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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피터 아디의 2006년도 논문 만약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당 논문에서 아디가 가지고 있는 접근 방
식을 하나의 이론으로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디는 자신의 논문에서 범동주의를 주
장하였고 이에 대한 도전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러한 도전에 대해 답할 수 있는지를 자신이 제시한 여러 사례들과 함께 상술하였
다. 그러나 아디가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동주의가 겪는 도전(필자가 여기서 뻔함
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나아가 아디가 이에 대한 해
법으로 내놓는 생각은 어떠한 형식적 틀도 갖추고 있지 않다. 직관은 제시하는 것보
다 형식화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에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수행
한다. 첫째, 필자는 본고에서 범동주의가 왜 유망한 이론인지를 논증한다. 둘째, 필자
는 뻔함 논증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셋째, 마지막으로 필자는 존
애그뉴의 장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빌려와 아디가 제시한 여러 사례들을 관통할
수 있는 정합적인 평가 틀을 제시한다.
주요어: 범동주의, 모빌리티, 장소성, 로컬리티, 피터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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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는 모빌리티 연구의 선구자이다.1)
모빌리티 연구란 이동성에 기초한 사회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로서
이때 모빌리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
선박, 비행기, 기차와 같은 이동수단

– 가령, 자동차,

– 뿐만 아니라 권력, 자본과 같이

추상적으로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2)3)
이 연구 분야는 기존 사회학적 성찰로는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종의 패러다임적 성향도 함께 갖고 있다.
이 성향은 ‘모빌리티 전회’ 또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와 함께
제시되곤 하는데 결국 핵심은 기존의 사회학과는 다른 접근 방식 - 즉, 이
동성에 기초한 접근방식 - 을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어리 2007: 50).
1) ‘모빌리티 연구’와 ‘모빌리티스 연구’ 둘 중 어느 표기법이 맞는지에 대해 혼용된 사
용이 존재한다. 가령 이희상(2016)은 표기법에 있어 ‘모빌리티’를 선호하고 윤신희
(2018)는 ‘모빌리티스’를 선호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말 가독성을 고려해 ‘모빌리티’
라고 표기한다.
2) 이렇듯 모빌리티 연구 맥락에서 모빌리티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본고에선 이
를 ‘이동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사용한다.
3) 아직까지 모빌리티 개념이 어느 대상까지를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해 확정된 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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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연구자들의 바람은 그들의 작업을 통해 사회과학
의 근간을 아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4)
이런 점에서 필자 개인은 모빌리티를 탐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
의 접근방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린 피어스(Lynne Pearce)
와 피터 메리만(Peter Merriman)도 이 생각에 있어서 필자와 궤를 같이
하는데, 그들(2017)에 따르면, 사회학 연구에 있어서 모빌리티는 단순히
탐구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빌리티 연구의 목적 자체는 사실 기존 사회학이 추구하는 목
적과 비슷하다. 필자가 보기에 이 둘이 지니는 공통된 목표는 사회 현상
을 잘 설명하고 규명하는 것에 놓여 있다. 단지 전자, 모빌리티 연구는 이
러한 목적이 이동성에 주목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서 그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모빌리티 연구가 꽤 느슨한 경계를
지닌 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거칠게 말해 이동성의
측면에 주목해서 사회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전부 모빌리티
연구로 볼 수 있다. 어떤 연구가 넓은 범위를 지닌다는 것이 반드시 그 연
구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모빌리티
연구가 갖는 관대한 범위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론과 접근방식
에 모빌리티 연구가 잘 접목되게끔 도와줬으며, 이로부터 다학제적인 작
업을 가능케 했다. 가령, 최근 모빌리티 연구는 사회학은 물론 인문・예
술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태희(2018), 이진
4) 모빌리티 연구자들이 하는 작업이 기존 사회학이 했던 작업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비
판이 제기될 수 있다. 크레스웰(2010: 18)에 따르면, 이런 비판을 가하는 사회학자들
은 모빌리티 연구에 ‘새로운’ 연구라는 틀을 씌우는 것, 이를 ‘패러다임’이라고 지칭
하는 것, 그리고 교통, 이주, 여행 등이 아니라 하필 모빌리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을 문제로 삼는다. 모빌리티 연구자들은 모빌리티 연구가 지니는 다학자제적 특성과
이주, 교통, 여행만으로 다룰 수 없는 이동의 권력관계 등을 그 예시로 들으며 이에 대
한 답을 해왔다. 핵심은 이 문제는 아직 논쟁 중에 놓여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연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반론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리(2007)와 메리만과 피어스(2017)의 작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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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2018), 장세용(2012), 조명래(2015)의 작업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필자
는 본고를 통해 이들의 연구에 더불어 인문학적 관점에서 모빌리티 연구
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모빌
리티 연구자 중 한 명인 피터 아디(Peter Adey)가 제시한, 앞으로 필자가
범동주의(Panmobilitism)라 부를, 유망한 접근방식을 다루고 이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범동주의의 핵심 주장은 모든 것은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은
꽤나 파격적인 것인데 아디가 주장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자리를 고정
하고 있는 공항 같은 장소들 역시 움직인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동시에 범동주의는 모빌리티 연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
인 노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정말로 움직인다면, 사회 현상은 이동성
의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모빌리티 연구자들의 주장은 이론적 측
면에서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동주의가 직
면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지금까지 잘 다뤄지지 않
았던 필자가 본고에서 뻔함 논증이라고 이름 붙인 논증으로부터 발생한
다. 뻔함 논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빌리티 연구가 범동주의 이외에도
더 나은 이론적 선택지들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이
들은 범동주의가 모빌리티 연구가 지니는 고유한 설명적 힘을 없애버린
다고 주장한다.
아디는 자신의 2006년 논문 만약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이는 아무것
도 아니다 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해당 논문에서 아디는 모든 것이 움직
인다는 자신의 주장이 모빌리티 연구가 지니는 설명적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논증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아디의 직관은 그가 제
시한 여섯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옳다. 그러나 아디의 올바른
직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의 부재 때문에
아디의 생각은 이론으로서 취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고에서 아디가 제시한 범동주의를 존 애그뉴(John Agnew)의 장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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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층적 이해와 접목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형식화하고 이를 통해 정합
적이고 일관적으로 움직이는 설명적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범동
주의가 지니는 이론적 장점이 무엇이기에 필자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
하고자 하는가? 이는 당연한 의문처럼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필자
는 2장에서 범동주의가 왜 유망한 이론인지를 논증한다. 둘째, 필자는 3장
에서 뻔함 논증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이는 아디가 자
신의 논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한다.
아디와 달리 필자는 범동주의에 제기되는 가장 강력한 비판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그의 전략을 이론화시키기 위해 이 문제가 더
자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필자는 5장과 6장에
서 애그뉴의 장소에 관한 다층적인 이해를 빌려와 아디의 여섯 가지 사례
를 관통할 수 있는 정합적인 평가 틀을 제시하고 하나의 이론으로서 범동
주의를 옹호한다.

2. 범동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힘
혹자는 모빌리티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이론적 대안들 중 필
자가 하필 범동주의를 채택해 이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할 수 있다.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필자 스스로 범동
주의가 모빌리티 연구에 있어 여타 다른 경쟁 이론에 비해 설명적 힘에
서 가장 유망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논증하기에 앞서
아디가 범동주의에 대해 지니는 동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아디는 범동주의를 제안한다. 아디(2006)의 주
장에 따르면 공항은 움직인다. 하지만 정말로 공항은 움직이는가? 일견
보기에 그런 것 같지 않다. 공항은 장소이고, 장소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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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5) 특히나 움직
임을 그저 물리적 이탈로 보자면 아디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어 보인다. 아디가 이렇게 과격해 보이는 주장을 하게 된 동기와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짤막하게 두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
을 것 같다.
먼저 이러한 배경 중 하나로 장소 개념 - 그 중에서도 특히 공항 - 에 대
한 아디의 관심을 언급할 수 있다. 아디는 공항에 대해 많은 연구 작업들
을 수행해왔다. 그가 쓴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동성에 대한 직접적인 탐
구보다는 공항에 대한 고찰로부터 이동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6) 그런데 아디가 쓴 논문에서 그가 공항을 이해하는 방식은 매우 역동
적이다. 가령 아디(2006; 2008)는 공항을 예시로 들어가며 장소를 그저
고정적인 것으로만 파악하면 장소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 범동주의는 장소에 대한 아디의 이러한 생각이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공항마저도
이동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동
한다는 주장은 주장의 일관성 면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기에 아디가 범동주의를 제안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다.
다시 말해, 아디는 기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잘 부합하는 이론을 제시하
기 위해 범동주의를 주장한다.
범동주의에 대한 아디의 두 번째 배경은 이론적 배경이다. 이 이론적
배경은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과정 철학에 놓여있다. 베르그
송에 따르면 이 세계에 정지해있는 것은 단순히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며 따라서 이로부터 세계를 정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
는 무수한 변화 속에서 스냅 샷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편
적인 이해와 다를 바 없다. 즉, 베르그송의 관점에선 모든 것은 변화의 과
5) 이 예외적인 경우는 이동식 화장실이 대표적이다.
6) 이에 대한 대표적 아디의 논문들은 다음을 참고. 아디 2006;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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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속에 놓여있고 따라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다른 것이 된다. 아디는 베
르그송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우리는 변화가 우리 지각의 관성을 극복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됐
을 때 질료가 형태를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론 질료는 형
태를 매 순간마다 변화시키는 중이다. 혹은 더 나아가 형태란 없다.
왜냐하면 형태는 움직이지 않지만 실제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정
말로 있는 것은 형태의 끊임없는 변화이다: 형태는 단지 이행의 스냅
샷적 관점에 불과하다.” (베르그송, 1911: 302, 본인 강조)

베르그송의 과정철학을 이론적 근간으로 채택함으로써 아디는 변화라
는 개념이 움직임이라는 개념을 포섭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아디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물체는 우리가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움직이
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움직인다.
혹자는 이러한 설명방식에 대해 범동주의는 변화와 이동을 구분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경쟁 이
론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올바른 설명방식이라고 믿는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이동에 관한 두 가지 경쟁이론과 범동주의를 비교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범동주의는 앞으로 제시될 두 경쟁이론에 비해 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나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필자가 논증하고자 하는 범동주의의 우월성은 먼저 다음의 질문을 고
려하면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주
목해야할 점은 우리는 대상이 지니는 이동성을 설명할 때 이동성이란 개
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설명에 관한 순환논제
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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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관한 순환논제: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항은 피설
명항이 사용하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해당
설명은 순환적이다. (단 원초적 개념은 예외로 한다.)

위의 논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동성을 설명할 때 대상이 이
동하기 때문에 이동성을 지닌다는 식으로 설명해선 안 된다. 이러한 설
명은 순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7)
설명에 관한 순환논제를 고려했을 때 변화가 움직임을 함축한다는 범동
주의의 근본 생각은 이동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인다. 변화가 이동성을 함축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통해 이
동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두 경쟁
이론인 정주주의(sedentarism)와 이동성 제일주의(mobility chauvinism)
를 고려해보자.8)
먼저 정주주의는 부동성(immobility), 혹은 비이동성이 이동성보다 존
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주장한다.9) 이러한 형이상학적 입장은 근대 초
기까지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입장 역시 논란의 여지는
7) 어니스트 소사(Ernest Sosa)를 포함한 몇몇 철학자들은 악순환과 선순환을 구분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순환적인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설명이 있다.
그 중 한 예는 설명의 순환성이 아주 큰 경로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령 A를 설명할
때 B를 사용하고 B를 사용할 때 C를 사용하고 Z를 설명할 때 A를 사용했다고 가정
해보자. 이 경우 설명은 순환적이지만 아주 긴 절차를 걸쳐서 순환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해당 설명은 악순환이 아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중이며 본고에서 고려
하는 순환적 설명은 피설명항에서 언급된 개념이 설명항에서 사용되는 직접 순환이
기 때문에 여기서 선순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사 2010을
참조.
8) 정주주의라는 명칭은 리사 말키(Liisa Malkki)(1992)로부터 가져왔다. 이동성 제일주
의라는 말은 필자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그 기원은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의 액체근대에 두고 있다. 다만 이동성 제일주의는 모빌리티 연
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를 형식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
런 점에서 바우만의 입장과 엄밀한 의미에선 정확히 대응하진 않는다.
9) 필자는 본고에서 이동성과 부동성을 일종의 속성으로서 간주하며 그 외의 가능한 다
른 접근방식들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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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모빌리티 연구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특히 어리가 제시한

– 이동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인 - 정박

(mooring) 개념을 고려했을 때 (비록 어리는 정박과 이동성중 어느 것이
우선한다는 점에선 말을 아꼈지만) 충분히 정주주의에 의해 수행되는 모
빌리티 연구를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다.10)
정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이동성을 우리의 직관과 비교적 잘 부합하
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주주의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이동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대상이 부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식은 모빌리티 연구에 있어서 범동주의와 비교했
을 때 뚜렷한 매력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이 임의의
위치에 정지해 있다는 말은 어떤 지점에 (혹은 좌표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고정이나 정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대상의 위치는 변화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주주의
를 채택하더라도 범동주의가 그러한 것처럼 변화개념을 사용해야한다.
더 나아가 이동성이란 부동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방식은 부동성 개
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동을 물리적 이탈의 측면에서만 한정해서 설명
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동이란 고정된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란 말은 결과적으로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물리
적으로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메리만(2012)과 같은 모빌리
티 연구자들은 대게 이동성을 물리적 이탈보다 큰 개념으로 이해한다.11)

10) 어리에 따르면, 이동이 있기 위해서는 정박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정박이란 고정되어
있는 인프라로서 공항, 고속도로, 혹은 철도 같은 것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만 어리는 이동과 정박이 상호 연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만약 정주주의가 정박 개념을 받아들여 모빌리티 연구를 하게 되면 고정된 인
프라로부터 발생하는 이동성의 측면에 주목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
한 내용은 어리 2007을 참조.
11) 가령 메리만은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체화(embodiment)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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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정주주의는 모빌리티 연구에 있어서 좋은 이론은
아니다.12)
둘째로 고려할 이동성 제일주의는 정주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즉,
이동성 제일주의에 따르면 이동성은 부동성보다 근본적이다. 이동성 제
일주의와 (강한 형태의) 범동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부동성이란 개념
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놓여있다.13) 이동성 제일주의자는 이동성 이
외에도 부동성이란 속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동성은 이보다 근본적인
속성이다. 범동주의의 경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강한 형태
는 부동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반면 약한 형태는 맥락과 상황이 예화
하는 부동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이동성이 부동성에 비
해 근본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성 제일주의와는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명칭

정주주의

이동성 제일주의

(강한) 범동주의

이동성 존재유무

O

O

O

부동성 존재유무

O

O

X

이동성 부동성 관계

부동성이 우위

이동성이 우위

이동성만 존재

특징

<표 1>
확실히 이동성 제일주의는 정주주의와 달리 이동성에 존재론적 우위
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빌리티 연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매
력적인 노선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이동성 제일주의는 이
동성을 설명할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 먼저 이동성 제일주의를 지지하
12) 아디의 범동주의는 물리적 이탈로만 이동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범동주의는 이동성
에 대해 세 가지 층위를 인정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장에서 상술될 것
이다.
13) 약한 형태의 범동주의는 4장에서 상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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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들은 부동성에 기대어 유동성을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정주
주의처럼 이동성이란 부동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이동성 제일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동성이 부동성보다 더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동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성
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라고 답할 순 있지만 그 반대의 해명은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부동성에 기대지 않
고 이동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범동주의자들의 접근
방식을 빌려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화를 통해 이동성을 설명하는 것
이다. 만약 이 방식을 택한다면 모빌리티 연구자들은 범동주의 역시도
올바른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즉, 초기에 제
기되었던 - 범동주의는 변화와 이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 비판은 철회
되어야한다. 첫 번째 방식이 매력적이지 못한 이유는 이외에도 더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설명방식이 범동주의의 경우와 달리 이동성 제일주의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동성
제일주의자가 범동주의자처럼 변화에 기대어 이동성을 설명한다고 가정
해보자. 이제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것
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이동성 제일주의가 말하는 부동
성이란 무엇인가?
아마 혹자는 부동성이란 그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대답할지
도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엄밀히 말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데
에 있다. 다시 말해 변화 개념에 기대어 이동성을 설명하려면 범동주의
자들의 핵심 주장

– 즉, 모든 것은 이동한다 – 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이동성 제일주의자들에게 부동적인 속성은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이동성보다 근본적이진 않은 속성이지만 그럼에도) 존재
한다. 모든 것이 이동하는데 부동적인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
기 힘들다.14) 따라서 변화 개념에 기대어 이동성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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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는 거부되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난관에 대해 이동성 제일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
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방안은 이동성을 원초적 개념(primitive concept)
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원초적 개념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개
념으로도 환원이 안 되는 개념을 말한다. 만일 이동성이 정말로 원초적
개념이라면 이동성 제일주의자들은 설명에 관한 순환논제가 요구하는
제약사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지에 따르면, 어떤 것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저 그 대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에 대해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이동한다는 것을 원초
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동성은 정말로 원초적 개념인가? 이를 원초적 개념으로 볼
만한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
는 한 이러한 설명방식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범
동주의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잘 설명해준
다.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동성이 원초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
이다. 범동주의에 따르면 이동성은 변화에 기초해 해명될 수 있기에 원
초적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범동주의가 두
경쟁이론인 정주주의와 이동성 제일주의에 비해 유망한 이론이라고 결
론 내린다. 하지만 이러한 범동주의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난점을 갖
고 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4) 혹자는 어떤 속성은 예화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간결성에 비추어봤을 때 건전한 형이상학적 관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만일 예화하는 대상이 없는데도 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동성 말고도 무
수히 많은 예화 되지 않은 속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경쟁이론에 비해 간결한 이
론이 아니며 더욱이 이를 참이라 생각할만한 좋은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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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뻔함 논증
범동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좋은 이론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한 가지 강력한 우려가 존재해왔다. 우리는 이 우려를 아디의 2006년 논
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디는 이를 짧게 한 문장으로만 언급하
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이 자리를 빌
려 이 문제를 아래와 같은 논증으로 다시금 형식화하고자 한다.15)
뻔함 논증(the Triviality Argument):
1. 사회 현상은 이동성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2. 모든 것은 이동한다.
3. 만약 전제1과 2가 참이라면, 모빌리티 연구는 설명적 힘이 거의 없다.
(혹은 흥미롭지 않다.)
4. 따라서 모빌리티 연구는 설명적 힘이 거의 없다. (혹은 흥미롭지 않다.)

뻔함 논증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이다. 다시 말해, 세 전제가 모두
참인 경우 마지막 결론4는 논증이 갖고 있는 논리적 형식에 의해 그 참을
보장받는다.16) 문제는 세 전제가 모두 참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범동주의가 겪는 어려움은 이 세 전제들이 일견 보기에 모두 참처럼 보이
는 반면 결론4는 모빌리티 연구자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먼저 범동주의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전제1과 전제2 모두를 받아들
일 경향이 높아 다는 점에 주목해보자.17) 필자가 생각하기에 전제1을 부
15) 실제로 아디는 뻔함 논증이 갖는 우려를 다음과 같은 불확실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
고 지나간다. “만일 모든 것이 이동한다면 이동성이라는 개념은 추구할 가치가 거의
없다.” (아디 2006: 76)
16) 뻔함 논증이 갖고 있는 논리형식은 연언 도입규칙과 전건 긍정 규칙에 기반 한다.
17) 전제1과 전제2의 차이는 이들이 지니는 적용범위에 있다. 전제2는 범동주의의 핵심
주장을 나타내는 반면, 전제1은 모빌리티 연구의 핵심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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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모빌리티 연구자들은 없다. 이동성의 측면에 주목하지 않고 모빌리
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묘연해 보인다. 즉, 전제1을 부정하는 것
은 곧 모빌리티 연구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연구자들
인 범동주의자들이 전제1을 부정할 거라곤 생각되지 않는다. 전제2 역시
도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다. 전제2는, 일견 보기에, 범동주의를 지지하
는 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주장처럼 보인다.18) 다
시 말해, 전제2의 참을 포기하는 순간 범동주의를 지지하는 것 역시 멈추
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뻔함 논증을 제시하는 학자들
이 원하는 바이다. 그들은 결론4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범동주의, 즉
전제2를 거부하면 된다고 말한다.19) 하지만, 다시, 이는 범동주의를 지지
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이제 전제3을 살펴보자. 전제3은 전제1과 2가 참이라면, 모빌리티 연구
는 설명적 힘이 (혹은 흥미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전
제1과 2를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즉, 사회 현상은 이동성의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동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로부터 모빌리
티 연구는 설명적 힘이 (혹은 흥미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뒤따라 나오는
가? 아디(2006: 76)는 자세한 설명을 누락하지만 그렇다고 말한다. 필자는
아디를 따라 전제3이 참이라고 믿는다. 이는 전제3의 참에 대한 해명을 요
구하는 것 같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에서 이를 설명한다.
첫 번째 방식은 모빌리티 연구가 지니는 설명적 힘을 공격하는 방식이
어떤 모빌리티 연구 이론가는 전제1만 받아들이고 전제2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
다. 가령 이동성 제일주의자들은 이동성 이외에도 부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제2는 거부하고 전제1만 받아들인다.
18)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디는 범동주의를 지지하지만 놀랍게도 전제2를 거
부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19)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뻔함 논증을 지지하는 학자들 역시 모빌리티 연구자일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은 모빌리티 연구의 이론적 틀이 범동주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에만 개입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빌리티 연구는 더 나은 (가령 정주주의나 이동성
제일주의와 같은) 이론적 틀에 기초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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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다음과 같이 논증될 수 있다. 만일 모든 게 이동하는데 사회 현
상을 이동성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사회 현상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본
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는 바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령, 사람들은
누군가 사과가 과일이라고 주장하면 보통 그에 해당하는 경험적 사실을
설명으로 제공하길 원한다. 가령 사과는 과일이라는 설명을 듣는 사람들
은 사과가 나무에서 나는 식용 가능한 열매라는 것이 경험적 증거로서
제시되면 이러한 설명에 대게 만족한다.
이제 논의를 위해서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과일이라고 가정해보
자. 이 경우 앞선 경우와 달리 사과가 과일이라는 것은 사과에 대해 어떠
한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과일이라는 극단적인 가
정이 참이라면 풀에서 나는 열매도 과일일뿐만 아니라 물, 컴퓨터, 켄자
스 주까지도 과일이다. 이는 사과가 과일이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경험
적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과일임이라는 속성
은 사과뿐만 아니라 어느 대상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이 속성이 내재적
(intrinsically)으로 지녀야하는 - 나무에서 나는 열매와 같은 - 그런 조건
들은 없다는 함축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만일 모든 것이 과일이라면 사
과가 과일이라는 주장은 어떠한 설명적 힘도 결여한다.
두 번째 방식은 모빌리티 연구가 지니는 고유한 독자성을 공격하는 방
식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논증될 수 있다. 모빌리티 연구 전에도 수많은
사회학적 연구 성과들이 존재해왔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사회 현상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만일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사실상 기존의 사회학적 작업 역시 이동성의 측면
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범동주의가 참이라
면 이는 모빌리티 전회, 혹은 모빌리티 패러다임 이전의 사회학적 작업
과 그 이후의 사회학적 작업이 별다른 질적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연구는 기존 사회학적 작업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고유의 가치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범동주의는 모빌리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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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흥미롭지 않게 만든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전제3이 참이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가령 전제3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빌리티 전회 이전의 작업들은,
모든 것이 이동한다는 주장이 참이라 하더라도, 이동성에 주목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과는 과일이
더라도 이 사실이 우리가 사과를 과일이라는 범주적 틀에서 설명해왔다
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이동한다고 해서
사회학자들이 항상 이동성의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해 온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반론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필자는 뻔함 논증에서 전제3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주장에까지는 개입하지 않는다. 어쩌면 필자가 아직 생각해내지 못한
전제3을 거부하는 효과적인 논증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의 목표
중 하나는 뻔함 논증에 대처하는 아디의 접근방식을 형식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뻔함 논증에 대처하는 아디의 전략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
볼 것이지만, 전제3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전제2를 약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제3을 거부할 수 있을 확실한 논증이 부재하는 한에 있
어서 이를 거부할만한 적극적인 동기를 지니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반론은 전제3을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석할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다. 전제3을 모빌리티 연구가 지니는 흥미성이 아닌 설명
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경우 해당 반론만으론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전제3의 첫 번째 해석이 범동주의자들에게 훨씬 더 큰 공
격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가 전제3을 두 번째 방식으로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설
득력 있는 반론으로 보기 힘들다. 사회학은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
는 작업이다. 그런데 만일 모든 것이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전회 이전의 사회학적 연구 성과들이 사회 현상이 지니는 이동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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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제공하지 못해왔다는 것은 다소 믿기 힘들다. 아마 이들이 이동
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이동
하는데 이 측면에 주목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실상 이동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인다. 사과를
설명할 때 사과가 과일에 속한다는 것을 누락했다면 이는 사과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모빌리티 전회 이전의 사회학적 연
구들이 좋은 연구들이 아니라고까지 볼만한 이유가 있는가? 어쩌면 모빌
리티 전회 이전까지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큰 성공을 못 거두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정말로 모든 것이 이동하
는데 이에 주목하지 못했다면 이들이 좋은 연구가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
라 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 방식에 엄청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
렇게 엄청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20) 따라서
필자는 범동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선 전제3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4. 뻔함 논증에 대처하는 아디의 전략
전 장에서 자세히 상술했듯 필자는 뻔함 논증에서 전제3을 참이라 여
긴다. 아디 역시 이 점에 있어 필자와 궤를 같이 한다. 뻔함 논증에 대한
아디의 대처는 전제2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아디는 엄밀한 의미에서
20) 회의주의가 보여줬듯이 우리의 인식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능력에 도전하는 회의주의를 거부하는 작업은 본 논문의
목적을 벗어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음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회의주의가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별한
그룹만이 (기존의 사회학자) 이러한 인식적 회의에 갇혀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
의주의보다 더 강한 주장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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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이동한다는 자신의 초기 주장을, 따라서 전제2를 거부한다. 그
러나 전제2를 거부하는 것은 범동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애초에
뻔함 논증이 추구하는 바가 범동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
해보자. 따라서 전제2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뻔함 논증에게 그 목표를
달성시켜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장에서 아디가 전제2
를 거부하면서도 처음 자신이 지녔던 생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뻔함 논증에 대처하는 아디의 방식은 기존보다 약한 형태의 범동주의
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주장의 강함 정도에 따
라 범동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사실 모든 것은 이동한다는 주장은 가장 강한 형태의 범동주의라는 점에
서 절대적 범동주의라 불릴만하다. 아디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2006년 논문 초반부의 주장과 후반부의 주장은 그 강함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논문의 초반에서 아디가 절대적 범동주의를 언급했다
면 후반부에서 아디는 이것보다 약한 형태의 범동주의, 필자가 앞으로
관계적 범동주의라 부를 입장을 지지한다. 즉, 초반에 모든 것이 이동한
다고 주장한 아디는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약화시켜 주
장한다. 모든 것은 이동적일 수 있다.21) (Everything might be mobile.)
이 주장이 처음 주장보다 약한 형태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논문 초
반부에서 아디의 주장이 실제 세계와 관련된 주장이라면 후반부에서 아
디의 주장은 양상적인(modal) 주장이다. 모든 것이 이동적일 수 있다는
말은 모든 대상이 현 시점에 전부 이동, 혹은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
다. 이 말은 단순히 모든 대상이 원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를
21) ‘이동적일 수 있다’는 표현은 많은 한국어 표현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다소 어색하다.
그러나 이를 ‘이동할 수 있다’로 표현하면 ‘can’의 번역어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이
에 본고는 ‘might’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다소 어색하지만 ‘Everything might be
mobile’을 ‘모든 것은 이동적일 수 있다’라고 표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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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은 이동적일 수 있다는 것
인가? 만일 현 시점에 어떤 대상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음 아디가
채택한 베르그송의 관점과는 대척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아디는 마커스 도엘(Marcus
Doel)의 관점을 끌어들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킨다. 도엘(1999)의 핵심
적인 생각은 차이가 움직임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움직임이 단순히
어떤 대상이 지니는 단일한 속성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걸 뜻한다. 그런
데 도엘의 관점에서 차이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함축한다. 따라서 그
의 관점에서 움직임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차별화되고 특정한 관계에 놓
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관계는 맥락이나 특정 관
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엘에게 있어 한
대상이 특정한 맥락에서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그 대상이 지니
는 차이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대상의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제 도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아디의 모습을 통해, 필자는 아디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약화된 형태의 관계적 범동주의로 해석할 것을 제안
한다.
관계적 범동주의: 모든 것은 다른 대상들 간의 관계들과 관점에 따라
이동적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관계적 범동주의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동성이
라는 속성을 관계적인 속성으로, 이에 대응하여 ‘이동함’이라는 술어를
맥락 의존적 술어로 파악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 혹은 아디의
관심을 이어받아 주장해보면, 공항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와 특정 맥락들
속에서 이동적일 수 있다. 이 말은 뒤집어보면 특정 맥락과 다른 대상들
과의 관계에 있어 이동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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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디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부동성에 놓여있는 상태
를 상대적 부동성(relatively immobility)이라고 이름 붙인다.
아디의 상대적 부동성이 범동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아디가 공간에 베르그송의 과정철학의 사유를 투영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개념은 범동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대척하
는 것처럼 보인다.22) 하지만 이동성과 상대적 부동성은 어떤 대상이 귀
속하는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다. 이 둘은 위에서 말했듯 관계적 속성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이 속성들을 예화 하는 것은, 아디와 도엘에 따르
면, 대상과 대상간의 관계, 그리고 그 대상이 놓여있는 특정한 맥락이지
어떤 단일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대상은 변화하지만 변화하는
대상끼리의 관계, 혹은 그 대상에 놓여 있는 특정한 관점은 상대적인 부
동성을 예화 할 수 있다. 건물은 매 시간 변화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위치
적 측면에서 논의하면 움직이는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건물 그 자체가 부동성을 귀속하기 때문이라기
보단 우리가 이를 움직이는 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위치와 결부해
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다.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
떻게 이해되어야하는지는 마지막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며, 해당
반론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것이다.
관계적 범동주의는 절대적 범동주의와 비교해봤을 때 몇 가지 장점을
지닌다. 가장 큰 장점은 관계적 범동주의가 우리의 상식과 실제 언어 사
용에 있어 보다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사용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것이 이동한다는 주장은 확실히 이상해 보인다. 우리는 여전히 어
떤 상황에선 어떤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저 없이 발화한다. 그리
22) 아디는 베르그송의 생각을 공간에 반영했지만 정작 베르그송 자신은 공간적 사유에
대해 회의적이다. 베르그송은 공간보다는 시간의 견지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하고 이
런 점에서 그는 공간화된 시간보다는 지속하는 시간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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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언어적 발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관계적 범
동주의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필자가 보기에 아디는 이동성에 대해 일종의 상대주의적
접근방식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덕 상대주의가 본질적인 도덕성
을 상정하지 않는 것처럼 아디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이동성,
혹은 비이동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도덕 상대주의자들이 상이한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상이한 도덕규범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동성을 구성하는 것은 대상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대상들에
적용되고 있는 특정한 관점이다. 이제 범동주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적 형태와 절대적 형태의 범동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23)

명칭
특징
단일한 속성으로서
이동성 존재 유무
단일한 속성으로서
부동성 존재 유무
비고

절대적
범동주의

관계적 범동주의

O

X

X

X

이동성만
존재

단일한 속성으로서 이동성은 없음. 이동성과 부동성을
예화 하는 것은 특정한 관점에 놓인 대상들 간의 관계.

<표 2>
이러한 아디의 전략은 뻔함 논증에 있어 더 이상 취약하지 않다. 관계
적 범동주의는 모든 대상이 이동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이론은 다
만 모든 대상은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맥락 혹은 관점
속에서 언급되느냐에 따라 이동적일 수 있다고만 말한다. 공항은 어떤
23) 아디가 관계적 범동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반대로 아디가 절대적 범
동주의를 지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논문의 초반부에서 아디가 실제로 절대적 범
동주의를 지지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계적 범동주의를 위한 수사적 기법으로
이를 제시했는지는 다소 불분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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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따라선 상대적으로 이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다른
어떤 것들과의 관계 속에선 이동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이동
적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설명이 옳다면, 이동성의 측면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겠
다는 모빌리티 연구의 목표는 다름 아닌 이동성을 엿볼 수 있는
상 내지는 어떤 대상들이 지니는

– 사회현

– 특정한 관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된다.

이는 범동주의의 직관을 보존하면서도 모빌리티 연구가 여전히 설명적
힘을 지닐 수 있게끔, 나아가 고유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허락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적 범동주의 역시도 필자가 보기엔 완전히 만족스
럽진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 기준의 부재로부터 온다. 공항은 언제 상
대적으로 비이동적인가? 혹은 언제 이동적일 수 있는가? 공항을 이동적
이게 만들 수 있는 관계, 혹은 관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아디는 자신의 논문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지만 자신의
초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정도일 뿐 구체적이라 보기엔 한계가 명확하
다. 다시 한 번, 가장 큰 문제는 아디가 어떠한 이론적 장치 없이 자신의
직관에 기대서만 이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보고 아디가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자신의 상식에 기대어 어떤 것이 이
동적인지 아닌지를 임의로 판단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본인은 아디가 그저 맹목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한 것은 아
니고 사례들 이면엔 일종의 암묵적 기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
라 필자는 아디가 제시한 사례들이 적절한 이론적 배경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이론적 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논증할 것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 이는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존 애그뉴의 장소개념을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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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소의 다층성: 여섯 가지 사례연구를 중점으로
5장에서 필자는 관계적 범동주의를 형식화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아디의 2006년 논문에서 언급된 다음의 여섯 가지 사례들을 고려한다.24)
사례1) “공항들은 공간에서의 그들의 위치적 측면에서 실제로 움직
일 수 없다.” (아디2006: 81)
사례2) “만일 우리가 공항을 인간 신체의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마
치 피부의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대체되는 것처럼 공항
역시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중이다.” (아디 2006: 81)
사례3) “더 미세한 차원에서 인프라는 끊임없이 수정되고 고쳐지고
재설계됨으로써 거리와 방들은 끊임없이 재배치되는 과정에 놓이며
공간적 배치는 수정된다... 가게 인테리어들은 재설계되고, 나무들은
심어지고, 빌딩들이 들어서며 잔디는 깍여 나가고 쓰레기는 버려진
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에 공간은 미묘하고 사소하게 끊임없이
(재)창조되지만, 때때로는 더 극적으로 바뀐다.”(닷지&키친(Dodge&
Kitchin) 2005: 172)
사례4) “누군가는 움직이는 중에도 여전히 부동성을 경험하거나 느
낄 수 있다. 비행기 안에서 조는 승객들이나 자동차 시트에 고정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생각해보자...우리가 무언가가 부
동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아디 2006: 83-84)

24) 여섯 가지 사례는 중복되어 보이는 종류를 제외하고 아디가 2006년 논문에서 (비)이
동성과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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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만일 우리가 공항을 건축의 디자인과 물리적 영원함의 측면
에서 승객들과 비교했을 때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적이다. 그러나 항
공기와의 관계에서 공항은 놀랍도록 이동적이다.” (아디 2006: 84)
사례6) “일단 항공기가 주차되면 이 항공기는 공항과 연루된 복잡한
모빌리티에 의존하게 된다. 공항은 항공기에 연료를 채우고 정보를
승객들에게 전달하고 화물을 전달하는 일들이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
나게 된다. 적재 역시 이동성과 정박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다.” (아디 2006: 88)

제시된 일련의 사례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아디가 명확히 표현하지
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 기준들을
끄집어 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위의
사례들이 지니는 공통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들이 보여주는 명백한 공통점은 사례 모두가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우리의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장소의 (비)이동성에 관한 평가 틀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혹자는 이를 근거로 우리가 얻어낼지도 모를 평가 틀이 태
생적으로 그 범위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즉, 우
리는 향후 장소와 연관된 어떤 것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
자가 보기에 이러한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는 것 같다. 이에 대
한 비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와 아디가 제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 사례들이
모두 장소에 관련성을 지닌 담화라는 것에 주목해보자. 그러나 언급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례들은 저마다 다른 결론들을 가지는가?
가령 사례1에서 아디는 공항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례2에서
는 공항이 이동한다고 말한다. 이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우
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에 집중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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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풀어써보자면 다음과 같다. 공통된 특징을 지
닌, 즉 전부 장소와 연관된 담론들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 차이를 보
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매력적인, 그리고 간결한 대답은 장소라
는 개념 자체가 단 하나로 특징 지워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것이 적절히 논증될 수 있다면 위의 여섯 개의 사례가 어째서 저마다 다
른 결과들을 지니는지가 매끄럽게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
있어 필자는 혼자가 아니다.
정치지리학자인 존 애그뉴 역시도 장소가 여러 측면에서 특징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학자들 중 한 명이다. 애그뉴(1987)에 따르면 장소는
세 가지 특징들을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장소의 세 가지 특징으
로 위치, 로케일(locale), 그리고 장소감(a sense of place)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가 지니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장소가 위치를 지닌다는 점
이다. 가령 장소가 지니는 위치는 좌표로서 나타내질 수 있다. 우리는 위
치개념을 통해 장소의 물리적 변화와 장소의 위치적 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장소가 한 좌표에서 다른 좌표로 바뀌지 않는 한 그 장소는 물리적
이탈에 있어 고정적이다. 어떤 장소에 부여된 위치는 그 장소의 구성요
소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 공항의 콘크리트 지지대의 물리적 요소는
베르그송이 지적한대로 매 순간 변할지도 모르지만 공항의 위치개념은
공항이 이사라도 가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소의 위치개념
은 장소를 적절히 개별화시켜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좌표를 통해 대상의 위치
를 손쉽게 찾아내고 특징지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장소에 대
해 그 장소가 갖는 위치적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도린 매시(Doreen Massey)(2004: 8)가 적절히 지적했듯 장소
개념이 단순히 위치하고만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애그뉴 역시도 이 점
에 동의했다. 그는 장소가, 위치와 지니는 연관관계 이외에도, 거의 항상
장소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관계적 범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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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설명
하기 위해 애그뉴는 장소의 두 번째 특징으로 로케일이라는 개념을 언급
한다. 로케일은, 애그뉴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위한 물질적 배
경이다. 이러한 물질적 배경은 장소가 거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반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울을 건물들, 여러 길, 그리고 정원
같은 공공 공간의 집합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서울의 정원을 서울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정원이라는 부분집합 중 하나인, 가령, 창덕궁 후원이 일정한 수의
식물과 조각상, 그리고 울타리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보
자. 그러면 이 정원은 일정한 수의 식물, 조각상, 그리고 울타리를 그 요
소(member)로서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장소가 물질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소를 물질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사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장소
를 그 장소가 지니는 물리적 배경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애그뉴는 장소가 ‘장소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
르면 장소는 어딘가에 위치해야 하고 물질적으로 시각적인 형태를 지녀
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하고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애그뉴의 장소감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
고 감정적인 애착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꽤 넓은 개념이다. 필자는
여기서 애그뉴의 장소 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좀 더 좁게 받
아들이고자 한다. 즉, 필자는 장소를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
고 적어도 상호 주관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적어
도 아디의 사례를 설명할 설명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애그뉴가 제시
한 세 번째 특징을 사회적 관계에 국한시켜 바라보자.25) 다시 말해, 장소
25) 필자는 장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장소감과 비슷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
도 인정한다. 그러나 장소감은 6장에서 필자가 하려는 작업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7장에서 다시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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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지막 특징은 장소가 사회와 특정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으로 재규정
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장소를 언제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시도했던 아디의 설명과는 어긋나는 지점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장
소가 지니는 마지막 특징을 ‘사회성’이라 부르며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다. 이를 끝으로 장소의 세 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장소의 세 가지 특징(수정):
1. 위치
2. 로케일
3. 사회성

누군가는 이러한 방식이 애그뉴의 장소에 대한 생각을 (특히 장소감에
관해서) 임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비판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필
자는 우선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성이 에그뉴의 장소감과는 꽤나 다
른 개념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 이해는 아디의 생각을 형식
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사실 우리는 장소에 대해 꼭 애그뉴
의 개념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아디의 생각을 형식화하는
데에는 장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장소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어떻게 아디의 생각과 결부되어
이론적인 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6. 장소의 다층적 이해에 기초한 관계적 범동주의의 형식화
이번 장의 최우선의 과제는 장소에 관한 다층적인 이해를 통해 ‘공항
은 이동하는가?’라는 질문에 정합적인 대답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장소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관계적 범동주의

33

도 관계적 범동주의의 생각과 일치하는 평가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는 다음의 질문으로 다시금 물어질 수 있다. ‘공항은 이동 한다’는 문장은
참인 문장인가?26)
이 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이유는 ‘이동함’이라는 술어가 다소 애매하
기 때문이다. 이동은 때에 따라, 그리고 지지하는 이론에 따라 변화를 지
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물리적 이탈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
다. ‘내 앞에 있는 곤충의 다리는 여섯 개다’라는 문장이 위의 문장보다
참 여부를 평가하기 쉬워 보이는 이유는 적어도 ‘여섯 개임’이라는 술어
에 대응하는 사실이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당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보여야할 것은 맥락과 무관하게 단지 내
앞에 있는 곤충의 다리가 실제로 여섯 개라는 것뿐이다.
아디의 설명방식에 따르면 ‘이동함’이라는 술어는 이와 좀 다르다. 그
가 이동을 차이와 관계, 그리고 관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특정 맥락, 그
리고 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동이라는 사실은 없다. 다시 말해
‘공항은 이동 한다’는 문장의 참 여부는 우리가 발화하고 있는 맥락,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대상들 간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이동함’이라는 술어를 기존 의미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것
을 요구한다. 전통적 방식의 의미론은 어떤 대상이 이동한다는 것이 참
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 대상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만을 말한
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관계적 범동주의에서 어떤 임의의 대상 x가
움직이는지 아닌지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만 평가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함’이라는 술어에 대해 두 평가 매개변수인 맥락 d와 비교대
상 o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의미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27)
26) 여기서 공항을 예시로 든 것은 아디의 공항에 관한 관심을 이어받아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위의 문장에서 공항을 어떤 장소로 바꾸어도 필자의 작
업에 큰 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27) 필자는 해당 의미론에서 첫 번째 매개변수로 맥락을 사용할 것이냐 관점을 사용할 것

34

로컬리티 인문학 21

‘이동함’이라는 술어에 대한 의미 모델:
(1) 임의의 대상 x에 대해, ‘x는 이동한다’는 오직, 그리고 다음과 같
은 경우에 참이다. 대상 x가 맥락 d의 측면에서 비교 대상 o와 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변화했을 경우.
(2) ‘x는 이동한다’는 오직,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짓이다. 대
상 x가 맥락 d의 측면에서 비교 대상 o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
화하지 않은 경우.
(3) ‘x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은 ‘x는 이동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과 의미적 동치이다. 여기서 ‘x가 이동한다’는 것
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항목(2)에 의해 결정된다.
(4) ‘x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x가 이동한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과 의미적 동치이다. 여기서 ‘x가 이동한다’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는 항목(1)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아디에게 있어 대상의 변화는 그 대상의 움직임을 함축한다. 위
의 의미 모델은 아디의 생각을 이어받는다. 즉, 피설명항(움직임)은 변화
로 설명된다. 둘째, 위의 의미론 모델은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 맥락과
비교 대상이라는 두 매개변수를 채택한다. 이는 아디가 말한 관계적 범
동주의의 핵심사항이다. 셋째, 위의 의미론 모델에서 맥락 d는 제한적이
다. 따라서 맥락 d는 다음의 세 가지만을 받아들인다. 위치, 로케일, 사회
성. 다시 말해, 맥락 d는 우리가 장소에 대해 다층적인 이해 중 어떤 관점
에서 논의하느냐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넷째, 비교대상 o는 비교적 자유
롭다. 이는 다른 대상이 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항으로 갖
이냐는 단순히 무슨 표현을 선호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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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역시 허용한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 o는 시간성을 함축할 수도
함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 평가 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음의 두 문장들을 고
려하며 알아보자.
문장1) 공항은 움직인다.
문장2) 달리는 차 안의 사람은 움직인다.

문장1은 맥락 d에 입력 값으로 위치가 들어온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거짓이다. 공항은 장소의 위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변화하지 않
는다. 가령 인천공항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천공항이 지니는 좌표는
해당 공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사례1은 이
경우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문장1은 d값으로 위치를 가지고 o값으로 다
른 시점의 인천공항, 즉 자기 자신을 (이 시점에서 인천공항이 다른 곳으
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비교대상으로 가질 경우 거짓이다. 공
항은 장소의 위치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변화하지 않았다.
비교대상 o에 따라 d값으로 위치를 지니더라도 문장1이 참이 되는 경
우도 있다. 가령 위의 예시에서 인천공항이 t2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
을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 경우 문장1은 d값으로 위치를 지니더라도 t2
시점의 인천공항은 장소의 위치적 측면에서 t1시점과 비교했을 때 변화
한 상태다. 따라서 비교대상 o에 t2시점에 위치를 이전한 인천공항이 그
값으로 들어올 경우 문장1은 참이다. 이 가정에서 인천공항은 장소의 위
치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분명 변화했다.
문장2는 위치에 관해 논의하는 경우 비교 대상 o에 있어 진리 값이 다
양하다.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비교대상 o로 지니는 경우 문
장2는 참이다. 달리는 자동차 안의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상점가의 건물
들에 비교해봤을 때 위치적 측면에서 움직인다. 물론 상점가의 건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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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송이 지적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장소의 위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상점가의 건물들은 달리는 차와 비교했을 때 움직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달리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길가의 상가들과 비교
했을 때 장소의 위치적 측면에서 변화하고 따라서 움직인다.
이보다 흥미로운 경우는 비교대상 o로 자신이 타고 있는 차를 상정하
는 경우이다. 움직이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위치의 측면에서 해당 차와
비교했을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인다. 여전히 사람은 달리는 차 안에 위치
해 있다. 더군다나 달리는 차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장소의 위치적 측면
에서 매 순간마다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 문장2는 거짓이다. 달리는
차안에서의 사람은 자신이 타고 있는 차와 비교했을 때 위치적으로 변하
지 않았다. 사례4는 이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례이다.
문장1은 d값으로 로케일을 지니는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참이다. 특
히 문장1은 장소의 로케일적 측면에서 과거시점의 자기 자신과 비교했
을 때 언제나 참이다. 가령 위치를 이전하지 않은 t2시점에서의 인천공항
은 t1시점의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 배경에 있어 변화를 지닌다.
물리적 대상은, 베르그송이 적절히 지적했던 것처럼, 언제나 엄밀한 의
미에서 항상 변화한다. 사례2와 사례3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현재의 공항은 과거의 공항과 비교해 봤을 때 장소의 로케일적 측면에서
분명 변화했다.
마지막으로 문장1은 d값으로 사회성을 지닐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
시 문장1은 비교대상 o에 따라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다. 먼저 공항은 d값
으로 사회성을 가질 때 비교대상 o로 비행기를 취할 경우 그 기능적 역할
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사례5의 두 번째 문장과 사례6은 이
를 잘 기술하고 있다. 공항은 이제 막 들어온 비행기와의 관계에서, 그리
고 장소의 사회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움직인다. 사회적 관계에서 비행
기가 정차했을 때의 공항은 적재, 주유, 수속을 고려했을 때 매우 역동적
이다. 반대로 비행기가 다 떠나 없는 공항, 혹은 도산하여 비행기를 지니
장소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관계적 범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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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공항은 비행기가 막 들어온 공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
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범동주의의 아이디어를 유지한 체 아디의 여섯 가지
사례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핵심

①평가 대상 x를 장소와 연관된 대상으로 한정 짓고 ②두 파라미터인
맥락 d와 비교대상 o를 도입하고 ③ 애그뉴의 장소 개념에 대한 다층적
통찰을 d에 적용시켜 d값을 세 가지 항목으로 한정 짓고 ④ 비교대상 o에
은

들어가는 항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
식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디가 제시하는 관계적 범동주의가 통일
된 질서에서 움직일 수 있고, 따라서 하나의 이론으로서 기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7. 남겨진 과제 및 제기된 우려에 대한 답변과 결론
6장에서 필자는 애디가 가진 직관이 애그뉴의 장소 개념을 통해 형식
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
한 형식화에 대해 혹자가 지닐 수 있는 우려와 향후 남겨진 과제에 대해
짤막히 고찰할 것이다.
먼저 앞에서 잠깐 언급됐듯이, 위에서 제시된 평가 틀로 평가할 수 있
는 대상은 장소뿐이라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타당
한 지적처럼 들린다. 다만 필자가 제시한 ‘이동함’이라는 술어에 관한 의
미 모델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대상이 장소와 연관되어 있기만 하면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이미 6장에서 차안에서 이동
중인 사람 역시도 그 자체론 장소가 아니지만 장소와 연관되기에 평가
틀 안에서 적절히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장소와 아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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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없는 대상들은 평가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가령 어리에 따르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과 같은 대상들 역시도 이동한다. 그러나 이
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소와 연루되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본고에
서 제시한 이론적 토대로는 이들을 평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두 가지 방향
이 제시될 수 있다. 권력과 자본 등의 대상들도 어떤 식으로든 장소와 연
관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던가(가령,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
1991; 1994)과 박규택(2013)의 작업들), 혹은 이들의 경우 아예 새로운
이론적 도구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28)29) 혹자는 후자의 방향에 의
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필자의 관점에선 영역에 따라 다른 도구가 필요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주장처럼 들리진 않는다. 그
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건 추가적인 과제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
자의 경우 가능한 이론들과 해당 평가 틀이 정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새로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
는 것이 향후 과제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필자가 제시한 장소의 세 가지 특징이 정말로 타당하냐는 의문
이 제기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필자는 본 논문에서 장소감을 고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애그뉴를 비롯하여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76) 역시도 장소감이 장소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
시도 이 점에 동의한다. 필자가 이에 동의함에도 장소감을 본 논문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디가 제시한 사례들 중 장소감과 분명하게 연관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장소감이 필
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장소가 움직
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소감이 고려되어야 한
28) 사센의 작업은 한국에서도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남기범
2001, 유환종 2000의 작업 참조.
29) 박규택(2013)은 초국가적 (비)일상적 활동이 초국가적 관계적 공간을 형성한다고 주
장함으로써 장소에 연루되지 않아 보이는 대상들마저도 공간을 형성할 수 있을 가능
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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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에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만일 추후 장소감이 장소의 이
동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분명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맞춰 평가
틀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작업이 수행해야 할 두 번
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장소의 다층성을 여섯 가지 사례 연구로 살피는 것은
이를 파악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지적이 가능할지도 모
른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나 이것이 논문의 요지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
진 않는다. 왜냐하면 본 논문의 목표가 제시된 여섯 사례를 통해 장소 개
념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필자가 논증하고자 했던
것은 (특히 애그뉴에게서 비롯된) 장소의 몇몇 다층적 이해가 애디의 생
각을 하나의 이론으로서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30) 따라
서 본 작업이 다루지 않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31)
셋째로 관계적 범동주의가 자신의 이론적 배경과 대치된다는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자. 관계적 범동주의는 여전히 초기 이론적 배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이 형태의 범동주의
가 여전히 변화를 기반으로 이동성과 비이동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베
르그송의 사유를 토대로 아디가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은 모든 물리적 대
상이 변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장소의 로케일적 측면
30) 이러한 필자의 접근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비판은
범동주의는 논리적/관념적으로 다루고 장소의 다층성은 간략한 경험적 사례로 고찰
한 뒤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필자가 애그뉴의 이론에 대해 많
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적 제한을 걷어내고 살펴봤을
때 필자는 장소의 다층성에 대한 애그뉴의 입장 역시 논리적/관념적 작업의 한 종류
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경험적 사례를 통해 어떤 생각(혹은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은
필자의 관점에선 그리 이상해보이지 않는다. 한 예로 6장의 작업은 제시된 여섯 가지
경험 사례들을 통해 시작했지만 이를 통해 도출해 낸 것은 ‘이동함’이라는 술어에 대
한 의미 평가 틀이었다.
31) 가령 장소와 연루된 교육, 제도, 조직, 정치에 관한 담론은 여기서 다뤄지지 않았다.
장소에 관한 관계적 이해가 어떻게 교육 제도 등의 담론과 연관될 수 있는지는 황규
덕 박배균(2019)의 작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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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할 때 여전히 인정된다. 따라서 한 장소의 위치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한 물리적 대상이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측
면에서 언제나 변한다는 주장과 양립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장소의 다층
적 관점을 전부다 고려하는 관계적 범동주의는 초기 자신의 이론적 배경
과 상충하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관계적 범동주의를 받아들여야하는 당위성에 대
해 질문할 수 있다. 왜 우리는 관계적 범동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필
자는 이에 대해 범동주의가 모빌리티 연구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이론이기 때문이라는 간결한 답을 제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럼에
도 혹자는 관계 내지는 특정한 관점이 움직임을 구성한다는 생각에 반감
을 보일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필자가 아디
의 생각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본 논문이 지니는 힘 역시도 따라서 퇴색
될 거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필자는 짧게 두 가지만을 언급하고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누군가는 아디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논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비 작업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범동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선 아
디의 주장 중 어디가 잘못됐는지가 논증되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
러한 작업은 결국 본고에서 수행됐던 작업과 아주 유사한 작업을 요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디의 범동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선 그가 제시한 생
각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논문에서 형식화된 관계적
범동주의는 필자 고유의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아디는 구체적으로 장소
의 다층성에 대해 논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누군가가 본 논문을 읽고
관계적 범동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향이 생긴다면 이는 본 논
문이 여전히 이동성 담론에 있어 유의미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아디의 범동주의는 앞 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공간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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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관계적 접근방식은 영
미권의 지리학자들 (가령 도린 매시나 나이젤 스리프트(Nigel Thrift
2006))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접근 방식 중 하나일 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접근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32) 이런
점에서 비록 아디의 작업에서 시작됐지만 본 논문에서 행해진 작업은 현
재 널리 논의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계적 접근방식을 옹호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상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다루었다. 첫째, 필자
는 범동주의가 왜 유망한 이론인지를 논증하기 위해 힘썼다. 둘째, 필자
는 본고에서 뻔함 논증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해 다뤘다. 셋째,
마지막으로 필자는 범동주의를 이론적 차원으로 형식화시키기 위해 애
그뉴의 장소 개념을 접목시켜 ‘이동함’이라는 술어에 대해 해당 이론이
가질 수 있는 의미 모델을 제시했다. 앞서 서술했듯 현재 형식화된 관계
적 범동주의는 취약한 점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이론은 아니
다. 하지만 그럼에도 필자는 해당 이론을 형식화함으로써 범동주의가 갖
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추
후 보완해 나가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역시도 이끌어냈다. 필자는 향후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된 관계적 범동주의
가 관계적 공간 개념을 옹호하는 여타 다른 작업들에도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논문을 마친다.

32) 공간에 대한 관계적 접근방식은 공간에 대한 맥락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예시로는 이상봉 2017, 박경환 2011, 박
규택 2010, 최병두 2017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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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Placeness
and Relational Panmobilitism

― Defending Panmobilitism as a Formal Theory

Park, Seong-So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aper "Everything is mobile,
then it is nothing" Peter Adey wrote in 2006, and develop the view
suggested in that paper - what I would call 'panmobilitism.' To achieve
this goal, I mainly take three steps. First, I shall give a reason why
panmobilitism is promising, compared with other competitive theories.
Second, I shall formalize the challenge to panmobilitism by representing
the structure of the Triviality Argument. The challenge needs to be
re-articulated as much as we can see why it threatens panmobilitism.
Second, I shall attempt to build a proper semantic model which
corresponds to Adey's view by adopting John Agnew's insight about the
notion of place. By doing so, based on the six study cases of examples
suggested in Adey's 2006 paper, we will end up seeing that a coherent
semantic theory of the predicate of 'being mobile' can be built in
accordance with panmobilitism.
Key Words: Panmobilitism, Mobility, Placeness, Locality, Peter Ad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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