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연구원, 도시인

문학연구소와 함께 「도시의 정의와 불평등」을 주제로 서울도시포럼 2016을 개

최합니다. 

세계의 도시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여러 영역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은 국제적인 포럼을 통해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인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를 도시적 맥락에서 화두를 던지고 담론을 유도하

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의 첫째날에는 정의도시(The Just City)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

대 명예교수로 있는 수잔 파인스타인(Susan Fainstein) 교수를 초청하여 도시

정의에 대한 특별강연을 듣고 동시에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서베이(Seoul 

Survey)를 통해 분야별 불평등의 실태와 향후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튿날인 12월 14일 오전에는 도시와 불평등을 의제로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도시인문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전문가 세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줄 압니다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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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ontext for urban ideals—from the 
1960s to the 20-tens 

1. The attack beginning in the 60s and 70s on top-down 
physical utopias 

• The predations of urban redevelopment, highways and 
planning; the rise of opposition social movements 

• Assaults on expertise from the left and on state power from 
the right 

• The dreary model of Soviet urbanism 

• The rise of ethnic/racial consciousness and rejection of a 
unitary public interest advanced by “disinterested” reason 

  

Inequality and the Just City 

Susan S. Fainstein 

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 and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NUS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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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structuring (cont.) 

• The sharply increased mobility of capital and labor made 
public planning and control more difficult 

• The final collapse of the Soviet empire also buried its 
counter model to capitalism; so too did the Chinese 
conversion to a form of state capitalism 

• We have witnessed the rise to dominance of a neo-liberal 
ideology of market rationality and competitiveness—of 
necessary and inevitable competition among people, cities, 
regions or whole nations.   

• A combination of public policy and global competition have 
resulted in growing inequality almost everywhere. 

• “Market realism” and economic growth have come to crowd 
out other values, much less those embodied in the visions of 
a just city advanced by utopian planners like Ebenezer 
Howard and Le Corbusier. 

 

The new context for urban ideals (cont.)  

2. From the late 1970s and 1980s onward—the 
restructuring of the global economy and its urban 
impacts further undermined comprehensive planning, 
social welfare priority, and redistributive policies. 

• Deindustrialization and de-urbanization in the West 
challenged classic models that had reacted to the industrial 
city (although new emphasis in relation to resilience) 

• Enormous international migrations facilitated an ever louder 
discourse of racial and ethnic difference in many countries 

• Social housing and grands ensembles were attacked from all 
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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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se to repudiation of utopianism: 
communicative rationality (collaborative planning)  

In political theory, the call is for deliberative democracy. Requires ongoing 
participation of public, not just electoral democracy.  Officials act as 
mediators.      

 

Collaborative/communicative planning is non-judgmental about 
outcomes, only judges procedures: 

      “My proposition is that a ‘good’ process will almost always generate a ‘good’ 
outcome, but absent a ‘good’ process, outcomes will rarely be fair enough (in 
the eyes of those affected), efficient enough (in terms of the time and money 
it takes to reach agreement and in terms of the gains to the parties achieved 
versus what was possible), stable enough (in terms of the willingness of the 
parties involved to live up to their commitments over time) or wise enough (in 
the eyes of those looking back at the information and analysis the parties had 
access to at the time) to justify.”     (Larry Suskind, MIT) 

 
  
 

 
Contemporary philosophical discussions rooted in: 

 
• John Rawls’s argument regarding the original position behind 

a veil of ignorance  
• Critiques of Rawls by feminists, communitarians, and 

multiculturalists.  
• Sen and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 Habermas’s ideal speech situation, and concepts of 

deliberative democracy 
• Among political philosophers there is a concern with class 

inequality but move away from Marxian theory, which sees 
distinctions arising only out of mode of production, envisions 
the proletariat as the source of transformation, and regards 
socialist revolution as inevitable. 



12  서울 도시포럼 - 도시와 불평등

New York City: Diverse, Democratic (?), Inequitable 

• Huge flow of immigrants, both legal and undocumented, by and large accommodated 
(over 3 million, about 37% of population). (In contrast, in 2011 about 282,000 foreign 
residents in Seoul [city], or about 3% of population). 

• New York has an active citizenry but development decisions are dominated by real 
estate developer interests 

• Increasingly skewed income distribution: In the nation, those earning over $1 million 
per year realized 9.5 percent of total income in 2009, but in New York City their share 
was 26.7 percent. In 2007,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8.5% of the residents of 
the city’s five boroughs lived below the poverty level. By 2012, 21.2% wer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defined as total annual income of $23,283 for a family of four, 
while the top 1% had regained all the income lost during the recession. In 2015 the 
percent poor dropped slightly to 20.6%. 

• (The new mayor, Bill de Blasio takes credit for the decline in poverty. He differs from 
his predecessor, billionaire Michael Bloomberg, by explicitly supporting redistribution 
and opposing policy of trickle-down, but he is forced to rely heavily on concessions to 
real estate developers to realize his housing goals.) 

 
 
 

Just City model 

• Does not exclude process considerations. 3 principles: 
democracy, diversity, and equity. But equity of outcomes 
receives priority. 

• Critique of emphasis on process: can produce unjust results; is 
usually co-optive rather than transformative. Assumes away 
background conditions of inequality of power and resources. 
Literature on communicative planning and deliberative 
democracy evades discussion of structur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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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ic Policy Institute, 2016 

Ratio of top 1% by average income to bottom 99% in 
Manhattan 
 

Borough Average income of top 
1% 

Average income of 
bottom 99% 

Top to bottom ratio 

Manhattan (2013) $8,143,415 $70,468 115.6 

  
 

Jackson Heights, Queens,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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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Terminal Market 

“Miracle on the Hudson” 
“A nabe rises from the din on the Far West Side, where almost every (luxury) need will 

b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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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top-down planning; outcomes orientation 

• Comprehensive planning; leadership by single party. (Anomalous in 
lack of corruption, meritocratic civil service) 

• Public land ownership 
• Combination of garden city (Ebenezer Howard) and radiant city (Le 

Corbusier) 
• 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complexes as key driver of 

social and physical city: 
– Planned neighborhoods with prescribed facilities: green space, 

community center, food court, recreation venue 
– Very high densities in high rise apartment buildings 
– Ethnic integration policy (EIP) 
– Nuclear family policy/extended family 

Two models of spatial justice: Singapore and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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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planning: historic preservation 

Comprehensive planning: neighborhood ame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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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terdam 
• Comprehensive planning; strong democracy 
• Public land ownership 
• Combination of garden city and historic preservation 
• Social housing  

– Used as instrument for land development 
– Originally almost all new postwar housing but now about 

30% of new construction 
– Some ethnic clustering and increasing economic 

segregation 
• But Amsterdam is retreating from this model: end of district 

government, little new social housing, emphasis on Zuidas 
megaproject—”a normal city” 

Social engineering: Singapore HDB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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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achievements of these two models 
exportable, stable? 

• Context matters; 2 very different historic paths; role of 
perceived necessity; modes of government; geographic 
locations 

• General principles: 

– Public ownership of land creates potential for good 
planning and for equity 

– Diversity can be handled in different ways 

– Democracy? 

• Can the European model (Amsterdam, Vienna) withstand 
financial crisis, neo-liberal attack, and now right-wing 
populism (anti-immigrant, nationalist). 

 

Amsterdam: social housing, “garden subu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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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urtherance of equity  

•  Mega-projects should be subject to heightened 
scrutiny, be required to provide direct benefits to 
low-income people in the form of employment 
provisions, public amenities, and a living wage, and, 
if public subsidy is involved, should includ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fits. 

•  Planners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deliberative 
settings in pressing for egalitarian solutions and 
blocking ones that disproportionately benefit the 
already well-off. 
 

    In relation to the broad issue areas of urban redevelopment 
and design, values of equity, diversity, and democracy may 
pull in different ways. In each of these crucial policy arenas, 
context and historical moment make the choice of the most 
just policy indeterminate. Nevertheless, it is still possible to 
specify criteria by which to formulate and evaluate policy 
comparable to Martha Nussbaum’s listing of capabilities even 
while we cannot enumerate policies independent of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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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Wide variation of policy in cities of world within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shows potential for creative state role. 

• Justice as governing principle causes different discourse from 
competitiveness. 

 
 
Types of interventions that planners should propose: 
 
 
 
• All new housing development should provide units for 

households with incomes below the median, either on-site or 
elsewhere, with the goal of providing a decent home and 
suitable living environment for everyone.  

• Move away from demand-side subsidies to increasing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and avoid residualization (i.e., isolating 
poor and minorities in subsidized housing) 

• No household or business should be involuntarily relocat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economic development or 
community balance. 

•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should give priority to the 
interests of employees and small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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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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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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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out of 40 cities in the Global Power City Index 
(Mori Foundation, 2013)  

1st  London 
2nd   New York 
3rd   Paris 
4th   Tokyo 
5th   Singapore 

6th   Seoul 
7th   Amsterdam 
8th   Berlin 
9th   Vienna 

10th   Frankfurt 
13th  

12th  
8th 7th  6th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h t f 40 iti i th Gl b l P
Competitiveness of Seoul 

2014 

Area 
2014 

Population 
2014 

GRDP 
2013 

Car 
2014 

100,284
0.6% 

50.4million person 25million person 49.5% 

605
11,826

9.9million person 

11.8% 
1      

9.6% 

1,430trillion won 697trillion won 48.7% 
319trillion won 22.3% 

17million vehicle 9million vehicle 52.3% 
3million vehicle 17.6% 

316 168 
125 Public Institutions 

2015 53.1%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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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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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0.9% 

29.0% 

2.9% 

16.8% 

35.3% 

54.8% 

45.7% 

48.0% 

61.0% 

45.7% 

33.4% 

13.3% 

44.4% 

4.8%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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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6.21 : 7.16  

Social life: 7.01 

Personal relationship: 7.08
  Family life: 7.14 

Health: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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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도시공유지의 사유화와 도시의 양극화

곽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1. 들어가기: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그리고 도시의 공유지

한국사회에서 자산이 소득에 비해 양극화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사실은 이제 광범하게 알

려져 있다. 유종일이 지적한 대로, 가처분소득은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29.1%를 차지하는 

데 비해 순자산은 상위 10%가 전체의 43.7%를 차지한다.1) 

이는 순자산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순자산이 가장 적은 가구 20%에 해당하는 순자산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연 

2,152만에 달하고 평균순자산은 785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소

득은 연 8,380만원에 달하고 평균순자산 8억 5,613만원으로 추정된다. 곧 순자산 5분의 가

구의 평균소득은 1분위 가구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은 데 비해 평균순자산은 약 109배에 달

한다.2)  

이처럼 소득에 비해 순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소

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은 데 비해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이 낮아 순자산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피케티가 말한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대로 자본주의에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을 이루는 노동소득에 비해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자본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일 것이다.3) 그러나 한국사회

에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가격의 상승, 특히 특정 도시(개발)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일 것

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은 또 다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인구증가, 거시경제의 

성장, 건조환경 개발과 도시재생 등등. 이 중에서 건조환경 개발과 도시재생은 하비가 지적한 

대로 자본축적의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의 제2순환 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건조환경 

개발과 도시재생은 자본의 제2순환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의 일부분을 부동산 투기

꾼으로 변모시키면서 노동착취의 역에 가중되어 자본주의적인 수탈의 외연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기제이기도 하다. 곧 도시의 무산자와 저소득 임금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착취당

1) 유종일(2015), 「한국의 소득불평등문제와 정책대응 방향」, 『현안과 정책』 제152호. 
2) 국가통계포털,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 순자산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3) Piketty, Th.(2014), 장경덕 외 옮김, 『21세기의 자본』, 글항아리, 199-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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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아니라, 노동과 무관하게 점점 더 높은 임차료를 수탈당하면서 착취와 수탈이라는 이중

의 빼앗김을 통해 자본가와 부동산 소유자들을 점점 더 부유하게 만들면서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무산자가 수탈당하는 것이 임차료뿐일까?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선 역세권의 

부동산가격과 임차료가 폭등하는 것을 분석해보자. 지하철은 대체로 도시의 무산자를 포함한 

거주자들 모두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건설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철시설 전체는 크

게 보아 공유지(共有地, commons) 내지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하철 역세권

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다. 역세권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노고와 무관하게 횡재를 하

는 셈이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도시 무산자를 포함한 도시거주자 모두는 원리적으

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정의롭고 공정한 게 아닐까? 물론 자본주의에서도 이 개발이익을 일

부 환수하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다. 한국에도 양도소득세, 재산세증액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가 환수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증액은 미미한 수준이고 양도소득세는 각종 감면제도를 

통해 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 새로운 역세권 부동산 소유자는 무노동으로 막대한 차

익을 누린다. 따라서 그는 공동의 자원과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크

게 수탈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정부는 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했다 하더라도 이 재원을 도시거주자 모두가 아니라 또 다시 자본과 부동산 소유주의 이

익을 위해서 쓴다. 곧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거주자들은 축차적으로 연이어 수탈당하는 것이

다. 현대차 한전부지의 용적률과 층고 상향을 통해 개발을 인허가해주는 대가로 서울시가 환

수할 1조 7천여억원 중에서 일부라도 서울거주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데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다시 현대차부지와 인근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킬 기반시설과 지하개발에 사용

하는 것은 이런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양극화는 축차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다. 

이런 점에서 도시의 건조환경 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이 아니

라 이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철건설과 같은 도시개발의 1

차적 결과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역세권 부동산의 가격상승분 또한 도시거주자 모두의 2차 공

유지이며 따라서 그 일부를 환수하여 도시거주자 모두를 위해 사용할 것을 원리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공유지 사유화를 통한 도시 양극화 확대재생산 시스템을 넘어설 대안

을 만들어 갈 출발점이기도 하다.  

2. 고갈성 공유지 패러다임의 한계와 도시공유지의 외연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자율적인 공동체적 공유지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

하 다. 이에 대해 비판과 대안으로 오스트롬은 1990년에 공동체적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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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하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출간하여 200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이 책에

서 스위스와 일본 목초지의 공동 소유, 스페인의 우에트라 관개 제도, 필리핀의 관개 공동체 

등 성공적인 공동체적 공유지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지속가능한 공유지의 여덟 가지 원리를 제

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공동체의 여덟 가지 원리는 1) 공유 자원의 명확히 한정

된 사용자집단, 2) 공유 자원의 공급과 전유에 관한 규칙, 3) 집단적인 의사결정 절차, 4) 효

과적인 모니터링, 5) 공동체 규칙을 깨트리는 데 대한 제재, 6) 갈등해결 체계, 7) 공유지의 

자기결정에 대한 상위 권위체로부터의 인정, 8) 중층적 층위의 기초 단위에 대한 소규모 지역 

공유자산 관할 단위의 존재 등이다.4) 

여기서 한정된 사용자집단과 공유 자원의 전유에 관한 규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

롬이 이 책에서 제시한 예가 목초지와 수자원 등 주로 한정된 자연자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한계는 코른베르거(Kornberger)와 보쉬

(Borch)가 지적하듯이 사용자집단을 한정하고 전유 규칙을 근본적인 원리로 제시하는 데서 

엿보이듯이 공유지를 차감적인 고갈성 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개방된 사용을 통해 가치가 증

가하는 공유지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협소한 패러다임이다.5) 그러나 오스트롬 스스로 후에 강

조하듯이 지식과 같은 비차감적(nonsubtractive) 공유지가 있다.6) 

이러한 비차감적 공유지가 오늘날 도시공유지의 개념과 외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른

베르거와 보쉬가 지적하듯이 도시에서 빌딩의 가치는 관계적 개념인 근접성과 도의 합작품

이다. 곧 도시공유지는 많은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를 사용, 소비, 전유함으로써 생겨나

고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7) 물론 도시공유지에는 맑은 공기와 같이 차감적인 자연자

원도 있다. 그러나 도시공유지의 상당부분이 다양하고 도 높은 소비를 통해서 생산되거나 

사용가치나 가치가 상승하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공유지의 생산자 자체도 도

시공유지의 소비와 사용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마주침으로써 집단성과 전통을 가진 도시공

유자(urban commoner) 내지 도시공동체 성원들로 형성되고 생산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물론 도시공유지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공유지로 한정될 수 없다. 수많은 차별

적 공유지의 메타 수집가로서 도시는 다중분위기를 갖는 사회성을 형성한다. 뢰프그렌에 따라 

이러한 도시분위기는 도시공유지의 일부로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8) 

4) Ostrom, E.(2010),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333-339.
5) Kornberger, M. & Borch, Ch.(2015), ‘Introduction Urban commons’, in Urban Commons –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5-6. 
6) Hess, Ch. & Ostrom, E.(2007),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The MIT Press.
7) Kornberger, M & Borch, Ch.(2015), 앞의 글, 7-8. 
8) Loefgren, O.(2015), ‘Sharing an atmosphere: spaces in urban commons’, in Urban Commons :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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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람들이 함께 소비하고 생산하는 도시공유지의 상당부분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개방된 

접근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유지가 역설적으로 자본이나 이 도시공유지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인클로저를 통해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비가 지적한 

대로 자동차가 다니기 전 거리(street)는 대중적인 사회성의 장소, 어린이들의 놀이장소와 같

은 공동의 장소 다. 그러나 자동차의 출현으로 이러한 공유지는 파괴되었다. 보행자구역, 길

거리까페, 자건거길, 미니공원 등 “보다 문명화된” 공유지를 회복하려는 도시행정부의 시도는 

자본화되기 십상이고 도시공원은 거의 항상 주변에 인접한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또한 

뉴욕시의 새로운 하이라인은 뉴욕시의 임대료를 급등하게 만들었다. 곧 공유지나 공공 공간의 

창출이 공유하기의 잠재성을 제고하기보다는 감소시키고 부자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다.9) 이를 ‘공유지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하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로크와 스미스의 사유재산과 공정한 시장이 공유재에 가장 잘 기

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전적으로 오류인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하비는 맑스에 따라 

노동력이 상품화되면서 등가교환이 생산에서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착취(exploitation)을 통

해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가져다준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로크의 이론적 정식은 18세기 후

반부터 노동이 집단적으로 조직되는 공장시스템이 부상한 이래 적합성을 잃게 되었다고 본다. 

그는 하트와 네그리가 제안한 대로 도시에 대한 집단 노동을 통해 막대한 공유지를 생산하는 

메트로폴리스는 이를 생산한 모두의 공유지이며 자본에 대항해 집단 노동자들이 도시권을 요

구할 기초를 이룬다고 본다. 하비에 따르면, 도시화는 도시공유지의 구적인 생산 및 그것을 

사적인 이익에 따라 전유하고 파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10) 이런 견해에 기초해 하비는 도시

공유지의 사적인 인클로저를 다시 공유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주요 의제가 될 것

이라고 본다.11)

나는 하비의 도시공유지 생산 개념에서 아직 명료하게 정식화되지 않은 몇가지 점을 보완하

고자 한다. 첫째로 도시공유지의 외연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이와 연계하

여 모두가 생산하고 누릴 도시공유지의 개념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도시공공재와 차

별적으로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공유지의 외연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도시분위기 등의 

문화적인 공유지나 오스트롬의 말대로 지식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밝혔다. 여기

에 더해 브룬의 주장대로, 도시공유지는 사회정치적 가치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도시공유지의 특성을 이루는 ‘열린 접근성’(open access)은 공유지의 사용이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12)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

9) Harvey, D.(2012), Rebel Cities, Verso, 74-5. 
10) 앞의 책, 78-80. 
11) 앞으 책, 87-88.
12) Brunn, M. H.(2015), ‘Communities and the commons’, in Urban Commons :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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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것은 그 광장을 공유지로 그리고 관료정치를 직접민

주주의로 전환시키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공유지의 외연이 역을 더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기도 하지만 도시공유지의 외연을 질적으로 확대하여 독립된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와 역사성 그리고 다른 선호 장소와의 인접성이라는 관계성에 따라 생산되는 것

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선호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숲 공원이나 지하철역과의 인접

성은 막대한 경제적 가격 프리리엄을 낳게 된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토지나 부동산 소유주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 특징적인 도시공유지의 한 형태인 인구 도 및 편리하고 선호되

는 장소와의 인접성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 이처럼 도시공유지와의 관계에서 파

생하는 프리미엄은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가격으로 표시된다. 이 프리미엄이 부동산소유주의 

노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도시거주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생산된 도시공유지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기존의 프리미엄만큼 부동산소유권 일부를 공유지로 분할할 것을 제

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현금으로 그 개발이익의 프리미엄을 환수하는 제

도를 좀 더 확고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층고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가를 부양하는 경우는 현물과 현금으로 이 프리미엄을 환수하는 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 제

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몇 년간 유예되어 온 재건축 이익환수제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말 이후에 실효성 있게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시공유지를 독립된 사

물적 형태가 아니라 인구 도 및 선호되고 편리한 장소와의 관계성까지 고려하여 고찰하면 도

시공유지를 공유화하는 실천적인 전망을 확장할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개발이익 프리미엄의 환수와 연계해서 이 환수된 공간이나 재원을 누구를 위

해서 어디에 써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브룬의 말대로 

‘공유지(commons)는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자원으로 정의되는 ’공공재(public 

goods)’와 달리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누리는 자원이라는 점을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13) 물

론 이러한 개념구분은 사물적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서울광장의 사용이 서울시의 허가

제 다가 지금처럼 신고제로 전환된다면, 사물적 형태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서울광장은 공공

재에서 공유재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이 허가제 던 

시절 그 사용이 서울시장과 가까운 단체나 개인들에게 사유화되는 문제를 감안하면, 공유지를 

공공재와 혼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민주적인 1/N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원으로 정식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정에서 기부 채납

된 공간이나 ‘공공기여금’이 도시정부에 의해 다시 사익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고, 적어도 일정비율은 도시거주자 모두에게 현물이나 현금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확

립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은 잠실 엘스와 리센츠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으로 기부체남된 

부분이 공간적으로 단지의 아파트주인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 이런 공유지 사유화는 보수시정부에 의해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박원순 시장도 

13) 앞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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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의 층고와 용적률을 상향해 준 대가로 받은 1조 7천여억원의 ‘공공기여

금’을 삼성역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재개발과 아래 사진의 잠실 엘스 북쪽의 올림픽 대로

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잠실 엘스의 소유주들은 약간의 

재산세를 더 내고 한강변을 넓게 앞마당처럼 누리게 되고 막대한 아파트 가격상승과 임대수입

증가를 향유할 것이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과 층고 프리미엄인 도시공유지를 현금으로 환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환수된 도시공유지의 일부라도 서울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현대자동차그룹 및 삼성동 일대와 잠실 일대 부동산소유주에게 다시 사유화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오너만이 아니라 삼성동과 잠실 일대의 부동산소유주들

은 임대료 상승이나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됨으로써 서울 안에서 양극화가 

증폭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 공공기여금의 일부라도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지로 확립하

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 공공기여금 전액이 공공재처럼 도시정부에 의해 전횡

적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체계를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원리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공중권을 서울 거주자 모두의 공유지로 확립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공유

도시 서울’을 천명한 현재의 서울시정부가 이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깔아준다면, 도

시공유지의 사유화 흐름을 공유화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1> 잠실 엘스와 리센츠 단지

3. 도시공유지 사유화와 노동착취 –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이중적 확대재생산

이처럼 도시공유지의 사유화 또는 도시공유지 인클로저는 자본가뿐만 아니라 고소득 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상당수 도시 중산층에게도 횡재를 가져다주는 통로이다. 자본주의에서 특히 

한국처럼 도시공유지의 사유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고소득 임금노동자는 자본에게 착취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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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도시공유지의 사유화에 동참하여 일거에 만회할 기회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횡재는 

사실 도시무산자를 포함한 도시거주자와 미래세대 모두의 것을 독점적으로 수탈하는 것일 따

름이다. 이러한 횡재를 얻는 도시 중산층의 개인적인 인격과 무관하게 횡재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수탈하는 수탈자인 것이다. 이러한 횡재의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수 고소득 임금노동자도 

착취당한 것 이상으로 수탈하는 주체, 곧 빼앗는 사람에 속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

하의 사람들도 이러한 횡재를 누리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 목숨을 단축하면서까지 OECD 최장

의 노동시간을 감수하고 있다. 90-99퍼센트의 착취당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착취당하는 고통

을 잊고, 도시공유지의 수탈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수탈의 시스템은 한국자본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정치의 콘크리트 보수화를 지탱하는 동력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이처럼 장기간 노동 및 저임금을 통한 노동착취와 도시공유지 수탈이라는 이중적 빼앗김

의 결합은 세계자본주의의 보편적인 원리로 자본의 지배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메카니즘이기

도 하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메트로폴리스를 공장의 확대판으로 해석하여 공유지의 생산과 노동착

취의 장소로 보는 네그리와 하트의 견해는 도시거주자의 이중성인 계급성을 간과하고 대안적

인 공유사회의 주체형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르면, 메트로폴리

스는 특이성이 만나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장소이자 지대를 발생시켜 공통적인 부를 사유

화하여 부자들에게 몰아주는 장소이다. 그런 점에서 메트로폴리스는 빈자들에게 해로운 장소

이면서 동시에 반란의 장소라고 정식화한다.14) 네그리와 하트의 말대로 메트로폴리스는 특이

성을 갖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지를 생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을 공

유지의 생산자 내지 비물질노동자로 간주하는 네그리와 하트의 개념틀에서는 자연적인 공유

지와 이전세가 생산하여 전승된 공유지, 그리고 미래세대에 전래될 공유지에 대한 1/N의 공

유권은 이론적으로 설 땅이 없다. 더구나 보수적인 관료와 정치인들조차 비물질노동자로 보면

서 ‘반란의 주체 = 비물질노동자 내지 다중’이라고 한다면 변혁의 적을 변혁의 주체로 설정하

는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15)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자=권리자 패러다임에 묶여 생

산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자연적 공유지와 전승된 공유지 그리고 제도변화에 따라 생성된 공

유지에 대해 미래세대까지 공유해야할 1/N의 권리와 책임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할 공간이 없

다는 점이다. 직접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세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누리고 책임질 공기, 

자연자원, 문화재, 용적률 등의 공유지에 대한 권리는, 무상교육이나 청년기본소득처럼 대도

시로 몰려드는 청년세대 다수의 실질적 기회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권리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긴요한 것이다. 아직 생산하지 않은 자

의 공유권리를 정당화할 수 없는 네그리와 하트의 생산자들의 공유권 패러다임은 이런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14) Negri, A. & Hardt, M.(2014), 정남 ·윤 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 책, 350-360.
15) 곽노완(2016),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라움, 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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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엥엘스의 문제틀에서는 직접적인 임금노동의 착취 문제와 나란히 농촌공유지에 대

한 대토지소유자들의 수탈, 임대료 등을 통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수탈 및 중소자본에 

대한 독점자본의 수탈, 증권 및 금융시장에서의 수탈 등 수탈의 문제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

식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틀을 이를 모기지 증권처럼 미래할인 및 국가 간 환율 및 

언어의 권력화에 따른 수탈까지 이론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16) 그러나 자본과 임금

노동자로의 사회계급의 단훈한 양극적 분할이라는 맑스와 엥엘스의 문제틀은 많은 한계를 갖

는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중간계급이 몰락하여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임

금노동자계급)로 사회계급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급대립이 단순화될 것으로 전망하 지

만17),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로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 업자와 중소자본의 

새로운 형성과 임금노동자계급의 분화 그리고 비정규직과 구직포기자의 폭증, 교육기간의 확

대 등으로 사회계급과 집단의 분화 경향이 계급대립의 단순화 경향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작동

하면서 계급대립은 복잡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정식화한 도시공유지의 사유화와 수

탈이 극소수 대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착취당하는 정규직 노동자 일부에게도 임대

료 수익과 부동산 가격상승의 형태로 접근 가능한 역이 됨으로써, 계급대립은 극소수의 자

본자와 대다수 임금노동자라는 맑스와 엥엘스의 문제틀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더구나 착취당하면서도 수탈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 실질

적으로 포섭된 인구집단이 맑스와 엥엘스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맑스

의 문제틀을 계승하여 도시공유지의 인클로저와 사유화를 현대 자본주의적 축적의 중요한 축

으로 제시한 하비도 수탈자의 범위를 자본가를 넘어서서 임금노동자 등 중산층 일부로까지 확

장하고 피수탈자를 임금노동자를 넘어서는 범위로 확장하는 데서는 체계적인 편이 아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착취(Exploitation)와 수탈(Expropriation)의 융합을 통해 

자본주의적 빼앗김과 불평등이 대상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주체와 관련해서도 이중적으로 확

대 재생산된다는 점을 앞의 논지에 따라 이론적으로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가가 아닌 사

람도, 심지어 피착취자조차도 수탈자가 될 수 있는 현대자본주의의 가능성은 자본주의가 심각

한 양극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기둥으로 작동한다. 빼앗기는 사람

들조차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을 상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자와 수탈자를 존경하며 자신

들도 자본주의에서 부동산/금융 투기를 통해 성공적인 수탈자가 되려고 진력하는 모습이 오

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현대자본주의는 이러한 환상적 가능성을 사람들의 혼과 

신체 속에 내재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대자본이나 재벌과 유

착하여 도시와 국가의 공유지를 특권층과 자본가에게 몰아주는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불안정무산자의 폭증과 불평등의 심화로 이러한 자본주의의 물신화는 한계와 무능을 드러낼 

16) 앞의 책, 130-157 및 곽노완(2008), 「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 『마르크
스주의 연구』 제52권 제3호, 51-74 참조.

17) Marx, K. & Engels, F.(1848), Manifest der Kommunisten Partei, in Marx Enges Werke 4, 
Dietz Verlag(1983),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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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상호감시가 가능해진 오늘날 자보주의의 물신화와 특권층의 실체는 

빠른 속도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그 자체로 공유지이기도 한 인터넷이, 오스트롬이 공동체

와 공유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꼽은 ‘상호감시’의 범위를 도시공동체 그리고 국가공

동체로 빠르게 확장시켜주고 있다. 향후 도시의 불평등을 넘어선 대안의 가능성도 이러한 민

주적 상호감시의 기제가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의 공유지를 향유하고 베풀 줄 아는 관대한 세대(generous generation)가 도

시의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무산자)와 더불어 또는 그 일부로서 수탈당한 도시공유지를 사회적

으로 환수하여 도시거주자 모두가 향유하는 공유지로 재정립하여 실질적 기회의 불평등을 극

소화하고 대안적인 공유사회를 열어젖힐 주역이 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

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도시(공동체)는 공유사회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선도할 

허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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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실험: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75% 소득세’

오창룡(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Ⅰ. 서론 

2012년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회당(PS)은 약 20년 만에 정

권 교체에 성공하 고 집권 직후 추진한 부자증세 개혁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2012년 9

월에는 루이비통모네헤네시(Louis Vuitton Monët Hennessy; LVMH) 그룹의 아르노

(Bernard Arnault)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으며, 12월에는 프랑스 국민배우 드파르디

유(Gerard Depardieu)가 프랑스 국적을 포기했다. 두 인물 모두 사회당 정부의 징벌적인 조

세개혁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피케티

(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은 불평등 해

소를 위한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저서 다. 나아가 피케티가 2015년 1월 올랑드 대통

령의 부유세 개혁에 큰 실망을 표하고 레종 도뇌르 훈장을 거부한 사건 역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통상적인 의미의 순부유세란 특정 시점에 특정 기준 이상 소유한 자산 전체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 순부유세를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광의의 부

유세에는 상속 및 증여세, 부동산세 등이 포함되며,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부분적으

로 도입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한국 역시 광의의 

부유세 시행국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유세의 도입 필요성은 다양한 논거로 뒷받침되어 왔

다. 부유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여 기회와 소득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

이 주요 근거 다. 부유세를 통해 정부가 조세회피를 통제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납세

자들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1)

프랑스는 대표적인 부유세 도입 국가 중의 하나로 이미 1980년대부터 순부유세 제도를 시

행해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0년대 프랑스에서 부유세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회

1) Macdonnell (2013), p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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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 직후 추진한 부자증세 개혁은 통상적 의미의 순부유세와는 다른 방

식이다. 현 정부의 조세개혁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세율 개혁을 의미했으며, 부유세와 

동일한 취지를 가졌다. 그러나 사회당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한 75% 최고세율은 유럽에서 전

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었으며, 대기업 간부, 스포츠 선수, 배우 등 고액 연봉자들은 이에 대

해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하에서는 올랑드 정부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소

득세 개혁의 향과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논의 배경이 되는 유럽

의 부유세 도입 현황을 개괄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순부유세가 어떤 한계를 보여 왔는지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제기된 소득세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하고, 

주요 논자인 피케티(Thomas Piketty)와 사회당의 개혁안을 비교할 것이다. 4장에서는 프랑

스의 소득세 개혁 입법화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살피고, 고소득 연봉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

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 소득세 

개혁 시도가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Ⅱ. 유럽의 부유세 도입 현황

1. 부유세 개념과 유럽의 도입 사례 

유럽연합에서 2014년도에 발행한 조세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광의의 부유세에 상속 및 증여

세(inheritance and gift tax), 부동산세(real estate and land tax), 소유재산에 대한 순부

유세(net-wealth tax)를 포함시키고 있다.2) 먼저, 상속 및 증여세란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이전되는 자산의 시장가치에 대해 부여되는 조세이며, 유럽의 경우 대체로 상속세는 누진세

율, 증여세는 고정세율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상속세는 20개국, 증여세는 21

개국이 채택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소득에 대

한 세금이며 대체로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형태이다. 상속 및 증여세

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양한 예외조항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부동산세는 조세대상이 분명하고 

세원포착이 용이하다. 때문에 말타를 제외한 27개 회원국이 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는 전체 세원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순부유세는 일반적으로는 특정 시점

에 소유한 자산 전체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며, 자동차세와 같이 특정 자산에 대한 세금을 포

함할 수 있다. 순부유세는 자산 소득 혹은 자본이득의 유랑(flow)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대

체로 가구가 소유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저량(stock)을 과세대상으로 한다.3) 

2) European Commission (2014), pp. 4-9.
3) 노 훈 (2012), p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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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부유세 현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전체 조세와 GDP에 대한 

부유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부유세가 전체 조세의 약 7.5%, GDP의 약 3.3%

에 해당한다. 스페인, 국, 벨기에는 두 역에서 부유세 비중이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

들로, 전체 조세의 약 6% 이상을 부유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GDP 대비 약 2% 이상에 

해당한다. 이탈리아, 덴마크, 폴란드, 그리스 등의 국가들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네덜란드, 독일 및 핀란드, 스웨덴이 중동부 유럽 국가들

과 함께 중하위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및 그림 2 참고). 후술하겠지만, 부유

세를 채택했던 북유럽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순부유세를 중단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패

턴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세가 유럽 부유세의 대부분을 차지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와 순부유세의 비중은 크지 않다. 특히 자동차 

등의 특정 자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자산에 부과하는 순부유세를 채택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페인과 프랑스 2개국뿐이다(그림 1 및 그림 2 참고).

순부유세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의 

순부유세에 해당하는 연대자산세(Impô̂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는 1982년 사회당 정

부시기에 도입되었는데, 1987년 우파 동거정부의 등장으로 폐지되었다가 사회당 재집권한 

1989년 이후에 정착했다. 연대자산세는 기본적으로 최상위 자산보유자들에 대한 자본세이며, 

이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연대자산세 총액을 최저생계비 지원예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의 

이전 효과를 가시화했다. 현제 연대자산세의 과세주체는 중앙정부이며 최고 1.5%의 누진세율

이 적용된다.4) 반면 스페인의 순부유세는 1978년 도입되었으며, 2008년 유럽 금융위기를 배

경으로 폐지되었다가 2011년 재도입됐다. 스페인의 경우 프랑스와 달리 지방정부가 순부유세 

징수를 관할하며,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특정 부유층이 아닌 전 국민의 현금, 부동산, 투자자

산에 대해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한다.5) 두 국가 모두 소득세와 순부유세의 합이 연간 소

득의 일정 비율(프랑스 50%, 스페인 60%)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과세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순부유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49%, 0.23%에 불과하다(표 1 참

고) 

2. 순부유세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OECD 회원국 전체로 확대를 하더라도 유럽의 노르웨이, 스위스, 아

이슬란드만이 일반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순부유세를 채택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6년 이전까지 15만 1천 크로네 이상, 2006년 이후부터는 20만 크로네 이상의 자산을 보

4) Ibid., p. 45.
5) 세법연구센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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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모든 개인에게 순부유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전체 세금이 소득의 80% 이하

인 경우 자산의 1.1%,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0.6%에 해당하는 부유세를 납부한다.6) 

스위스의 경우 전체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를 지방정부별로 상이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데, 과세대상 자산 역시 5만 스위스 프랑 이상(오프발덴 주)에서 20만 2천 스위스 프랑 이상

(추크 주)까지 주별로 상이하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2010년

부터 2013년까지 순부유세를 부활시켰다. 7천 5백만 아이슬란드 크로나 이상의 자산을 소유

한 개인, 1억 아이슬란드 크로나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에게 전체 자산 1.5%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부유층으로부터 GDP의 0.3%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7)

전체 자산에 대한 순부유세를 채택한 국가가 이처럼 극소수인 원인은 기존 채택국가가 

1990년대 이후 순부유세를 중단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순부유세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도

입된 조세제도 으나 1994년 오스트리아, 1997년 덴마크와 독일, 2001년 네덜란드, 2006년 

핀란드와 룩셈부르크, 2007년 스웨덴이 순부유세를 폐지했다.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역시 제

도를 부활시키기 이전인 각각 2008년과 2006년에 순부유세를 중단한 바 있다.8) 유럽 각국에

서 순부유세를 폐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 유동성의 증가가 순부유세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OECD 가입국의 절반이 1990년대까지 순부유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채택국

가의 수가 급감했다. 순부유세가 경제성장에 다양한 경로로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확산되었다. 순부유세는 자본순회수율을 하락시키고 기업인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도

록 유도하기 때문에 투자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 다.9) 노르웨이에서 발행된 보고

서에 따르면 순부유세가 투자를 직접 저하시키지는 않더라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0) 

둘째, 순부유세의 비중이 전체 조세의 1%를 넘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세수보다 행정비용이 

높게 발생했다. 네덜란드는 관련 행정비용이 징수 총액의 26.4%에 달해 순부유세를 폐지한 

대표사례이다. 이는 일반 소득세 징수에 4.8%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5배 많은 수치

다.11) 스페인에서 역시 세수증대 효과가 실제로 크지 않다는 비판이 부각됐으며, 스페인 세

법개정위원회는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세율과 면세기준으로 통일성 없이 부과하는 부유세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2)

셋째, 순부유세가 자산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순부유세가 기업 자본

6) Edson (2012), p. 8. 
7) McDonnell (2013), pp. 22-23.
8) Ibid.
9) Hansson (2010), pp. 22-23, pp. 33-34.
10) Edson (2012), pp. 10-11.
11) McDonnell (2013), p. 21.
12) 세법연구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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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 자산에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과 주주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다

양한 자산에 대해 상이한 기준이 책정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례로 독일의 경

우 연방헌법재판소가 1995년 순부유세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 근거는 특정 자산이 시장

가격으로 평가되는 반면, 부동산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한

다는 것이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법률상으로 3-6년 간격으로 부동산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했

으나 30년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순부유세가 동일한 수준의 자산에 대해 상이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

에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이에 제도를 폐지했다.13) 

넷째, 순부유세의 부 이전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 순부유세로 최저임

금수당(RMI)의 재원을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제도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경우 일

반적으로 순부유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상당히 증가했다. 순부유세 세율

을 상속세 수준으로 높게 설정할 수 없는 한, 불평등 해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순부유세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보다 본질적인 비판이었다.14) 

Ⅲ.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소득세 개혁 방안

1. 소득세 개혁을 통한 부자증세 필요성

 

프랑스에서 사회 불평등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조세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반론에 직면해 왔다. 프랑스는 이미 유럽 국가들 중에서 재분배 취지의 조세정책을 가장 강력

하게 도입한 국가 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순부유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드문 국가 중

의 하나이다. 프랑스의 부유세 개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의 추가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2011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OECD 가입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이 56.2%로 

59.3%인 덴마크 다음으로 높다. 둘째, 프랑스는 북서부 유럽 국가들 중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빈곤율이 각각 

3.6%, 3.3%, 5.1%, 4.9%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1.5%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셋째, 

OECD 가입국 중 국민조세부담율(의무징수율)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프랑스 의무징수율은 덴마크 48.1%, 스웨덴 44.5%에 이어 44.2%를 기록했다. 의무징수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은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세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주 분

담금과 사업세(taxe professionnelle)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15) 

13) Silfverberg (2002). p. 371.
14) Heckly (2004), pp. 49-50.
15) Sterdyniak (2104), pp.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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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제도가 더 이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

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소득격차 증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2010년 장 조레스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중간소득 계층의 소득이 

정체되는 반면, 고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됐다. 2007년 프랑

스 CAC 40의 상장 기업주가 평균적으로 거둔 연간소득은 4백 70만 유로로 프랑스 최저임금

의 308배에 달했다. 프랑스 대기업가의 소득은 국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소득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고용불안 

증대로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16)

아울러 프랑스 현 조세제도가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의 보다 구체적인 근거

는 간접세 비중이 증대한 반면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

세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세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소득세(l’'impôt sur le revenu des 

personnes physiques; IRPP)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사회보장분담금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이다. 두 조세를 합하더라도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인데, 2004년 기준 유럽연합 15

개국의 평균 소득세 비중이 9.1%인 반면 프랑스의 경우 7.4%에 불과했다.17) 다양한 조세감

면(niche fiscale)과 조세상한(bouclier fiscal)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주요

한 쟁점이다. 2003년 프랑스는 G7 국가 중 가장 많은 조세감면 조항을 보유한 국가 으며, 

2003년 418개 던 조세감면 가능조항이 2008년 486개로 더욱 증가했다.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할 수 없게 제한한 규정 역시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조치이다. 실질적

으로 소득의 50%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은 150만 유로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

유층이며, 2009년 기준으로 이들은 평균 37만 4천 유로의 세금을 환급받았다.18)  

따라서 부유계층의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 필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근거를 제시한 학자는 피케티이다. 피케티는 2011년 발행한 

조세혁명을 위하여(Pour une révolution fiscale)라는 저서에서 프랑스의 조세제도에 누

진세율이 제대로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역누진세 형태를 띠는 소득세율 구조를 정

비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그림 3은 18세에서 65세까지 최소 

80%이상 전일제로 근무하는 인구의 전체적인 과세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로축 P0-10에

서 P80-90까지는 하위 10% 소득 계층에서부터 10% 단위로 소득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래프의 우측은 상위 5%부터 상위 0.001%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세율은 47%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소득계층까지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 되나 

상위 5%이상부터 역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19) 

16) Muet (2010), pp. 50-54.
17) Ibid., p. 58
18) Ibid., pp. 63-6.
19) Landais, Piketty & Saes (2011), pp.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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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득세에 왜 이러한 역누진성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는 그림 4에서 제시된다. 피케티

는 사회분담금,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자본세(법인세(impô̂t sur les bénéfices des soci-

étés; IS)+토지세(taxe foncière; TS), 자산세(impô̂t sur la fortune; ISF), 상속세(droits 

de successions; DMTG)), 소득세(사회보장분담금 및 일반 개인 소득세)를 구분하고, 계층별

로 각 조세를 어떤 비율로 납부하는가를 비교했다. 자본세의 경우 고소득 계층일수록 높게 부

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최상위계층에 역누진적인 과세

가 이뤄지며 자본세의 누진율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노동자들의 봉급에 부과

되는 사회분담금(퇴직 및 실업 연금공제)은 이보다도 훨씬 불균등한 형태를 보이는데, 최상위 

계층은 예외적으로 사회분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0)

2. 소득세 개혁안의 등장: 피케티와 사회당 과세지표 비교 

피케티의 조세혁명을 위하여는 2012년 대선 직전에 발표되었으며 다분히 현실정치적인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피케티는 조세개혁이 대선 캠페인의 화두가 되었으나, 조세개혁

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할지 누구도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조세

의 누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21) 이는 조세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당을 향한 정책 제안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사회당은 이미 2010년 

5월 '새로운 경제, 사회, 환경 모델을 위하여'라는 당 대회 보고서를 통해 피케티의 분석과 유

사한 정책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사회당은 피케티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

장분담금으로 분리된 복잡한 소득세를 하나의 조세로 통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

에 누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22) 2012년에 발표된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에도 유사한 내용이 반 되었는데, 총 60개의 주요 공약 중 14번 공약은 개인 소득세

와 사회보장분담금을 결합하여 단순화된 소득세를 도입한다는 주장이었으며, 15번 공약은 15

만 유로 이상 연소득에 대한 45% 과세지표를 신설하고, 1만유로 이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없도록 하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23) 

그럼에도 사회당은 2012년 12월까지 조세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

다.  당초 조세혁명을 위하여가 새롭게 제시한 대안은 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누진세

율을 높일 수 있는 단일한 과세지표 다. 이 지표는 6개의 과세구간에 대해 최저 2%부터 최

고 60%까지 적용되는 유효세율 기준을 제시했으며, 모든 개인의 월별 소득에 일괄적으로 과

세하는 방식이었다.24) 피케티는 표 2와 같은 간결한 과세지표를 통해 행정적인 편리성을 높

20) Ibid., pp. 52-3.
21) Ibid., pp. 7-9.
22) Landais, Piketty & Saes (2011), p. 78; Parti socialiste (2010), pp. 21-22.
23) Holland (2012), p. 15.
24) Landais, Piketty & Saes (2011),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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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며, 그림 5처럼 누진성을 확보한 조세 구조를 복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케티의 과세지표는 매우 단순화된 형태이며 파급효과까지 계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었다. 그럼에도 4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50% 이상의 유효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조세 

방식을 사회당이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피케티와 올랑드는 2011년 1월 31

일 인터넷 매체 메디아파르(Médiapart)에서 공개 토론을 개최하 는데, 이 자리에서 피케티

와 올랑드는 소득세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보다도 이론과 현실 간의 큰 괴리가 확인됐다. 

올랑드는 소수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의 이전효과가 크지 않다고 공격한 

반면, 피케티는 사회당이 구체적인 과세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세혁명을 논할 수는 없

다고 반박했다.25) 

2012년 2월 27일 올랑드가 TF1 방송출연에서 새로운 과세지표를 발표하면서 사회당 개혁

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올랑드는 피케티 안과 유사하게 기존 소득세 과세

지표에 ‘10만 유로 이상 1백만 유로 미만’ 및 ‘1백만 유로 이상’의 두 구간을 추가하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과세 방식을 제안했는데, 최고 세율을 75%로 확정하여 피케티의 구

상보다 표면적으로 더 파격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표3 참고). 하지만 피케티의 과세지표는 

유효세율(전체 소득에 대한 세율)로, 올랑드의 과세지표는 한계세율(과세구간별로 세율 적용)

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은 올랑드의 과세지표를 따를 때 더 

적게 납부할 수 있다.26) 

그럼에도 유럽 전역을 통틀어 75%의 과세지표는 전례 없이 높은 수치 기 때문에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75% 과세’(taxe à 75%)라는 표현

은 사회당 정부의 강력한 부자증세 정책을 상징하게 되었다. 때문에 사회당의 과세지표 공약

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피케티 안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일지라도, 우파 정당 및 기업가들

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기존 부유세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됐다.

Ⅳ. 소득세 개혁 논쟁과 정책적 함의

1. ‘75% 소득세율’ 입법화를 둘러싼 논쟁

25) “Hollande-Piketty: confrontation sur la révolution fiscale”, Mediapart, (2013/1/31). 오창룡
(2014), pp. 265-270에서 재인용

26) 연소득이 120만 유로에 대한 소득세를 예로 들면, 사회당 과세지표의 구간별 한계세율을 따를 때 약 58
만 유로가 과세되며, 평균세율은 약 48%이다. 반면 피케티의 과세지표를 따를 때 소득세는 60%의 평균
세율을 적용받아 72만 유로가 된다. 1백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사회당 안을 따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오창룡(2014),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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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집권한 사회당 입장에서 75% 소득세율 개혁은 1995년 이후 약 20년 동안 이어진 

우파 정치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이었다. 특히 전임 사르코지 대통령의 임기 기간 중 

친 기업, 친 부유층 개혁 성향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시기 기 때문에 좌파 정당으로

서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자증세 개혁은 올랑드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운  지지율 

확보를 위한 선결조건이었다. 소득세 개혁안은 사회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극좌 성향 유권자로

부터 역시 높은 지지를 얻었으므로, 사회당이 좌파 정당 전체로부터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수단이기도 했다. 나아가 부자증세 개혁은 2012년 대선 당시 1차 투표에서 10%에 가까운 

득표로 명성을 얻는 데에 성공했던 좌파전선(FG)의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을 견제하

는 정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2013년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75% 소득세율 정책은 사회당

(PS)뿐만 아니라 좌파전선(PG) 지지자 8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파

성향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어 극명한 대비를 보 다. 중도 독립민주연합

(UDI) 지지자들의 78%,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 현 프랑스 공화당(LP)) 지지자들의 

84%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4참고).    

75% 소득세율 개혁에 대해 지지정당별로 선명한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프랑스 전체 국

민의 여론이 양분된 것이 분명하다. 각각의 입장이 어떠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추적하

는 것은 쉽지 않으나, 재정법안을 다룬 하원 본회의에서 관련 논쟁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의회 내에서 75% 소득세율 개혁안을 공식화한 문서는 2013년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의 보

고서 다. 75% 소득세율 개혁은 재정법안 8조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적 연대 분담

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de solidarité sur les très hauts revenus d’activité)이

라는 명칭으로 다뤄졌다. 보고서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1백만 유로 이상의 연소득에 대해 

75%의 한계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3천 6

백만 세대 중 0.0042%에 해당하는 1천 5백 명으로부터 매년 약 2억 1천만 유로의 세금을 추

가로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7) 

재정위원회 위원장 에케르(Christian Eckert) 의원이 출석한 하원 본회의(2012년 10월 19

일)에서 75% 소득세율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가시화됐다. 대중운동연합(UMP) 및 독립민주

연합(UDI) 소속 의원들은 개혁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1백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

자가 집중되어 있는 프랑스 프로축구 산업에 조세개혁이 악 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선

적으로 제기됐다. 세계화된 축구 경기의 특성상 고액 연봉 선수들의 해외유출 가능성 높으며, 

유로 2016 프랑스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근거

다. 고액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들에게 상당한 향을 미쳐 프랑스 소재 대기업이 인근 유럽국

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국가가 징벌적 과세를 통해 임금 결정에 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28) 반면, 사회당 소속 의원들은 75% 세율이 불평등 확산 ‘억제’ 효

27) Assemblé nationale (2012a), p. 160, p. 172 
28) 다르마넹(Gérald Darmanin), 뵈르트(Eric Woerth), 쿠르송(Charles de Courson), 라무르(Jean-François 

Lamour) 의원의 발언. Assemblé nationale (2012b), pp. 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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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자에게 80%의 과세율을 적용한 전례를 인용했으며, 당시 임금 격차가 300배가 넘는 현실에

서 불가피한 조치 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도 임금격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각하게 확

산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 연봉 억제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29)

우파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와 폐기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23일 75% 소득세율 

관련 재정법안은 찬성 319표, 반대 22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표 5 참고). 여론조사 결과

와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표결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회당, 녹색당, 급

진좌파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대중운동연합과 독립민주연합(UDI) 소속 우파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전선 소속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대표 멜랑숑이 

소득세 개혁에 대한 지지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었다. 멜랑숑은 당초 올랑드의 소득세율 개혁

이 다분히 징벌적이며 기업 자본에 대한 과세를 언급하지 않는 불충분한 조치라 보았다.30) 본

회의에서 공산당 상쉬(Nicolas Sansu) 의원은 75% 소득세 개혁의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최고 연봉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유사한 입

장을 표명했다.31)

그런데 공교롭게도 75% 소득세율 도입을 둘러썬 의회 차원의 논의가 1년 더 연장되는 상황

이 발생했다. 2013년 재정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인 2012년 12월 20일 대중운동연합

(UMP)은 75% 소득세율의 합헌 여부를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제소

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 과세로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소득세를 개인별로 계산하는 경우 각 90만 유로의 수입을 올리

는 맞벌이 부부는 두 명 모두 75%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부 중 한 명만이 120만 유

로를 받는 가구는 75% 과세를 물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재

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평등에 대한 몰이해를 반 하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했다.32) 결과적으로 2013년 재정법안은 소득세 개혁 조항 제8조를 삭제한 채로 공표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사회당 정부는 2013년 3월 최고행정재판기관인 국사원

(Conseil d'Etat)에 자문을 구하여 66.66%의 세율을 최고세율로 설정하는 경우 소득세율 개

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획득한다.33) 그러나 정부는 뒤이어 1백만 유로 이상 고소

득 연봉자에 대한 50% 소득세율을 개인이 아닌 기업에 과세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75%의 소득세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조치 다. 1백만 유로 이상의 임금에 대한 

기업부담금이 보험료 및 각종 연금을 포함할 경우 통상적으로 25%가 책정된다는 논리

다.34) 정부는 2013년 및 2014년에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470개 기업에서 총합 약 4

29) 에케르(Christian Eckert), 카위작(Jérome Cahuzac), 뮈에(Pierre-Alain Muet) 의원의 발언. Ibid. 
30) “Taxe à 75%: Absurde pour Mélenchon.” L'Express (2013/4/2) 
31) Assemblé nationale(2012b), p. 4014.
32) Conseil constitutionnel (2012), 오창룡 2014, p. 271에서 재인용.
33) “La taxe sur les hauts revenus limitée à 66,66%.” Le Figaro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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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유로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수익의 5%를 과세 상한선으로 하는 절충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고액 연봉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로축구 구단들은 파업을 결의하며 

격렬히 저항했다.35)

2013년 10월 하원 본회의에서는 2012년 진행되었던 소득세 개혁 논쟁이 반복되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우파 의원들은 주요 과세대상이 되는 프로축구 구단의 재정 문제를 제

기했는데, 구단에 조세 압박을 가하는 경우 유로 2016과 같은 국가사업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형된 소득세 개혁에 대한 비판들이 추가됐다. 5% 과세상한선이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할 것이며, 개인이 아닌 기업에 부과하는 부자증세는 

기업 조세부담을 크게 늘리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1백만 유로 이상 

고소득 연봉을 얻는 자 업자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뚜렷한 한계도 존재했

다.36) 반면, 사회당이 소득세 개혁을 지지하는 근거는 2012년과 동일했다. 1930년대 미국의 

조세정책 사례가 다시 언급되었으며,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축구 구단을 포함한 전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사회당 의원들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와 국사원의 판결에 따

라 개혁안을 조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이미 다수의 기업이 50% 세율에 대해 이미 동참의

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37) 이어 2013년 10월 22일 개최된 하원 본회의에서 소득세 개혁안

이 포함된 재정 법안은 찬성 316표, 반대 249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표 6 참고). 2012년 

표결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녹색당을 제외하고 정당별 교차투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1년 전 기권 표를 던졌던 좌파전선 의원들이 우파와 함께 전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유일한 차이 다.

2. 프랑스 소득세 개혁의 정책적 한계

최종적으로 등장한 개혁 법안은 ‘기업이 충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적 연대세’(taxe 

exceptionnelle de solidarité sur les hautes rémunérations versées par les en-

treprises)의 명칭으로 공식화됐다. 과세대상은 연간 1백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개인으

로 유지되었으나, 1백만 유로 초과 소득의 50%를 기업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형태가 되었다. 

조세 대상소득은 급여, 임원 출석 수당(Jetons de présence), 연금, 퇴직금, 수당, 보조금, 

상여금, 주식 할당, 무상증자(AGA), 채권 할당 등을 포함했다. 

프랑스 조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소득세는 표 7과 같은 형태로 과세된다. 1백만 유로 

미만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은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1백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50% 

34) “Taxe à 75 % : Hollande fait payer les entreprises.” Les Echos (2013/3/28).
35) “Taxe à 75 % : les clubs français votent la grève pour fin novembre.” Le Monde (2013/10/24).
36) 라무르(Jean-François Lamour), 르퓌르(Marc Le Fur), 비지에(Philippe Vigier) 의원의 발언. Assemblé 

nationale (2013) pp. 10154-10165.
37) 에케르(Christian Eckert), 뮈에(Pierre-Alain Muet),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의 발언.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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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율로 과세되는 금액을 기업이 전액 납부하는 구조이다. 과세대상 소득의 합이 기업 수

익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과세 상한선 조항도 포함되었다. 표 7의 사례에서 해당 기업

은 이 조항에 따라 2백 12만 유로가 아닌 2백 만 유로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프랑스 

조세청은 새로운 소득세율에 따라 2013년 2억 5천만 유로, 2014년 1억 5천만 유로 증세를 

예상했다.38) 

하지만 2년간 첨예한 정당 갈등과 법리 논쟁을 거치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소득세

율 개혁은 2015년 이후 연장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다. 2014년 8월 75% 소득세율

을 “태양 없는 쿠바”에 비유했던 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의원이 경제산업부 장관

에 취임하고 기업 세금 감면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자증세 연장 중단이 예견됐다. 2014년 9월 

6일 마누엘 발스 총리가 2015년 재정안에 50% 소득세율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면서 

사회당의 부자증세 정책은 최종적으로 소멸하게 됐다. 이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순부유세

인 연대자산세를 정착시켰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정권교체로 폐지된 연대자산세

가 미테랑의 재집권과 함께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현실과 달리, 2010년대의 부자증세 

개혁은 올랑드 대통령의 임기가 충분히 남은 시점에서 폐기된 결과를 보 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해온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프랑스 조세개

혁은 극단적인 세율 인상을 시도하여 오히려 제도 유지에 실패한 특이 사례가 되었다. 2000

년대 후반 재정위기 이후 유럽 전역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이뤄졌는데, 17개 

유로존 국가들의 상위 소득세율은 2011년 42.2%, 2012년 43.1%로 상승 추세에 있다. 2013

년 스페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는 연봉 3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5%에서 52%로 조정했으며, 2011년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는 연

봉 30만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3% 인상하여 44.3%로 책정했다. 포르투갈에서도 

2006년까지 42% 이하 던 상위 소득세율이 약 49%까지 증가했고, 독일 역시 2007년 상위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조정했다. 2013년 국 정부가 소득세 인상이 세원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상위 소득세율을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나, 벨기

에 53.7%, 네덜란드 52%, 오스트리아 50%, 핀란드 49% 등 최상위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사례가 보다 보편적이다.39) 

따라서 프랑스 사회당은 처음부터 중장기적 비전 없이 일회성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당은 입법과정에서 집권 2년차인 2013년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집중했으나, 의회 논쟁과 표결과정에서 드러나듯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 당초 ‘예외적’ 조세의 성격으로 한시적 도입이 예고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도 연장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과 여론의 지지 없이 폐기 수순을 밟은 것은 사회

당 및 올랑드의 국정운 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사회당은 소득세 개혁안 연장을 

38) 프랑스 국세청 홈페이지 http://bofip.impots.gouv.fr/bofip/9517-PGP 검색일 2016년 2월 1일.
39) Brä̈uning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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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서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는 친 기업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당초 피케티가 제안한 소득세 개혁안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임금을 억제한다거나 소

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표보다, 소득수준을 반 하는 누진성 확보 원칙을 강조하고 있었

다. 반면 사회당은 논쟁과정에서 피상적 논의로 조세개혁 정당성을 뒷받침했고, 소수 고액연

봉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분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제대로 대응

하지 못했다. 나아가 소득세율 개혁을 통해 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4억 유로의 세수

는 2011년 기준 중앙공공행정에 충당되는 조세 2천 5백 16억 유로의 0.15%에 해당하는 규

모 다. 전체 조세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기존 순

부유세 제도와 동일한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었다.40)

사회당 정부가 75%의 상징적 수치에 집착하면서 조세개혁 내용을 빈번하게 교체한 것 역시 

중대한 과오 다. 고소득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에게 과세하는 

방식은 부의 이전 효과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표 7의 예시를 따를 때, 기

업 수익 5%의 조세상한선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은 고소득자의 

연봉이 아닌 기업 차원의 수익에 연동되는 외양을 띠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개혁안의 

형태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에 충분한 형태가 아니었다. 결과적으

로 개혁에 대한 좌파전선의 지지 철회와 피케티의 비판41)이 이어지면서 75% 소득세율 개혁

은 프랑스 좌파 진  내부에서 그 정당성을 크게 상실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에서 상당수의 국가들은 광의의 부유세인 상속 및 증여세, 부동

산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프랑스는 전체 조세에서 부유세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인 동시에 

자산에 대한 순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프랑스에 추가적인 부자증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소득세율 개혁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1백만 유로 이상 고소득에 대한 75% 과세’ 입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제도도입 과정에서 

우파의 거센 반발과 헌법재판소 판결로 2013년 시행에는 실패했으나, 올랑드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와 국사원의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5%’에 상응하는 과세 방식을 모색했

으며, 최종적으로 1백만 유로 이상 소득에 대한 50%의 세금을 기업이 납부하는 형태로 법안

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최고 소득세율 인상 법안은 일시적 조치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자동적인 소멸 수순을 밟았다. 

40) 김은경 (2012). p. 25, p. 28.
41) “Il faut sortir des fantasmes sur la haine de la France vis à vis des riches”, Le Monde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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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랑스 부자증세 개혁시도 사례는 한국사회에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부유세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쟁이 진행됐었다.42) 2004년 민주

노동당은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강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자증세를 정치 의제로 부

각시켰고, 2010년 정동  전 의원이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 

노선 논쟁이 이어졌다.43) 나아가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신분으로 부유세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44) 그럼에도 한국에 

부유세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바는 없었으며,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된 것도 아니었다. 정의당 역시 부유세 보다는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조

세개혁 방향을 전환하여 현재 부유세를 추진하는 정치 주체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부유세 도입 필요성 논의가 향후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고질적인 국

가재정 적자가 지속되지만 사회복지 확충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사회 불안정 심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불평등 완화를 위

한 복지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자증세 필요성은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

련하여 1990년대 이후 유럽 주요 국가들이 순부유세를 폐지하 으나, 2000년대 후반 경제위

기 이후 상위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부분적인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과거 순부유세 도입이 대체로 사민주의 정당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소득세율 개혁

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럽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소득에 대

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므로 조세저항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집계한 소득 자료에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이므로 행정비용 측면에

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불평등 완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가 심화된다면 한국적 맥락에서의 

소득세율 개혁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 사례는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인 준비 없이 일거에 부자증세 

개혁을 시도했을 때 어떠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회당 정부는 소득세 전

반의 누진성을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1백만 유로 이상 연봉을 받는 극

소수의 부자만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새로 확보한 세수의 활용 방향은 불분명

했으며, 정책에 대한 대중적 신뢰와 공감대 형성도 빈약했다. 한국에서 소득세율 개혁을 통한 

부자증세가 논의된다면, 무엇보다도 개혁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납득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정 대상을 과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하기 보다는, 조

세 누진성 회복과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전체 납세자들에게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 나아가 

부자증세의 성과를 소외 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결부시킬 수 있다면 

개혁의 합의기반을 보다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노 훈(2012), p. 15.
43) 정동  전의원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취지로 부유세 세목 도입을 주장한 반면, 손학규 전 대표를 중심

으로 한 중진의원들은 ‘증세 없는 복지론’를 고수했다. 연합뉴스. (2011.1.25.) 
44) 연합뉴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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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유럽연합 회원국 부유세의 전체 조세 대비 비중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4). Cross-country Review of Taxes on Wealth and Transfers of Wealth. Taxation 

Studies, Directorate 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p. 6

그림 2. 유럽연합 회원국 부유세의 전체 GDP 대비 비중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4). Cross-country Review of Taxes on Wealth and Transfers of Wealth. Taxation 

Studies, Directorate 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p. 6.

그림 3. 프랑스 소득별 과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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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andais, Piketty & Saes 2011, 50.

그림 4. 프랑스 소득별 과세 세부내역 비교

출처: Landais, Piketty & Saes 2011, 51.

그림 5. 소득세 누진성 강화에 따른 조세개혁 결과 예상 

출처: Landais, Piketty & Saes 201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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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개인순소득(Revenu brut mensuelindividuel)
유효세율(평균세율)(Taux effectif d'imposition)

월별 세금(Impôt mensuel)
1,100 € 2,200 €5,000 €10,000 €40,000 €100,000 €

2%10%13%25%50%60%

22 € 220 €650 €2,500 €20,000 €60,000 €

과세지표 (연소득) 한계세율
6,088€까지 12,146€까지26,975€까지72,317€까지150,000€까지 1,000,000€까지1,000,000€ 초과

0%5.5%14%30%41%45%75%

표 1. 프랑스와 스페인의 순부유세 비교

구분 프랑스 스페인
도입시기 1982년 도입, 1987년 폐지,

1989년 부활
1978년 도입, 2008년 폐지,

2011년 부활
조세명 Impô̂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부과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납세의무 개인 개인
세수비중 전체 세금의 0.49%

GDP 대비 0.22%
전체 세금의 0.23%
GDP 대비 0.08%

과세대상 회기년도 1월 1일 기준 보유 자산에 
대해 가구단위 부과 자산 보유자 개인

과세표준

€ 0 - € 800,000 0% 
€ 800,000 -€ 1,300,000 0.5% 
€ 1,300,000-€ 2,570,000 0.7% 
€ 2,570,000 -€ 5,000,000 1% 
€ 5,000,000 -€ 10,000,000 1.25% 

€ 10,000,000 이상 1.5% 

€ 0 - € 167,129 0.20% 
€ 167,129 - € 334,252 0.30% 
€ 334,252 - € 668,499 0.50% 

€ 668,499 - € 1,336,999 0.90% 
€ 1,336,999 - € 2,673,999 1.30% 
€ 2,673,999 - € 5,347,998 1.70% 
€ 5,347,998 - € 10,695,996 2.10% 

€ 10,695,996 이상 2.50% 
과세상한 소득세와 순부유세의 합이 

연간 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음
소득세와 순부유세의 합이 

연간 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음
출처: 노영훈(2012).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연구원, pp. 30-33; European 

Commission(2014). Cross-country Review of Taxes on Wealth and Transfers of Wealth. Taxation Studies, 

Directorate 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p. 192, pp. 206-7.  

표 2. 조세 혁명을 위하여의 과세지표

*출처: 《Pour une révolution fiscale》, Landais, Piketty & Saes 2011, 79.

표 3. 사회당의 과세지표

*출처: Samuel Laurent. “Tranche d'imposition à 75% : ce que signifie la proposition de M. Hollande”, Le Monde, 

(2012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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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5% 소득세율 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 정당별)

출처: Ifop 2013년 1월 설문 (http://www.ifop.com/?option=com_publication&type=poll&id=2139)

표 5. 2013년 재정법안 표결 결과

출처: Analyse du scrutin n° 41 Première séance du 23/10/2012 

http://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4/(num)/41

표 6. 2014년 재정법안 표결 결과

출처: Analyse du scrutin n° 663 Première séance du 22/10/2013 

http://www2.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4/(num)/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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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득세 개혁의 적용 사례 : 과세연도에 4억 유로의 수익을 얻고, 1백만 유로 이상 고액 연봉자 4인

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과세대상 급여 임원수당 무상증자 소득 합계
경영자1 1,750,000 € 175,000 € 1,015,000 €  2,940,000 €
경영자2 1,500,000 € 125,000 € 900,000 € 2,525,000 €
직원 1 1,125,000 € - 325,000 €  1,450,000 €
직원 2 1,075,000 € - 250,000 €  1,325,000 €

전체 소득(a) 8,240,000 €
비과세대상 소득(b)= 1,000,000 € x 대상자 수(4인) 4,000,000 €

과세대상 소득(c)= (a) - (b) 4,240,000 €
※ 50% 소득세 = (c) × 50%= 2,120,000 €
※ 과세상한선 = 4,000,000,000 € × 5% = 2,000,000 €
※ 실제 납부 세액(기업부담) = 2,000,000 € 

출처: 프랑스 조세청 홈페이지(http://bofip.impots.gouv.fr/bofip/9517-PGP, 검색일 2016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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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유지 사유화와 도시의 양극화]에 대한 토론문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곽노완 교수의 <도시공유지의 사유화와 도시의 양극화>는 ‘공유지의 역설’의 문제들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부동산 시장에

서 벌어지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데이비드 하비를 

인용하면서 “곧 공유지나 공공 공간의 창출이 공유하기의 잠재성을 제고하기보다는 감소시키

고 부자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를 ‘공유지의 역설’이라고 부르자”라는 것은 결국 

공유지가 사유화로 귀결되는 것이 갖는 한계를 문제제기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대

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 역이나, 도심 광장의 사유화, 그리고 세운상가, 서울역 고가, 창

동 서울아레나와 같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갖는 공공적 프로젝트의 사유화와 그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도 도시문제에 있어 심각한 쟁점들이다.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도시공간과 문화예술 자원들 간이 관계도 이러한 역설적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다만 대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역설적으로 자본의 사유화에 먹잇감이 되

는 ‘역설’에 대한 비판적 설명을 넘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들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어떻게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심의 공유지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2. 

발제자는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공유지의 여덟 가지 원

리>를 “1) 공유 자원의 명확히 한정된 사용자집단, 2) 공유 자원의 공급과 전유에 관한 규칙, 

3) 집단적인 의사결정 절차, 4) 효과적인 모니터링, 5) 공동체 규칙을 깨트리는 데 대한 제재, 

6) 갈등해결 체계, 7) 공유지의 자기결정에 대한 상위 권위체로부터의 인정, 8) 중층적 층위

의 기초 단위에 대한 소규모 지역 공유자산 관할 단위의 존재 등”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1)과 

2)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에 대해서는 공유지의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오스트롬에 대해 비판

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데, 2)에 제시된 공유지의 공급과 전유의 규칙에 대해서는 발제자

의 관점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2)의 원리, 즉 공유지의 공급과 전유에 대한 

오스트롬의 견지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과 공유지를 공급하고 전유하는 것이 현재 도시 젠트리

피케이션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일 듯한데,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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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사례 중에서 경의선 공유지 “늘장”은 발제자의 발표에 가장 적합한 사례 중의 하나

이다. 경의선이 지하화하면서 6.3KM에 이르는 경의선 폐선구간 중 경의선 숲길 공원을 제외

한 곳에서는 고층빌딩 위주의 개발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공덕역 주변에 늘장은 철도공사가 

이랜드 기업에 토지사용권을 넘겨준 곳이다. 이전에는 이곳에서 예술인들이 모여 플리마켓 등 

다양한 자발적 행사들을 개최했고, 지금은 공간을 비워달라는 철도공사와 마포구청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유지에 걸 맞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랜드는 이곳

에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을 지을 예정이다. 그야말로 공유지의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문화예술인들이 늘장을 서울시의 26번째 자치구로 선언하고 내년에 있을 강

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발제자가 글의 말미에 “수탈당한 도시공유지를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도시거주자 모두가 향유하는 공유지로 재정립하여 실질적 기회의 불평등을 극소화하고 대안

적인 공유사회를 열어젖힐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지적은 경의선 공유지 늘장의 사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의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언

급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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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실험: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75% 소득세’]에 대한 토론문

김공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75%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안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과 그 

도입에서 좌절에 이르는 과정을 매우 소상히 정리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논문은 왜 한때는 

사회당의 트레이드마크 같던 과감한 조세개혁안이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고, 나

아가 그것이 한국에 주는 교훈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코

멘트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75% 소득세’를 둘러싼 프랑스 정치세력들 간의 논쟁을 잘 정리하고는 있

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론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 조세 문제는 경제

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이슈다. 따라서 정치권의 논의 동향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종종 정치권이 일반 여론을 왜곡되게 반 하기도 한다. 조세 역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특히 큰데, 이는 특정 항목의 조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정치권

에 의해 과잉대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망했다’라는 식의 명제가 흔히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종부세 지지가 더 높았다. 따라서 프랑스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의 

여론도 살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둘째, 이미 프랑스는 재정(조세를 포함)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당하다. 흔히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측정할 때 정부의 재정활동 전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하곤 한다. 2011년 기준 

프랑스의 세전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는 0.51로 OECD 나라들 중에서 꽤 높은 편이지만 세

후 지니계수는 0.31로 떨어진다. 이는 프랑스에서 소득분배의 문제는 재정을 통한 재분배보

다는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자체를 바로잡음으로써 더욱 유의미하게 접근될 수 있다는 뜻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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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75% 소득세’의 의의는 바로 위와 같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부자들

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정 한도를 넘는 소득에 징벌 수준의 세율

을 적용해 애초 시장에서 그러한 높은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이 피케티 조세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

문의 “당초 피케티가 제안한 소득세 개혁안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임금을 억제한다거나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표보다, 소득수준을 반 하는 누진성 확보 원칙을 강조하고 있었

다”(11쪽)라는 진술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이상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면,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75% 소득세’안의 문제점에 

대한 저자의 평가도 재고해볼 수 있다. 저자는 논문의 결론부에서 ‘75% 소득세’안이 “소득세 

전반의 누진성을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1백만 유로 이상 연봉을 받는 

극소수의 부자만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13쪽)했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75% 소득세’안의 핵심 취지가 세제의 누진성을 높여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1

차 분배 차원에서 경제주체들의 행위 인센티브에 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면, ‘75% 소득

세’안의 문제는 그 급진성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급진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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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서울시 대중교통 시간- 

거리접근성 분석]에 대한 토론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원장 이승재

1. 전철민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 사항

- 대중교통과 불평등에 관한 분석의 의미

- GIS 분석을 통한 통행시간 접근도 산정의 의미

- 대중교통과 불평등에 관계 설정

- 지하철과 버스네트워크 통행시간에 대한 관계

- 불평등과 지가에 대한 관계 정립

- 불평등 지역에 대한 순위

-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

2. 오창룡 박사 발제에 대한 토론 사항

- 소득세를 이용한 불평등완화 방안의 실효성

- 국제적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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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1)

김용창(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1. 자본주의 도시생애주기와 도시변화

본래 맑스주의자들은 유토피아를 그리는 것을 경원시한다. 맑스는 아담 스미드의 보이지 않

는 손이 제시하는 유토피아를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해 노력하 고, 그 어떤 유토피아의 논의

도 철저하게 배격하 다. 그러나 하비(Harvey)는 희망의 공간에서 좌파들이 유토피아에 대

한 모든 논의를 폐기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유토피아의 전망 없이 

우리가 항해하기를 원하는 항구를 결정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보수주의적 

도덕주의의 손에 유토피아 논의를 방치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유토피아의 문제설정 방식에 

대한 담론 투쟁을 전개하자는 주장을 제시한다(Harvey, 2000(2001); 240, 258-259).

즉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사회경제적 쟁점 못지않은 중요한 진보

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광역도시모델, 네트워크 도시, 세계도시, 생태도시, 건강도

시, 뉴어바니즘, 뉴어반빌리지, 창조도시, 스마트도시, 슬로시티, 지방의제21, 컴팩트시티, 

마찌쯔구리 등 대안적 도시발전 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

엔 해비타트 III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핵심가치로 제시하는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도시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2)

인류역사에서 많은 도시들이 태어났다 소멸했듯이 현재의 모든 도시들 역시 생성, 발전, 소

멸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의 변화만큼이

나 형태와 내용면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거친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패턴을 도시생애주기 관점

에서 구분하면 도시는 일반적으로 도시화, 교외화, 반도시화, 재도시화의 경로를 밟는다고 말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변화모습을 구분한다면 상업도시, 공업도시, 대량소비도

시, 기업가주의 도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발전양식에 따라 

도시의 성격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1) 본 원고는 김용창(2011), 김용창(2012a, b), 김용창(2015), 김용창(2016), 강현수(2009), 강현수(2010)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원고이다. 

2)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유형과 유엔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
한 내용은 김용창(2011), 박세훈(201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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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도시성격의 변화

특징 상업도시 공업도시 대량소비도시 기업가주의도시

자본주의 

단계
상업자본주의 경쟁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초국적 자본주의

경제체제

지리적 가격차이를 

이용한 거래, 고리

대금업, 중상주의

와 상업자본, 무역

차액주의와 식민지 

확보

산업혁명, 기계제대공

업, 자유무역 제국주

의, 잉여가치의 생산

과 증식을 통제하는 

생산자본

포드주의·테일러주의 

생산방식,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 중화

학 공업의 발전, 독

점·금융자본의 역할

증가

유연생산체계, 유연노

동시장, WTO/FTA체

제, 초국적 기업의 지

배, 증권화와 펀드자본

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 맞춤형 소비

정치체제
절대주의, 중앙정

부역할 미미

자유방임주의와 중앙

정부의 역할증가, 지

방사회주의, 영국의 

정치적 역할

중앙정부의 강력한 

역할, 조직자본주의, 

미국의 정치적 역할

과 냉전체제

중앙정부 역할 퇴조와 

보수주의 정치체제, 탈

조직 자본주의, 성장연

합 도시정치

교통통신

수단

보행도시, 우마차, 

역마 교통

철도교통, 증기 엔진, 

전보, 운하

자동차교통, 내연 기

관, 항공기

정보통신기술, 항공기, 

네트워크 통신

도시발전

패턴

2마일 이내의 도시

반경, 엘리트의 도

심부 거주, 토지이

용 미분화, 창고와 

해운중심의 수변이

용, 도시위생미비

도시의 배후농촌 지

배, 공장의 집중, 토지

이용의 전문화와 용도

지역제, 도시계획의 

시작, 별모양의 도시

성장형태

거대도시의 출현, 도

심쇠퇴와 교외화, 직

주분리, 인종적·계급

적 주거지분화, 집합

적 소비수단, 원형 도

시성장패턴

정보도시와 세계도시의 

출현, 반도시화, 도시재

생, 도시양극화와 홈리

스, 메가 프로젝트형 도

시개발, 광역도시화

출처: 김용창(2011)

오늘날 다양한 대안적 도시발전 모델들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근대 도시발전 모

델의 한계에 각기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존의 도시발전 모델은 급속한 도시화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면서도 이들을 도시에서 적절하게 수용하는데 실패하 고, 

사회공간적 배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21세기 도시들이 직면하는 많은 도전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실패하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도시재생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자본주의 발전양식의 변화에 따른 도시생애주기 

상의 한 역사적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며,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논의 역시 자본주의 도시생애주기라는 역

사성을 벗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 생애주기에서 볼 때, 현재 주목을 끌고 있는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은 거대도

시를 만들던 무불별한 팽창단계를 지나 기존 도시지역이나 쇠퇴도시를 다시금 도시 만들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종래 주로 사용하던 도시재개발이나 재

건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기존 거주민이나 이해관계자를 축출하는 ‘완전 

갈아엎기’ 방식이 아닌 ‘고쳐서 다시 활용하기’ 방식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범주에서 발생하는 도시정책의 추진 결과 여전히 불평등,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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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등 기존 공간으로부터 내몰림과 배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실존의 위협

을 받고 있다.

2. 도시재생과 불평등

1) 도시재생을 둘러싼 연구쟁점

도시재생의 주요 사업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오염쇠퇴부지’(brownfield)3)와 도시 퇴락지역

(blighted area)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주로 탈공업화와 교외화를 경험한 선

진국 대도시의 현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산업화된 국가나 지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도시문제이다. 그 결과 공업화시대의 유산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전 세계적인 관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며, 그만큼 

미국의 정책은 다른 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준거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오염

쇠퇴부지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연

방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만들었으며,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일명 ‘브라운필드법’에4) 서명하 다(Greenberg and Issa, 

2005).

“내가 오늘 서명하는 이 법안은 과거에 개발되었다가 버려진 토지의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다. 미국 도시들에는 수많은 흉물(eyesore)들이 있는데, 전국에 걸쳐 50만개~1백만 개에 달

하는 오염쇠퇴부지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과거에는 제조업과 상업을 위해 쓰

지만 지금은 유휴부지로 비어 있고, 지역사회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

는 문제만을 일으키고 있다.”(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02. 1. 11. 보도자료)

도시재생은 생활공간의 박탈과 향상이라는 특징을 동전의 양면처럼 갖고 있다. 한쪽에서는 

도시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공익사업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생활공간의 박탈을 

동반한다. 개발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비용은 기회의 지리에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존 원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부과된다. 이들이 지는 부담에는 물리적 주거공간 자

체의 박탈과 대안적 주거입지 선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서 향유하던 장소성 

3) 우리나라에서 brownfield는 산업재생지역, 낙후산업지역, 기훼손오염지역, 오염부지, 오염산업부지, 환경오
염부지, 갈색지대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거나 그대로 ‘브라운필드’로 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용어가 
탈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 내 쇠퇴지역이라는 의미와 환경오염원을 내포하고 있는 부지라는 의미를 
본래 가지고 있다고 보아 ‘오염쇠퇴부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한다.

4) 이 법의 정식명칭은 ｢소기업 책임완화 및 오염쇠퇴부지 회생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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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익을 포괄한다. 반면 개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은 관련 자본

이나 개발업자, 신규이주민이 주로 향유한다. 따라서 개발이익 배분의 불비례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낳는다. 재개발·재생지역의 ‘양질화’ 현상(gentrification)을 주목한 많은 연구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Essoka, 2010). 

도시개발 분야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유행하는 용어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

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학 및 도시정치학적 관점에서 도시

재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가운데 하나가 도시재생의 개발체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기업가주의 도시론, 성장연합론 등의 관점에서 교환가치 기반의 

장소상품화와 개발자본 친화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무제도적으로는 신

자유주의 시대 도시개발의 민 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많다. 사업의 집행 거버넌스로

서 민관 파트너십 형태가 도시재생 사업의 민 화 과정으로서 사업진행과 목적에서 볼 때, 공

공성의 기반을 모호하게 만들며, 공용수용 등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비판받는다

(Harvey, 1989; Harding, 1991; Salsich, 2006).

도시재생사업의 개발체제를 성장연합 정치 및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특

히 민간자본 및 민간개발업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실제로 민간개발업자가 대부분 사업주도 주

체이고, 일부만 지방정부와 재개발당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를 취하며, 지역주민의 자조

적 개발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오염쇠퇴부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전문 개발업자의 역할이 커진다고 본다. 또한 민간자본이나 기업의 오염쇠퇴부지 개

발참여를 단순한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지역사회 지지확보, 기업

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도 있다(Paull, 2008; Hollander, 2010)

지리학과 도시계획 관련 논의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동반하는 공용수용(eminent domai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주제는 법학, 특히 헌법학 분야에서 연구가 많으며, 공용수용을 위한 공익개념의 확장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점을 이룬다. 도시재생에서 공용수용 옹호론자들은 도시 쇠퇴지역이 사회문제

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이들 지역 토지를 강제매수 할 수 있는 

공용수용권이 민간개발업자의 취득비용을 낮추고, 민간개발 및 자본투자의 유인책을 제공한

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 공익개념에 입각한 공용수용 민 화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낳고 있다. 선거로 뽑힌 것도 아니고, 공공관료에 의해 임명된 것도 아니며, 

정부가 고용한 것도 아닌 민간, 비 리 또는 공익법인에게로 공용수용권의 이전 또는 양도가 

낳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다(Kelly, 2006; Somin, 2009).

공용수용을 수반하는 재생사업은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생활공간의 박탈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러한 재생이 생활기회의 변동에 미치는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활기회의 지리

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교육, 실업보험 및 보건혜택 등이 취약한 장소이

며, 지리적·인종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전면철거 대단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이 공간적 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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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계획철학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른바 신좌파어바니즘(New Left urbanism)은 인간의 

얼굴을 한 도시재생을 주장하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사고는 원주민의 자력자결운동(grassroots self-em-

powerment), 도시계획의 민주화, 사회적 도시계획, 옹호주의 도시계획 등 다양한 기원과 방

향을 가지고 있다(Klemek, 2009).

그간 이루어진 도시재생 연구들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의 결과가 낳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의 차별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쇠퇴지구를 재개발하여 도시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명분으로 공용수용

을 통해 원주민으로부터 또 다른 민간소유자(민간개발업자 또는 대기업)에게로 재산권을 이전

시키는 정책이 정당한 공익인가라는 근본적 쟁점을 낳고 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이후 도시재생정책은 주로 특정지구를 기업투자가에게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개발에 따른 부의 확산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

로 한다. 그리고 실제 집행수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민간부동산주도 개발전략이라는 특징을 갖

기 때문에 자본유치와 부동산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성장연합정치와 담합에 바탕을 두

는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재생 관련 소송사건이었던 Kelo 사건 반대의견

에서 O'Connor 대법관은 이러한 수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기업과 개발회사를 포함하

여 정치과정에서 커다란 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정부는 현재 적은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면허증(license)을 가

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공익에 터를 두는 공용수용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

의 재산을 뺏어서 부자에게 돌려주는 ‘뒤집어진 로빈훗’(Robin Hood in reverse)으로 기능하

는 시스템인 것이다(Carpenter and Ross, 2010)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은 인종적·계층적 편견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Klarman(2011)은 “인종탄압에서 법원 공모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구원자로서 법원의 낭

만적 이미지 뒤에 종종 감춰져 있다. 지난 50년 동안 법원의 인종차별적 판결은 통념적인 생

각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쉽게 사

업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장소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있는 반면, 이

들을 보호할 권력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미국 도시정책의 중심

이었던 재개발 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저소득 흑인공동체 제거(Negro removal)로 성격을 규

정한다. 이러한 편견에 입각하여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이 대부분인 도시 오염쇠퇴부지나 퇴락

지역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들의 사유재산은 대자본이

나 민간개발업자의 이윤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공익을 위한 강제매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때문에 경제적 공익개념으로 도시재개발 또는 재생을 정당화·합법

화 하려는 노력은 인종적 편견이 주입된 겉만의 중립적 용어 으며, 이들 지역을 새로이 갱신

하기 위해 공용수용을 행사하지 않으면 완전 슬럼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신호를 보냄

으로써 소수자와 저소득층의 도시지역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하는 새로운 수사학적 장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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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이라고 비판받는다(Pritchett, 2003).

2) 한국의 도시재생관련 사업

도시재생은 보통 도시 내 퇴락지역(blighted area)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쇠퇴한 도시를 

다시 활용하는 사업과정에서 많은 경우 공용수용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퇴락지구의 정의와 지

구지정은 중요한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의 모든 주는 1개 이상의 퇴락지구 법령을 가지고 있

으며, 관련법에 따라 퇴락지구의 정의가 달라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를 낳는다. 대부분의 주는 

지구지정 요건에 부합하면 어떠한 토지라도 퇴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무제한적 정의 규정을 

갖고 있다. 다음과 같은 미네소타주의 ｢주택 및 재개발공사법｣이 잘 보여준다.

“퇴락지구는 황폐(dilapidation), 건물노후(obsolescence), 과 , 불량한(faulty) 배치나 설

계, 냉난방·채광·위생설비의 결함, 과도한 건폐율, 유해한 토지이용, 낙후된 설계, 기타 이

들 또는 다른 요소들이 복합되어 지역사회의 안전, 보건, 정서, 복지에 해악을 끼치는 건물과 

개량물이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도 종래의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기존 도시 재활용 방식에서 전환하여 도시 쇠

퇴현상과 재활성화에 주목하는 도시재생 개념에 입각한 도시정책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는 일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의 쇠퇴도시 현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전국 쇠퇴도시 파악은 인구, 산업, 건축물 등 3개 지표를 분석하며, 2014년 12

월 기준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2개지표 이

상)으로 분류하 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의 침체, 건축물 노후화 등 쇠퇴현상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5)

5)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인구 :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퍼센트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② 산업 : 최근 10년
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현재 5퍼센트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
가 감소. ③ 노후건축물 :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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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도시쇠퇴 현황(2014년 12월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서구의 경험을 볼 때,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도시 쇠퇴지역의 사회경제적 재활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 공식적인 법제적 기반의 사업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선공

약(2012.11.)으로 채택되고, 이후 2013년 2월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2013

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 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 되어 있

다. 제2조 제1항에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118  서울 도시포럼 - 도시와 불평등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

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

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

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6)

이른바 한국형 도시재생정책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

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동반 

성장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경제기반형과 근린형 도시재생으로 구분

하고 있다(표 2, 그림 2 참조).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쇠퇴한 도시 또는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에서 ｢갈아엎기｣ 방식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기존 거주자와 이해

관계자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일종의 ｢도시쇠퇴지역 고쳐 쓰기｣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정부 도시재생정책 기본방침은 주거안정성, 마

을공동체 활성화, 저비용 구조의 도시체질 개선, 주민건강과 안전성 개선이기 때문에 이 자체

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말 그대로의 도시재생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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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형 도시재생 사업 유형

도시재생 유형 주요 사업내용

경제기반형

∙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도시의 쇠퇴한 경제기반 구조를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높은 전략적 재생사업(산업단지재생, 역세권개발사업, 항

만재개발사업 등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 

추구

∙ 도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발전 전략에 따라 노후산단, 역세권, 항

만 등 주요 재생사업을 재평가한 후 국가 주도의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근린형

∙ 중심시가지형은 중심상가 및 공공기관 이전 지역, 일반형은 주거지 및 골목상

권 지역

∙ 마을단위로 임대주택 및 기초생활형 인프라 공급과 각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을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

∙ 주민주도의 맞춤형·점진적 개발 활성화(리모델링, 건축협정, 경관협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 전국 도시 어디서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강화

<그림 2> 한국형 도시재생정책의 성격과 사업체계

출처: 국토교통부, 함께하는 희망, 도시재생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생애주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상의 좁은 

의미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자본이 도시공간을 다시금 상품화 역으로 포섭하려는 도시재활

용 관련의 다양한 사업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시 다양

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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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시재정비 및 재생관련 다양한 사업유형

사업유형 주요 내용

도시재생사업
쇠퇴하는 도시에서 지역역량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물리적

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존 공동·단독주택지역에서 새로이 공동주택(APT)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리모델링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개선,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등의 확장 신설을 

통해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및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

상업·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이 회복을 위해 노후 건축물

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주

택 뿐 아니라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 철

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을 통한 토지이용 효

율화로 도심재생 및 주택공급 확대 도모.

이처럼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자본주의 도시생애주기, 특히 신자유주

의 시기 도시정책 변화라는 관점의 도시재생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

라 도시재정비나 도시재생관련 사업들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체계에 근거한 기존 도시 외곽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사실상 소멸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 

도시지역을 다시 활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이제 한국 경제가 급

속하게 팽창하는 시기에 상응하던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단계에서 전환하여 기성 도시공간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의 도시재생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경우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며, 중요한 쟁점은 도시재생계

획수립과 실천과정에서 재생수단 및 민주적 자산의 확립 여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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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도시재정비 및 재생관련 사업 현황

사업유형 주요 현황

도시재생사업

∙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2015년 새뜰마을사업(달동네, 쪽방촌 

등) 30곳 지정

∙ 2016년 신규지정 도시재생사업지역 33곳(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

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2016년 새뜰마을 사업 22곳 지정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 준공 20년경과 노후 산업단지 63개단지, 입주업체 31,412개(2014년 기준)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2009년 4개소 시범사업, 2014년 2차 사업지구 4개

소, 2015년 3차 사업지구 10개소 선정 

∙ 지방산단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12개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 선정(201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 2001~2005년 1단계 사업 총 482개 지구, 주택 25만호 개량, 2005~2013

년 2단계 사업 총 371개 지구

∙ 2015년 기준 지구지정 970개(시행 200, 완료 713, 미시행 57)

도시재정비사업
∙ 2015년 12월 기준 62곳의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수도권 44, 비

수도권 18)

주택재개발사업 ∙ 2015년 기준 1,150개(완료 399, 시행중 280, 미시행 471)

주택재건축사업
∙ 2015년 기준 777개(조합인가 158, 사업계획승인 282, 준공 337), 기존 주

택수 321,124호, 공급 주택수 445,242호

자료: 국토교통부(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택정보포탈(http://housta.khug.or.kr) 등에서 필자

작성.

3) 도시재생과 뒤집어진 공익개념

전술한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산업도시의 탈공업화와 교외화에 따

라 발생한 도시 내 퇴락지역(blighted area)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접근성이 좋지만 과소이용 상태에 있는 도심부나 도

시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증가한 가치를 사유화하는 도시정책을 포장

하기 위한 말로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 퇴락지

역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지 또는 버려진 토지와 주택, 공업화 시대의 유산으로서 오

염된 부지, 토지와 시설의 장기간 과소이용,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낙후된 공공서

비스 환경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퇴락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정부와 도시상황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퇴락

상태와 퇴락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작품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만큼 많은 논

란과 이해관계 충돌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적인 절차인 토지정리 과정은 

공적사용(공익, public use)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주권을 동원한 강제수용(공용수용, emi-

nent domain)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박탈과 이전을 수반하며, 실정법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

를 띠고 일어난다. 실제로는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이며, 이를 일컬어 사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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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사적공용수용(private-public tak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적공용수용이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미국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오늘날 미국 도시개발과 재생 사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첨단연구

개발시설을 짓기 위해 일반 가족의 집을 허물고, 카지노 호텔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미망

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프로스포츠 팀의 경기장, 거대유통자본의 쇼핑몰, 대자본의 오피스빌

딩을 위해 작은 가게와 주택을 강제 철거하는 일들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강제매수(공용

수용)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용창, 2012b).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익개념의 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가장 잘 보여준다. 미국 연방대법

원과 주법원의 판례 역사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세 범주의 공익개념이 나

타나며, 20세기 중반 이후로 올수록 재산권의 강제박탈에 보다 넓은 공익요건을 적용하고 있

다. 첫 번째는 수용한 재산을 공공이 소유해야만 하는 ‘공공소유’(public ownership)가 공익

이며,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관점은 19세기 초 이래 민 철도회사 

등과 같은 사기업에게 공용수용권을 부여하면서 공적소유 기준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는 ‘공중에 의한 사용’(use by the public), 일반공중의 ‘공적 접근’(public access)을 공

익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수용이후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가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판단기준은 해당 재산이 권리의 차원에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가 여부

가 된다. 공적 접근이 보장된다면 정부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여 민간의 사적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준 역시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좁은 의미의 공익개념

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익을 ‘공적목적’ 또는 ‘공적편익’(public purpose or benefit)으

로 해석하는 입장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공익개념에 해당한다. 20세기 중반 이래 미연방대

법원은 통상 이 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지배적인 관점이다. 경제개발 목적을 

포함하여 공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당성이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라도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

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공용수용 권한의 행사에 제한이 없게 된다(김용창, 

2012b).

오늘날 이러한 공적편익으로 꼽는 대표적인 목록이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회

생, 일자리 창출, 조세기반 강화 또는 조세수입 증가, 지방재정 확충 등이다. 즉 이러한 사업

효과를 내세우면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개인 재산권 박탈도 합헌이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

른 큰 문제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실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는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사업효과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의 강제적 재산권 박탈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공간은 고급 사무업무공간, 스펙타클 

도시경관, 거대 쇼핑몰, 호텔, 거대 주상복합건물, 고급폐쇄주거단지 등 매우 다양하며, 대부

분 도시경쟁력 확보의 상징으로 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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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인클로저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축출

1) 도시의 새로운 상품화와 인클로저

이미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작동하고 있는 도시공간이 다시금 자본의 중심적인 

활동무대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이 활력을 찾으려는 쇠퇴한 산업도시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공간통합 시대에서 도시 공간 자체가 자본일반에게 이윤창출

을 위한 중요한 사업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정책들이 계속해서 도시개

발 지형을 전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생산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재생산

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생성적 거점(generative nodes)으로 기능하고 있다(Peck et al., 

2013).

이제 도시공간은 21세기 들어서 더욱 더 중요한 자본의 포섭대상으로서 떠올랐으며, 신자

유주의 도시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도시 인클로저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 농촌지역의 인클로저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탄생과 산업도시의 발전을 이끈 것처럼 오늘

날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과거 시초(원시적)축적기(primitive accumulation)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를 통한 자본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클로저는 기존의 공유자원(commons)을 배타적인 사적소유대상으로 전환시

키면서 그 자원에 대한 공유권(입회권, common right)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인클로저는 국에서 15세기 이후 19세기에 걸쳐 공유지, 미개간지, 황무지, 개방경

지, 교회 토지 등에 울타리를 치고 경계표시를 하여 사유지로 전환시키고, 오랫동안 관습적으

로 농사짓고 살던 기존 농민들을 합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내쫓은 과정을 말한다. 인클로저

에서 일차적으로 이득을 본 집단은 젠트리(향신; 鄕紳, gentry)라 불리는 지주계층이었으며, 

이들은 후에 의회 등으로 진출하고 상업·금융업과 관계를 강화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

운 지배계층으로 성장하 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인클로저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 더해서 주거의 상실처럼 기존에 향유

하던 이해관계나 자원들을 탈취(dispossession)하여 재배치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적 

합리성으로 길들여진 행위주체를 만듦으로써 사람관계, 장소, 일상생활 역에서 자본주의적 

상품화와 경쟁의 논리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모든 것을 칸막이로 가두는 것을 포괄한다

(Jeffrey et al., 2012; Hodkinson, 2012).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인클로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것은 인

클로저와 자본축적 사이 관계를 다시 주목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발전경로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에 상응하여 공간구성방식(spatial formations)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를 밝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규명을 토대로 대안적 공간실

천 전략 또는 플랫폼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적 팽창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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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의 인클로저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공유화(commoning)로 모색하는 일종의 

인클로저와 공유화의 이중운동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다(Sevilla-Buitrago, 

2015; Vasudevan, 2015). 

전통적 해석의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포섭(subsumption)의 구체적 실행과정이며, 자본주

의적 사회경제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역들을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로 흡수·통합함으로써 

지속적 자본축적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인클로저가 단지 지나간 시

절의 자본주의 유물이 아니고, 여전히 자본주의의 탈바꿈과 공간편성 방식에 핵심적으로 작동

하고 있다는 관점이 인클로저의 현대적 해석이다. 새로운 해석들은 재산목록이나 사적소유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새로이 사적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사람들이나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

한 공유자원이나 재산으로부터 다시금 사람을 분리시키는 과정에 인클로저 개념을 적용함으

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전환과정과 성격을 이해하려고 한다.7)

이러한 인클로저 작동 역과 대상은 대자본의 저개발국 토지수탈(land grabbing)이나 낙

후 도시지역의 강제수용과 같은 고전적인 토지 역은 물론, 물, 자연경관, 에너지, 공적연금, 

교육, 의료, 주택, 가사 역, 교통, 공개광장, 공원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 그

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에 따라 사유재산권 이데올로기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과 

사회 사이 관계 설정 변화, 자연자원의 사유재산화, 자연의 탈자연화에 대한 논의도 인클로저

와 탈취기반 축적으로 연결된다. 이때의 인클로저는 과거 시장거래에서 방패가 쳐져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격을 매기지 않던 대상이 시장의 계산 대상으로 되고, 양도성과 교환성을 부

여받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클로저의 공간적 차원을 보면,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구

역, 거리, 골목, 마을, 도심부, 도시, 국가, 세계 등 공간규모와 단위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거

나 다시 짜기(re-scaling)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인클로저 역시 다양한 공간단위와 규모에

서 울타리치기(new urban enclosures)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다양한 역과 공간단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율도시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처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화 운동

도 인클로저 반대의 차원에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Hodkinson and Essen, 

2015; Blomley, 2008). 

신자유주의의 놀라운 점은 시장경쟁과 성장 이데올로기의 촉진을 통해 탈취와 인클로저가 

합법적인 동시에 합리적이며,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Soja(2010)는 공적·사적 공간 모두에서 인클로저 현상이 새로운 것

은 아니지만 거대 쇼핑공간의 생산에서 첨단 보안·경보장치, 레이저와이어 쓰레기통에 이르

기까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통제와 공간적 통제를 위한 세세하고 정교한 기법들

7) 이러한 시초축적과 자본축적, 인클로저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자
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제조건을 탄생시킨 한번뿐인 빅뱅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과정으로 해석하며, 레닌이 
대표적이다. 다른 해석은 로자 룩셈부르크 관점의 해석으로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성숙자본주의에서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의 시초축적 개념
은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선험성을 갖는 것이며, 시공간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본다(김용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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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technologies)이 일상생활에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현대 도시에서 인

클로저의 기법들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도시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과 인클로저의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공간 스

케일과 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중상층으로의 거주민 교체(gentrification)와 공공임대

주택의 사유화, 민간투자금융(PFI)을 통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 공급, 주거단지의 브랜드재구

성(rebranding)을 통한 기존 장소정체성의 제거, 금융위기를 통한 주택압류와 같은 광범위한 

탈취와 축출, 과거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한 민간개발자본의 재인식, 인종적·

성적 분화 및 배제주의에 토대를 두는 탈취기반 축적, 다양하고 이질적 도심부 공간을 동질적

인 사적소유 상업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도시재개발, 저개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만 점차 선진국으로도 확산되는 수탈적 토지투자(land grab) 등이 그간의 연구 사례들이다. 

그리고 지리학적 관점에서 넓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에 따라 사유재산권 이데올로기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과 사회 사이 관계 설정 변화, 자연의 사유재산화, 자연의 탈자연화

에 대한 논의도 인클로저와 탈취기반 축적으로 연결된다.

2) 젠트리피케이션과 축출

이처럼 오늘날 도시 인클로저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은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도시공간이 새롭게 개발 또는 재생되면서 

해당 공간의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총칭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공간의 교환가치적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퇴락 주거지역 재개발을 통한 중

상류층으로의 거주민 교체이다.

닐 스미스(Smith)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반적인 글로벌 도시현상이 되

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세계화, 금융자본주의 및 신자유주의화로 연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외

국과는 달리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동향 및 

실제 사례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남기범, 2016; 조명래, 2016; 박태원, 

2016; 신정엽, 2016; 김걸·남 우, 1998; 변필성, 2003; 정현주, 2005).

현재 국내외 연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용어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이 현상을 매우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다(표 5 참조). 젠트리피케이션 용어와 현상을 멀게는 로마시대

부터 찾거나 도시의 변화과정 전반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용어는 원인,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 근거한 인과성을 규명하는 분석적 용어라

기보다는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묘사적(descriptive)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젠트리피

케이션 용어는 개념의 역사적 제한성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와 대상

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용어가 된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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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모순관계는 무엇이고, 그 모순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 원인을 자본주의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 역사적 체제로서 

자본주의 국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의 모순관계를 가급적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정의

저자 정의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2009)

주거 근린에 영향을 주는 도시 프로세스로서, 상업 측면을 포함하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프로세스

American Heritage(1982) 낙후된 근린이 중산층, 상류층에 의해 향상되는 과정

Oxford American 

Dictionary(1980)

중산층이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토지 및 주택 가치 가 상승하고, 빈

곤층의 이동을 유발

Smith and Williams (1986) 노동자층 및 낙후된 주택의 부흥 및 중산층 근린으로 지역의 변화

Zukin(1987)
오래된 건물에 대한 새로운 애정의 인식 및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

성의 고양

Hamnett(1991) 
빈곤층 근린으로의 중산층의 침입(invasion), 기존 주민의 이주

(displacement) 수반

Millard-Ball(2000) 주거 근린의 사회적, 물리적 향상

Hackworth(2002) 도심 재개발에 있어서 정부 및 민간 자본의 전략 중 하나

Criekingen and 

Docroly(2003)
빈곤층 근린이 새로운 부유층 근린으로 변모되고, 도시 환경이 향상

출처: 신정엽(2016)

중립적인 언어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반 근린지역 변동의 특수한 범주라고 볼 수 있

다. 근린지역 변화에 대해 오래 동안 강력한 이론으로 자리 한 것은 도시생태학파의 논리이

다. 도시생태학적 설명은 침입과 천이(invasion, succession), 동화와 분리(assimilation, 

segregation)라는 과정이 필수부가결한 과정이라고 보며,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린지역 변화 과정에서 불균등 근린지역 패턴을 낳고, 쇠퇴 또는 정체된 근린지역은 

기회의 지리측면에서 공간적 덫으로 작용하며, 서구도시의 경우 인종인클로저(racial enclo-

sure)를 낳는다고 본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근린지역 변화 가운데 공간적 덫의 상

태에 빠져 있는 도심부의 저소득 또는 방기지역이 중산층 주거지 또는 상업용도로의 전환을 

낳는 공간적·사회적 실천으로 정의된다.

국내의 많은 이론적 검토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논의는 자본축적의 거시적 

힘을 강조하는 주장과 개인선호라는 미시사회학적 과정을 중시하는 주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본의 흐름을 중시하는 전자의 측면에서는 사적자본투자, 공공정책 및 공공투자를 중

시하고, 행위주체 측면에서 부동산개발업자, 건설업자, 저당대출업자, 정부정책행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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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본흐름보다는 반대로 사람의 흐름을 중시하는 후자의 측면은 소

비자와 수요주도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심미적·생활양식 선호, 진정한(gritty) 도시성 

경험, 장소의 향수적·심미적 성격 등을 주목한다. 문화전략의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도

시재생을 설명하는 논의들이 대표적이다(Zuk, et. al, 2015).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업 환경의 변동에 대한 서구의 논의들은 주거지 인

구학적 변동의 추동자(instigator)이자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

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of urban areas)은 사회적 계급, 문화자본 및 인종 측면에

서 복합적 쟁점을 낳는다. 통상적 관점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근린지역에서 새로운 상

업적 편익시설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낳고 중상층 거주자의 유입을 낳고, 경쟁과 임대료상

승을 통해 직접적 축출환경을 낳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다른 소매업의 최소 축출만을 

낳는다면 거주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용할 수 없던 새로운 재화

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장소를 전환시킬 수 있고,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기존 의미를 축출하는 복합적 효과를 낳는다(Zuk, et. al, 

2015; Chapple and Jacobus 2009; Zukin 2009).

오늘날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된 관심은 그 부정적 결과의 하나인 축출(내몰기, displace-

ment)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장소감과 소속감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사회 자원과 정치권력의 침식 등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생존공간 자체의 축출이 근린지역 재활

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초래되는 가장 큰 향으로 본다. 오늘날 젠트리피케이션에

서 발생하는 축출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Zuk, et. al, 2015).8)

① 탈투자형 축출 : 부동산의 가치가 투자를 이끌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쇠퇴와 방기가 이

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함. 거주공동체의 사실상 해체로 인해서 거주부적합 환경으로 

전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축출. 이러한 상황은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압류와 방기 상황

에서도 발생함.

② 재투자형 축출 : 근린지역 투자가 일어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부동산 매각에서 이윤

이 발생하거나 임대료를 상승시켜서 임차인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①, 

② 상황은 언뜻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유형의 축출은 근린지역 변동

주기에서 연속적인 단계에 해당함.

③ 주택시장의 과열 : 전국·지역 주택시장에서 광범위한 전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함. 이

러한 상황은 탈투자 또는 재투자의 향력보다 더 큰 향을 가짐. 베이비붐 세대의 필

요 때문에 기존 도시주택재고에 대한 압력을 낳는 상황에서 발생함. 

8) 근린지역 변동에서 축출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었으며, 미국 연방도시주택청(HUD)
은 1978년 ｢도시축출: 하나의 예비조사(Urban Displacement: A Reconnaissance｣를 출간하 다. 이 보
고서를 통해 근린지역 변화에 따른 축출유형을 구분하는 논의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후에 마르쿠제는 배제
적 축출(exclusionary displacement) 개념을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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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존공간의 내몰림과 도시에 대한 권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클로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가

장 부정적인 측면은 생존공간으로부터 내몰리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도시공간 재구조화 과정

의 산물이지만 도시적 생활양식이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배제적·내몰기적 과정은 하나의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지구 행성적 차원에서 도시적 삶의 양식이 보편적 현상이 되는 상황이

라면 도시적 삶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할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1968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 (Henry Lefebvre)가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 the right to the city)’ 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

래, 이 개념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생활이나,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1968년 프랑스 전역

을 휩쓴 시위에서 널리 사용된 인기 구호 중 하나 으며, 이 후에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발생

한 도시사회운동의 지향점이 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표출된 핵심 개념이다. 르

페브르가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다른 권리들 보다 상위 형태의 권리이며, 작품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유의 권리를 포함한다.

① 작품(oeuvre)으로서의 도시와 작품에 대한 권리 : 도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서 

번 하는 곳이다.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와 만남이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도시는 다양한 

도시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종의 집합적 ‘작품(oeuvre)’ 이다.9) 작품으로서의 도시는 

도시거주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만들어 온 것으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와 연관된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도시로 접어들면서,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중시되고 그로 인해 이 

집합적 작품이 소외되고 있다. 도시를 차이가 함께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 지배

계급과 경제적 이해에 의해 도시는 더 이상 참여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

시거주자들은 다시 도시라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권리는 객관

적 필요, 도시가 만남을 추구하도록, 또 시민들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

요에서 비롯된다. 

② 전유의 권리 : 르페브르가 말한 전유의 권리는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마르

크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개념에서 비추어 볼 때, 전유의 권리는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

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할 권리이다. 도시 공간을 재산(property), 즉 

시장에서 교환될 상품으로 보는 개념은 전유의 권리와 대립된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 과정에

서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참여의 권리 : 이 권리는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중심

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지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뿐만 

9) 프랑스어의 oeuvre 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공들여 만든 일생에 걸친 작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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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도시의 정치 생활, 도시 관리 및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르페

브르는 참여의 권리를 통하여 도시 생활이 변혁되고, 나아가 사회가 변혁되고, 시간과 공간도 

변혁된다고 보았다. 정치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는 권리이다.

④ 차이에 대한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 : 그는 현대 대도시에서는 해외 이주 뿐만 아니

라, 정보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사회관계가 세계화되어 가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

는 차이에 대한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가 도시권에 보완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르페브르의 

차이에 대한 권리는 차이 그 자체보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르페브르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란 “반드시 동질화하려는 권력에 의해 결정된 범주 속으로 강제로 분

류되지 않을 권리” 라고 했다. 

⑤ 도시거주자의 권리와 도시중심부에 대한 권리 :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

람과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

(citizenship)과 구별되는 도시거주자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래 시민

권은 국민국가의 토 단위 안에 사는 국민에게 한정되어 부여되었다. 그런데 르페브르는 정

치 공동체의 소속감은 도시의 거주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도시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근대적 시민권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르페브르는 도시 중심성, 

즉 도심의 회복을 강조한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시 중심부의 재개발로 인해 노동자 계

급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처럼 사람들이 도시 중심부로

부터 배제되고, 기능별, 계층별로 도시 공간이 격리 단절되는 현상을 비판하 다. 그는 만남

의 장소로서 도시 중심부의 회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르페브르가 중심성(centrality)을 강

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도시의 중심부, 즉 도심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도시 거주

자가 도시 의사결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중심성의 권리는 의사 결

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권리와 함께, 도시의 중심부를 물리적으로 점유하면서 살 권리를 동

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유에 대한 권리와 참여에 대한 

권리이다. 참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유는 공간에 접근하고,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이후 소자, 하비, 프리드만 등의 후속논의를 거쳐 대안적 

도시발전 모델을 구성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에서도 도시

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2005년부터 UN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 해비

타트(UN-HABITAT)는 공동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입각한 도시 정책들을 소개·보급

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현재 각 도시나 국가에서 도시 권리와 관련된 제도나 경험, 그리고 도시 권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나 수단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널리 보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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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논의 주제

던 인권을 도시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

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유엔 해비타트 III의 결과물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의 핵

심개념이자 기조로 자리하 다. 비록 그 표현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완

화된 형태로 공식화 되었지만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가 ｢새로운 도시의제｣에 명시되었

으며, 이 개념에 기초한 많은 논의들, 즉 공평한 접근, 참여, 정부의 책임성, 포용적 경제, 성

적 평등, 차별철폐 등의 가치를 대부분 반 하고 있다(박세훈, 2016).

5. 결론

도시르네상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돌파구로서 도시가 새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세계화와 경쟁심화 국면에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전 세

계적으로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상당부분 도시재생정책은 일자리 창출, 조세

수익증대,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 공익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지역

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경제적 공익을 위한 공용수용 사

업방식은 이들의 생활공간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이 외관상으로는 사유재산권 보호, 자유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 및 

규제완화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유재산권 보호에서 대자본 및 민간개발업자 중

심의 재산권 논리, ‘뒤집어진 로빈훗’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용수용 남용을 반대하는 재산권

보호운동도 중산층 위주의 계층 편향성을 띠면서 도시 재생사업에서 공용수용이 야기하는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공익을 사칭하는 사익을 

위한 도시재생이 공권력을 동원한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시재생 과정의 한 단면인 젠트리피케이션은 전 지구적 현상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

로 하는 새로운 계급적 식민화(class colonization)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도시재생과정

에서 나타는 도시 내부의 식민지 개척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축출이라는 것이다

(Atkinson and Bridge, 2005). 국립국어원이 2015년 12월 젠트리피케이션의 번역어로 ‘둥

지 내몰림’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성격을 잘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 인클로저를 특성으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대안적 도시발

전 모델 역시 논의되고 있다. 포용적 도시 개념은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구조화의 부작용을 해

소하려는 하나의 대표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a, b). 도시에 대한 권리는 품위 

있는 도시적 삶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려는 노력이다. 실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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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삶을 권리로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물적 토대로서 도시기본자원의 공유를 보장받는 

일종의 도시기본자원은행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때 도시적 삶에서 도시의 의미는 도시

와 농촌의 구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농업경제체제와 농촌사회를 넘어 현대사회의 지배

적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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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of Marke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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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two 

Theoret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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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Changes of Commercial Streets 

  theoretical background 

D. Harvey(1982) : Fictitious Capital( ) 

P. Marcuse(1984) : Displa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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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n displacement 

• exclusionary displacement : 

• displacement pres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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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oret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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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Ques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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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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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zing with “Boutiq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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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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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가난한 사람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도시재생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기 때문 

-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영향을 미

치기 때문 

- 그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

2

도시재생과 가난한 사람들

서울도시포럼 

대구대학교 

2016. 12. 14 

이  영  아

1

[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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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난이란

가난이란

가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 

제도적으로는 기본적인 수요를 최저생계비(빈곤선)으로 

지정: 2015년 7월 이전까지는 절대 빈곤선이었으나 이후

부터는 가구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지급액으로 지

정하는 상대적인 빈곤선을 채택하고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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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 A씨는 남편이 선박을 가지고 해운 사업을 했었다가 실패한 

뒤부터 남편 대신 오랫동안 한식당에 취직하여 돈을 벌었다. 

• B씨는 젊었을 때 다방을 운영했다. 동네에서 제법 큰 다방을 

운영하고 종업원도 있었으나, 업계의 흐름이 커피 체인점 중

심으로 변하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다방에 손님이 줄어들었

고 종업원 인건비도 올라 결국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다. 그 뒤로는 근처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현재는 몸이 안 좋아 일을 할 수 없다. 

6

5555555555555555555

빈곤층 주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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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 E씨는 척추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어려서 공부를 열심

히 하여 약대에 입학하였으나 당시는 장애인에게 약사 자

격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약사가 되는 걸 포기하

고, 침술을 배워 무면허로 침 등을 놓으며 살아왔다. 무면

허 상태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주변 한의사로부터 고소, 

고발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만둔 뒤 우울증 등을 겪었

다. 그 뒤 암이 발병하여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모두 

치료비로 쓰고 살고 있던 집도 팔았다.

8

가난한 사람들

• C씨는 40대 때 장사를 하다가 크게 사기를 당한 이후 파출부, 

병원 간병인 등의 일을 13년 간 해 왔으나 일의 강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느낀다. 몸이 많이 상한 현

재는 언제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이 귀찮고 세상사는 게 

두렵다. 

• D씨의 남편은 막노동을 하였고, D씨는 10여 년 간 동네 전통

시장에서 튀김 장사를 하였다.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하면 할

수록 본전을 잃는 장사가 되었다. 결국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고기 장사, 파출부, 식당 일 등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7



168  서울 도시포럼 - 도시와 불평등

가난한 사람들

• H씨는 동네에서 이장으로 지내기도 하였으며, 면사무소

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중학교까지 다닌 

사람이 많지 않아 면사무소에서 중요한 업무를 도맡아 하

였다. 일을 하면서도 그는 가족들의 빚이 많아 농업을 비

롯하여 다양한 일을 더 했다. 현재는 그 빚을 모두 갚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령 연금을 주 수입으로 하여 나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10

가난한 사람들

• F씨는 평생 편물 관련 일을 하였으나, 남편과 시부모가 

모두 오랫동안 아파서 간병을 하느라 일을 그만두었다. 

• G씨는 거의 70세가 될 때까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시부모, 

아이들과 함께 도시지역으로 왔으며, 도시에 와서 백화

점 청소부, 횟집 종업원 등 상당히 많은 일을 하였다. 현

재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돈을 벌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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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빈곤지역 분포

왜 가난한가

사회경제적 이유 

- 급격한 시장 변화를 읽어내지 못해서 

-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로 인해 

- 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개인적인 이유 

- 자녀, 노부모 등 가족을 돌보느라 

- 빚을 갚느라, 병에 걸려서, 사기를 당해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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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빈곤 지역 주민 주택 점유 사례

빈곤 지역

-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노후불량주거지

역,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 도시재생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노후 불량 주거지역임 

- 노후불량주거지역의 특징: 주거비 부담이 적어서 적은 수입으

로 버틸 수 있는 곳(이들에게는 임대아파트도 버겁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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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에서의 빈곤한 삶

-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삶 

- 소외된 삶(약한 사회 연결망) 

-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삶(늙어서, 아파서, 돈을 벌러 

나가서, 임차인이라, 장애가 있어서...) 

-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삶

18

도시재생지역에서의 빈곤한 삶

‘방이 그들을 내쫓은 때도 있고 그들이 방을 버리고 떠난 

때도 있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방이 그들을 내몰았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며 얻은 결론 한 가지, 집

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29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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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삶
• 혼자 하는 식사 : 혼자 살면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 

영양부족으로 추석 아래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그 

영양부족으로. 그래가 못 먹으니깐 변비가 오잖아... (중략).. 몸 마

디마디마다 안 아픈 데가 없어. [채소]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

데... 이래이래 참 여럿이, 가족이 있는 것이면 뭐 해가지고 먹고 하

면 한 조각 먹어보고 이러지만 내 혼자 먹겠간? 안 먹거든. 그러니

깐 안 먹는 버릇이 돼 놓으니까는 그게 어딜 봐도 그거 먹고 싶단 

생각이 없는 거야. (선씨) 

• 소수와 맺는 의존적인 대인 관계 : 가족, 이웃(통장, 이장), 종교기관 

리더, 사회복지관 직원

20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삶

• 나는 내 죽을 때까지만 여기 살면 좋아. 언제 죽을지 몰라도. 앞

으로 오래 산다 해도 10년 이상 더 살겠어? 이렇게 현상 유지 

해가지고는 산다 하면 그때까지만 살면, 안 뜯기고 살면 나는 

복이지. 그런데 인제 이 중간에 뜯긴다 하면 어디로 이사를 갈

꼬. 내가 돈 있으면 뭐 얻어간다 하지만 돈 없으니 어디로 이사

를... 또 이런 집을 택해가 가야 하는 기라. 젊은 사람들 안 살고 

하는 이런 집을... 어디로 가야 되노. 뜯긴다 하면 맨날 그게 걱

정이라. (선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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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전부터 여기 사셨으니까 여긴 어떤 동네였어요?) 비천해. 그
리고 나는 이 동네에서 밥만 먹으면 장사를 나가서 이 동네에 대
해서, 이웃에 대해 잘 모르지. (한 동네에서 40년 간 거주한 선씨)

• 핸드폰이 없어서, 아파서 

창피해가지고... [핸드폰] 없다는 소리 말 못하고 가게 주인한테 
빌리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자꾸 빌리지는 못하잖아요. 간단 통화
해도, 잊고 안 갖고 왔다면서 그래 빌리고 쓰고 하다가. (박씨)

22

왜 동네에서 인간관계망이  
형성되지 못하는가?

왜 동네에서 인간관계망이  
형성되지 못하는가?

• 차별 받는다고 느껴져서 

그건 뭐라고 형용할 수 없어요. 무시당하는 그 서러움은. 
참 무시당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아무도 그건 모릅
니다. (유씨) 

몸만 이럴 뿐이지 사회 나가서 잘 웃기고 노는 거 좋아
하고 이런 성격인데, 제가 원체 몸이 이렇고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제가 말을 붙여 보려고 해도 대꾸를 안 해요. 그
러니 거기서 텔레비전만 봤지요... 제 딴에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요. (박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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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삶

-집 주인은 집수리 후 임대료 상승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고칠 마음이 없으며, 세입자는 이사를 가도 비슷한 환

경에서 거주하게 됨 

-폐허가 된 공가가 있는 동네는 위생, 치안의 문제 발생 

         이 지역의 쇠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사람들

24

참여로부터 배제된 삶
• 여기는 세입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갖고 있는 집이 작다 

보니까. 자기 집이 많고... 세입자는 많아 봐야 한 열 집 되

고. 그러니까 세입자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세

입자는 뭐 오늘 살고 내일 나갈 거니까.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 (남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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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은요, 하매 폐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지붕이 있잖아요. 애
들이 와서 탈선 장소다 보니까 애들이 자고 뭐 배게, 팬티고, 속옷이
고 벗어놓고 그러고 이랬는데. 그러던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그 지
붕에서 오동나무고 뭐고 나무도 나가지고, 이 지붕보다 나무가 더 
커졌어요.…(중략)… 집이 헌 집이다 보니까 모기도 많이 생기고. 
이게 바위 밑이다 보니까 산 밑이다 보니까 낙엽이 지고 얼어서 내
려오니까 지네 같은 게 많이 생겨. 습기가 차가지고. 지네가 온 집집
마다 나오니까. 여름 되면 지네한테 물려가지고 병원 다니고, 밤중
에도요 밤에도 암만 문을 닫아도 지네가 방에 걸어가니께. 지네는
요, 더덕더덕 그래. 요 밑에도, 옷 속에도 들어오고요. 지네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동네가 안 좋아. 동네 여름이 되면 집집마다 전부 
지네가 나오니까 겁을 내고… (권씨)

26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삶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삶

25

주인이 집을 안 고쳐줘. 주인이 돈이 있으면서도 구두쇠라서 돈을 
안 써요. 맨날 없다고 안 줘. 집이 몇 채 있는데. (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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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도시재생

- 해당 사업 지역이나 인근에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 

- 핵심적인 지역 리더와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망 형성 노력 

- 새로운 형태의 참여 방식 개발 

- 기본적인 집 수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자조적 주택 개량 지원 및 정부의 주택 개량 사업 지원 

- 빈집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 필요 

-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28

인간적인 도시재생

• 물리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재생 

•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는 도시재생 

• 가난한 삶을 담아내는 도시재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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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장소 되살리기’와 도시의 포용성

박인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1. ‘장소 되살리기’의 정당화 논리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도시재활성화 등은 강조점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특정 지리

적 역의 쇠퇴를 막고 장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장소 되살리기’라고 할 수 

있다. ‘도시’라는 장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식어가 붙는 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되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두 가지 정당화 논리가 작

용한다. 첫째, 장소의 쇠퇴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 전

체에 나쁜 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장소 부활을 위한 노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장소를 되살리면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논리이다. 셋째, 해당 지자체의 경우 장소 되살리기가 재산 

가치의 상승, 이는 다시 지방세수의 증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해당 지역에 살아가는 구체적 사람들의 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부

정적 외부효과의 개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등

적 혜택 또는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세 편의 논문은 모두 이러한 불평등

적 결과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2. ‘장소 되살리기’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 공간적 배제

‘장소 되살리기’의 사회계층적 불평등한 향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과 장

소를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세 편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장소 되살리기의 결과 해당 지역에서 ‘축출(displacement)’되는 효과, 즉 의

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에 대한 지수 값보다 자산에 대한 지수 값이 훨씬 크다. 소

득의 불평등보다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장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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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는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하는 경우가 

90%가 넘는 현실에서 이러한 불평등을 세대를 넘어서 대물림된다. 이것이 바로 ‘흙수저, 금수

저’ 인식이 근저에 깔린 현실이다.

공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주거 공간 또는 생계를 유지 활동을 할 공간을 잃게 된다는 점

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않고는 도시 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어

떤 노력도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 도시를 폐쇄된 고급주거지(gated community)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돕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어

디까지나 그들만의 천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도시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

‘장소 되살리기’의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진정으로 도시민들(inhabitants)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물리적 공간과 장소의 부활을 위한 노력은 부적절한 것인

가? 젠트리피케이션이로 이어지지 않은 상업가로의 개선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소 되살리기’의 사회적 향을 ‘포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장소’ 자체의 번 에 따른 효과의 불균등한 배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

자에 대한 차등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소 되살리기 프로젝트 이후 당초 세입자들에게 

거주나 상업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정기간 월세 인상을 동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정

책이 필요하다. 성동구의 상생협약과 같은 사례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난’에 대한 접근이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 동일한 ‘불량’ 거

주지라 하더라도 거주자 다수가 소유자로 이뤄진 지역과 다수가 세입가구로 이뤄진 지역의 접

근법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소유가구 중심의 동네(neighborhood)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

과 같은 접근이 유효한 반면, 세입가구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정책이 

물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노동’의 질을 높여주

는 정책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주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김용창 교수의 논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장소의 되살리기의 근거가 되는 ‘공익

(public interest)’의 정의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부정적 외부효과

인 미관(aesthetics) 상의 문제와 환경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개발(economic develop-

ment)도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수용권’을 행사하

도록 인정하고 있는 주(states)는 거의 없다. 이것은 공익 목적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 

가져올 부정적 향을 고려해서이다. 우리도 이러한 성장기의 도시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

으므로,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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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도시와 불평등

이원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신자유주의의 지배,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서 지난 3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

의화 경향은 그동안의 정치적 지형변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다. 사회 전 역

에서의 탈정치화를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및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장본인으

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분명히 적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선진국이 겪어 온 신자유주의화 경향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전과 다른 보다 구조적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는 도시공간 내 빈곤의 사회적 및 공간적 집중이라는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빈곤공간들이 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주요 특징이며, 그에 따라 

빈곤에 대한 공간정책의 맥락이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빈곤을 이해하고 다룸에 있어 공간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곤에 대한 인식이 

종종 장소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많은 빈곤정책이 자본과 노동의 흐름을 조절하는 공간정책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진국에서 진행되어 온 도시재생도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속성을 지니면서도 점차 사회적 및 공간적 재생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을 도모해 온 것도 사

실이다. 빈곤의 원인이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성격을 갖고, 교육, 건강, 보건 등 빈곤과 관련

된 제 측면들이 서로 맞물려 드러나기 때문에 공간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을 함께 도모하는 것

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아교수의 인간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주장은 설득

력을 갖는다. 도시재생의 문제를 단순히 공간적 재생이나 도시미화 및 이미지 개선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임대주택, 

네트워크 형성, 참여, 빈집 관리 및 시민권의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도시재생의 문제가 아쉽게도 도시 내 빈곤을 다루는 공간정

책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 내 구조화된 빈곤의 심화와 빈곤을 다룸에 있

어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빈곤을 다루는 사회정책과 공간정책의 접점을 중심으

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빈곤과 장소적 빈곤으로 서로 

연결되지만 구분되는 측면을 함께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도시재생이란 주제를 접근하

는데 특히 유효한데, 도시공간 내 빈곤을 구성하는 개인적 측면과 장소적 측면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접근에서 도시재생을 자리매김하고 그에 

따라 도시 내 빈곤을 다루는 주요 채널로서 도시재생문제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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