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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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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연구는 불확실
성의 시대, 인간-생명-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 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규범에 기초하여 도시와 지역을 계획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첫 단계로 무엇
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이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
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의 시각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머니즘 계
획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일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다.
주요어: 코로나19, 휴머니즘 계획, 공감, 역량접근법, 마사 누스바움, 포스트휴먼

Abstract: COVID-19 is wreaking havoc on a grand scale while causing us great confusion. Due to this
unpredictable situation, we are concerned with public health,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s well as the
great transformation of human civilization. Among the various discussions, this study asks question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context of the era of uncertainty and the posthuman era in which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ical systems are combined with human life. How can we plan our
cities and regions in the future, that is to say, what is the normative basis of our planning? And what can
we consider as the first step in concrete practice?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hilosophical review of Martha Nussbaum’s compassion and capabilities approach. In line with her
perspective, by introducing the humanist planning that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academic field, we
could depict our cities of tomorrow that we should pursue in post-COVID-19 era.
Key Words : COVID-19, humanist planning, compassion, capabilities approach, Martha Nussbaum, post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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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의 ‘인간에 대한 인식의 재고찰’을 통해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성과 합리성에만 집중했던 도시계획의 관
심을 인간에 대한 공감으로 전환하여 향후 도시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

의 공감, 그리고 사회발전 및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하고 있다. 지금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인류에 경고된 것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개인의 역량 개발을 강조한

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이론을 살

못한 것들도 있다. 이제껏 도시의 미덕으로 칭송했던 발

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연결하여 휴머니즘 계획을

달된 대중교통, 활성화된 커뮤니티, 다양한 문화 등은

고찰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논

이제 팬데믹(pandemic)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부정적인

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인식된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확
진자 수를 집계하고 빅데이터에 의존해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봉쇄와 격리, 거리두기
와 같은 물리적 형태의 배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질병을

2. 불확실성을 마주한 도시계획

구축(驅逐)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가, 어느덧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로 변질되는 것도 현실이다. 한 예로 전 세계적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도시계획이 나아갈 길에 대한

으로 만연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고민은 전혀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도시 공간의 불확실

(xenophobia)의 심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

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이래 대도시의 다원적

는 이태원·대구와 같은 공간적 속성, 성소수자·신천지와

특성 및 사회 집단 간 차이의 증가 등을 통해 언급되어

같은 사회적 속성에 대해 비정상의 낙인을 찍고 이들에게

왔다(Jon, 2020). 소자(Soja, 1997)와 샌더콕(Sandercock,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8a)은 오랜 기간 보편적 진리로 인식해온 모더니즘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에 대해 어느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연성(reflexibility)’과 ‘개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방성(openness)’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계획은 무엇에

이러한 해결책들이 남용될 경우,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기반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답하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이러한

는 것이다. 그간 도시계획은 ‘합리성’의 강조를 통해 경제

논의에 대해 알멘딩어(Allmendinger, 2001)는, 이들

적 계산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왔으

이 모더니즘적 접근을 거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

며, 인간의 감정은 이성과 대치되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적 방향에 가까운 특정 목표(예를 들어 사회적 평등

간주하여 계획의 영역에서 배제해왔다. 그러나 계획은,

(social equality))에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등 논리적

정확한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전부

모순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삼은 계

가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결정을 최대로 모아 바람직

획은, 하버마스(Habermas, J.)의 시각에 근거하여 의사

한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공정한 과정에서 계획의 합리성을 찾는 의사소통

활동 전체를 포함한다(Friedmann, 1987).

계획(communicative planning)이다(Forest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도시를 구상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그

2006; Healey, 2003 [1996]).
의사소통 계획이 주류 계획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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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계획학자들은 불확실성 자체를 강조한 계획

이며, 이는 휴머니즘이 핵심이 되던 근대에 대한 도전이

(planning for uncertainty)을 논의하였다. 힐리어

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신상규, 2020: 14-15).2)

(Hillier, 2008; 2011)는, 오늘날 역동적인 복잡성과 우

근대 사상의 기초는 정신-물질, 생명-기계, 자연-과

연성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학(인공)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계획은 고정(fixing)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은 역사의 주체로 정의되었고,

성에 열려있는 전략적 활동이라고 본다. 나이세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자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1)

(Nyseth, 2012) 역시 유연적 계획(fluid planning) 이

그 존재가 결정되는 객체로 대상화되어 왔다. 다시 말해

라는 개념을 통하여 공간계획의 유동성을 강조한다.

지배와 권력의 근거를 ‘생각하는 능력’의 소유 여부에

불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 모더니즘 계획

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더 이상

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전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

(Jon, 2020: 150-151)은 계획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서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그 삶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입장들이 초래할 문제에 대해 경고한다. 아래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Pepperell, 2003). 이에 따라 우

부터의(bottom-up) 계획을 강조하는 경우에 계획가의

리는 “인간과 기계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가? 마음과

역할은, 사안을 외부에서만 보면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물질은 전적으로 서로 다른 것인가? 자연과 인공을 나누

결과를 ‘따르는’ 것에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구분인가?”(신상규, 2020:

집단 이기주의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20)와 같이 자문할 수 있다.

므로, 계획가 스스로 ‘규범’적 관점을 확고하게 갖추어야

탈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담론은, 과학기술의 영향력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획가는 합의 과정 중에 계속

을 경제성장의 문제에만 연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인

해서 공공가치나 사회정의와 일치하는지 자문(自問)하

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 조건이나 구조를 새롭

고, 그 윤리적 가치와 계획과정이 상충한다면 어떤 이해

게 상상하는 인문학적 문제’이다. 인간-생명-기술이 만

당사자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들어내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다양한 상황의 가능성을 열어

우리가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는 개방성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

주의할 점은, 근대적 이분법에 따른 시각이 아닌 “새로운

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상상과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어휘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는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사유를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신상규, 2020: 21) “결국

통해 계획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의 원칙은 ‘고정’할

앞으로의 포스트휴먼을 상상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적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치관과 실천적 방향성을 제안하여 새로운 삶과 관계의

그런데 계획이 기초할 철학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오

방식을 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신상규, 2020: 23)

늘날의 포스트휴먼 담론을 만나 더욱 복잡해진다. ‘포스

이렇듯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만을 위한

트’는, 탈근대주의나 탈식민주의와 같은 ‘탈(脫)’의 의미

(anthropocene) 계획이 아닌, ‘인간-비인간을 아우르

로 사용되며, 포스트휴먼이란 ‘인간을 넘어서는 것’, 더

는, 인간을 위한 계획’을 새롭게 쓰는 것이 포스트휴먼이

나아가 ‘인간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 혹은 그것에 입각

며, 이는 새로운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기획(planning)

한 기존의 세계관이나 삶의 형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포스트휴먼은, ‘인간 아닌 것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지구적

(non-human being)’ 혹은 ‘비인간(inhuman)’과의 대

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찾기 위하여 철학자

비를 통해 ‘인간’을 정의하던 기존 휴머니즘에 대한 도전

누스바움의 논의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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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바움의 혐오에 대한 비판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안에 유대인들을 배설물과 함께 두고 뒤엉키게 방치함으

논의, 그리고 인간 존엄의 사상에 기초한 발전이론으로

로써, 그들을 쉽게 동물 취급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

서의 역량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의 내용을 고

시켰다. 다시 말해 수렁, 진창, 늪, 홍수, 악취 등에 대한

찰할 것이다. 이어서 그 철학적 논의들이 앞으로의 도시

혐오감을 “유대인, 여성들, 동성애자들, 불가촉천민들,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가능

하층 계급” 등의 소수자 집단에 투사해 자신들의 잔학

성을 휴머니즘 계획을 통해 찾을 것이다.

행위를 정당화했다(Nussbaum, 2001: 632-635;
Nussbaum, 2004: 202-207). 그러나 우리가 접촉하
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한 오염물질들은 모든 유기체의

3. 마사 누스바움의 철학적 논의:
공감과 역량의 계발

생명 활동과 연결되는 것이며, 어느 인간도 불결함, 냄
새, 부패 등과 멀리 떨어질 수는 없으므로, 결국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오염원 혹은 전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신은화, 2017: 198). 그러므로 혐오 안

1) 혐오의 비판과 공감의 제고

에는 인간의 자기부정적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 역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먼저 누스바움이 인간 감정의 (비)합리성에 대해 논의

못하고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

한 ｢혐오와 수치심｣을 통해 혐오와 공감에 대해 살펴보겠

안에 있는 인간성에 대한 불관용’(Nussbaum, 2001:

다. 혐오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것을 공포, 불결함

636), “자기기만”이며 “헛된 열망”(Nussbaum, 2004: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이다. 누스바움은 혐오를 ‘어

192)이다.

떤 대상에 대하여 그(것)는 어떠할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나의 완벽함 대(對) 타자의 열등함의 맹목적 믿음은,

특정 감정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Nussbaum,

단지 “추정적인 판단”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감정이다

2004: 159-160). 즉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Nussbaum, 2004: 193). 이러한 비합리적인 혐오의

혐오는, 대상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관련된다. 그렇게

정반대에 위치한 감정이 바로 ‘공감’(연민, compassion,

믿는 방식에 대해, 누스바움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

fellow-feeling)이다.3) 공감은 “우리의 상상을 타자들

존하기 위해 오염물질 및 부패 과정을 혐오하는 방식을

의 선(善)과 연결시키고 타자들을 우리의 집중적 배려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오염물질에 대한 혐오는, 동물성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종종 의지하는 감정”(Nussbaum,

을 연상시키는 것들, 예를 들면 신체의 점액, 배설물,

2001: 47)으로, 인간 삶의 불행인 죽음, 부상, 사랑하는

체취 등이 불결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오염

사람을 잃음, 시민권의 상실, 굶주림, 가난 등 “모든 인간

시킬 수 있으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존재의 공통 운명”(Nussbaum, 2001: 624)에 반응하는

따라서 이를 접했을 때 구토, 소름, 경악 등의 거부감을

감정이며, 그와 같은 고통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보인다(Nussbaum, 2004: 169-170). 또한 부패 과정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Nussbaum, 2001:

‘죽음’의 이미지에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혐오는 생명

552-556).

위협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며, 따라서

공감은 인간에 대한 사고과정과 깊게 연계되어 있다는

일부 유익한 감정이 작동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점에서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Nussbaum,

그럼에도 누스바움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예시로 들며

1995). 이는 인간이 모두 ‘취약한 존재’라고 인지하고

혐오의 해악에 대하여 역설한다.

이를 통해 공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4) 타자를

나치 시절 테벨라이트의 의용군 장교들은 이송 열차

바라보고 있는 나 역시 타자와 같이 취약한 존재라는 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휴머니즘 시각의 재고

식은, 사회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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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다음에 살펴볼 역량접근법이다.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유사성을 찾게 하며, 이 과정에서
나는 공감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공통된 취약성을 나

2) 역량의 개발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의 특성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
의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누스바움은 ｢역량의 창조 Creating Capabilities｣를

(Nussbaum, 2001: 731).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느끼

통하여 기존 발전경제학의 지배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던 혐오의 감정은 사라지고 ‘분별 있는 관찰자’의 시각으

GDP접근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인간존엄의 사상을 기

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반으로 한 역량접근법을 발전경제학 및 공공정책에 적용

5)

서, 공감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7) 역량접근법

더 나아가 누스바움은, 공감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은, 재원이 개인의 잠재력이나 성취에 대한 유일한 결정

상호 의지하며 형성한 유대의식을 통해 사회체계가 안정

요인은 아니며, 높은 총소득 척도는 상당한 불평등을 은

된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폐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Nussbaum, 2011),

것은 “동료 시민에 대한 폭넓은 공감(연민)”(Nussbaum,

결국 경제 발전은 그 자체가 최종목표가 아니라 포괄적인

2001: 637)으로 연결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위계 구조

번영을 위한 중간 목표(Sen, 1990: 41-42)로 간주되어

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된다(이선, 2018: 31). 이 대목에

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역량접근법은 인간의 웰빙

서 누스바움은 루소의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시민 사

(well-being)에 대한 논의를 경제적 지표에만 국한하여

회의 모든 구별이 사라져 버린다”는 구절을 인용한다

인간을 계량적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Nussbaum, 2001: 625). 결국 공감을 기반으로 윤리적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다시 말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은 이미 선(善)을

인간의 자유로서의 역량 및 인간에 대한 존엄의 제고를

내포한 도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공감

통하여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시각이다.

이야말로 공적(公的) 영역에서 가장 제고되어야 할 능력

누스바움은 역량(capabilities)을 ‘이 사람은 무엇을

이다. 이러한 이유로 누스바움은 법, 도시계획, 사회정책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정의

등을 다루는 자들은 반드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

한다(Nussbaum, 2011: 35).8)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설하면서, 공감 능력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법학전문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역량의 개념은, 인간의 적극적

학원이나 계획학과의 교육 과정에 ‘소설 읽고 토론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의 실현은 역량의 실질적 보장 안

기’ 수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Nussbaum,

에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 인간의 (잠재

6)

1995).

적) 가능성이 고려되면서 건강, 신체보전, 교육, 환경

사회구성원의 인격을 훼손하는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등이 국가에 의해 적절히 보장될 때 자유를 말할 수 있으

떠올려보자. 자신은 순수하고 우월하다는 맹목적 믿음

며,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개발

은, 사회 내 자유로운 비판 및 합리적 소통에 위협적이며,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 및 역량의

내 의지에 따라 타자를 굴복시키려는 욕구와 결합하기

개발과 번영은 ‘인간으로 산다’, ‘인간으로 되어 간다’라

쉬우므로, 폭력 정당화에 활용될 수 있다. 결국 모두 취약

는 목적론적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상황이 가능할 때

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각 개인에게 필요한 기본적 재화

각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달시켜 행복한 삶을

가 갖춰지고 이를 제대로 분배할 수 있다면, 공감을 기반

살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와

으로 하여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공공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역량의 보장에 실패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사회발전 이론으로 제시한

한 사회는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 차별, 소외 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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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하게 된다(Nussbaum, 2011: 33-34).

주체가 아닌 엄연한 능동적 행위 주체라는 시각을 통하

누스바움은 개인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핵심적인

여,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옳을 때

역량을 (1)생명(life), (2)신체건강(bodily health), (3)

에만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신체보전(bodily integrity), (4)감각·상상·사고(senses,

(Nussbaum, 2011: 186-189). 인간 이외의 종의 권리를

imagination, and thought), (5)감정(emotions), (6)

고려한 누스바움의 논의는 존 롤스(John Rawls)의 사회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7)관계(affiliation), (8)

정의론에서는 다루지 못한 쟁점으로, 인간역량을 최우선

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 (9)놀이(play), (10)환

으로 고려해야 하나 인간너머의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를

경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의 10가지로

무시하면 안 되며, 결국 “계(종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정리해 설명한다.9) 이는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 증진 그 자체가 역량접근법의 목적”이라고 본 점에

요소들로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되었는가를 측

서 보다 확장된 사회정의 개념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정한 국가라면

(Nussbaum, 2011: 186).

헌법을 통해 이 핵심역량들을 기본권 조항에서 구체화하

결론적으로 누스바움은 인간에 관련한 다양한 관점들

여 반드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Nussbaum, 2011:

을 포용하며, 특히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경제적

85). 다시 말해 이 핵심역량은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정의의

권리에서 사회적·문화적 권리로까지 넓혀 이를 사회발전

최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향점을 규정하는 데

누스바움의 10대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있어 무엇보다 인간 개인에 대한 고려가 가장 근본이 되

주로 품위 있고(decent)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역량으

어야 한다는 사상을 강하게 주지시킨다. 더구나 자기중

로서의 감정(emotions), 특히 공감에 주목한다. 주변 사

심적 비합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

람이나 사물, 동식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한 감정을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생성한다는 시각을 통해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역량의 중요한 요소이

제대로 된 공감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하리라

며, 감각기관을 활용한 상상·사고·추론할 줄 아는 역량

고 기대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역시 교육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통해 공동체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과정을 설명한 누스

이러한 감정에 대한 고려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바움의 논의를 배경으로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사회정의

는 우리 사회의 도시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는 ‘고통을 느끼는 지각 능력’과 그러한 지각에 따라 ‘생

있을까에 대하여 최근 논의된 ‘휴머니즘 계획’을 살펴보

존을 위해 노력’하는 역량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다시

고자 한다.

말해 나와 타자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간 삶
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데 대한 합리적 감정, 즉 공감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강한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누스바움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어떠한 존재라는
방식으로 규범을 도출하기보다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휴머니즘
계획 이론과 실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적절한 여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 데서 사회발전과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김연미,

1) 휴머니즘 계획이론의 특성

2019: 77). 특별히 인간 및 인간 이외의 종의 권리에
관하여, ‘지각 있는 모든 존재는 정의에 바탕을 둔 권리’

앞서 고찰한 개인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고려, 포스트

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도 쾌락과 고통의 수동적 수용

휴먼 시대의 도래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해 새롭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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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

으며(Jacobs, 1992), 마샬 버먼(Marshall Berman)은

한 점에서 최근 인간에 대한 재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모더니티가 낳은 도시인의 소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

이를 계획이론으로 체계화한 휴머니즘 계획(humanist

랑, 창조성 등의 역량을 강조하였다(Merrifield, 2002).

planning)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휴머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도시에서 우선하여 바라볼 특성은

니즘 계획에서 지칭하는 ‘휴머니즘’은, 근대적 이원론에

인간 그 자체라고 본 것이다.

따른 인간중심적 시각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이들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면서 최근 논의된 휴머니즘

까지 전개된 인간만을 위한 시각에 대한 반성이며, ‘인간-

계획은, 오늘날의 휴머니즘이 주목하는 공정성(equity)

비인간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인간을

과 사회정의 등을 계획의 규범적 근거로 수용하고 이에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따른 이론과 실천을 구성한다. 그러한 예시로서 굿과 동

의미에서 휴머니즘 계획은 앞서 고찰한 포스트휴먼 담론

료들(Good et al., 2017)의 논의를 볼 수 있다. 이들은

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간 계획학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누스바움의 역량

휴머니즘 계획은 아직은 그 자체로서 계획 영역에 확
10)

접근 및 실용주의 철학, 휴머니스트 맑시즘 등의 이론을

새로운 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론적 시

획이라기보다는, 그간의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적 계획

각을 기존 의사소통 계획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휴머니즘

의 한계를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한

가치를 실현하는 계획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 다른 예

가치를 계획의 규범적 기초로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시로 우메모토(Umemoto, 2017)의 논의는, 굿과 동료들

수 있다. 경제적·정치적으로 불균형한 신자유주의 시대

의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체계화된 모습을

에서 계획이론과 실천을 탐구하는 계획학자 및 계획가들

보여준다. 그는 개인의 존엄(dignity)과 집단적 웰빙 사

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상에 따라 계획

상에 기초하여 휴머니즘 계획이 따라야 할 규범적 근간,

고하게 자리 잡은 이론이라고 하긴 어렵다.

(planning as of people mattered)’하기 어려웠으며

즉 계획의 원칙을 제시하고, 휴머니즘 계획이론의 특성

신자유주의적 내러티브에 대항하는데도 실패해왔다

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에 향후 도시계획

(Umemoto, 2017: 298). 그런데 이러한 모더니즘과 신

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확장해나갈 휴머니즘 계획

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을 비판하고, 인

의 시작점으로서, 우메모토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계획가

먼저 휴머니즘 계획이 따라야 할 원칙을 열거해보면 다음

들은 이미 존재해왔다(Good et al., 2017: 294). 예를

<표 1>과 같다.

들어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는, 도시연구에서

<표 1>의 원칙들은 앞선 장에서 살펴본 누스바움의

중요한 것은, 인구를 코딩해 연구하는 등 기술적 전문지

공감 및 개인 역량에 대한 논의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

식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참여적 서베이를 통

이를 서술하면,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강조(①),

해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돌아보고 통제할 수 있는 방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개인과 사회 발전의 (잠재적)

법을 찾아줌으로써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가능성으로서의 역량으로 인식한 점(②), 차이에 대한

보았다(Hall, 1988: 188-193). 또한 루이스 멈포드

포용적 입장 및 나와 타자와의 공감을 통한 상호의존의

(Lewis Mumford)는 자본의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아니

사회(③), 역량접근법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라, 문화적 표현을 위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중

경제발전에 대한 정량적 인식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요성을 강조했다(Mumford, 2011). 제인 제이콥스(Jane

고려를 강조한 점(④), 혐오와 같은 잔인성을 배제하고,

Jacobs)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근린

사회구성원 간 상호 취약함에 대한 공감에 기반을 둔 사

(neighborhood)의 역할과 인구의 다양성이라고 주장했

회정의의 실현(⑤),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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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표 1. 휴머니즘 계획의 원칙 - 규범적 기초
① 개개인은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통한 창의적인
재능과 욕구를 장려
②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③ 차이(differences)를 평화롭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누리는(celebrated) 사회에서, 개인
들이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통해 결합
④ 모두를 위한 웰빙을 증가시키고, 빈곤과 고난을 최소화하며, 인간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시
스템
⑤ 상호 잔인함(cruelty)이 없는, 돌봄(care)과 관심(concern)의 사회. 취약한 자들을 위한 적절한 안전망(safety nets)
을 통해 개인의 개선(betterment)에 이바지하는 사회
⑥ 생태계 파괴, 인종차별, 인권 침해, 세계 빈곤, 커뮤니케이션 검열, 핵 확산, 극심한 부의 불균형 등과 같
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출처: Umemoto(2017: 299)

표 2. 휴머니즘 계획이론 - 원칙에 기초한 체계화

1

권력의
균등화
(equalizing
power)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진보적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계획학자들은 공익을 탐구하면서, 현재 도시계획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계획가들과 함께 권력 집단에 진실을 말하고, 심의 중인 계획을 통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voices)를 높일 수 있도록 폭넓게 노력해야 한다.

2

옹호계획(advocacy planning)은 1960년대 사회운동으로 간주되어 왔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옹호의 역할
크게 활용되지 못했다. 계획가들은 웰빙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효과적인 계획 방법을 찾아
(advocacy
야 한다. 그 예로 최근 확산된 대규모 사회운동들(환경운동, 사회정의운동 등)과 연계를 통
role)
해, 휴머니즘적·생물중심적(biocentric) 계획 담론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인간 지향
(people
orientation)

그간 계획이 고려하던 경제적 영향력보다는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력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문화·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계획은 모든 인간-인간 이외 존재-자연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더 깊은 사회 문화를 성
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4

역량접근법
(capabilities
approach)

누스바움과 센(Sen, A.)의 역량접근법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기존 커뮤니티 계획은 이미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
는 권능화(empowerment) 수단이었다. 이에 모든 개인을 목적론적으로 바라보고 그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는 역량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커뮤니티 계획은 보다 건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healthy, just, and equitable futures)를 실현할 수 있다.

5

체계변화
(systems
change)

계획가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체계 및 관료문화에 의해 통제되므로, 현실적으로는 휴머니즘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휴머니즘 계획이 직면한 과제는 정부조직이 ‘사람
에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다. 인간 존엄 사상에 기반을
둔 경제 및 사회 체계를 만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계획가와 계획학자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6

기존 의사소통 계획(communicative planning)은 휴머니즘을 경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참여
포용적 과정
의 유형을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에 포용의
(inclusive
윤리를 함양하는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 돌봄(care) 및 배려(concern)를 강화할 수
processes)
있다.

출처: Umemoto(2017: 300-301)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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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환경으로 인식의 범위를 넓혀, 미래의 전 지구적

첫째, 기존의 서구 사회과학의 한계는 계몽주의로 인

문제를 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⑥)로 정리할

하여 이성과 감정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이성에 대한 탐구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원칙을 도시 및 지역

에만 제한되어 왔다는 것이다(Shilling, 2002). 이에 대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이러

한 학문적 성찰로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성-감정

한 규범에 기초한 계획이론으로 보다 체계화된 논의를

의 이분법적 구분을 재고하는 사회과학의 감정적 전환이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표 2>에서 휴머니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Barbalet, 2002), 유독 계획학은 그

론을 살펴보겠다.

근원을 ‘합리성(rationality)’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여

<표 2>를 통해 살펴본 우메모토의 휴머니즘 계획을,

전히 감정을 학문적 영역에서 배제해야 할 비합리적인

계획의 특성인 (1)목표지향성, (2)합리성, (3)의사결정활

것으로 간주해왔다(Baum, 2015). 그럼에도 완전히 합

동, (4)통제성, (5)적응적 활동, (6)미래지향성(Reade,

리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계획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비판

1983: 163-168; Wildavsky, 1973: 127-153)에 따라

(Banfield, 1961; Lindblom, 1959; Rittel & Webber,

정리하면, ‘(1)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역량을 개발

1973), 공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계획하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역량접근법을 강조하고 이를 커뮤

는 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신경생리학 연구 결과

니티 계획(community-based planning)에 연계함으

(Damasio, 2003), 공감·애착·사랑 등 특정 감정이 계획

로써 시민의 권능화를 더욱 강화하고 (2)합리적 감정인

과정에 미친다는 최근 연구들(Bush & Folger, 2005;

공감을 기초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3)기존

Lyles et al., 2017; Poter et al., 2012) 등은, 계획에

의사소통 계획(communicative planning)과 연계하여

대한 감정의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포용적인 상호이해를 통해 당면

가능성을 수용·연계하여 계획이론의 발전을 모색할 수

한 문제를 해결하고 (4)휴머니즘을 계획의 규범적 기초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이성의 균형

고정하여 이를 따르면서도, (5)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

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감’에 기초한 휴머니즘 계획은,

해서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6)보다

합리성이라는 계획의 핵심적 속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인식의 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하

도, 도구적 합리성이 강조된 계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는 활동’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결국 휴머니즘 계획은,

한계를 완화한다. 다시 말해 근대 이성-감정의 이원론에

근대적 시각을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

서 벗어나 계획의 감정적 전환을 통한 다양한 발전을 시도

힌 새로운 휴머니즘에 철학적 기반을 두면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박혜정, 2019), 휴

계획, 의사소통 계획, 옹호 계획 등 다양한 기존 계획이

머니즘 계획은 우리가 깊이 탐구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론들과 연계를 통하여 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한 이

둘째, 휴머니즘 계획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론으로 볼 수 있다.

고려한 가운데 사회변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보
인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사회

2) 계획이론적 함의와 실천 가능성

구조를 개혁하려는 초기 시도는 옹호계획을 통해 찾을
수 있으나, 이는 관료제 범주 내 계획가들의 엘리트 중심

휴머니즘 계획의 탐구와 실천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

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전상인, 2007: 10).

는, 공감의 고려를 통한 계획 영역의 외연 확장, 계획

반면 계획가와 시민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한

환경을 고려한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 실천

아래로부터의 계획과정에 초점을 맞춘 급진계획(radical

의 노력, 인간지향적 계획의 재정의의 세 가지를 들 수

planning)에서, 계획가의 역할은 불평등의 구조적 변

있다. 이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혁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의 모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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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권능화하는(empower)

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의 ‘휴머니즘에 대한 성

것이다(Sandercock, 1998b).

찰과 재정의’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비인간을 아우르

그런데 기존 권력인 ‘국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는 새로운 인간을 위한 계획’인 휴머니즘 계획은, ‘근대적

서 급진적이고 반란적 계획(insurgent planning)을 추

이분법에 기초한 인간 중심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이론

구한다는 점은, 오늘날 계획 패러다임과 비교해볼 때 다

적 가치관과 실천적 방향성을 제안해 새로운 삶과 관계의

소 설명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도시개발의 주체

방식을 발명’이라는 ‘포스트휴먼’(신상규, 2020: 21)의

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

담론과도 일치하며,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기획

며, 특히 민간부문·비정부기구·커뮤니티 등의 거버넌스

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를 형성하여 이들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

다만 휴머니즘 계획은, 아직 이론적으로 구조화하는

고 있기 때문이다(Burgess et al., 1997). 물론 근대 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또는

획이 생산하는 인종·계급·젠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계획의 경험적 사례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국가가 추진

운데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는 모든 계획에서 모더니즘의 문제가 강력하게 나타난

연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도시계획학과 전공 수업에서

다고 보긴 어렵다(Shatkin, 2002). 결국 오늘날의 사회

의 공감 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Baum,

변혁적 계획은, 역량이 강화된 시민에 의한 계획의 형태

2017). 이는 계량적 연구에 집중하는 계획학과의 수업에

를 취해야 하겠으나, 이는 기존 옹호계획이나 급진계획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소설 읽기를 적극적으로 도입

과는 구분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불리

하라는 누스바움의 시각(Nussbaum, 1995)과 일치한

한 입장에 선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력의 균등화를

다. 인간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1) 다양한

지향하면서, 역량접근법에 기초한 커뮤니티 계획의 강

등장인물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스토리 읽기’, (2) 등장

화, 그리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 지구적 사회운동과의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하여 꼼꼼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휴머니즘 계획은, 현재

하게 ‘비평하기’, (3) 1인칭,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동원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의 연계를 통해 사회를 변혁

시점 등의 다양한 관점을 시도하면서 ‘스토리 쓰기’의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과정을 연계하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학

셋째, 계획의 초점을 인간 외 존재 및 자연으로까지

생들은 자신과 정체성이 다른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하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볼 때, 휴머니즘 계획은 지금까지 인

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

간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계획들을 총괄하여 성찰하고, 포

여 공감할 수 있다(Baum, 2017). 결국 소설을 통하여

스트휴먼에 대한 상상을 통하여 재구성화한 작업이라고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은, 학생 개인의 공감 및 상상력의

볼 수 있다. 서구의 공간연구는 사회학, 인류학, 문학,

계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시민

철학, 역사학 등의 인문사회적 시각이 반영되는 반면,

의식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국내 계획학의 전형적 연구방법으로는 모든 가치를 계량

수 있다(박혜정·장원호, 2020; Sandercock, 2003;

화하여 예측·설명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고수해왔기 때문

Throgmorton, 1996, 2003, 2007).

에, 계획의 지향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 머물렀다(전상인

마지막으로 휴머니즘 계획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고려

2017: 26-29). 그러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발전

할 사항으로 체계 변화(표 2.의 5)의 현지화(localization)

을 기획한다면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인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계획가들은 다양한 제도 및 중첩된

간지향(people orientation)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

지배체계에 의해 통제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관료

서 인간지향이란, 인간 외 다른 지각 있는 존재들 및 자연

문화 안에서 계획을 추진하므로, 정부조직이 인간 존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휴머니즘 시각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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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 체계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나 시대의 계획 수립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그렇지만

휴머니즘 계획의 실현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누스바움의 관점에서는 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

관료제는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일상적

다. 전염병의 확산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취약한 존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기존 통치 구조

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취약성의 인식을 통해,

를 변화하기 어려운 속성을 보인다(베버, 2002: 406).

우리는 더 이상 서로 혐오하지 않고 상호 고통을 이해하

더구나 국내 계획의 경우, 관료의 전문지식에 의한 계획

고 공감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기획하는 미래에 추구할

추진 방식을 오랜 기간 지속해 왔으며(Rueschemeyer

가치는 공감이며, 이에 기반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

& Evans, 1985), 관료 조직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문제

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휴머니즘 계획은 앞

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우윤석,

으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5), 휴머니즘 계획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주요 과제로 남는다.

지금까지 우리의 계획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다양한
영향력의 가능성을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인간만
을 위한 사회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사고
체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을 계획하기는 어려

5. 결론

워질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포스트(脫)코로나,
포스트(脫)휴먼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그간 인류에게
경고되었지만 무시해왔던, 제도화된 사고체계에 대한 성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찰과 재구조화를 해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에 대

된 우리 삶의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도시계획이

한 정의를 다시 할 때이며, 대상화되어온 타자와 공생하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하고자 하였

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 재고할 시점이다.

다. 이를 위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포스트휴먼 시대

결국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지금 여기의 상황이

에 계획이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인간에

바로 휴머니즘 계획이론에 주목할 필요성을 말해주며,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의 근간을

그런 의미에서도 본 연구는 그간 계량 연구에 집중되어온

세우기 위하여 철학자 누스바움의 혐오와 공감, 그리고

도시연구의 한계 지적과 향후 도시연구가 고민해 봐야

역량접근법을 고찰했다. 그리고 그의 철학적 논의의 동

할 새로운 지향점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일 선상에 있는 휴머니즘 계획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론

앞으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모방하면서도 수많은 열린

수준의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휴머니즘 계획은 이론

가능성들을 표현하는 양식, 즉 예측하고, 낙관하고, 계획

으로 구조화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 실천가능성

하는 방식의 포스트코로나 담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및 사례연구 등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격리를 ‘격리’하고 배제를 ‘배제’하며 혐오를 ‘혐오’”하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향후 도시계획의

는 비판적·실천적 담론을 구성해야 할 때이다(김세서리

‘고정’된 규범(Jon, 2020)이 될 수 있는 휴머니즘 계획이

아, 2020: 135-136).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역사적

론을 소개하고, 관련된 후속 연구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제 시민들은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위험한 행동으
로 보고, 서로 거리를 둔 생활을 공동체 의식으로 인식한
다. 이는 종전까지 도시의 고밀도를 미덕으로 보았던 도
시계획학자 및 계획가들의 시각과 상반되어, 포스트코로

주
1) 들뢰즈(Delezue)와 가타리(Gauttari)의 탈주선(li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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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또는 유연성(fluidity)에서 이론적 개념을 가져온 계

6) “비극의 관객과 같이 소설의 독자들은 감정이입과 연민의

획이므로, 본고에서는 유연적 계획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감정 모두를 갖게 된다.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들을 마치 그

이는 지그문트 바우만(G.Bauman)의 논의들에 연계하여

들의 입장에서 경험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역경에 감정을 이

‘액체 계획’ 또는 ‘유동 계획’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다.

입하게 되고, 감정 이입을 넘어 주인공들의 불행이 매우 극

2) 휴머니즘(humanism, 인문주의, 인본주의)은 르네상스 시

심한 것이고 또 그들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대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문화권 내에서 논의되었으나, 각

관찰자적 판단을 개입함으로써 연민이 생겨나는 것이

시대마다 휴머니즘의 의미는 변화해왔다. 사회과학자들은

다.”(Nussbaum, 1995: 147)

휴머니즘을, 주로 인권 개념에 기초한 인본주의로 정의하면

7) GDP접근법은 사회불평등 문제를 양적 성장을 통해 해결할

서 인간 권리에 대한 강조와 제도화 과정에 주목해왔으나,

수 있다고 보면서 사회의 총생산을 늘리는 성장주도적 정책

그러한 강조와 제도화 과정에서 ‘휴머니즘은 역사의 흐름을

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GDP접근법과

반영해 계속 재정의’되어 왔다(이상욱, 2020: 45).
3) 누스바움의 저서 ｢감정의 격동｣에서 compassion은 연민으

같이 성장 및 효용 중심의 정책은 인간 삶의 발전을 가져다주
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역량접근법을 통하여 계급, 신분,

로 번역되었다. 그는 pity(동정: 고통을 겪는 사람보다 주체

젠더 등에 상관없이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a life with

가 우월하다고 생색을 낼 수 있는 의미를 함축), empathy

human dignity)을 가지며, 이 존엄성을 각 개인의 현실에

(감정이입: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상상적 재구성),

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sympathy(공감: 연민의 강렬한 감정을 인정하기 꺼리는

8) 역량을 capabilities의 복수로 표현한 이유는, 사람마다 핵

경향이 있음)와 compassion은 다소 차이가 있는 감정이라

심역량을 달성하는 정도는 양적·질적으로 다른데 역량을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정의｣에서는 소설의 등장인

단일 수치 척도로 환원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왜곡이 생기

물에 감정이입하면서도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

므로 역량들 간 질적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Nussbaum,

을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상호

2011: 33).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compassion과 empathy를 거의 동

9) 누스바움의 10대 핵심역량의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치적 감정｣에서 역시

(1) 생명(life): 평균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연민과 감정은 특별한 구분 없이 서술된 지점들이 많다. 따

(2) 신체건강(bodily health):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

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passion을 ‘공감’으로 통일하였다.

야 한다. (3) 신체보전(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이동할

4) 인간의 공통적 특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것 외에도,

수 있어야 한다. (4) 감각, 상상, 사고(senses, imagination,

누스바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통하여 공감은 사고

and thought): 감각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

과정과 연계된 합리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첫째, 공감은

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알아야 한다. (5) 감정(emotions):

타자의 고통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하여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6) 실천

판단하는 인지과정을 포함한다. 둘째, 괴로움을 겪는 자의

이성(practical reason): 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직접적 책임이 없는 경우(또는 그의 잘못이 있을 지라도 그에

역량으로서, 인간은 선(善)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비해 고통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그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서

(7) 관계(affiliation):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는 안 된다는 판단을 통해 공감하게 된다.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5) 누스바움이 인용한 분별 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

만들어주어야 한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개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도덕감정론｣에서 설

사회계급,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명한 것으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

(8) 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 동식물 등 자연계에

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3자’를 의미한다

수 있어야 한다. (9) 놀이(play): 웃고 놀 줄 알아야 하고

(Nussbaum, 1995: 42, 159-167). 스미스는 분별 있는 관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10) 환경통제(control over

찰자의 공감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처지와 느낌

one’s environment): 정치적으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

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 그 감정이 다소 편향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히

물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성’

10) 휴머니즘 계획은 2017년 미국의 계획학회지(Planning

을 통해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Theory & Practice의 Interface section)에 소개되었으며,

(Nussbaum, 1995:160-162).

몇몇 계획학자들 간 논의를 기초로 하여 이론화하는 과정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휴머니즘 시각의 재고

포스트휴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인본주의적 계획, 인문주의적

지음,

계획, 인간지향적 계획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

pp.29-56.

에서는 개념상 혼란을 막기 위해 원어 그대로 ‘휴머니즘 계
획’으로 옮겼으며, 번역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몰려온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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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넷,

이선, 2018, “연민의 사회적 역할: 누스바움의 연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pp.25-44.
이선주 역, 2017, 포스트휴먼의 조건-뇌를 넘어선 의식, 서
울: 아카넷 (= Pepperell, J., 2003, Post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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