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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사회학자 베버(Max Weber)가 사회조직의 한 현상으로서 도시의 역사

를 추적하는 심층 분석(1966)을 수행하였던 1800년대까지는, 고유한 정주

공간 형태인 도시에 대한 학술연구는 드물었다. 곧이어 독일의 엥겔스(Friedrich 

Engels)와 그의 오랜 친구인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주의하의 도시생활에 

대한 비판을 저술하였다(1973). 이 저술은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독보적이었

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시카고대학교는 베버의 제자였던 토마스(W. 

I. Thomas)와 스몰(Albion Small)이 주도하여 미국 최초로 사회학과를 창설하였

다. 이 두 학자의 관심은 사회학의 일반 측면에 있었지만, 1913년 도시 상황에 보

다 구체적이고 강렬한 관심을 가진 파크(Robert Park)를 영입하였다. 파크는 인종

차별의 불의가 만연하였던 미국 남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던 신문기자였으며, 

또한 미네아폴리스, 뉴욕, 디트로이트에서 도시범죄를 취재하였다. 파크는 박사

과정 시기에 독일 베를린대학교에서 일정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 도시생활에 정

평한 사회학자 짐멜(Georg Simmel)의 지도를 받았다(도시를 참조할 것). 한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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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대학교 사회학과는 도시에 관심을 가진 사회학자 버제스(Ernest W. Burgess)

도 채용하였는데, 파크와 버제스는 시카고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들은 함께 도시 분석 관련 최초의 ‘학파’, 즉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를 설립

하였으며, 또한 이들과 그 제자들은 1940년대까지 왕성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성과는 전문 사회학자에 의한 최초의 체계적인 현장연구와 민족지를 

포함한다. 

시카고 학파의 구성원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도시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이 접

근은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이라 불렸는데, 왜냐하면 다윈주의(Darwinism)

의 영향을 받아 동식물이 자연공간에 적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인간사회가 도

시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는 Gottdiener, 1994; Gottdiener and Hutchison, 2000 참조). 정치경제적 특성을 

강조하는 신도시사회학(New Urban Sociology)과는 달리, 시카고 학파는 생물학 기

반의 은유를 통해 인강 상호작용을 전형화하는 것을 선호하였다(공간의 사회적 생

산을 참조할 것, Gottdiener and Hutchison, 2000 참조). 시카고 학파는 자본주의 

연구보다는 지구상의 모든 종을 통합하는 일반적인 생존투쟁의 징후로서, 경제적 

경쟁을 바라보는 것을 선호하였다. 파크에 의하면 희소자원에 대한 이러한 투쟁

을 통해 도시사회가 조직된다. 도시의 사회조직은 복잡한 노동 분업을 생산하는

데, 왜냐하면 인간은 그들이 ‘자연적’ 능력을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는 특정한 방

식을 발견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둔 생존경쟁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시카고 학파의 다른 구성원은 더욱 공간적인 접근을 취하였으며, 환경에

서 작용하는 정치경제적 요인보다 생태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매킨지(Roderick 

McKenzie)는 입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환경 내의 물리적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생존경쟁에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공한 개인 또는 집단은 도시 내에서 

최적입지, 즉 고도가 높은 지점, 비즈니스의 최적입지, 선호하는 근린을 차지하였

다. 반면 이러한 공간경쟁에서 실패한 이들은 보다 덜 매력적인 입지를 차지하였

다. 그래서 이 과정의 결과 환경 내에서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분류되었다. 매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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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공간 분류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집단과 비즈니스 패턴을 연구하였다.

버제스도 시카고 학파의 구성원이었다(도시성장 모델을 참조할 것). 버제스

에 의하면 생존투쟁을 위한 공간경쟁은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주변에 동심원 형태의 정주 링(지역)들로 구성된 도시 토지이용 패턴을 형

성하였다.

또한 워스(Louis Wirth)도 시카고 초기 학파의 구성원이었다(도시를 참조할 것). 

시카고 학파의 연구자들은 도시생활을 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

들은 사회해체의 관점에서 범죄, 가족해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들에 의

하면 도시는 전통적인 1차 관계를 붕괴시켰고, 그래서 도시생활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접근은 도시생활에 대한 지나친 비관적인 견해라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연구는 입지 적응에 대해 생태적 접

근을 선호하는 반면 문화의 역할, 즉 도시 내 공간 패턴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상징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45년 파이어리(Walter 

Firey)는 어떻게 보스턴의 토지이용 패턴이 공간상에서 생태적 경쟁 외에 ‘감성

(sentiments)과 상징(symbol)’의 표현이 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버제스의 동심

원 모델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도시학자는 정치

경제적 접근이 따지는 계급, 인종의 사안을 무시하고 싶어 함에 따라 생태적 사고

는 지속되었다(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참조할 것).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태적 접근은 부활하였지만, 과거와는 달리 기술결

정론이 선호되면서 기존의 시카고 학파가 강조한 공간경쟁은 무시되었다. 이 새

로운 접근은 현대 인간생태학(Contemporary Human Ecology)이라 불린다. 이 접

근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 인구와 활동의 분포는 통신기술 및 교통기술

의 산물이다. 인간생태학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수단의 기술이 변화하면서, 사

회조직의 패턴도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비록 교외화 과정이 1800년

대 후반 이후 미국 도시에서 등장했지만, 교외화는 자동차의 대중화 이후에야 보

편적 현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후속 연구를 통해 뒤집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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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전차, 전철, 자동차가 도시의 초기 밀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였을지는 모르

지만… 이 교통기술은 대규모 스케일에서 도시를 ‘비우고’ 외부로 확장하는 데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1970년대 인간생태학자의 또 다른 주장은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CBD의 행

정기능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세포가 발달할 때 세포의 핵도 확

대되는 것처럼, 도시가 커짐에 따라 도시의 명령, 통제활동도 증가하기 때문에 

CBD의 행정기능이 성장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유사한 주장은 1990년대 

사센(Saskia Sassen, 1991)에 의해 발전되었다. 사센에 의하면 세계화(globalization)

는 명령과 통제활동의 집중을 통해 ‘세계도시(world cities)’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간생태학의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되었다(Gottdiener, 

1994). 즉, 기업 본사의 형태를 띤 명령, 통제기능은 이들 집적이 확대되면서 다

핵 대도시 전역에서 공간적으로 분산되었다. 이를테면 1960년대 뉴욕 시에는 120

개 이상의 국가 및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입지하였다. 1990년대까지 기업 본사

의 수는 90개 약간 미만으로 감소하였지만, 동시에 세계화 지지자들은 뉴욕을 여

전히 ‘세계도시’라 부르고 있다. 또한 이후 사센이 주장한 명령, 통제의 집중에 

의한 영향도 틀렸음이 판명되었다(불평등과 빈곤을 참조할 것). 또한 인간생태적 

접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 활동이 중심도시 입지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도 없

다. 그러나 세계 금융활동은 이러한 내부 업무지구의 입지를 여전히 선호한다(도

시, 세계화와 붕괴를 참조할 것).

생태적 접근은 고전 및 현대 학파 모두에 있어서 잘못된 생물학적 기반의 개념

화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들이 많다. 또한 생태학자들은 후기자본주의 분석에 해

당되는 사회적 집단화(예：계급, 인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보며, 생물학적 또는 생태적 측면을 계속 

강조한다. 반면 사회공간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제, 정치, 문화 조직에서의 

강력한 요인들에서 형성된 관계들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비록 

그들은 입지를 강조하지만, 부동산 산업의 측면(부동산을 참조할 것)과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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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간 패턴을 생성하는 부동산 산업의 역할을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생

태학자는 시장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원을 유통하고, 희소자원에 대한 경

쟁을 규제하는 정치제도의 역할을 철저히 무시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치제도

들은 바람직한 목표를 위해 시장을 조정하는 강력한 주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공

급 측면보다는 개인의 결정을 중시하는 수요 측면의 시장에 초점을 둔다.  

참고문헌

the city

3

dispersing throughout multi-centered metropolitan regions as those agglomerations 
themselves expanded. In the 1960s, for example, New York City was home to over 
120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rporations. By the 1990s that figure had dropped 
to slightly less than 90, at the very same time that globalization advocates were 
calling New York a ‘global city’. Later on Sassen’s argument about the effects of 
command and control concentration was also proved false (see entry on Inequality 
and Poverty).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se activities require a central city 
location, as the human ecology approach maintains. However, global financial 
activities possess components that still do prefer such inner business district 
locations (see entries on The City; Globalization and Meltdown).

There are many things wrong with the ecological perspective, both the old and 
contemporary schools, in addition to its false biologically based conception. 
Ecologists avoid any mention of social groupings belonging to the analysis of late 
capitalism, such as class and race. They see social interaction as a process of adapta-
tion to an environment, in keeping with their biological or ecological emphasis, 
rather than being produced by relations deriving from powerful factors in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the socio-spatial perspective suggests. Although 
they emphasize location, they ignore aspect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see entry on 
Real Estate) and its role in producing spatial patterns of development. Finally, human 
ecologists completely ignore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in channeling resources 
and in regulating competition over scarce resources in a market-based, capitalist 
economy. With regard to the latter, they focus on the demand-side view of markets, 
which emphasizes individual decisions, rather than the supply-side that highlights 
the role of powerful actors in manipulating the market for desire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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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y is a bounded space that is densely settled and has a relatively large, culturally 
heterogeneous population. The history of cities dates back to the Neolithic period. 
The oldest known city is Catal Höyük (7500–5700 BC) in present-day Turkey, 

01_Gottdiener et al_Key Concept.indd   3 31-Oct-15   4:14: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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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city)는 밀집된 정주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사람들은 문화

적으로 이질적이다. 도시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도시는 현재 터키에 위치한 카탈휘이크(Catal Höyük, BC 

7500~5700)이며, 이라크의 에르빌(Erbil, BC 6000년에 건설)은 가장 오래된 연

속적으로 정주된 도시이다. 현재 에르빌은 130만 명의 인구 규모를 가진 쿠르디

스탄의 수도이다. 현대 도시연구에서 ‘도시’ 용어는 종종 자유분방하거나 혼란스

러운 방식으로 사용된다(도시와 그 너머, 장소의 분류와 정의, 다핵 대도시 지역, 

도시화와 어버니즘을 참조할 것).

도시는 특히 그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중요하다. 합병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미국 

도시는 세금을 징수하고, 채권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권한을 갖

는다. 도시는 법적으로 경찰을 고용하며, 주민을 위해 모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둔다. 후

자의 결과 도시행정은 전국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시의 시장은 교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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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방자치대표(또는 시장)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며, 이는 도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공식적인 행정 상황은 정부 및 거버넌스 체제에 따라 매

우 다양하다. 프랑스의 상위 5대 도시인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 릴, 보르도는 막

강한 공식 및 비공식 권력을 행사한다. 반면 독일의 함부르크, 브레멘, 베를린 도

시－주(city－länder)는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지위를 갖는 지역정부체제를 운영하

고 있다. 영국 런던은 독보적인 도시로, 그 권한과 영향력은 공식 및 비공식적으

로 다른 도시를 압도한다. 또한 영국은 정부조직체계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 

현재 영국은 도시－지역(city－region) 개념과 지역균형 사고로 회귀하였다. 

도시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 경제활동 지위와 관련된다. 세계화, 디지털화라는 

끊임없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거대 다국적기업의 특정 활동은 여전히 세계 주요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함께 입지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전문화된 노동시

장, 교통 접근성, 공유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망의 형태를 가진 집적경제로 표

현된다. 집적이익의 결과로 런던 시(City of London)는 선도적인 세계금용 중심지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Budd and Whimster, 1992).

또한 도시는 ‘도시문화’의 장으로서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도시의 문화적 특성

은 전원(예：농촌)문화와 비교되면서 쉽게 이해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교외화

와 미디어의 전국화로 오늘날 도시의 가치가 제한적이 됨에 따라 이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졌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도시만의 특징

은 활력 있는 거리와 보행자 문화이다. 도시학자 제이콥스(Jane Jacobs, 1961)는 

도시의 거리가 도시생활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다(근린, 도시계획과 공

적 공간을 참조할 것). 이러한 독특한 보행자 문화 특성은 종종 쇼핑몰 아케이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시티워크와 같이 도시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처럼, 의도적으 

로 구성된 환경으로 시뮬레이션된다. 1970년대 청과물 시장이었던 런던의 코번트

가든은 지금은 짝퉁의 조지 왕조시대풍의 아케이트들이 들어서면서 모조품의 도

시마을로 변모하였고, 이는 LA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매우 유사한 시뮬레이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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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도시는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즉, 제조업의 쇠퇴, 몰

락하는 가정과 학교, 과밀한 근린, 엄격한 분리와 인종 트라우마, 범죄와 폭력 증

가, 놀랄 만한 세수지출로 인해 걱정스러운 도시경관이 되어 버렸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도시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재설정이 주요 관

심사가 되었다. 비엔나는 쾌락의 도시(Pleasure Principle), 파리는 빛의 수도(Capital 

of Light)로 여겨졌는데, 이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음악, 예술로서의 정

체성 때문이며, 현재 도시경관의 재형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상기되고 있다(Hall, 

1998).

워스와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

워스(Wirth)는 도시를 세 가지 핵심요인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크기(size), 밀도(density), 그리고 이질성(heterogeneity) 또는 다양성(diversity)이

다. 워스는 이 세 요인이 강해질수록 장소가 더욱 도시화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

다. 예를 들어 인구가 더 많아질수록, 2차 및 3차 사회관계는 더욱 공식화되어,  

1차 관계의 전통 커뮤니티를 대체할 것이다. 익명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밀

도가 높아질수록 익명성의 효과는 증대될 것이며, 또한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기 위해 무감각한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높은 밀도는 이방인에게 더 많은 관

용뿐만 아니라 더 큰 스트레스를 양산하는데, 이 모두가 도시생활의 특성이다. 또

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므로 이질성은 관용을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워스의 이론을 지지하는 어떠한 증거

도 없다. 분명히 크기, 밀도, 이질성 요소는 모두 도시의 장소를 정의하기는 하지

만, 특히 이들 요인이 클 때에만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 3요소의 일부의 증가만으

로 반드시 도시 효과가 더 많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도

시(예：샌프란시스코)는 매우 도시화되고 다양한 반면, 다른 더 큰 규모의 도시

(예：인디애나폴리스, 내슈빌)가 오히려 덜 도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워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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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얼마나 다양한 국가문화가 도시발달의 경로를 얼마나 결정하는지를 고려하

지 않는다. 영국의 글래스고는 도심에 고도로 밀집된 아파트와 주거 서비스들로 

인해 진정으로 도시다운 유일한 도시일지 모르겠다. 반면 영국 풍경화가 콘스터

블(Constable)의 회화 건조마차(The Hay Wain), 코빗(William Cobbert)의 저서 농

촌 여행기(Rural Rides)에서 강렬하게 표출된 ‘녹색의 쾌적한 토지’에 대한 노스탤

지어는 최근까지도 반도시문화를 생성하였고, 교외의 ‘이상’을 촉진시켰다. 또한 

영국 주택시장에서 지배적인 자가소유는 교외화를 장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런던, 파리 등에서는 도시주택이 더 선호되는 정반대의 경향이 존재하

였다. 활발한 문화자원, 새로운 이주(특히 아시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결합으

로 인구가 유입되었고, 부동산업자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수변이 내려다 보

이는 재개발된 오피스 빌딩과 폐쇄적 아파트에 관심을 보인다. 많은 유럽 국가

(예：독일, 스웨덴)에서 도시의 질은 또한 분명히 중규모 도시를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가 밀집되었다. 인구이동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데, 그래서 ‘도

시’ 특성을 지닌 일부 도시만 성장하였고, 과거에 역동적이었던 교외지역은 정

체 또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반대의 경향이 계속될지, 아니면 지역 주

택시장의 순환주기적인 발달이 이루어질지는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이다. 

워스의 공헌 중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도시의 어떤 정의

도 1, 2, 3차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워스는 농촌 커뮤니티 지역은 

1차 관계, 즉 대면적이고 개인관계에 의해 지배된다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반면 도

시는 덜 개인적이고, 대신 2·3차 관계에 의해 지배되었다. 2차 관계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대인관계 접촉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직원은 고

객에게 공손하지만, 고객은 매번 같은 직원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 3차 관계는 가

장 공식적인 유형의 비즈니스 관계이다. 개인이 한 회사와 거래할 때 특정인과 대

화할 수 있지만 그/그녀는 회사의 대표일 뿐이다. 3차 관계는 더욱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간접접촉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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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스는 도시에서는 2·3차 관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도시생활이 농촌생활과는 

매우 다르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관계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사이버 상호작용은 개인 상황에 따

라 매우 개인적인 것에서 3차 관계까지, 비대면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관계를 수

반한다. 그래서 인터넷은 워스가 모든 도시를 특징짓는다고 믿는 비개인적인 도

시생활의 문화를 강화 또는 초월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분리된 측면을 구성한다. 

멈포드와 문명의 입지로서의 도시

미국 도시학자 멈포드(Lewis Mumford, 1961)는 도시생활과 관련하여 워스의 사

고와는 매우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멈포드는 도시가 발전시키는 행위의 상호작

용적,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멈포드는 도시가 비개인적 관계를 양성

한다는 워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멈포드는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도시에서 중요한 핵심관계들이 설정된다고 믿었다. 멈포드에게 도시생활은 창의

적이고 연극적이며, 도시는 오랜 기간 끝없는 혁신을 창출하였던 문명의 발상지

이다. 그는 ‘도시는 사회행위가 연출되는 극장’이라고 보았다. 모든 도시기능은 

도시 거리생활의 무대에서 발생됨에 따라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밀집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도시생활의 활력소라는 멈포드의 견해는 모든 세대

의 도시연구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화이

트(William H. Whyte, 1988)가 주장한 대로 보행에 적합한 도시와 거리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프랑스 도시학자 바르트(Roland Barthes)도 

도심의 컴팩트한 생활을, 다양성이 넘치고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

시할 수 있는 일종의 에로티시즘으로 간주하였다(Gottidiener, 2001). 이는 판타

지와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도시계획가 앨런 제이콥스(Allan Jacobs)와 애플야드

(Donald Appleyard)는 설계자들이 거리생활을 강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이 사고

를 확산시켰다(2003). 그리고 뉴어버니즘은 이들 연구를 개념적으로 확장시켰다

(도시계획과 공적 공간을 참조할 것). 멈포드와 화이트처럼 도시의 공적 공간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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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활동하고, 도시문화의 장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무대이다. 

어떤 의미에서 멈포드와 워스는 서로 동의하였다. 두 사람 모두가 제한된 공간

(다핵 대도시 지역을 참조할 것)으로 인식된 도시에서, 사회적 관계는 또한 집단

과 사회단체로 조직화된다. 따라서 도시에는 자발적 집단, 비즈니스 집단뿐만 아

니라 가족, 근린들도 존재하였다. 이들 중 많은 집단은 가정, 정부 관료, 오피스 

빌딩과 같이 조직화되고 물리적인 구조에 입지함에 따라 고정된 장소를 생성하였

다. 멈포드의 견해를 한 번 살펴보자.  

도시를 존재하게 하는 필수적인 물리적 수단은 고정된 입지, 지속적인 보금자

리, 모임, 교환, 보관을 위한 영구시설이다. 반면 필수적인 사회적 수단은 경제

적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적 과정을 서비스하는 사회적 노동 분업이며… 그리

고 완전한 의미에서 도시는 지리적 망(plexus)이고, 경제조직이며, 제도적 과정

이고, 사회적 행위의 극장이며, 집합체의 미적 상징이다.(2003: 94)

우리는 최근 작가에 의해 노스탤지어가 된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여기서 보고 있

다. 멈포드는 도시와 문명을 동일시하였는데, 사실 문명은 미국에서 한때 핵심적

이었지만 이제는 구식의 관점이 되어 버렸다. 유일한 대안이 농촌생활 또는 미성

숙한 교외였던 시절에, 한때 도시의 중요한 개념이었던 보편적인 멈포드의 사고

는 이제는 구식이 되었다. 나아가 멈포드가 대도시 문화에 대해 찬양한 것은 초

기 역사의 제한된 증거, 고대문명사만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

에서 도시의 고유성을 주장한 모든 것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현대 사

회에서 교외지역이 도시와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가

능하였다(교외지역과 교외화, 다핵 대도시 지역을 참조할 것). 비록 가상의 무대

가 도로나 다핵 도시 및 완전히 도시화된 지역의 많은 중심지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을 결코 대체할 수 없지만, 나아가 이제 이러한 극장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

용의 상당수는 사회 미디어를 통해 발생한다(Gottdiener, 2001; Gottdiener and 

Hutchi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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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문명의 입지’로서 도시를 인식한 멈포드의 주장은 놀랍게도 최근 

EU에 의해 유럽에서 부활하였다. EU는 문화도시(The City of Culture) 또는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라 불리는 10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들 국가의 유산과 관련하여 유럽도시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나아가 부활하는 도시에 대한 최근 사고는 특히 밀집된 도시지역 주민의 

창조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이 사고는 미국의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처

음 고안하였으며, 이후 유럽에서도 매우 유명해졌다. 비록 예술가, 디자이너, 컴

퓨터 혁신가, 금융 및 무역 종사자와 같은 창조적인 사람이 국가 경제에 필수적이

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도시발전이 도시주민의 창조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증될 필요가 있다. 비록 실리콘 밸리, 시애틀 주

변의 중심지와 같이 성숙한 미국 교외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사람

들은 보통 도시에서 발견된다. 

현재 도시생활과 관련된 측면

보행자 문화와 상호작용 외에도 교외 및 농촌지역과 비교되는 도시의 다른 고유

한 측면은 야간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계의 사회적 측면을 밝혀내게 된 것은 

학계에서 현재의 하위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도시에 참여하는 개인화된 공간

을 창조함으로써 밤을 지배하였던 다양한 사회 주변적인 집단들을 발견할 때이

다. 이는 멈포드, 제이콥스, 화이트에서처럼 그 자체로 거리의 생활은 아니며, 대

신 특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집에 있고 잠을 자고 있는 밤에, 도시 내에서 하위

문화의 실제를 수행하는 것이다(Chatterton and Hollands, 2003)(야간경관과 도시

모험을 참조할 것).

도시와 관련한 또 다른 측면은 도시건축인데, 특히 고층건물들로 알려진 높은 

구조이다. 고층건물은 특정 장소의 공헌 측면보다는 가치 있는 토지가 입지적으

로 제한되기 마련인 도시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혁신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

재 이러한 고층건물은 그 건물의 문화적 의미와 도시에 주는 장소감 측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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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다. 기념비적인 건축과 도시경관의 보증마크의 생성은 세계화가 진행되

는 최근의 장소 마케팅과 관련한 중요한 요인이다. 경관과 결합된 도시의 ‘스카이

라인’은 장소의 중요한 표식이다. 파리의 사례처럼 이 스카이라인을 즉시 알아볼 

때, 이는 세계 경제체제에서 해당 입지의 가치를 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도시와 교외와의 차이는 주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도시의 주택은 고밀

도인 경향이 있다. 단독주택은 보통 좁은 부지에서 건설된다. 그런데 주택의 많은 

유형은 다가구 아파트이며, 이들의 일부는 실제로 고층건물 형태이다. 반면 이와 

대조되는 교외는 더 넓은 부지에, 사회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으로 특

징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주택 형태가 혁신되는 것은 주로 도시 내부에서이다. 

예를 들어 1800년대에 공동주택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층 세입자와 더불

어, 도시가 제조업 중심지로 변모됨을 보여준다.

도시가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오늘날 도시는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보경제에서 전자수단을 통해 함께 묶인 입지 네트워

크와 도시화된 지역의 다른 곳(예：교외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

으로 도시연구의 주제는 더 이상 도시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 주제인 도

시와 그 너머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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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RELEVANT ASPECTS OF CITY LIFE TODAY

Another unique aspect of cities, compared to suburban and rural areas, in addi-
tion to pedestrian culture and interaction, is the presence of night-time activities. 
The social aspects of this world were revealed when academics began to study 
contemporary subcultures and discovered a variety of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that had colonized the night-time by creating personalized spaces of 
participation in the city. It was not street life per se, as in Mumford, Jacobs and 
Whyte, which created this dynamism, but the enacting of subcultural practices 
within the city, especially at night when the more conventional population was 
at home and asleep (Chatterton and Hollands, 2003). (See entry on Nightscapes 
and Urban Escapades.)

Yet another unique aspect of cities resides in their architecture, especially the 
tall structures known as skyscrapers. The tall building was not a contribution of a 
particular place, but is viewed, rather, as an evolutionary innovation resulting from 
the unique city aspect of limited locationally valuable land. Now these structures 
are valued again for their cultural meaning and the sense of place they give cities. 
Signature architecture and the creation of hallmark urban landscapes are impor-
tant elements in the marketing of place during the current phase of globalization. 
Combined into a tableau, the city ‘skyline’ is an important marker for place. When 
that skyline is instantly recognizable, such as the case of Paris, it creates an impor-
tant tool for the valorization of location in a global economic system.

Housing also represents a difference between the city and suburbia. In the city, 
housing tends to be of high density. If single family homes are built, they are usu-
ally on small lots. Many structures are multi-family apartments, some of which are 
actually skyscraper in scale. Suburbs possess a contrasting land use with larger size 
plots and an emphasis on single family home construction that results in consider-
ably less social density. Historically, it is within the city that new forms of housing 
have been innovated. The emergence of the tenement in the 1800s, for example, 
marked the transformation of cities into centers of manufacturing, with a working 
class of renters.

Today cities remain important, as do their contributions to society. However, a 
true understanding of the city must involve its relationship with other areas of 
urbanized regions, such as suburbs and the networks of locations that are tied 
together through electronic means in the information economy. Consequently, the 
subject of urban studies is no longer confined to the study of the city alone. The 
next entry on The City and Beyond develops the argument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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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hinted in the previous entry, too many urbanists focus on the city in itself and for 
itself rather than analyzing the complexity of metropolitan regions and their concep-
tualization and classification. ‘City’ is still a common discursive reference point, even 
though the actual analysis is about different and much larger units (e.g. Brenner and 
Keil, 2005; LeGates and Stout, 1996; Watson and Bridge, 2010). Partly this reflects 
their own locational experience: often in large metropolises within the developed 
world. However, they are insufficiently critical of the problem of induction, which 
they face. That is, generalizing from their experience in an effort to impose a standard 
template by which to structure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The LA School is 
perhaps the prime example of this, and its members appear to often take their cue 
from the futuristic offerings of film directors whose narrative is often that, rather than 
all the world being a stage, it is a version of the tinsel town they inhabit (see 
Gottdiener (2002) for an insightful critique of this phenomenon). However, if we 
raise our eyes above and beyond the vista of the city we find irregularities and differ-
ences, which are the meat and drink of any urban analyst and urban studies in general.

The City and Beyond takes two lines of enquiry. One is the analysis of the bound-
aries of classifications of city and urban forms. The second is how the discussion of 
urban development goes beyond these forms.

As other entries in the book show, we all have to challenge our assumption 
about the habitats we occupy (for example see the entry on Multi-Centered 
Metropolitan Regions). If we look at the classification of Polycentric Urban Regions 
(PURs), we find that they are aggregations of a multiple number of centers that are 
not geographically contiguous. The nodes of the PUR are linked, but alongside 
urban activities are semi-rural and agricultural ones. Even within Multi-Centered 
Metropolitan Regions (MMRs) and Polycentric Mega-City Regions (PCRs) we see 
this apparent paradox. For example, anyone flying into London’s Heathrow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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