그는 완전한 정의의 실현보다 부정의의 생

산과정에 착목하여 이 과정을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실천을 통해 보다 정의

롭게 바꾸어 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앞의 곳).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떤 것이 보다 정의로운 지에 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의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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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앞의 곳). 

정의의 철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립하기 이전에 우선 그는 정의의 

철학이 서양의 역사에서 어떻게 도시적인 공간과 결부되었다가 어떤 과정

을 통해 탈공간화 되었는지를 개괄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 개념은 고  그

리스에서 도시(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및 경제 활동에 평등하게 참

여할 도시민의 공간적인 권리로써 설정되었다. 그러나 소자는, 18세말 프

랑스혁명과 미국의 독립 등 국민국가의 부상과 더불어 정의 및 시민권 개념

의 도시적인 장소성이 탈각되면서 자연법에 따른 인권 및 정의와 시민권 개

념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의 개념은 도시라는 공간적 틀을 벗

어나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편향이 있었다고 본다(앞의 책: 74-75).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보편적이며 초공간적인 정의의 철학은 자유민주주

의의 전통에서는 롤스(Rawls)에 의해 표된다고 평가한다(앞의 책: 76). 
그에 따르면 롤스의 정의 개념은 초공간적이며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자

유, 기회, 부, 그리고 자기존중과 같은 가치 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연

계된다. 소자가 보기에 롤스에게 정의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최 의 것이 돌아갈 때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한다. 그리고 소자에 따르면, 
롤스는 주어진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불가능한 부정의를 결정하는 심

급을 법률체계로 본다(앞의 곳). 소자가 보기에 이러한 롤스의 분배정의 개

념은 개인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조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집단의 공간적이며 역사적인 차원과의 연계가 약하다(앞의 책: 77).
소자가 보기에 이처럼 결과 중심적인 롤스의 정의론에 비해,3) 비판적인 

정의론의 전통에서는 부정의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유지되는 과

3) 롤스의 정의론이 결과 중심적이라는 소자의 진단에 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판 

빠레이스(Van Parijs)는 롤스의 정의론이 결과의 평등보다는 오히려 기회의 평등을 겨

냥한다고 평가한다. 롤스에 따를 때 최소수혜자는 결과적으로 최소의 것을 성취한 개

인이라기보다는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며, 따라서 최소수혜자에게 최 의 

혜택이 돌아갈 것을 지향하는 차등의 원칙은 이처럼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

들의 일생동안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혜택이 최 화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결과평

등주의보다는 기회평등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Van Parijs, 2010: 5). 판 빠레이스처

럼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결과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원칙으로 해석하면, 차
등의 원칙은 소자나 , 하비의 정의론과 마찬가지로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정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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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중시하는데, 정의에 해 지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하비의 사회정

의와 도시(Social Justice and the City)가 표적이라 할 수 있다(앞의 책: 
77-78에서 재인용). 그런데 소자는 하비보다는 특히 (Young)의 정의와 

차이의 정치학(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에서 제시된 롤스에 

한 비판과 차이의 정의론을 차용한다. 의 정의론도 정의와 부정의의 결

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동시에 평등과 공정성을 확정하기보다는 차이

와 다원적인 연 를 존중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앞의 책: 78). 의 정의론

은 전통적이며 동질적인 정체성의 공동체 개념에 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공동체 개념은 우리와 그들, 공동체 내부와 외부

의 사람들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며 외모의 동질성을 암묵적으로 전

제한다. 이 보기에, 공동체에 한 이런 전통적인 관점은 롤스의 정의론

에도 내재되어 있다.4) 그런데 이처럼 사회를 배타적으로 경계를 갖는 공동

체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은 공동체 안에 내재하는 외모의 차이를 존중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종, 성, 계급 등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부정의의 다른 

원천들로부터 발생하는 중 한 억압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앞
의 곳). 이러한 동질적인 공동체 및 공동체적 정의 개념을 벗어나서 은 

“차이 속에서 함께하기(togetherness-in-difference)”를 담아내고 “이질적

인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Soja, 2000: 409에서 재인용). 소자가 지적하듯이, 이처럼 이질적인 사회

집단의 혼종 및 연 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 시민사회 개념은, 이주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문화다양성의 특징을 갖는 지구화시 의 도시 곧 포스트

메트로폴리스 시 에 적실한 시사점을 준다(앞의 책: 409-410).5)

이처럼 차이와 이질적인 혼종의 시민사회 개념을 전제하면서, 은 결과 

및 동질적인 공동체에서의 분배정의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의 개념

4) 롤스의 정의론이 의 평가 로 동질적인 공동체를 전제하는 지에 해서는 좀 더 세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글에서는 이 논점을 유보하고자 한다. 
5) 소자는 이러한 의 정의론 외에 도시권역에 한 권리 및 차이를 강조하면서 실현가

능한 정의와 차이의 공간으로서 포스트모던 유토피아의 창출을 지향하는 이신(Isin)과 

샌더콕(Sandercock)의 공간정의론도 포스트메트로폴리스시 에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앞의 책: 4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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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식화한다. 그에게 정의란 다측면적인 억압과 부정의로부터의 해방 및 

이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으로 정식화된다. 그리고 은 다측면적(multisided)
이고 겹치는(overlapping) 억압과 부정의의 다섯 가지 형태로 착취(exploitaion), 
주변화(marinalizatin), 권력박탈(powerlessness),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그리고 폭력(violence)을 제시한다(Soja, 2010: 78-79에서 

재인용). 여기서 착취는 부분의 맑스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탐구했던 부

정의의 역인데, 은 계급의 문제 내지 구조적인 관계와 연동된 맑스주의

자들의 착취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이 개념의 외연을 가정으로까지 확 한

다(앞의 책: 79에서 재인용). 그리고 주변화는 특정 집단이 사회생활에 참

여하고 및 사회적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뜻한다. 또 권력박

탈은 계급, 인종, 성, 또는 그 밖의 인간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인 권리, 참여, 리, 자기표현 등을 박탈하는 것을 지칭한다. 문화제국주의

란 특정 집단의 문화가 지배문화에 의해 가려지거나 여기에 종속되면서, 특
정 집단이 신념과 행위, 생각의 차이들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인정하거

나 조장하는 사회적⋅제도적 실천을 지칭한다(앞의 곳에서 재인용).
소자에 따르면, 최근에 들어 은 이러한 자신의 초창기 정의 개념을 권

역민주주의(regional democracy) 내지 민주적 권역주의(democratic regionalism) 
및 이와 관련된 토적 정의, 환경정의 등에 적용하면서 정의에 한 공간

이론 내지 공간화된 정의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 소자는 이러한 의 

정의 개념을 일단 전적으로 차용한다(앞의 곳). 

3. 공간정의와 ‘도시에 대한 권리’의 만남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의 정의 개념이 아직은 정의의 공간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앞서 보았듯이 고  폴리스와 로마의 도시

(civitas)는 역사적으로 정의론의 원천이며, 당시에는 정의 개념 자체가 폴

리스 내지 도시라는 공간에 결부되어 있었다(앞의 책: 74-75, 80).6) 그러나 

6) 소자는 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정치와 시민권, 민주주의 개념도 고  그리스의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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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후 사회이론과 철학에서 공간 차원이 체계적으로 시간/역사 및 

사회의 뒷배경으로 려나게 되었다(앞의 곳). 그래서 르페브르와 푸코의 

선구적인 ‘공간적 선회’에 따라, 공간정의가 새롭게 정식화되어야 할 상황

이라고 한다(앞의 책: 81, 103). 
소자에 따르면 정의의 공간적, 지리적 측면들은 세 가지의 맞물린 논의 

흐름들과 연계된다. 첫째는 ‘공간정의’라는 용어 내지 개념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흐름이며, 둘째는 ‘ 토적 정의(territorial justice)’ 내지 ‘부정의의 

도시화’와 관련된 흐름이고, 셋째는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에 

한 연구의 흐름이다(앞의 책: 83).
첫 번째 공간정의의 용어 및 개념에 한 논의 흐름과 관련하여, 소자는 

올래플린(O’laughlin), 피리(Pirie), 플러스티(Flusty)의 논의를 검토한다. 
1973년 올래플린의 ‘공간정의’ 개념은 미국 흑인유권자에 한 인종적이

고 공간적인 차별에 관한 것이었다. 곧 올래플린은 흑인에게 불리한 부정의

한 선거구 조작에 한 안적 전망으로서 ‘공간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그리고 1980년 에 피리는 하비 등의 ‘ 토적 정의’ 개념을 보완하여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한 안적 전망으로 ‘공간정의’ 개념의 사용을 촉

구하 다. 그리고 플러스티는 1994년에 LA의 사회경제적인 재구조화를 

분석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정의한 지리의 칭 개념으로 그 지역의 학

자들과 풀뿌리운동단체들이 사용하던 ‘공간정의’라는 용어를 차용하 다. 
그런데 이 때 풀뿌리운동단체들은 노동 및 공동체의 연 체를 구성하여 도

시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소자는 바로 이처럼 새로

운 단위의 연 체를 구성한 도시풀뿌리운동에 주목하면서 플러스티의 논의

를 확장하여 이들이 사용한 ‘공간정의’를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식화하려고 

한다(앞의 책: 84-85). 그는 ‘공간정의’가 과거에 악명을 떨쳤던 지리적－환

경적 결정론 내지 공간물신주의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의’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과 결합시켜 급진적인 정의 개념으로 

내지 고  로마의 도시(civitas)에서 유래하며, 현재는 이런 도시적인 공간성이 많이 

탈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olitics, police, policy, citizen, citizenship 등의 용어에 도

시적인 공간성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본다(앞의 책: 80). 



도시 및 공간 정의(正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299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피리의 주장에 공조하여, ‘공간정의’란 용어를 더

욱 세 히 정식화하려고 시도한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공간적 선

회’와 공간화된 존재론은 지리/공간 결정론이나 공간물신론과 달리, 사회

와 공간의 상호적이며 순환적인 다차원적 구성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는 그의 ‘공간정의’ 개념이 지리/공간 결정론이나 공간물신주의로 

추락할 위험은 없다. 이처럼 ‘공간정의’를 개념적으로 정식화하려는 노력

은 온건한 자유주의적 진보의 관점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지리적으로 연

구하는 “정의로운 도시”론과 차별적으로, 공간의 문제틀을 통해 공간 정의

를 지향하는 도시운동에서 노동운동 및 풀뿌리운동이 새롭게 연 할 비전

을 제시하겠다는 소자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앞의 책: 93-94). 
둘째로 그는 ‘ 토적 정의’ 내지 ‘정의의 도시화’ 논의의 흐름도 ‘공간정

의’의 개념을 풍부하게 하는 이론적 요소라고 본다. ‘ 토적 정의’는 데이

비스(Davies)가 1968년에 사용했던 개념이다. 그는 ‘ 토적 정의’를, 여러 

토단위에서 공공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투자를 분배할 때 인구규모보다 

실제적인 사회적 필요들을 더 많이 반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식화했다

(앞의 책: 81). 예를 들어 서울 안에서 강남구는 구로구에 비해 인구가 많지

만, 빈곤층은 구로구에 더 많다. 따라서 생계지원 및 공공임 주택에 한 

투자는 강남구보다 구로구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데이비스가 제

시한 ‘ 토적 정의’의 함의이다. 그리고 하비는 1973년의 저서 사회정의

와 도시(Social Justice and the City)에서 이러한 데이비스의 ‘ 토적 정

의’를 확장하여 더욱 동학적이며 정치적인 방식으로 재정의한다. 그는 부

정의한 지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주목한다(앞의 곳).7) 하비는 일

단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원용하여, ‘ 토적 정의’를 “최소수혜지역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간적인 조직형태를 디자인 하는 것“으로 재정의

한다(Harvey, 2009: 110). 그런데 이러한 토적 정의는, 공간적인 투자가 

환경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편익의 긍정적인 승수효

7) 결과보다 생산과정을 중시하는 초창기 하비의 관점은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할 때도 

나타난다. 그는 같은 책에서 (부)정의 문제를 결과보다는 생산과정 및 이와 연동된 사

회적 분업의 과정의 문제로 전환시키면서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Harvey, 2009: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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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동반할 때 더욱 잘 달성된다고 함으로써, 하비는 ‘ 토적 정의’ 개념을 

동학적으로 확장한다(앞의 책: 105-108). 더 나아가 그는 도시 개발이 동학

적으로 소득분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주택, 노동, 토지

시장 등 보통의 도시체계는 부자와 정치권력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실질 소

득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곧 보통의 도시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며, 가난한 사람을 적어도 상 적으로 더욱 가난하게 만든

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비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정의가 도시

지리의 진화과정에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를 밝힌다. 예를 들면 유해한 시

설들은 가난한 구역에 설치되고 매력적인 투자는 부자지역에 집중되며, 가
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합당한 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오너를 위한 고속도

로 건설에 더 많은 공공자금이 투자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연구

를 통해, 하비는 부정의한 결과들이 시초적인 분배의 부정의와 도시의 부정

의한 과정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하면서 롤스의 정의론이 과정보다는 결과

에 치우쳤다고 비판한다(Soja, 2010: 86에서 재인용). 소자는 이러한 하비

의 ‘ 토적 정의’ 개념이 ‘공간정의’ 개념을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보고 이 개념을 적극 수용한다(앞의 곳). 그러나 소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후에 하비는 이러한 급진 자유주의의 지반을 떠나 맑스주의 지리

학자로 변신하면서 ‘ 토적 정의’와 정의 개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

는다. 하비의 관심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소자는 맑스의 역사변증법이 

공간보다는 사회관계를 우위에 놓으며, 맑스 자신이 정의 내지 인권같은 과

제를 초역사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적 일탈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앞의 책: 87-92). 소자에 따르면, 이러한 맑스주의적

인 선회(Marxist turn) 이후 하비는 자본주의적인 도시화과정의 특징으로 

‘건조환경’과 ‘공간조정’ 개념을 제시하는 데, 이는 나름 로 공간의 창출 

및 재생이 자본축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맑스주의 이론을 공간화하

는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초창기 하비의 ‘ 토적 정의’ 개념에 비해서

는 퇴행적이라고 본다(자세한 내용은 앞의 책: 87-92). 그러나 소자는, 하비

가 2000년 에 들어 맑스주의를 혁신하고자 했던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시 공간과 사회의 순환적인 구성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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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인권 및 정의의 담론을 도시공간과 긴 히 결부시키고 있다고 평가

한다(앞의 책: 92-95).8)

공간정의와 관련된 세 번째 논의 흐름은 이처럼 하비도 새롭게 가세하고 

있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이 논의는 

소자가 ‘공간정의’ 개념을 정식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에, 앞의 두 

가지 논의 흐름보다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자에 따르면, 르페브르는 ‘도시에 한 권리’를 정의, 민주주의, 그리

고 시민권을 찾아가는 도시적인 기초로 재정립하 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통

해 도시는 다시 보다 많은 민주주의, 평등, 정의를 찾아가는 투쟁에서 주요 

전장이 되었다고 본다(앞의 책: 96). 소자는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의 관점

에서 보면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이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힘들에 한 더 

많은 민주주의적 통제를 목표로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자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가 이러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정식을 넘어서, 공간

을 지속적으로 재전유(reappropriation)하는 더욱 급진적인 지향점을 갖는

다고 본다. 여기서 공간의 재전유란 사유화된 공간을 공적인 공간으로 환수

하여 이를 모두가 향유할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뜻한다(Lefebvre, 
1974: 166-167).9) 

이러한 ‘도시에 한 권리’에는 소자가 ‘공간적 선회’, ‘공간화된 존재론’ 
또는 ‘사회－공간 변증법’이라고 부른 공간에 한 새로운 문제틀이 전제

되어 있다. 르페브르는 맑스나 헤겔의 변증법과는 달리, 역사성이 아니라 

공간의 모순을 중시하는 새로운 변증법을 구성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Soja, 2010: 99에서 재인용). 이처럼 공간의 차원을 결정적인 심급으로 끌

어올리는 르페브르의 주장은, 공간이 단순히 사회적 관계를 표현할 뿐만 아

니라 이에 반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가 근현 의 도시

8) 하비의 도시이론에 해 보다 상세한 연구는 최병두, 2009 참조. 
9) 르페브르의 도시공간의 재전유는 도시의 공적공간을 보다 민주화하는 것을 포함하지

만, 사유공간을 공적 공간과는 또 다른 공유(共有)공간으로 전환하는 걸 포함하는 지

는 다소 모호하다. 곽노완은 르페브르의 도시 ‘재전유’의 논의가, 도시공간을 공적 공

간이 아니라 모두가 민주적으로 향유할 공유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보다 명확한 문제틀

로 진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곽노완, 201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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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았다면 이제는 도시가 산업화를 낳고, 도시의 문제틀이 결정적인 시

가 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Soja, 2010: 97-98에서 재인용). 소자는, 이
처럼 공간을 중시하는 르페브르의 새로운 변증법이, 사회 내지 역사를 공간

에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주장이 아니라 공간을 사회 내지 역사와 같은 심

급으로 격상시키는 주장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르페브르가 제시하는 변

증법을 공간변증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회－공간 변증법, 또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역사－공간의 “삼중 변증법(triple dialectic)”이라고 부른

다(앞의 책: 71, 97). 
소자에 따르면, 르페브르는 이처럼 공간 심급에 한 새로운 문제틀과 

연계하여 ‘도시에 한 권리’를 보다 구체화한다. 차이의 권리, 도시거주자

(citadin)의 권리 및 도시중심부을 향유할 권리 등은 ‘도시에 한 권리’의 

구체적인 예이다. 여기서 차이의 권리란 국가, 시장, 관료제에 의해 설정된 

동질화, 파편화, 그리고 불균등 발전에 저항하여 평등한 차이의 공간을 만

들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도시거주자의 권리는 도시공간의 생산과정에 개

방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를 뜻하며, 도시중심부에 한 권리

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축출하는 도심재생에 항하여 도시중심부

를 점거할 권리를 뜻한다(Lefebvre, 1996: 34; Soja, 2010: 99).10) 
그런데 소자는 르페브르의 이러한 ‘도시에 한 권리’를 수정하고 확장

한다. 소자에 따르면, ‘도시중심부에 한 권리’는 1960년  당시 도심에 

거주했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축출하는 프랑스 파리의 

도시재생이 낳은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불평등에 한 공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권역도시 내지 도시복합체의 경쟁과 위계

화와 연동되어 권역차원의 다중심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에는 다

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에 한 권리’는 도시권역(city 

10)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의 외연은 다소 모호하다. 강현수는 이 외연을 작품으

로서의 도시에 한 권리, 도시공간을 도시거주자 모두를 위한 사용가치를 최 화할 

공간으로 보는 전유(appropiation)의 권리, 도시생활과 도시변혁에 참여할 권리, 차별

적인 공간을 생산할 권리, 정보의 권리, 시민권을 넘어서는 도시거주자(citadin)의 권

리, 도심중심부에 한 권리, 거주생활(inhabit)의 권리 등으로 구분하다(강현수, 
2009: 50-58). ‘도시에 한 권리’의 최근 논의 및 이와 연동된 실천운동에 해 더 자

세한 연구는 강현수, 2010: 40-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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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내지 도시복합체(urban agglomerations)에 한 권리로 수정 보완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도시권역이 지구적 규모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오늘날의 도시에 한 권리 투쟁이 다중규

모적(multiscalar)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정과 보완은 

필수적이라고 본다(앞의 곳). 그리고 그는, 다소 모호하지만 전체 세계가 도

시화되고 있다는 르페브르의 주장은 이러한 개념 수정 및 보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본다(앞의 책: 96-97, 100). 소자에 따르면 이렇듯 수정되고 확

장된 ‘도시에 한 권리’를 통해 ‘공간정의를 찾아가는’ 시도는 도시적인 

지리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고 평가한다(Soja, 앞의 책: 100).11) 특히 LA 등 권역도시차원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급진적인 노동운동 및 풀뿌리운동들의 연 체는 이러한 공간정

의와 도시정의의 새로운 정치적/실천적 차원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한다(앞
의 책: vii-xviii).

Ⅲ. 결론: 공간정의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이처럼 소자는, (Young)의 사회정의 개념과 도시거주자 모두가 향유하

도록 도시공간의 재전유를 지향하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을 

결합시켜,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개념을 정식화함으로써 사회정의론을 

공간적으로 구체화 하고 세 화 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이처럼 결과보다는 과정과 구조를 중시하는 소자의 공간정의 개

념은, 정치철학적으로 확 된 착취 개념을 제시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를 극

11) 소자는, 최근에 르페브르와 이론적 공감 를 넓혀가면서 ‘도시에 한 권리’의 논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하비에 해서는 다소 거리를 취한다. 소자에 따르면 하

비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의 문제틀을 수용하지만 르페브르처럼 사회와 공

간 사이의 변증법 내지 균형 잡힌 인과성을 수용하거나 정식화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공

간에 비해 사회의 인과성을 우위에 놓는다고 평가한다(앞의 책: 100). 그런데 여기서 소

자는 하비가 도시재생 내지 공간조정과 연계하여 새롭게 제시한 ‘강탈을 통한 축적’ 개
념을 통해 ‘도시에 한 권리’ 및 ‘공간정의’ 논의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다소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해서는 곽노완, 2010: 4-5; Harvey, 2008: 29-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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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면서 동시에 결과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극 화하고자 하는 로머의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 및 판 빠레이스의 ‘기회의 최소극 화’ 개념과 

결합되어 정의론의 차원에서도 더욱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소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그리고 평등보다는 차이와 다

원성을 중시하는 의 정의론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론은, 역으

로 정의의 비전과 외연을 원초적으로 불균등한 지리와 공간에 가두면서 축

소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의 공간화된 존재론에 따르면, 지리와 사

회적 공간은 불가피하게 불균등하고 불평등하며 부정의하게 형성될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간적인 마찰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지리적으로 

특정한 중심과 집결지와 같은 결절점을 만들기 때문이다(Soja, 2010; 
69-73; Soja, 1989; 155-169). 이처럼 공간정의는 원초적으로 완전히 달성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소자는 공간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무조건 용인

하지는 않더라도, 개인과 집단이 이러한 공간적인 부정의를 상당 부분 용인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신 의 정의론에 따라 사회적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차이를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적 공

간이 충분히 평등하고 정의롭게 형성될 수 없다는 소자의 주장은 반박의 여

지가 없다. 그러나 이로부터 공간의 부정의를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람들이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서, 동일한 인구 도를 갖고 동일한 중교통 이용자가 거주하는 2개의 동

네가 있다고 해보자. 예산제약 때문에 이 중 한 곳에만 지하철역을 건설한

다면, 두 동네 사이에 공간적인 불평등과 부정의가 발생한다. 그러나 손해 

보는 동네주민들에게 보상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역이 건설된 동

네의 주민들이 얻게 되는 추가편익과 부동산가격 상승분 중 일부분을 개발

이익부담금 등의 형태로 환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하철역이 없는 동네의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다른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면, 불가피하

게 발생했던 공간적인 불평등과 부정의는 정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두 동네

의 주민들은 교통편익 및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기회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벗어나는 모든 불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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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착취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 한 환수하여 최 한의 기회평등을 

위한 자원으로 공유하자는 로머(Roemer)의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

(level the playing field)’(Roemer, 1998: 1-4) 및 판 빠레이스(Van Parijs)
의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기회의 극소극 화(leximin or maximin 
opportunity)’12)(Van Parijs, 1995; 25-29) 원칙이 ‘공간정의’의 개념과 결

합된다면, 소자가 우려하듯이 결과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공간정의’에 

한 사람들의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하지 않고 극 화할 길이 열릴 것이다.13)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도시공간의 ‘강탈에 의한 축적’에 한 안으로서 

도시공간 및 자본 이익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하비의 급진적인 ‘도시에 

한 권리’ 개념도(Harvey, 2008: 23, 37) 소자의 ‘공간정의’와 쉽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시 안의 공적공간에 한정된 권리’로 축소되는 함정을 벗어나

서, 소자 자신이 제시한 로 지구부터 지방과 도시 공간까지 연동되고 실

질적으로 누구나 향유할 공유공간의 확 를 지향한다면, ‘도시에 한 권

리’ 논의를 글로컬 차원에서 겹친 공유공간의 확 를 추구하는 ‘글로컬 공

유공간’ 및 ‘도시공유권’ 논의와 결합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은 그 모호성 때문에 ‘도시거주자들이 도

시 안에서의 공적공간에 보다 민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축소되

12) 여기서 ‘기회의 극소극 화(lexmin or maximin opportunity)’란 최소수혜자에게 최

의 보상을 지향하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유사한 개념이다(Van Parijs, 1995: 227). 
그러나 판 빠레이스의 ‘기회의 극소극 화’가 누구나 누릴 보편적 공유의 권리 개념에 

기초한다면, 이와 달리 ‘차등의 원칙’은 롤스 자신의 언급 로 최소수혜자들에게만 선

별적으로 제공되는 시혜의 개념에 가깝다(Van Parijs, 2010: 1-7, 14-22에서 재인용). 
하지만 보편적인 공유의 권리를 부정하는 롤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판 빠레이스는,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경제적인 수혜에 레저를 포함하도록 정정한 롤스의 논리를 일관

되게 고 나가면, ‘차등의 원칙’도 충분하진 않을지라도 최소한의 복지를 보편적인 권

리로서의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앞의 곳: 1-7, 16; 곽노완, 2013: 20-24 참조). 
13) 로머는 착취 개념의 외연을 생산과정과 연동된 잉여가치 전유로 국한하지 않고, 자산 

및 건강의 불평등 차원까지 확 한다. 그리고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로머의 착취 개념

을 변형하여 일자리 및 젠더, 인종, 시민권 등으로까지 착취의 범위를 확장하며(이에 

해 상세한 고찰은 곽노완, 2010: 18-20 참조), 최근에는 강 국의 언어도 언어적인 

착취를 낳는다고 본다(Van Parij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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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다(Mitchell, 2003: 233-236). 이렇게 되면 도시의 공유공간을 

확 하거나 하비가 제시한 로 더 많은 도시공간을 사회화하여 이를 공동

으로 재구성하자는 비전은 상실된다(곽노완, 2011: 204-205).14) 이러한 문

제를 감안하여 ‘도시에 한 권리’를 ‘도시공유권’으로 일관되게 정정하고 

확장하자는 논의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곽노완, 2011: 216). 
또한 ‘도시에 한 권리’ 개념은, 하비에게서처럼 지구적인 규모의 권리

와 연계될 때조차 ‘도시 안에서의 권리’들의 네트워크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Harvey, 2008: 39-40 및 이에 한 비판으로 곽노완, 2011: 205 참
조). 이는 ‘도시에 한 권리’가 지구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중스케일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소자의 주장(Soja, 2010: 100, 199)과도 어긋나는 부분

이다. 소자의 주장과 ‘글로컬 차원에서 겹치는 도시의 공유공간’ 개념을 정

식화한 필자의 연구는 일맥 상통한다(곽노완, 2011: 210). 이 연구에 따르

면, 도시에서의 공유공간을 확장하는 투쟁과 지구적인 공유공간을 확장하

는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글로컬 차원에서 겹치는 공유공간

이 연결통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2011: 205). 이처럼 일관된 

글로컬 공유공간의 개념은 소자의 다중스케일의 ‘도시에 한 권리’ 개념 

및 이를 포괄하는 소자의 ‘공간정의’ 개념을 더 세 히 정식화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지구화시 의 도시화는 도시권역 내지 

도시복합체로 진행된다는 소자의 연구에 기초해서, 도심뿐만 아니라 도시

권역에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공유공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필자의 글로

컬 공유공간의 개념도 재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공간과 연계된 ‘공간정의’에 한 연구는 소자도 말 로 

이제 시작단계이고 여전히 진화 중이다. 이 글에서의 연구도 ‘공간정의’를 

확정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고 향후의 진화방향을 시사하는 수준을 벗어

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공간정의’에 한 연구를 진척시

14) 이처럼 르페브르의 ‘도시에 한 권리’는 그 모호함 때문에 개혁적 관점과 급진적 관

점 양측에서 적극 수용되기도 한다. 급진적 관점에서 ‘도시에 한 권리’를 확장하는 

연구자로는 하비와 소자 외에도 퍼셀(Purcell)과 브렌너(Brenner) 등이 표적이다(강
현수, 2010: 42-45: Soja, 2010: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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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기를 기 하며, 이 방향으로 

‘공간정의’에 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일정부분 앞으로 필자의 연구

과제로 떠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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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nstructing Urban and Spatial Justice:

A Critical Reconstruction of Soja's Concept of Spatial Justice

Kwack, No-Wan

Soja formulates ‘spatial justice’ by combining Young’s concept of 
justice and Lefebvre’s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However, 
Soja’s concept of ‘spatial justice’, which emphasizes process and 
structure, needs to be combined with Roemer’s ‘level the playing field’ 
principle, which aims to minimize all forms of exploitation and 
guarantees the equality of opportunity, or Van Parijs’ ‘leximin the real 
opportunity sustainably’.

Keywords: Spatial Turn, Spatial Justice, Soja, Lefebvre, Right to the 
City, Right to the Common Sharing of the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