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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지역(local)은 다

른 국가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화의 압

력에 직면해 왔다. 대체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러한 변화의 압력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이고 중층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이며 반

(半)영속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압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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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근래에 들어와서 다양한 변화의 압력을 받아 온 지역사회의 대응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등

장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로컬리티’(locality)의 재구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광주·전남의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리티를 둘러싼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가 지닌 이론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

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리티를 국가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의 영향력과 

로컬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이 생성해 낸 구체적 결과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로컬리티를 ‘글로벌-내

셔널-로컬’이라는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

되는 사회적 구축물로 파악하였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변화, 지역사회,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

Abstract : Regional communities have recently tried to change themselves in order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Giving attention to their strategic responses as well as consequences as a result 
of their countermeasure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process of 
locality reconstruction in a dynamic and comprehensive way. To achieve this purpose, after figuring out 
the previous studies’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limitations, we suggest that locality should be under-
stood as a outcome of the mutual interactions between local, state, and global scale networks. 

Key Words :  socio-economic changes, regional community, locality, reconstruc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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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의 지역사회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

로운 현상으로, 첫째 정치적으로는 산업사회 시기

의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위계적이며 권위적인 관

계의 해체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

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

계적 민감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으며, 셋째 

사회문화적으로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지역사

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생활패턴을 강요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세계사회의 새로운 단위로 등장시키

고 있다. 요컨대 거대한 변화의 압력들은 지역사

회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도전과 시련의 시기

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사

회의 새로운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기회를 뜻하기

도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점은 이러한 변화의 압력에 대

한 지역사회의 대응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결과

로서 등장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재구성 

과정이다. 지역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모든 지역사회는 나름의 정

체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

력에 대해 모든 지역사회가 항상 동일한 내용과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

하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행

위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이슈와 쟁

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변화의 압력을 둘러싼 지역 내 행위자들의 인

식과 행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행위

자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을 주조

해 낸다. 그 결과 지역의 지배적 사회연합의 구성

과 성격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은 상이하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최종적 귀결은 

지역사회의 공간적 재구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간적 재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은 다른 아닌 ‘로컬리

티’(locality)이다. 로컬리티 연구는 장소(place)의 

공간적 특성(spatial properties)이 인간의 행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장소는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거주지이자 사회

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곳인 까닭에 

집단적 차원에서 동일한 장소적 경험은 나름의 정

서적·심리적 유대와 정체성의 생성으로 이어지

며, 로컬 내부의 관계질서를 형성시키고 국가와 

로컬 간의 질서 및 로컬과 로컬 간의 관계 양상을 

제도화하기도 한다.

1980년대 중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로컬리티 연

구는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데 적잖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로컬리티 연구는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혼란

과 불명료성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론적 위

상(일반이론과 사례연구 간의 대립) 등과 관련하

여 적잖은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로컬리티

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의 

압력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변

화의 구체성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장소로 인식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많은 연구

들은 암묵적으로 모든 지역사회가 자율성과 특수

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진화 혹은 수렴해 

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간의 차이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대단히 취약하

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는 로컬리티의 

개념을 매시(Massey, 1993)가 제시한 ‘사회적 관

계망’(nets of social relations)이라는 구성론적 관점

에 입각하여 개념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

험적 연구에 기초한 일반이론의 추구라는 관점에

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로컬리

티를 대내외적 변화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는 집단적 행위체로 그리

고 유동적이며 진화하는 사회적 질서체로 상정하

고 접근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시각은 지역사회

의 상대적 자율성을 전제하기 있기 때문에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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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역사회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게다가 향후 지역사

회의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지역민들의 정책적 노

력과 그 함의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이점을 지

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시키려고 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로컬리티

를 둘러싼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로컬

리티 연구가 지닌 이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뒤이은 제3장에서는 향후 광주·전남 지역을 

사례로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가 지닌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과 분석틀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동시에 본론에서 다

루어진 내용의 이론적 함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

다. 

2. 로컬리티에 관한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

로컬리티 연구는 1980년대 영국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장소의 역할과 공

간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서구학계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경험적 연구를 시도해 왔다. 해

외에서 로컬리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문분야에서 로컬리티

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 오고 있다. 하지

만 그 동안 각 연구자들이 사용해 온 로컬리티의 

개념은 매우 상이하며, 이론적 엄밀성도 결여한 

상태이다. 그 결과 로컬리티 연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크게 미흡하였다.

1) 해외 선행연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로컬리티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영국에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공간적 변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고조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사회는 산

업구조의 변화, 실업률의 증가, 직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요약되는 뚜렷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동은 1980년대에 접어들

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대처리즘’(Thatcher-
ism)으로 표현되는 1979년 이래 보수당 정권의 대

대적인 개혁정치는 영국의 지역사회에 지대한 변

화를 촉발하였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와 고용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

났고, 기존 공업도시 및 산업 지역들은 심각한 경

제적 침체를 겪었다. 이와 달리 첨단산업과 금융 

및 재정, 전문직 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영

국 남동부 지역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들이 나타났으며, 해안지역 등에서는 고급 주택 

및 오피스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들은 학술적인 관심을 끌기

에 충분하였다. 즉 포스트포디즘과 유연적 전문화

의 등장, 신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확대 등에 따

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공간

적 분화과 변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크게 고조

시켰다.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 사회에 등장한 새

로운 변화들, 예를 들어 탈물질주의 문화의 등장, 

계급정책의 급속한 후퇴, 소비사회의 대두 등은 

공간적 차원과는 무관하게 논의되었으며, 지역 차

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물론 이

전에 몇몇 지역에서의 다양한 생활양상의 변화가 

사회이론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무엇을 왜 어

떻게 고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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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제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상황을 체계적

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중요하다는 사

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영국 정부는 경

제사회연구심의회(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를 통하여 ‘도시 및 지역체계 변

화에 관한 연구’(CURS: the Changing Urban and 
Regional System), ‘사회변화와 경제생활에 관한 

연구’(SCEL: Social Change and Economic Life) 그
리고 서섹스(Sussex)대학교의 ‘경제개편 및 사회변

화와 로컬리티’에 관한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 등으

로 구성된 연구를 기획·추진하게 되었다(Duncan 
and Savage, 1981). 이러한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

의 주요 목적은 영국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영국의 각 지역에 나타나

는 변화양상 및 공간적 차이의 특성과 원인 그리

고 결과를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

적 그리고 국지적(지방적) 차원에서 특히 경제 재

구조화(구조조정)의 영향을 탐색하고, 아울러 다

양한 사회 및 정치조직을 통하여 로컬리티의 발전

을 가능케 하거나 제약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역할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Cooke, 1989).
구체적으로 CURS와 SCEL의 연구는 각각 6~7

개의 단위 연구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주제를 선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1) 이들 연구의 조사 대

상은 영국 전역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으로 현저한 변화를 겪었거나 겪고 있던 대표적

인 도시 및 (공업)지역이었다. 첫째, CURS의 연

구는 잉글랜드 전역에서 7개의 지방노동시장을 선

정하여, 각 노동시장지역의 경제적·사회적·정치

적 생활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비록 이 연구

는 각각의 로컬리티가 지닌 부차적인 문제들(예를 

들어 계급구조, 역사적 문화, 성차관계 등)도 주

요 경제·정치 부문과의 연계 하에 검토하였으나

(Pudup, 1988), 외생적이고 구조적 변수를 강조함

으로써 주로 경제 및 노동시장에 관한 조사 분석

이 연구의 중점이 되는 다소 제한적인 것이었다. 

둘째, SCEL의 연구는 CURS의 연구 경향과 유사

하게 로컬리티를 일종의 잔차변인(residual vari-
able)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로

컬리티 연구에 대하여 다소 회의론적(agnostic) 시
각을 보여 주었다. 셋째, 서섹스대학교의 연구는 

CURS와 SCEL의 연구 경향과 달리 외부 변화의 

압력에 따른 지역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상이한 지

역적 공간 속에서 외부의 변화 압력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변동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

가를 고찰하였다(森川 洋, 2004: 168-9).
이처럼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로컬리티 연구

는 영국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사

회변동을 지역 혹은 국지 차원에서 그 실상을 파

악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

다. 하지만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는 아래에서 설

명하는 여러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한계

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본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논제이기도 하다(Danielzyk et al., 

1993; Cloke et al., 1999).
첫째, 로컬리티 개념2)의 모호성이다. 로컬리티

에 관한 연구들은 국지적(지방적) 수준과 그 사이 

그리고 좀 더 큰 스케일(scale)에서 사회경제적 상

호작용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로컬리티의 개

념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로컬리티는 그 개념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다의적이

고 불명료하였다(Cloke et al., 1991: 164). 예를 들

어 학문적 관심사 및 분석 대상에 따라 로컬리티

는 ‘경험의 스케일’(Taylor, 1982) 혹은 ‘지역의 정

치행태’(Agnew, 1987), ‘지역적 계층화의 시스템’

(Urry, 1983), ‘노동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 관한 장

소’(Massey 1984)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 

집단적 정체성의 핵심적 토대’(Cooke, 1985) 등으

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그 결과 당초 연구 의도 

혹은 기대와는 달리 로컬리티 개념은 학자마다 상

이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이미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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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티 개념과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따라서 로컬리티 연구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공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Duncan 
and Savage, 1991).

둘째,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가 지닌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지역 자체의 특수

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론적 편협성(parochial-
ism)이다(Massey, 1993: 144-5). 로컬리티 연구의 

등장은 지나치게 이론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존 

이론적 시각들(예를 들어 수리적 응용과학 및 마

르크스주의)에 대한 학문적 반성 혹은 로컬의 특

수성(specificity)에 대한 이론적 둔감성에 대한 비

판적 시각으로서 등장하였다. 그 결과 로컬리티 

연구는 장소(place)로서의 로컬 그리고 로컬 고유

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편협한 경향성을 띠

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로컬리티 연구

가 ‘개별 장소의 특수성’(uniqueness of individual 
places)이 지역 간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신지역

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의 이론적 전제를 

철저히 신봉한 결과였으며, 이에 따라 로컬리티 

연구는 일반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몰두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Smith, 1987; Cochrane, 1987). 실제로 

경험적 연구들은 로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구

학적 특성에 의존한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를 분

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적 혹은 국제적 층위와의 관계

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로

컬리티 연구는 로컬의 특수성 혹은 우연성을 분석

하는 사례연구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로컬의 특수성과 고유성만을 강조하

게 되고, 로컬의 변화 혹은 변이에 대한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이해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이론적 편협성은 로컬리티 연구

가 방법론적으로 기술(description)에 의존하는 경

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물론 이른바 ‘두터

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론화의 전제 요건

이긴 하지만, 기술 작업이 단순히 현실에 대한 묘

사에 그칠 경우 로컬에서 발생하는 현상 자체가 

갖는 현실적 의의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기도 어렵게 된다(Massey, 1993: 
146-8). 이러한 관점에서 쿡(Cooke, 1990)도 로컬 

안의 행위자 효과(internal agency effects)와 로컬 

밖의 외생적 변수 간의 이론적 개념화 작업의 시

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셋째, 기존 연구는 로컬리티를 정태적이고 수동

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로컬리

티를 주어진 것(所與)으로, 무엇보다도 외부의 변

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실체로 파악하였다. 달

리 표현하면, 기존 로컬리티 연구는 외부적 변화 

및 자극의 결과로 나타나는 로컬의 공간적 변화

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로컬을 일종의 내부적 동

질성을 지닌 것으로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지역 공동체 정도로 간주하

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로컬리티는 내부적

으로 모순과 갈등이 상존하는 역동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

어, 로컬의 내부적 갈등과정과 능동적 대응전략

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소홀히 다루어

졌다. 즉, 개념적으로 로컬리티의 상대적 자율성, 

정책적 선제성 혹은 능동성은 배재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이에 따라 로컬리티는 사회변화 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

되거나 경제적 재편과 그 국지적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한 개념적 틀에 그치게 되었다(Newby, 1986; 
Duncan and Savage, 1989).

2) 국내 관련연구의 검토

국내의 지역연구가 해외의 로컬리티 연구의 직

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비

교적 최근이다. 당초 국내 지역연구는 해외의 연

구동향과는 무관하게 시작되었다. 이는 대체로 두 



425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가지 서로 다른 학문적 경로를 거쳤는데, 그 하나

는 학문 분야별로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

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서울학과 강원학, 제주학, 

인천학, 부산학, 호남학 등 ‘지역학’의 이름 아래 

전개되었다.

먼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지역연구는 연

구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이는 주로 역사학과 

언어학·문학·정치학 등에서 등장하였는데, 역

사학의 경우에는 ‘전국사의 구성단위로서의 지방

사 연구’라는 전통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지역정체

성’ 혹은 ‘일정한 독자성’을 지닌 지방사로 그 분석

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또한 방언 연구를 주요 대

상으로 하는 언어학의 경우에는 연구의 시각이 당

초 ‘특정 지역의 사투리’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 지

역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체계를 가진 언어’ 및 ‘지

역 언어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외부와의 관계’에 대

한 연구로 변용되어 갔다. 문학의 경우에는 ‘중앙

의 눈’이 아닌 ‘지역의 눈’으로 지역문학의 ‘독자적 

담론’을 모색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소수성

과 타자성 그리고 주변성을 비판하고 지역적 담론

의 실천과 대항 그리고 저항이라는 전략적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정치학의 경

우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지역주의적 투

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역사적 경

험과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

종철·최장집 외, 1991; 최영진, 1999).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지구화 현상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도래라는 외적 

요인과 맞물려 이른바 지역학이 활성화되기 시작

하였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서울학’이었다. 서울

학의 경우에는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

학연구소의 출범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울학

은 서울지역의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서울의 도

시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중략)... 서울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문”으로 이해되었으며

(유승희, 2010), 역사학과 지리학·정치학·사회

학·경제학·도시계획학 등의 학제 간 연구형태를 

띄었다(전우용, 2002). 이후 강원학, 제주학, 인천

학, 부산학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호남학 등 특정 

지역의 이름을 딴 지역학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하

였다. ‘강원학’은 강원개발연구원이, ‘제주학’은 제

주도학회가, ‘인천학’은 인천학연구원이 그리고 부

산학은 부산발전연구원과 신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역사를 비롯하여 문화와 지리·경

제·언어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학술적 연구 활동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김영화·김태일, 2012). 
이들 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논제로 설정하였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들 연구는 “모든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전통 지리학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지리·언어 

등에 집중되었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고유성 및 

정체성을 밝혀내는데 집중되었다. 즉, 지역의 특

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학의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 독자적인 이론적 시각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

한 채 자료수집과 사례연구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학교의 한민족문화연구소 

연구팀은 그동안 해외에서 제안·진행되었던 로컬

리티 연구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개념적

으로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로컬의 개념을 자율적

이고 주체적인 개념으로 복원하여 새로운 시각에

서 로컬리티의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하여 지역문제를 진단 처방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천하는 종합학문으로서 이른바 ‘로컬리

톨리지’(localitology)의 정립이라는 야심찬 프로젝

트를 진행시켜 왔다. 

그 첫 번째의 이론적 성과가 “로컬리티, 인문학

의 새로운 지평”(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

소, 2009)과 “탈근대·탈중심의 로컬리티”(부산대

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c)이었다. 전자는 

다양한 로컬리티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한 연구서

로, 로컬리티를 국민국가의 종속적 하위 분석단위

가 아니라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층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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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닌 새로운 분석

단위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비해 후자

는 지구화를 ‘탈근대’와 ‘탈중심’의 공간적 재구성

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보고, 중

앙집권·제도와 통치·포섭과 배제에 기초한 국가

공간과 대비시켜 로컬을 분권과 참여·일상과 거

버넌스·저항정체성과 대안적 가치가 모색되는 선

험적 존재로 간주하고, 로컬리티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요컨대 로컬리티 연구는 국가 

및 자본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와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로컬의 시각에서 자율적 공간 재구성

을 탐색 실천하는 종합학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시각에 기초하여 상기 

연구팀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조사를 진

행시켜 왔다. 첫째, 로컬의 ‘장소성’에 초점을 맞

춘 연구가 있다.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부산대

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b)은 ‘장소성’을 주

제어로 삼아 국가 중심주의적 근대성에 의해 강요

되고 특징 지워진 로컬리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분석한 것으로, 로컬의 장소성은 “담론과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고안물”이며, 그것은 ‘기

억의 정치’ 및 ‘재현의 정치’라는 권력관계가 작동

하는 ‘선택과 배제’의 산물로 파악하였다. 또한 “로

컬의 문화지형”(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a)은 로컬에 새겨진 역사적·문화적 기억과 

흔적에 대한 탐사 및 분석을 통해 로컬은 “정체되

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 삶의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실천적 행동이 중층적으로 접합되는 장”으

로 접근하였다. 나아가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d)은 인간

의 장소경험이 어떻게 로컬 정체성의 형성·변형·

굴절시키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즉 로컬리티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진정한 장소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는 로컬리티는 

인간과 장소 간의 괴리를 초래하여 급격한 정체성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국가-로컬 혹은 중심-주변 관계에서 발

생하는 정치적 갈등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포섭과 저항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2013g)이다. 이는 국가 중심주의에 

의해 배태된 국가(중심)-로컬(주변) 관계에서 기

인하는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섭과 저항’이라는 

역학관계로 분석한다. 또한 “선망과 질시의 로컬

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b)는 

국가와 자본이 ‘선망과 질서’라는 감정 기제를 이

용·유포하여 로컬 사람들의 소외와 배제를 구조

적으로 조성·유지해 왔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로

컬의 일상과 실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

소, 2013a)은 국가와 중심의 시각에서 줄곤 배제

되어 왔던 로컬의 탈중심적 일상에 주목한다. 즉, 

로컬에서 벌어지는 탈중심적 갈등은 단순 반복적

인 것이 아니고, 반복을 통해 나름의 변화와 조직

화에 의거하여 갈수록 더 복잡다단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로컬 형상의 변화 및 재구성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들 연구는 로컬의 

주변성과 타자성을 극복하는 전략적 지점으로서 

대안적 로컬리티 모색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로컬

의 주체화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로컬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 및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차이와 차별의 로

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e)
는 이른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 생성

해 내는 이주(migration)와 이산(diaspora)이라는 

이동성의 가속화가 궁극적으로 로컬 수준에서 성

적·문화적·종족적·인종적 갈등, 나아가 공간적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차별

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시민권의 강화

와 트랜스(trans) 로컬의 연대를 제안한다. 이에 반

해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2013c)은 초국적 이주 및 이동성

은 로컬과 글로벌의 직접적인 대면을 의미하며, 

새로운 형태의 횡단적·혼종적 제도와 정치·사

회·문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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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분석한다. 따라서 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로컬은 정체성과 행위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확립된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이 관통하

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연구가 개항장 및 창조도시에 대

한 사례 분석이다.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

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h)는 

동아시아의 개항장 도시를 대상으로 개항이 로컬

리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즉 타자와의 조우가 불가피한 개항장 도시

는 개항이 로컬리티의 변화와 변모를 추동하는 내

부 및 외부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연구팀은 “창조성과 도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2013f)에서 이른바 창조도시를 지구

화가 초래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변형 및 도시 간

의 경쟁 심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창

조도시의 담론과 문화, 창조도시의 공간질서 그리

고 창조도시 간의 경쟁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의 연구 성과들은 

국내 로컬리티 연구의 활성화와 학문적 체계화에 

지대하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이들 

연구는 로컬리티를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존재로 

그리고 나름의 자율성과 선제성을 지닌 능동적 행

위주체로 상정하고 접근하였다. 이는 영국의 로컬

리티 연구에서 보여 주었던 수동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서의 로컬이 아니라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

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위 주체자로서의 로

컬로 시각을 재조정함으로써 로컬리티 재구성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관찰 및 이론화를 가능케 하

였다.

둘째, 이들 연구는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체

계화는 물론이고 실천 및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로

컬의 근원적 본질과 내재적 가치를 탐구하였다.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가 대체로 로컬의 자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들은 “로컬리티의 인문학”을 모토로 하여 인간생

활의 터전으로서의 로컬의 복원을 위한 ‘대안적 로

컬리티’의 모색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로컬리티 연구를 실천적 학문으

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적잖게 기여하였다. 

셋째, 이들 연구는 ‘탈근대’와 ‘탈중심’이라는 시

각에서 기존 이론적 성과들을 결합시키고 연구의 

소재를 새롭게 발굴하여 연구 대상의 다양화를 꾀

하였다.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가 경치경제학적 관

점에 치중하여 로컬의 정치경제적 변이를 주요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들은 소수성과 타자성·

주변성·차이와 차별·선망과 질시·창조성과 창

조도시·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등 다양한 인문

학적 지점에서 로컬리티를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나름의 이론적 체계와 독자

적인 내용을 갖춘 종합학문으로서 로컬리티학의 

정립에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연

구물들이 여전히 로컬리티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

하는 탐색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들이 지녔던 방법론적 한계

점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시각 및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문

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분석 단위인 로컬의 개념 및 위상에 대한 

모호성이다. 우선 연구팀이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로컬의 단위는 지역·도시·산업단지·시장 및 쇼

핑센터·소규모 마을 공동체·초국적 네트워크 등 

다양하다. 즉, 로컬이 행정단위를 말하는지, 지리

적 경계를 뜻하는지, 의미의 공간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모두 것을 포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로컬의 타자성·소수

성·주변성을 강조함으로써 로컬을 국가나 자본에 

대한 저항의 공간으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로컬이 절대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

어 로컬을 자칫 ‘신성화’하거나 ‘낭만화’시킬 수 있

으며, 국가-로컬 및 자본-로컬 간의 관계를 대립

과 갈등의 관계로 부각시켜 국가-로컬 및 자본-

로컬 간의 타협과 협력의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배

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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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로컬리티에 대한 개념적 상충성이다. 즉, 

로컬리티가 선험적 존재인지 아니면 사회적 구

성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연구팀이 사용하

는 로컬리티의 개념에는 ‘존재론’과 ‘구성론’이 혼

재되어 있다. 존재론적 관점의 로컬리티는 국가

나 글로벌과 대립되는 그리고 국가와 글로벌의 영

향력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선험적 존재로 개

념 정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구성론적 관점의 로

컬리티는 다중적 스케일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

한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미체계로 규정

되고 있다. 또한 존재론적 관점은 로컬리티 연구

의 실천적 함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로컬이 국가

와 자본에 저항하는 단일한 행위주체로 상정되고 

있으며, 구성론적 관점은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체계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로컬을 다층적 맥락에

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행위자들의 집

합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성은 로컬리티 

연구에 있어 적잖은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

다. 

셋째, 체계적이고 동태적인 이론적 분석틀의 미

흡 혹은 부재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로컬리티

의 재구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시된 분석

틀은 ‘부분적’(partial)이거나 ‘정태적’(static)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많은 연구들이 로

컬리티의 재구성을 지구화 및 지구화가 초래한 변

화로 설명하고 있다. 지구화가 중요한 변인인 것

은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로컬리티 

재구성을 촉발하고 강요하는 요인은 한층 더 다양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한 정보사회의 등장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민주사회의 도래 등이 그것

이다. 또한 로컬 외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로컬 내

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도 로컬리티 재구성의 촉발 

변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로컬의 내·외부 변인

들 간의 상호작용이 로컬리티 재구성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로컬리티 연구는 지

구화 이외의 타 외적·내적 요인들과 로컬리티가 

로컬의 현실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변화

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취약하다. 

3. 로컬리티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로컬리티 연구에 있어 가장 긴요한 것은 기존의 

‘로컬리티’라는 용어의 개념적 모호성과 다의성을 

극복하기 위한 재개념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개념적으로 내적 일관성 및 분

석 능력을 장착시키고, 둘째 기존 로컬리티의 개

념이 안고 있는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구체적 현

실분석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고, 셋

째 변화 압력이라는 외생적 변수와 지역 내부의 

내생적 변수 간의 연계성을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향상시키는 분석적 개

념 및 동태적 시각을 개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 로컬리티의 개념 및 위상

로컬리티 개념은 공간결정론(“장소가 차이를 만

든다”)과 구조결정론(“장소는 차이를 만들어 내

지 못한다”)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사고를 조화시

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개념이었다(Savage et al., 

1987; Duncan, 1989; 구동회, 2010: 511).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두 시각을 적절히 

접합시키고 결합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

다. 일부 연구들은 여전히 ‘지역의 고유성’ 및 ‘지

역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소에서 발현되는 

공간적 우연성에 주목하여 로컬의 변이를 파악한

다. 이는 로컬이 지닌 공간적 고유성을 파악한다

는 점에서 적잖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로

컬리티의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인과관계의 분석

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으

로 일부 연구들은 지구화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메

커니즘에 주목하여 ‘탈중심’ 혹은 ‘탈국가’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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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로컬의 변이를 파악한다. 이는 모든 로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에서 로컬 자체가 지닌 고유

성이 경시 혹은 무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론적 관점에서 로컬리티를 ‘장소’

와 ‘관계’가 빚어내는 특정 공간이 지니고 있는 특

성으로 개념 정의한다. 즉, 로컬리티란 삶의 터전

으로서 구체적 공간(local)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의 교차 및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다

(Massey, 1991; Massey, 1993). 다시 말해 로컬리

티는 국가 및 세계체계 내에서 상대적 혹은 관계

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 장소(로컬)의 사회

문화적 인식 및 정치경제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

들은 로컬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

용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Massey, 1993: 149; 박규택, 2009: 119). 
비록 로컬리티가 구체적 공간을 전제하고 있지

만,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구성적 요소를 가정하

는 까닭에 로컬리티를 단순히 지리적 공간의 관

점에서 경계지울 수 없다. 오히려 로컬리티는 스

케일(sca le)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박배

균, 2009; 구동회, 2010). 스케일의 관점에서 로

컬리티는 규모(size)와 층위(hierarchy) 그리고 권

력관계(power relationship)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Herod, 2011; 구동회, 2010: 514-5). 첫째, 규모라

는 공간적 스케일의 차원에서 로컬리티는 국가보

다 작은 규모의 공간 및 장소를 의미한다. 글로벌 

스케일에 비해 국가 단위의 스케일은 작은 것이

며, 국가 단위의 스케일에 비해 로컬 단위의 스케

일은 상당히 작은 것이다. 따라서 로컬리티 연구

는 국가 스케일 아래의 지역과 도시,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3) 

둘째, 층위의 차원에서 로컬리티는 국가보다는 

낮은 층위에 속하며, 국가는 국제사회보다는 낮은 

층위에 속한다. 이는 내용적으로 ‘로컬한 것’(the 

local)을 ‘내셔널한 것’(the national)과 동일하게 취

급할 수 없으며, ‘내셔널한 것’ 역시 ‘글로벌한 것’

(the global)으로 병치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각각의 층위에서 발현되는 변화의 압력이

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수준의 변화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다면, 국가 수준의 변화는 해당 국가

의 지역사회에 국한되는 제한적 특징을 띠며 로컬 

수준의 변화는 해당 지역사회 자체에 국한될 가능

성이 높다.

셋째, 권력관계의 차원에서 로컬리티는 사회문

화적 그리고 정치경제적 진공상태에서 홀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발현되는 힘과 

영향 속에서 존재한다. 힘 혹은 영향력의 관점에

서 로컬리티는 국가 및 글로벌 스케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으나, 로컬에 토대를 

둔 다양한 실천들(예를 들어 풀뿌리 사회운동)은 

종종 국가 혹은 글로벌이라는 상위 층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스케일 간의 권력관계는 일방

적 혹은 수직적인 것이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다중 스케일’(multi-scalar)적 과정으로 이해

된다(황진태·박배균, 2014).
요약하면, 로컬리티는 국가적 그리고 지구적 수

준의 영향력과 로컬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이 생성해 낸 구체적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로컬리티는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다

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

는 사회적 구축물인 것이다.

2) 이론적 분석틀

로컬리티는 광범한 사회적 층위들과 연계를 지

니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재형성해가는 잠정

적이고 유동적인 존재이다(Massey, 1993: 149). 따
라서 로컬리티의 구성 및 재구성은 다중적 스케일

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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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사회구조(localized social structure)이자 로

컬 차원의 사회구조적 이해관계가 제도적 차원으

로 구체화된 로컬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다(Cox 
and Mair, 1989; 1991). 달리 표현하면, 로컬리티

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

자적 차원에서 내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집합적 

행위체이며, 다음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름의 

규범과 권위구조를 지닌 사회관계적 질서체(로컬 

거버넌스)이다. 

이렇게 볼 때,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크게 

다양한 층위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압력과 로컬의 

사회적 관계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로컬 거

버넌스 간의 함수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외부의 

변화 압력에 의해 촉발된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

은 다양한 개별 혹은 집단 행위자들의 복합적 상

호작용을 거치며, 그 결과는 행위자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태도·사회적 관계의 변

화 및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관계적 질서로 구체화

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새로운 역사성(예를 들어 문화·전통·규

범·집단적 정체성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것

을 대체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림 1은 외부

의 변화 압력에 당면하여 지역사회들의 로컬리티

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선 로컬리티를 둘러싼 국가 및 글로벌 스케일

의 영향력 혹은 변화 압력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

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로 변화의 압력은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1970년대 중반 이

후 선진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와 비판운동의 활성화 

및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증가(Nye, 1997) 그
리고 ‘제3의 민주화 물결’(the third wave)로 불리

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

적 민주화 현상은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내부적 변화압력을 낳았다(Huntington, 1991). 국
가는 정책 결정과정의 개방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

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장려해야 할 시대적 압력

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장려해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구

조적 압력에 당면하였다. 이로 인해 나타난 가장 

가시적인 현상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성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화되어 왔

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정치구도는 더욱 더 복잡

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역주

그림 1. 이론적 분석틀: 로컬리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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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지구화 현상의 심화이다. 지구화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사람, 상품, 사고의 교류

가 그 규모 및 속도에 있어 급속도로 증가함을 의

미한다. 지구화는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모

든 행위자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과 질서가 세계시

장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개방 압

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이로 인하여 세계시장

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확보가 지역사회의 중

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다시 지방정부

를 포함한 지역사회 집단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혁신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Nye, 1999: 6-7).
세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등장이다. 정보화의 가속화는 지역민의 시

공간적 개념은 물론이고 생활패턴과 개인 및 집단

의 정체성, 인간의 내면세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관여적 시민’(engaged citizenship) 혹은 ‘모

니터 시민’(monitorial citizenship)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Dalton, 2009; Schudson, 1999). 
이에 따라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적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적 업무에 대한 직접적

인 관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화된 개인

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증가되고 있다(김용철, 

2010). 즉, 정보화 현상의 가속화는 지역사회의 분

권과 자율을 촉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각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화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다원주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성

격을 지닌 것이며, 로컬리티의 전반적 혹은 부분

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모든 로컬리티

가 동일한 압력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컬리티는 일정한 장소

적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경험·문화와 정

체성·고유한 행위규범 및 사회관계가 제도화되고 

내면화된 구체적인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즉, 로컬리티 구성원들은 로컬 특유의 사고와 

행동방식 그리고 정치적 선호를 발전시킨다. 바로 

이 역사성은 지역민의 인식과 행태를 규율하고, 

공동체적 협력행위(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약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정준호, 2009). 
그러나 로컬리티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또한 항상 고정불변으로 남아있는 정태

적인 존재도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실천

적 행동이 접합되고 내외부적으로 소통·교류하

면서 새로운 형태의 로컬리티가 형성되고 재형성

된다. 구체적으로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행위

자 차원에서 구성원의 인식 및 행태적 차원의 재

조정, 행위자 차원의 재조정의 결과(outcome)로
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책적 전망 및 정책 내용의 

출현, 정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출현 그리고 정책적 전망 및 내용을 

매개로 행위자 차원과 거버넌스 차원 간의 끊임없

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수반한다. 

먼저, 행위자 차원에서 변화의 압력은 지역민들

의 가치체계 및 행태의 변화를 자극 촉발한다. 즉, 

변화의 압력은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지역민들 사

이에 상존하는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관계 및 갈등

을 점증적으로 증폭시킨다. 그 결과 민주화와 세

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외적 압력과 로컬의 역사성

이라는 내적 조건 간에 이질적 사고와 인식이 발

생하며, 이는 다원적이며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생

성시킨다. 옛 질서를 유지하고 기존의 사회적 가

치를 보존하려는 집단과 변화의 압력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관례를 모색하

는 집단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로컬리

티 구성원 간에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행위자적 차원에서 사고의 전환을 촉발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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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성원의 인식 및 태도의 전환은 새로운 

정책적 전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야기한다. 그리

고 새로운 정책의 출현은 그에 걸맞은 정책 네트

워크와 의사결정과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다

시 거버넌스 차원의 로컬리티의 변화를 유발한다. 

즉,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가 재정립

되고 정책이슈를 둘러싼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그

리고 사회적 관계질서가 재구성되며, 구성원의 사

회관여 및 정책 활동을 둘러싼 규칙 및 규범 그리

고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의 공식·비공식적 권위

구조가 재정렬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로컬리티의 

속성 변화에 토대를 둔 다양한 실천들은 지역사회

의 상위단위(예를 들어 국가 및 국제사회) 및 수평

단위(예를 들어 타 지역사회)와의 연계관계의 재

조정을 불러온다(Cox and Mair, 1991). 
셋째, 거버넌스 차원의 새로운 로컬리티는 행위

자 차원의 로컬리티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

을 수반한다. 새롭게 재편된 거버넌스 차원의 로

컬리티는 정책적 전망 및 내용을 매개로 새롭게 

형성된 행위자 차원의 로컬리티로부터 수정 및 보

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또 다른 거버넌

스 형태를 지닌 로컬리티가 등장할 수 있다. 즉, 

로컬리티는 정책을 매개로 행위자 차원과 체제적 

차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끊임없이 구

성되고 재구성된다. 

이른바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거버넌스 차원

의 로컬리티 유형은 대체로 그림 2와 같이 네 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Hysing, 2009: 315; 김용철, 

2010: 212-213). 먼저 A(명령과 통제)는 산업사회

의 전형적인 (지방)정부-주민 관계로, 정부가 강

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에 자신의 의지 및 

선호를 강요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B(위임을 통한 

통치)는 공공관리의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정

부가 자신의 공적 기능을 아웃소싱(outsourcing), 
민영화(privatization), 하청(contracting-out) 등의 

전략을 통해 비정부 행위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비정부 행위자들이 정부의 대리인(proxy) 기능을 

수행하는 통치형태이다.

A와 B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엄격히 구분

되는 정부 중심적 통치형태라고 한다면, C와 D는 

주민 중심적 통치형태이다. C(장려와 영향력)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비정부 행위자들의 관리(pri-
vate governing)를 장려하고 가능케 하는 형태로, 

정부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과 실천에 있어 간

접적 조종(steering at a distance) 혹은 시민관여의 

장려자(enabler of civic engagements)의 역할을 담

당한다(Kooiman, 2003: 79; Sirianni, 2008: 제1
장 참조). 즉, 정부는 사적 통치의 제도적 프레임 

및 기본 규칙과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비정부 행위

자들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치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비정부 

행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예를 들어 정책

중재, 정책조정, 정책정당성의 부여)을 발휘하는 

형태이다. 이때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존

중하면서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체를 관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D(정부 없는 

통치)는 비정부 행위자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관리(self-governing)를 위한 사적 규칙과 

규제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형태이다. 이는 비정

부 행위자들이 정부의 권위 및 지도에 저항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여 정부의 개입 능력이 매우 

제한적일 경우에 등장하는 형태이다. 

정리하면,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은 우선 행위

그림 2. 거버넌스(governance) 차원의 로컬리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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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차원의 인식 및 태도의 재조정을 수반하고, 다

음으로 구성원들의 인식 및 행태의 변화는 정책적 

전망과 정책내용의 변환을 동반하며, 이어서 정책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네트워크 및 의사결

정과정(거버넌스)을 생성한다. 그리고 넷째 행위

자 차원의 로컬리티와 거버넌스 차원의 로컬리티

는 정책적 효율성과 정책결과를 매개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로컬리티의 진화 및 변동이라는 

순환과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전통과 규

범, 문화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을 생성시켜 로컬 

수준의 새로운 역사성을 부여하며 로컬의 역사성

은 다시 행위자 및 거버넌스 차원의 재구성을 촉

진 혹은 제약한다. 

4. 결론: 요약 및 함의 

이 글은 근래에 들어와서 다양한 변화의 압력

을 받아 온 지역사회의 대응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지역사회의 변동 및 재구

성 과정을 ‘로컬리티’(locality)의 재구성 과정이라

는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

역사회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로컬리티 개념을 원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로컬리티의 변동 혹은 재구성에 대

해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리티

를 둘러싼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

고, 기존 연구가 지닌 이론적 문제점을 검토하면

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적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로컬리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에 대

한 관심을 촉발시켜 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

하는데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컬리티 개념

을 둘러싼 혼돈 및 불명확성 그리고 방법론적 관

점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초기 연

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의 압력이 수동적

으로 수용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변화의 구체성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모든 

지역사회가 그 자율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고 하나

의 방향으로 진화 혹은 수렴해 가는 것으로 가정

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간의 차이를 설명하

는데 대단히 취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로컬리티’라는 용어

의 개념적 모호성과 다의성을 극복하기 위한 재개

념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향후 로컬리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을 탐색하였다. 우

선, 로컬리티는 국가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의 영

향력과 로컬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

이 생성해 낸 구체적 결과물로 규정하고, 로컬리

티는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다중적 스케일

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

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구축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로컬리티는 광범한 사회적 층위들과의 

연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및 재형성

해가는 잠정적이고 유동적 존재로, 로컬리티의 구

성 및 재구성은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

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조

이자 로컬 차원의 사회구조적 이해관계가 제도적 

차원으로 구체화된 로컬 거버넌스로 파악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로컬리티는 두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행위자적 차원에서 내외부의 변화에 대응

하는 집합적 행위체이며,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

름의 규범과 권위구조를 지닌 사회 관계적 질서체

(로컬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로컬

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크게 다양한 층위에서 발현

되는 구조적 압력과 로컬의 사회적 관계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로컬 거버넌스 간의 함수로 파

악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의 변화 압력에 의해 

촉발된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다양한 개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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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 행위자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그 결과는 행위자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 태도, 사회적 관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차원

의 사회관계적 질서로 구체화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궁극적으로 로컬에 새로운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대체시키는 역동적 과

정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컬리티에 관한 재개

념화에서 출발하여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에 대

한 이론적 틀의 모색으로, 그 동안 로컬리티의 지

속과 변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보여준 로컬리티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고, 아울러 로컬리티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서 어떤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이러한 개념과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외부의 변화압력에 따른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 

재구성 과정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례 분석을 진행할 것

이며, 동시에 이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로

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시

도할 것이다.

주

1) 이들 연구 프로젝트는 모두 완료되어 결과 보고서가 출간

되었다(예를 들어 Cooke, 1989; Harloe et al., 1990).
2) ‘로컬리티’라는 용어는 영국의 사회학자 어리(Urry)가 학술

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컬리티 연구

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기든스(Giddens)는 이와 달리 지역

사회 혹은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는 ‘로케일’(locale)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기본적으로 스케일의 관점에서 로컬리티를 이해한다는 것

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면 국가 단위가 로컬일 수 있고, 

국가 단위에서는 지역 단위가 로컬일 수 있다. 즉 로컬의 

단위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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