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제기

촛불집회 이후 특히 올해 지방의회선거와 맞물려
사회운동진 과학계에서기존여성, 환경, 노동운동
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연대는 기존의 정치적/
지적경계속에서배제된것들을인식과실천의장으
로 끌어들여 새로운 경계들을 수립/확장하는 과정이
다. 따라서새로운연대의패러다임을구성하기위해

서는 성급하게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먼저 상이한 부
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같음/다름의“차이
(difference)”를이해하는작업이필수적이다. 왜냐하
면부문간존재론적혹은인식론적차이들을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대는 그 차이
들을 배제/포섭의“차별”기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
이다. 기존한국의학계에서도노동운동의이론적토
대가 되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후기구조주의 간의 논쟁이 빈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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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존의 노동, 여성, 환경 운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이론적 토대

를 형성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후기구조주의 간의 차이를 고찰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학

계에서는 이런 작업이 불충분하 다. 이에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Harvey와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지리학

자인 Gibson-Graham을 비교함을 통해“차이(difference)”에 대한 이해의 이론적 차이를 밝혔다. Harvey에게“차이”의

문제는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에 동일시된 자와 동일시되지 못한 자 간의 문제이다. Harvey에게 젠더와 인종차별은 계급

권력의 특정한 형태이므로 노동계급의 보편성에 기반한 연대가 지구적 자본의 연대에 맞서는 효과적인 실천적 방법이 된

다. 반면 Gibson-Graham은 계급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젠더와 인종의 범주들을 주변화/식민화하는 이해방식

에 문제를 제시한다. 헤게모니적인 자본주의 담론을 해체하고 다양한“공동체 경제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극복

하는 전략임을 Gibson-Graham은 강조한다. 두 학자의“차이”에 대한 이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둘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에 공간이 가지는 누적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이해함이 중요함을 강조

하 다. 왜냐하면 공간은 자본의 이동성과 고착성, 연결성과 단절성 등의 상반된 경향들을 공존시키는 물질적 토대로 자본

주의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의 우연적인 서로 다른 실천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로 연결되는지를 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Harvey, Gibson-Graham, 연대, 계급, 지구화, 공동체 경제들



(고정갑희 2009, 박 균 2009). 그러나이둘간에자
본주의와계급과연관해“차이”를어떻게이해하는지
에대한명시적인이론적비교는불충분하 다.
더하여기존의마르크스주의와후기구조주의인식

론에대한많은비교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공간성
에기반해양자의인식론적차이를밝히는연구는부
재하 다. 선험적으로 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
지 않는다면, 계급, 젠더, 인종 간의 복잡한 관계는
구체적 시공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간성은 구체
적공간에서벌어지는자본의운동과이에대한저항
운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공간
은연결성과단절성, 이동성과고착성과같은모순된
경향들을 공존시키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
주의와 자본의 외부, 경제적 힘과 경제외적 힘이 만
나는 매우 복잡하고 우발적이며 차별적인 과정들이
어떻게 장소, 역, 스케일을 가로지르고 뛰어넘어
서로 연결되면서 자본주의와 같은 하나의 거대한
로벌한차원의‘질서체제(rule regime)’를만드는지
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박배균,
2009).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접근법을 통해 자본주의

공간 분석을 시도한 David Harvey와 맑시스트 구조
주의를비판하면서후기구조주의와여성주의관점에
근거해 자본주의 공간을 연구해왔던 J. K. Gibson-

Graham의 논의를 비교함을 통해, 양자가 이해하는
현실의주요한“차이”가무엇인지를규명하고, 이두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공간성에 대한 이론화가
기여함을보이고자한다. 

2. 이두학자를비교하는것이
왜유용한가?

Gibson-Graham(2006)은 화『The Full Monty』
를 사례로 젠더의 정체성이 어떻게 계급개념의 재정
의에 향을끼치는지를설명하 다. 이 화는철강

공장이 폐쇄된 도시에서 실직된 남성노동자들이 고
용과 남성성의 위기에 직면해 기존 남성성을 바꾸고
새로운섹슈얼리티를받아들임으로써새로운계급지
위(즉노동자이자동시에자신의일을계획하고자신
의 잉여노동을 전유하는 기획자로서의 지위)를 만들
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Gibson-Graham은 이
화 사례를 통해 노동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함

에 가장 주요한 부분은 젠더 정체성 변화와‘공동체
경제’라는 협력과정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Harvey는(1996, 2000) 199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햄
릿의 닭가공공장 화재로 2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6명 중상을 입은 사건을1911년 뉴욕에서의 의류공
장 화재와 비교하면서, 후자가 거대한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반면 전자는 주요 언론이나 좌파 모두에
게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 다. Harvey

는 그 이유를 이 공장 대부분의 노동자가 불법 이주
여성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운동과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의 적극적 개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주
장한다. Harvey는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이라는
개개 정체성이 계급의 정체성보다 더 원초적 중요성
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노동계급 정치가
약자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계급 정치의 추구가 비록 인종과 성별의 중요성
을명시적으로인정하지못한다하더라도, 젠더와인
종에근거한이익을억압하기보다는보호할수있다
는 함의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놓치고 있음을 지
적하 다.
다음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현재 지구적 규모에서

여성가사도우미(특히아이돌보기)의이주가증가하
고있다. 뉴욕중산층가정의유모는대부분주변카
리브해 연안에서 오는 흑인들인데 이들의 임금은 아
주 낮다. 이는 한편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와 연관된
문제이면서, 동시에계급의문제와도얽혀있다. 돌봄
노동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중산층 전업주부나 흑인
유모, 혹은 어린이집 교사가 행하는 돌봄 노동은 동
일한가치를가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흑인유모의
돌봄노동의대가가아주낮은이유는계급적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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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되어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고용주 여성은 흑인
유모가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자신과 다른 지위에
속하므로 돌봄 노동도 자신이 행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다. 달리 말해 흑인가사도우미
의 정당한 노동대가를 위해서는 인종적이고 젠더적
인 문제뿐만 아니라 계급적 억압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주요한부분이다. 

Moskos and Butler(1996)는 O. J. Simpson이무죄
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그룹별로 조사하 다.
기존 갤럽의 여론조사는 주로 흑인들은 O. J.

Simpson의무죄를백인들은유죄라고주장하는의견
이 강함을 보여주었다(표 1). 그러나 Moskos and

Butler는 이 갤럽의 결과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를 보
여주는데, 그 이유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사회 경제
적지위가높은군대에서이연구를진행했기때문이
다. 연구결과는흑인군인중심슨이유죄라고생각
하는 비율(48%)이 무죄 비율(29%) 보다 많았음을 보
여주면서, 인종의문제는사회경제적지위와 접하
게관련되어있음을보여주었다. 
이상의두사례는 Harvey와 Gibson-Graham의논

의사례보다 노동, 젠더, 인종이현실에서는 보다복
잡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연대는
구체적인 공간을 근거로 서로 중첩되어 있는 이들간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본주의공간성에대한이해가필요하므로, 본논문
은자본주의공간성에대한이론화에선두적인두지
리학자를비교하고자한다.
이 두 지리학자를 비교하는 이유는 첫째, 두 학자

모두 자본주의가 원인이고 공간은 자본주의적 작동
의 결과물이거나 수동적인 반 물에 불과하다는 관
점을넘어서서, 공간이자본주의역동성에미치는보

다능동적인인과력이있음을인식하고, 공간성을중
심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두학자는서로맑시즘와후기구조주의에대

한직접적인비판 을발표했으며, 강하게상호 향
을 받았기 때문이다. Harvey는『포스터모더니티의
조건』(1989)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보다 유연적인
자본축적의 양식의 출현’에 부수해 발생하는 징후
(p.vii)라고 해석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유물론
적 분석의 결합을 시도하 다. 이후 Harvey는 포스
트모더니즘의 ‘시공간 압착 (time-space

compression)’과‘차이(difference)’개념을 받아들
여 네오-마르크스적인 자신의 이론을 강화했다
(Muller 2006). Graham(1988) 또한마르크스의유물
론적방법론은유지하지만맑스주의의경제결정론적
사고와 계급 특권적 사고에 대해 비판해왔다(Muller

2006). 
셋째, 이 두 지리학자는 공간과 사회를 분리해 연

구하는 지리학의 흐름에 반대하고, 공간성은 사회적
으로구성된다는관점하에, 현대사회의공간성을자
본주의와 연관해서 연구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크게나기때문에비교가유의미하다. 

Harvey는 신자유주의화의 일반적 과정이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더 촉진되고 있
지만(2005: 87), 이 신자유주의화는자본주의의다양
성을 말살하고 시장지향적 질서를 바탕으로 지구를
획일화하는경향을띠고있다고이해한다. 이런상황
에서 후기구조주의의 해체전략은 차이의 특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연대를 위한 기초를 와해시키고 있
으므로 차이와 보편성의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
이 중요함을 지적해왔다. 반대로 Gibson-G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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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 J. Simson이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한 갤럽의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 백인 흑인

무죄 15% (총백인응답자중비율) 60%% (총흑인응답자중비율)

유죄 64%% (총백인응답자중비율) 15% (총흑인응답자중비율)



(1996, 2006)은 지구를 자본주의라는 단일한 공간으
로 보기 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주체들에 의
해구성된다양한경제형태의혼합으로볼것을제안
한다. 그녀는 이원론적인 구조주의 인식틀은 저항을
자본주의의 막강한 힘에 대한 수세적인 것으로 만들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주의를 물질적이면서도 담
론적인 힘들의 우연적인 접합을 바탕으로 형성된 불
안정하고 혼성적인 구성물로 인식할 것을 주장해왔
다. 
이하본논문은이두지리학자의자본주의공간성

에대한이해의차이를비교함을통해, 각 학자가주
요한 문제로 설정하는 억압이 무엇이며, 그 억압을
어떻게극복하고자하는지를밝히고자한다.

3. 자본주의경제에대한상이한이해:
구조인가? 담론인가?

Harvey는『자본의한계』에서자본주의생산양식의
핵심적인 특징을 과잉축적에 의한 위기 경향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의 과잉축적으로 야기되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해결을 시도하는데, 그 하나가 지리
적팽창과공간적재편성을통해해결을시도하는공
간적조정(spatial fix)이고, 다른하나가현재의초과
자본을 미래의 수익으로 대체하는 장기투자를 통한
시간적 탈구(temporal displacement)이다(Jessop,

2006). 과잉축적의위기를해결하고자등장하는공간
적 조정은 기존의 장소 고착적인“구조화된 응집
(structured coherence)”을 창조적으로 파괴(creative

destruction)하는 과정이자 자본이 이동성을 강화하
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고착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Harvey,

1982). 자본 순환과 노동의 이동은 공간적 제약하에
놓여있고, 공간적제약을극복하기위해구조화된지
역적 응집으로 나아가는 경향은 과잉축적에 의해 침
식되고, 고로 과잉 축적된 자본은 지리적 이동성을

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하지만, 자본과노동력모두
장소를 이동하는 능력은 모순적으로 이동 불가능한
사회 물리적인 하부구조의 창조 즉 고정성에 의존한
다. 그런데모순적으로하부구조의생존가능성은자
본과노동의지리적이동을통하여위험에처하게된
다. 이러한이동성과 고정성간의모순속에서, 지역
의 구조화된 응집을 위해서 고정자본이나 공간적 제
약이 뚜렷한 생산 부문을 중심1)으로“지역적 계급연
합(cross-class alliance)”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공간
적 조정은, 축척의 위기에 직면해 감가의 위협을 누
가감내할것인가를놓고다투는지역적계급연합내
부의권력투쟁의문제이다. Harvey는지역의구조화
된 응집이 직면한 고착성과 이동성의 패러독스를 통
해지역연합의불안전성을강조한다.
자본주의의물질성과위기경향을강조하는Harvey

와달리, Gibson-Graham(1996)은자본주의를“정치
적 기획에 의한 헤게모니 담론”으로 규정한다. 그녀
는 자본주의를 현존하는 유일한 경제형태로 이해하
는 담론이 문제이므로 이 헤게모니 담론을 해체하고
‘다양한자본주의’로이해할것을제안한다. 이를위
해 반-본질주의와 반-근본주의를 인식론적 무기로
하여 경제와 자본주의라는 담론의 헤게모니를 해체
하고자했다. 먼저 Gibson-Graham은기존자본주의
가 재현되는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3가지 이론적 틀
즉데리다의해체, 푸코의계보학적담론분석, 버틀
러의 수행성을 차용해 자본주의를 재현하는 기존 이
론의해체를시도한다. 또한대안적경제를구성하기
위한전략으로①경제적차이를만드는언어를발굴
하고 만들어내기, ② 비자본주의적인 경제공간과 주
체를계발하기를제시한다.

Gibson-Graham(1996)에의하면, 자본주의를헤게
모니 담론으로 만드는데 좌파도 주요하게 기여하는
데 그 중심에 경제결정론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자본주의 담론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경제결정론적
사고가해체되어야하고, 이를위해마르크스이론의
핵심 중 하나인 계급과 착취 개념을 재이론화한다.
Gibson-Graham은 알뛰세르의 중층결정에서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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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여성주의의 이중시스템이론과 라클라우
와무페의이론들의수용하는데, 이를통해주장하는
바는 최종심급에서의 경제결정을 반-근본적이고
반-본질적으로 해석해 자본주의의 담론적 헤게모니
의 토대를 흔들고 다양하고 혼종적이며 불안정한 자
본주의로재개념화하기위해서이다. 

4. 계급에대한새로운정의: 노동자의
위치는적대에기초하는가? 분배의
순간을중심으로유동적인가?

Harvey에게 계급은 자본의 순환과 축적의 과정에
서의 위치성이다(2000; 150). 물론 한 개인으로서 노
동자는 생산자, 소비자, 저축인, 연인, 문화소유자이
며심지어자본가와지주도될수있다. 그러나자본
론에서 마르크스가 분석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는노동력과잉여가치의추출이라는가변자본
의 순환 속에서 순환의 매개물로 위치한다. Harvey

에게 계급은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과는 별개로 개인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경제행위
와관련해있는개념이며, 자본주의하에서계급관계
는 노동력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본가와 노동
력을 팔 권리를 가진 노동자와의 관계이다. 따라서
계급관계는 잉여가치의 전유를 둘러싼 대립, 적대,
투쟁을 포함한다(1985: 128-163). 착취당하는 노동
자의 위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노동자의 정치적 요
구는 자본순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혁명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자본순환 내에서 공평하게 대접받
고자하는 개혁주의적인 요구일 수도 있다. 여기서
Harvey(2000)는최소한의정치적강령으로생산현장
에서의 존엄성, 적절한 삶의 기회, 생계임금, 인권,
시민권, 정치권 등을 제시한다. Harvey가 계급을 자
본주의 생산과정의 위치성으로 정의함을 통해 강조
하고자하는바는두가지이다. 하나는가변자본으로

상품화된노동력의보유자가생산과정에서필연적으
로 소외되는 자본주의 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자계급
의 혁명성에 대한 강조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노동
자가 위치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 대한
강조가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보편성을 해체하지 않
는다는점이다.

Harvey가 잉여가치의 전유와 관련해 계급을 적대
에 기초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Gibson-

Graham은 Resnick and Wolff(2000)와 공동으로 마
르크스주의 계급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를 재기하
다. 근거는두가지인데, 첫번째는현실의변화이다.
1980대 이래로 제조업에서 금융 및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경되면서, 여성노동력의 가세와 여성
화된 일자리가 증가하여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정체
성을모호하게만들었다. 동시에현재경제적착취와
관련된운동들2)은기존계급개념으로는적절히다루
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두 번째 근거는 이론적으
로 마르크스의『자본론』의 구조를 다시 재해석하면
계급과정은 분배과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Resnick and Wolff(2000: 1-22)는 마르크스가 직접
적으로 언급한 것은 잉여노동이 생산되고 전유되는
착취적 과정이 계급 과정이고 생산자와 전유자의 위
치가계급위치이지만, 그러나마르크스는『자본론』의
구조를통해자본주의계급과정의전유의순간과분
배의 순간 사이에 2차적 구별을 두었다고 지적한다.
전유의 순간은 잉여노동이 가치형태로 생산되고 전
유되는착취의순간이고(자본론 1권), 분배의순간은
전유된 잉여가치가 다양한 수취자들에게 분배되는
순간이다(자본론 2권과 3권). 분배의 순간을 중심으
로자본론을다시보면, 잉여가치는직접생산자에서
뽑아져서기업내부뿐만아니라광범한사회성원3)에
게 퍼져나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본가가 전유하는
것으로그려진다. 그러므로우리는이분배의흐름을
통해분배적인계급위치가구성된다고이해할수있
다. 이런분배의흐름속에서한개인은하나의계급
범주로묶여질수없고자본가와노동자의경계또한
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다. 이제한개인의계급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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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동적이며 다중적이다. 예를 들어 Gibson-

Graham은 한 가정 내에서 여성이 가족 성원을 위한
노동을 하는 경우, 그 여성의 잉여노동이 다른 가족
성원들에게 착취(전유)되고 분배되는 계급과정이 진
행된다고주장한다. 
계급을 다층적이고 유동적으로 이해하는 Gibson-

Graham의 관점은 계급을 가장 근본적이고 향력
있는 것으로 보는 경제본질주의자와도 다르지만 동
시에계급을다른사회적측면의부차적인것으로보
는관점과도구별된다. Gibson-Graham은사회가조
직되고 작동되는 방식에 계급 착취의 순간이 연결되
는맥락성을강조하면서, 계급이다른사회측면과분
리되어 혼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층결정된 사회
과정으로 구성됨을 강조한다. Gibson-Graham은
Laclau and Mouffe(김성기, 1990)를 인용하면서, 사
회는 중층적인 계급 형태를 가진 복합적인 분열체
(disunity)로 이해되어야 하며, 한 사회에 원시공동
체,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적 계급과정
이동시에존재할수있고실재로그러함을지적하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산업사회는 자본
주의 계급관계를 중심으로 한 일관되고 안정된 하나
의 통일체가 아니며, 계급형성은 잉여노동이 생산되
는 어디서나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급은 항상 변화
속에 있고, 계급대립이 형성되는 지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계급변혁이 항상 사회적 대격변과 패권
의 전환을 반드시 수반하지도 않는다. Gibson-

Graham(1996)은 더 나아가, 알뛰세르의 중층결정의
인식론적 전제는 사회적 결과를 결정하는데 어떤 특
정한 사회적 과정도 다른 과정에 비해 근본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반-본질주의(anti-essentialism)의 핵심이
다. 각각의정체성이나이벤트는존재의조건을구성
하는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모든
복잡한 과정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심급에서의
경제결정이나본질주의의힘은부정된다. 반-본질주
의적인 계급은 구조나 토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
라‘비어있는 것(emptiness)’으로 항상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며, 계급적이고 비계급적인 존재의 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특정한 계급과정들이다(Gibson-

Graham 2000: 7). 고로 중요한 것은 계급을 분류해
내는것(class-ification) 아니라정체성으로계급의유
동성을강조하는것이다. 

Gibson-Graham(1996)은분배에근거한계급개념
은 자본주의 기업과 경제가 계급과정의 중심축이라
고 설정하지 않으며, 가정과 젠더 관계도 다양한 계
급과정이 수행되는 계급 갈등의 지점이자 대안적인
계급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해한다. 예
로, 자본주의기업은잉여가치가생산되고이것이수
많은 방향으로 분배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모여있
는 장소이다. 자본주의 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잉
여가치의 흐름은 ① 수입과 지출이라는 비계급적 흐
름, ②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더 많은 기계, 원재료,
노동력의구입, ③자본주의적착취의경제적/비경제
적 존재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분배되는 전유된 잉여
가치의흐름으로구분된다. 기업은이세가지경제/
비경제, 계급/비계급과정들이모순된방식으로서로
를 구성하고 재조직하는 정체성의 중층결정의 현장
이다. 가정 또한계급과정의 주요한지점이된다. 왜
냐하면가정은한쪽이잉여노동을생산하고다른쪽
이그것을전유하는‘봉건적’가사계급과정이일어나
는곳이며동시에자본주의계급과정뿐만아니라, 비
자본주의계급과정(자기-착취, 자기-고용)도 전개되
는자율적인생산지점이기때문이다. 여기서젠더관
계의구성문제는기존역사유물론이계급전환(class

transformation)을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로 설
정해 혁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로 그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예로 Gibson-Graham

은 호주 탄광지역 여성의 정체성 분석을 통하여 계
급, 인종, 젠더와 관련된 다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주
면서, 사회진보와정치적변화를위해계급의위치가
축소된것이아니라, 대신사회적과정으로서계급의
역할이다른사회적, 이론적틀안에서개작될수있
고여기서새로운정치적기회들이나타날수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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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화에대한이해의차이: 신자유
주의의정치적프로젝트인가? 

현실이아닌담론인가?

Gibson-Graham은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1996) 6장“지구화(globalization)를의심하기”
에서지구화를현실(reality)이아닌담론으로규정한
다. Gibson-Graham은 여성학자인 Marcus가 담론으
로서‘강간’을 분석하는 것을 차용해 지구화를 분석
하면서 우리모두가 타자가 되는 헤게모니적인 지구
화 담론을 거부하고 지구화를 타자로 만들기를 제안
한다. Marcus(1992)는 강간에 대한 반대 운동들이나
정책들이강간=현실(reality)이라는공적지식을창출
하는데일조한다고주장한다. Marcus에의하면, 강간
을현실로전제하는이언어들은강간자인남성을강
하고폭력적이며두려운존재로만드는반면, 여성은
쉽게 침입되고 점령되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묘사한
다. 이런강간의스크립트는여성을강간방지의적극
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설정하기
보다는, 희생자의지위에놓음으로써강간자체에취
약한 수동적인 존재로 여성을 위치지우므로써, 여성
스스로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지적한다. 

Gibson-Graham(1996)은이강간의스크립트와동
일하게, 좌·우파모두지구화를현실(reality)로서인
식하고 있으며 특히 좌파는 지구화를 자본주의가 생
산, 소비, 순환의모든과정을관통하는 힘으로재현
한다고 비판한다. 헤게모니적인 지구화 스크립트는
자본주의를 비자본주의 경제보다 자연적으로 더 강
하고유기적인체계로재현하고있고, 오직자본주의
경제만이지구를정복할능력을가지고있으며, 결과
적으로 비자본주의 경제 형태는 말살되는 것으로 묘
사된다. 강간을 가시화시키는 여성주의 운동이 두려
움과종속의정치를생산하듯이, 이러한지구화스크
립트에 기반한 저항운동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과 지구화라는 지식을 만연시키며 두려움과 종속의

정치를출현시킨다. 
Macus가 강간을 우리 삶의 현실로서 인식할 것을

거부하고 언어적 인공물로 이해하고 대안적인 강간
의 스크립트를 상상할 것을 제안했듯이, Gibson-

Graham(1996)은 후기구조주의 여성학과 퀴어 이론
을 통해 지구화 담론의 해체를 시도한다. 해체 전략
의첫단계는기대하지않은방식으로스크립트를변
화시키는것이다. 이는발기는부서지기쉽고순간적
이며남성의고환은여성의무릎보다약하고, 비꼬거
나 꾸짖거나 명령하는 여성의 힘이 강간하려는 남성
의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여성의 공포가
여성을 약하게 만듦을 자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지구화담론에서다국적기업은강력한행위자(agent)

로 묘사되는데 오히려 다국적 기업을 부서지기 쉬운
총체로, 전세계로 퍼져있으나 잠재적으로 취약한 존
재로이해하는것이가능하다고제안한다. 실제기업
의지구화는종종언어, 법, 기업문화등으로인해특
정 국가들로 입지가 제약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국
적기업의분포는북미와유럽, 태평양연안몇몇국
가로 한정되어있다. 또한 지구화 담론에서는 강력한
다국적기업에대비해제3세계여성은희생자로묘사
된다. 그러나 Gibson-Graham(1996)은제3세계여성
의프롤레타리아트화가단순히자본주의의강화로만
이어지지않고오히려가정내에서여성의계급적지
위를바꾸거나새로운계급과정을만들면서, 보다복
잡한사회구성체로의변화를가져온다고지적한다.
두번째전략은섹슈얼리티담론자체를바꾸는것

이다. Gibson-Graham(1996, 2006)은 자본주의를 단
단한, 불가항력적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에
열려있고관통될수있으며쓸려나갈수있는것으로
보기를제안하고, 자본주의를“발달가능한유동적인
자본주의(the seminal fluid of capitalism)”로이해하
기를제안한다. 예로신용과금융시장의지구화는통
제불가능성과경계없는발작의측면도있지만동시
에 소규모 자 업자와 사회적 기업을 위한 비자본주
의 성장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지구화는 다양한 서로 다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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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경로를 해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Gibson-

Graham(1996)은 우리가 현재의“지구화 담론”을 계
속 믿는다면 자본주의만 정상이 되고 비자본주의는
이상하거나 비현실적인 타자가 되는 반면, 지구화를
문제시하고 자본주의를 퀴어화하면 많은 다양한 경
제적스크립트의공간을열수있고비자본주의를현
실화할수도있다고주장한다.

Harvey도“Globalization in question”(1995)에서
‘지구화’를담론즉생각의양식으로탐구할것을제
안하고, 지구화를 최근에 출현하고 있는 정치-경제
적 조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과정
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지구화가 새로운 국면이거
나 특수한 국면이 아니라, 1492년 이래로 진행된 자
본주의의 지구적 확장 과정의 연속성상에 있음을 뜻
한다. 즉지리적팽창, 공간의재조직화, 지리적불균
등발전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자본주의
는 공간적 조정을 통해 지구적인 규모로 자본축적의
지형을 만들어왔다. 또한‘지구화’를 담론이라고 하
는이유는최근의지구화가이를촉진하고자하는세
력들의 의도적인 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
정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권력복원을 위한 정치적
기획이기때문이다. Harvey에게지구화는정치적기
획이란 의미에서 Gibson-Graham의 담론으로서의
지구화와 유사하지만 이 정치적 기획의 실질적 의미
는 담론으로만 구성되는 역이 아니다. Harvey

(2005)는현재의지구화를금융자본의규제완화를정
당화시키기위한금융및경 출판물이고안한새로
운 선전물이며, 국가의 통제로부터 시장을 해방시키
려는 자본가와 국가엘리트들의 정치적 기획으로 규
정한다. 이런 의미에서“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단
순히 자본의 전지구적 팽창 논리라기보다는, 자본의
팽창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기획의 측면이
결합되어있다. Harvey(2005)는 신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기획용어인‘지구화’대신자본주의의‘시공
간적 불균등 발전‘으로 용어를 대체할 것을 주장한
다.

6. 대안의차이: 희망의공간인가? 
공동체경제의구성인가?

Gibson-Graham(1996)은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에서여가시간에집에서일하는와중
에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법이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이는 대안이 이미 우리 속에 존
재하고있으므로이대안들을발굴해내고, 혁명또한
일시에 근본적인 변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권력의 우세함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함을 강조하
기위해서이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는 정
치를 세우고자 한다. 지지금금 여여기기의의 정정치치학학이이다다.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모릅니다. 그렇지만
함께만들어봅시다”이다.(Gibson-Graham 2006:

xix~xx)

Gibson-Graham(1996)이 강조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외연을 이론적으로
제한함을 통해 자본주의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한편다양한“비자본주의”전통과언어를
수집하여 새로운 경제를 위한 언어를 구성하는 것이
다. 여기서자본주의는시장을통한상품생산과이와
관련된 잉여노동의 전유를 둘러싼 계급과정으로만
정의된다(1996, p.xii). 자본주의를 시장질서로만 정
의함으로써 그녀는 전체 경제활동의 50%가 넘는 세
상에 존재하는 무수한“다양한 경제”(표 2)의 형태를
보여준다. Gibson-Graham은 이후 A Postcapitalist

politics(2006)에서 이“다양한 경제”를“공동체 경제
들(community economies)”이라고 명명하고 대안
담론으로 제시한다. 이현재(2009)는“비자본주의 경
제”에서“공동체경제들”로의변환은단순히용어사
용의 변화만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공동체 경제는
“다양한경제의서로다른활동과기획들을연관시키
고 접합시키는”(Gibson-Graham, 1996, p.xiv)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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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location)적정치의차원이존재한다고지적한다.
Gibson-Graham(2006)에게공동체경제는경제적상
호의존성을 고려하는 정치적 담론이고, 이런 개념과
실천들은 다른 경제(a different economy)를 건설하
는 대안적인 헤게모니 프로젝트이다. Gibson-

Graham(2006)은‘공동체 경제들’의 사례로 공정무
역 네트워크, 파머스마켓, 우리사주조합, 노동자 착
취 사업체 반대 캠페인, 소액주주운동, 생활임금운
동, 사회적 기업 등을 들고 있다. 이 모든 운동에서,
경제결정은 (상품가격, 임금수준, 보너스, 재투자전
략, 주식판매 등)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윤리
적 담론 하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생존에 필수적인
노동과 잉여적인 노동을 윤리적 결단을 통해 구분하
고, 공동체가 생존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잉여의 공동체적 전유, 배분, 소비를 기획하고자 한
다. 이 대안적 프로젝트에서 경제 활동의 목표는 성

장이아니라관계에기반한공동체경제만들기이다.
요약하면 Gibson-Graham이“공동체경제들”을통해
강조하는 바는 장소에 기반한 광범한“공간적 상상
력”이며 이런“장소 속 생성(becoming)의 정치”는
주체의중심성과자기수양(self-cultivation)의윤리적
실천에근거한다는점이다. 여기서주체와장소는생
성의 지점이며 가능성의 정치이다(Gibson-Graham

2006).
이러한 Gibson-Graham의 탈중심적이며 윤리적

실천에 근거한 공동체 경제들에 대해 Harvey는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1996)와『희망의공간』(2000)에서 유연적축적에의
한자본권력의엄청난중앙집권화경향아래에서포
스트모더니즘은메타서사를거부하고차이를강조함
으로 인해 그 대항세력을 총체적으로 분산시키고 약
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Harvey(198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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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양한 경제

거래 노동 사업

시장 임금 자본가

대대안안적적시시장장 대대안안적적지지불불노노동동 대대안안적적자자본본가가
공공재의판매 자 업 국 기업
윤리적“공정무역”시장 협업(Cooperative) 그린자본가
지역의교역체계 계약직(Indentured) 사회적으로책임감있는기업
대안화폐 호혜적노동 비 리
지하시장 비금전적실물지급
생활협동조합방식의교환 복지를위한일
물물교환
비공식시장

비비시시장장 부부불불노노동동 unpaid 비비자자본본가가
가정경제내흐름 가사노동 공동체적인(communal)

선물교환 가족돌봄 독립적
토착민교환 동네일 봉건적
국가의배분 자원봉사 노예적
국가의지출 자기-보장노동(Self-

수집 provisioning labor)

어로, 수렵, 채취 노예노동
절도, 렵

Gibson-Graham, 1996, p.xiii



포스트모더니즘과 달리“차이”를 절대적 타자성 즉
연관성이나 공통 속성의 완전 부재로 이해될 수 없
고, 오히려“차이”에대한인식은겉보기에전혀관계
없는듯한집단들간의유사성의토대를발견하여연
합결성의토대를드러내는것이라고주장한다. 그리
고 오늘날 유사성의 세계는 상품, 시장, 자본축적과
같은정치경제행동의 역에존재함으로대안은계
급정치학을 통해 반자본주의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에놓여있다고주장한다. 지구적자본의힘과세계
화로 표현되는 시공간에서 상업화 되지 않은 공간이
나 비-화폐적인 경제행위의 자율성은 미미하다. 그
러므로 대안적 상상으로서 장소에 기반한 실천은 로
칼의 특수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의 이해(이는 계급의
이익)에기반해, 스케일을뛰어넘어공동의정체성을
형성하는것이다.

Harvey(2000)는인류가쌓아온사회정의의개념에
는보편적으로동의된규범이있다고지적하고, 젠더
나 인종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도 정의에 호소하는
‘사회적 권리’의 보편성을 담지하는 것이 운동의 성
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Harvey가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대안을 하나의 사회주의라
고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Harvey는『희망의 공간』
(2000: 274-283)에서마르크스의‘건축가와벌’에대
한 비유를 재언급하면서, 비록 꿀벌들이 건축가보다
매우정교하게벌집을더잘짓더라도, ‘희망의공간’
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을 설계할 수 있는 능
력을가진건축가가더의미있다고지적한다. 건축가
가건축을하는과정은구할수있는재료의양과질,
장소의 성격에 의해 제약되고, 기존에 받은 교육과
학습등이건축가의생각에 향을미치고, 건축규제
나비용, 이윤율, 고객의선호등을고려하는 시공간
에고착된과정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설계를위
해서는많은상상력이필요한과정이다. 냉혹한현실
에서대안을만드는과정은이처럼건축가의상상력,
즉 창조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Harvey는
지적한다. Harvey는 마르크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
를 반대한 것은 생각(idea)이 역사적 변화의 물질적

힘이될수없기때문이아니라, 이들이생각을추론
하고발전시킨방식즉상상을실질적가능성과연결
시키지못한방식을비판하기때문이다(2000: 282). 

7. 공간의차이에대한이론화: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의결과물인
지리적차이가중요한가? 자본주의공간
내부의다양한정체성이중요한가? 

Harvey의 공간이론의 주요 특징을 Castree(2002;

198)는‘공간적조정’을통해정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①공간은자본축적의동학에내재적이다. 

M - C

Harvey는 마르크스가 위와 같이 요약한 자본주의
생산체계가 구체적인 지리적인 공간형태를 가지게
됨을지적하 다. 이는도시, 지역, 국가의일련의
역적생산복합체와이들을연결하는운송및통신네
트워크등물리적하부구조들이다. 자본은물리적경
관을 통해서만 순환할 수 있고 물리적 경관의 형태
안에서만스스로를드러낸다.
②공간은자본축적의필연적측면이다.
자본주의 생존은 부분적으로 공간의 생산

(production of space)에 의존하고, 생산된 공간이
자본주의 발전경로를 결정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자
본주의의 위기는 공간적 조정(spatial fix)과 금융을
통한시간적탈구(temporal displacement)를통해그
해결이 시도되는데, 이는 지리적 확장과 경제공간의
내부적재구조화과정으로나타난다. 또한한번생산
된공간은자본의프로세스에수동적이지않다.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

LP
......P ...C'-- M + ∆m(profits)
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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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고정자본이공간적으로집중한결과생긴경관
은이후축적의물리적장애가되기도한다. 즉 자본
의이윤추구 과정은끊임없이 새로운시장, 자원, 노
동을획득하기위한이동성확장의경향과동시에물
리적/사회적 하부구조와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
해고착성을강화하는경향이라는이두가지모순적
관계를기반으로하고있다. 
③ Harvey는 구체적 노동이 추상노동으로 변화되

고 추상적 노동은 구체적 노동이라는 매개없이 성립
되지 않듯이, ‘자본순환의 프로세스가 한 장소의 특
수성을보편적인일반성의틀속으로가져오는’방식
의 연구를 중요시한다. 즉 Harvey는 어떻게 다른 장
소들에서 동일한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추상의 수
준에서한장소의특수성이‘자본전환’, ‘공간적조
정’과‘공간경쟁’을향한경향성을띠는지, 각기 다
른 장소들에 유사한 전개를 보이는가를 밝히는 것이
지리학의중요한목적이라고보았다.

공간을 자본축적의 동학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측
면으로 이해하고 개별 공간들을 관통하는 추상적 경
향을 중시하는 Harvey에게 공간적 차이는 자본주의
에 내재하는 불균등 발전의 결과물이다. 자본주의는
“시간을통한공간적괴멸을위해”모든공간적장벽
을제거하려고추진중이지만, 오로지고정된공간의
생산을통해서만자본순환은이루어질수있다. 공간
이동의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려는 기술혁신과 동
시에 각 장소 별로 보다 거대하고 발달된 고정된 물
리적 하부구조의 구축하려는 대립적인 경향은 지리
적 경관의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을 촉
진하는결과를가져왔다. 그러므로지리적차이는단
순히 다원적인 차이이거나 혹은 분석의 수준을 내려
구체성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에 내
재되어있는자본의축적을위한차별화된발전의결
과물이다(Harvey, 2006: 71-116). 
반면 Gibson-Graham은 공간적 차이에 대한 체계

적인이론화를시도하지는않았다. 대신그녀는공간
을‘자본주의’라는 단일한 성격으로 규정하거나, 여

성을소비, 재생산, 사적 공간속에위치시키는 것을
문제 삼는다. Gibson-Graham(1996)에 의하면, 이분
법에 근거한 근대과학은 여성의 정체성과 공간 형태
를 남근과 자본의 관계에서 설정하고, 이로 인해 여
성의사회적공간은동질적이고, 텅 빈, 남근에의해
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결여되고 결정되어있는 공간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땅/지구의 이미지와 같은 절대적이고 비역사
적공간존재론에서, 탐구를가능케하고잠재성을해
방시키는 공기(air)같으며, 부드럽고 열려있는 코라
(chora)4)와같은“유동하고상대적인공간”존재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해 공
간의 상대성과 유동성을 강조하는 Gibson-Graham

의 관점은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자들의“공간의 관
계성(relationality)”에대한개념화와 그맥을같이한
다.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자인 Murdoch (2006)의
post-structuralist geography: a guide to relational

space은후기구조주의의지리학이바라보는공간개
념을잘정리하고있다. 그내용을정리해보면,

①공간의관계성(relational space)

공간과 장소는 사회적 힘들이 작동하는 배경이나
폐쇄된 그릇이 아니다. 오히려 공간은 다른 공간/장
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들과 프로세스들에 의해
구성된다. 이런 전체와 과정들은 관계로 묶인다. 이
관계는 공간/장소가 과정과 실천들을 다르게 만들면
서 공간의 내외가 교차함을 의미한다. 고로 공간은
관계에의해만들어진다.
②공간의일시적안정성
개별의 공간과 장소는 과정과 관계의 안정화이다.

Harvey의 용어로, 공간은 구조화된 응집을 갖는
속성(permanences)을가진다. 그러나이런 속성은
지속적이지 않고 오직 일시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들
은계속적으로다시만들어지고그래서변한다.
③공간의복수성
공간과 장소의 정체성은 복수적(multiplicities)이

다. 즉 공간과장소는여러다양한주체들의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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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공간적실천, 정체화, 포함의형태에의해만들어
진다. 고로공간에대해누구의‘독해’가우선권을가
지는지에대한투쟁은결정적인투쟁이다. 지배와저
항의전략모두공간적정체성과공간적실천을둘러
싸고일어난다.
④공간의개방성
이투쟁들의결과는기존존재하는공간구조에의

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투쟁은
새로운형태의공간적정체성과공간적실천을‘열어
간다(opening)’. 그래서 공간은 개방적이다. 무수한
관계는 공간에서 만나고 공간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새로운공간적정체성이존재하게된다. 또
한 공간의 개방성은 공간과 장소가 정적이라기보다
동적임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그들은 항상 생성
(becoming)과정이다.

요약하면, 후기구조주의 지리학은‘관계적 공간’
을 강조함을 통해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구체적 공간
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기에 하나의 단일한 공
간성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주체들
의정체성이복수적임을고려한다면, 특정공간의공
간성은 누구의 독해가 우선하느냐를 다투는 권력투
쟁의결과이다.

Harvey와Gibson-Graham을비판적으로통합하기
위해서 후기구조주의의“관계적 공간”을 좀 더 정교
하게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heppard(2002:

140)는 Harvey가강조하는계급과공간의차이에공
간의 관계성을 첨가한다면 젠더와 인종과 같은 다른
가치들에 좀 더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Gibson-Graham 또
한지속가능한대안으로서로칼(local)을만들기위해
서는 지구를 상업화하는 자본의 현실적 힘을 이론적
으로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하면서, ‘관계적
공간’에 대한 이 두 학자간의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
하 다.

8. 결론

이 은 자본주의, 계급, 공간성이라는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한 Harvey와 Gibson-Graham의 인식론
적 차이를 규명함을 통하여 계급정치를 우선시하는
마르크스주의인식론과다양성을강조하는포스트구
조주의 인식론 간의 차이를 밝히고, 이런 차이 속에
서연대가능한지점이무엇인지를밝히고자하 다.

Harvey는 공간을 자본의 순환과정과 연관해 이해
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계급, 젠더, 인종 간“차이”의 의미는 계급이라는 범
주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바깥에 있는 사람 간의“차
이”의 문제이다. 즉 Harvey에게“차이”는 노동계급
이라는 정체성에 동일시된 자와 동일시되지 못한 자
간의문제이다. Harvey는젠더화와인종차별을특정
시공간에서의 계급권력의 또 다른 특정한 형태로 이
해한다. 또한 인종 및 젠더 실천이 계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인종, 젠더, 계급 간연대는이주노동자
및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착취 근절 등 계급의 보편성
을 근거로 연대될 때 효과적이다. 또한 Harvey에게
는“지리적 차이”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
서 지리적 차이는 자본이 공간을 착취하는“불균등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관점 하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보편성으로 연대하는 것이 지
구적자본의연대에맞서는가장효과적인실천적방
법이다.

Gibson-Graham은 자본주의를 담론으로서 이해하
고, 자본주의내에공존하는광범한비자본주의적공
간에주목하고있다. 계급도생산과정과적대에기초
한 단일한 개념이라기 보다는 분배와 교환에 기초한
유동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차이”의 의미는 각 범주들 간의 동일시됨으로
인해잊혀진“차이”가되고, 그러므로범주를만드는
기준의 해체가 주요한 과제가 된다. 즉 계급이라는
범주로 정체성의 동일성을 강조하다 보면, 젠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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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등의 다른 범주는 부차적 지위로 종속되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계급 범주 내에서도 전형적인 백인
정규직의 대기업 노동조합이라는 범주가 전형이 되
면서 계급 내 다양한 여러 지위는 잊혀지는 것이 문
제이다. 그러므로 헤게모니적인 담론을 해체하고 다
양한범주의정체성을가시화하여‘차이”를“타자”로
만들지 않는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실천적결론이다. 
이 두 입장의 차이는 현재로서는 쉽게 극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공히 인정하는 것은 연대에 있
어계급이선험적으로특권적인지위를부여받지않
았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여러
공간적 지점들에 놓여있는 매우 다양한 힘들이 서로
우연적으로접합하고상호작용하면서구성된것이라
면, 연대의현실적가능성과구체적인모습은다양한
장소와 역 및 공간적 스케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연대는 유일한 하나의
대안담론으로존재하지않을것이다.

주

1) 고정자본의 비중이 높은 산업자본가, 전기, 수도, 가스,

전신전화등지역에고정자본을투자한자본가및이산

업노동자, 토지재산소유자, 개발업자, 주택담보대출자

및정부기능대행업체및노동귀족등

2) 예로 미국 내 여러 커뮤니티들에서의 생활임금 쟁취 운

동, 탈산업화된지역에서의주주권리운동, 전미작가노조

와같은자 업자연합, 노동자의기업사들이기, 생활협

동조합활동등,

3) 금융가, 상인, 지주, 광고주, 정부, 자선단체등잉여가치

생산이가능하도록조건을제공한사람들

4) Chora: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만물이 존재하는 순간에

우주를담는그릇이자, 우주를낳는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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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ing “difference” for Space of Hope:
A Comparative Study of Harvey and Gibson-Graham 

on Spatiality of Capitalism

Young-Jin Choi*

Abstract：For a shift to a new paradigm that allows restoring solidarity among class, gender, and
race, it is necessary to closely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Marxist view and poststructuralist
view which provide theoretical basis for labor movement and for feminist movement, respectively.
However, little effort has been devoted to this task. This paper critically compares two best well-
known geographers; Harvey’s class-centered theory and Gibson-Graham’s post-structuralist feminist
approach by focusing on their understandings of “difference”. David Harvey argues that
racial/gender discrimination is another form of class-exploitation and puts priority on the solidarity
based on the commonality of labor. On the contrary Gibson-Graham argues that the privileging of
class above all else marginalizes other political dimension, and proposes the deconstruction of
hegemonic discourse of capit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economies”. Based on the
critical survey of both theories, I propose that understanding the role that spatiality plays in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is the key to compromise two different approaches.

Keywords : Harvey, Gibson-Graham, the concept of difference, solidarity, class, globalization,
community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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