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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間主義

(2) A間主義 地理學

《目

3. A間主義 地理學의 認識基盤으로서의 現

훌學파 그 關聯構念

1. 序 름 

논리 실증주의 (Iogical positivism)를 認識의 기 본 

원리로 하고， 科學的 方法을 설명수단A로 하여 

空間現象에 대한 說明能力율 확대함으로써 現代

地理學이 正常科學의 지위를 획득하였음은 周知

의 사실이다. 事實의 實證性과 안식의 明證性은 

모든 과학01 추쿠한 理想이 며 , 그러 한 方法的

嚴正性을 통해서 創出환 과학지식이 현대사회에 

미친 영 향은 至大하다. 地理學이 空間科學임올 

標橋하면서 공간현상의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A 
間性을 搖象하고， 客觀主義에 健乘하게 되었음 

은 이러한 思想湖流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냐， 실증주의 논리는 언식방법 자체의 硬

直性， 前提의 便宜性， 연쿠결과가 갖는 현살과 

의 有關適合性(relevancy)과 倫理的 當寫性 둥에 

* 서 울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博土譯程

次》

훌B 

(1) 現象學的 方法

(2) 地理學과 現象學

(3) 生活世界

(4) 場所

훌 

4. 適用方案의 훌훌議 및 結훌웅 

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元*

이러한 점들은 실증주의 지리학이 안고 있는 

限界 내지 롭點야기도 하다. 특히 지리학의 영 

역 중에는 실증적 論理와 方法으로 明哲하게 대 

랍하기 어려운 지리척 事象과 그 本質 및 關係

에 관한 물음이 았다. 그것은 주로 안간을 主體

로 하는 공간현상에 대한 存在論的， 認識論的

문제들이다. 

本鎬는 실증주의 논리에 대한 반성， 버판과 

보완으로서 의 A間主義的 觀點(humanistic perspec

tive)올 基調로 하였다. 지리학에서 언간주의책 

관첨이란 客觀的， 量的， 幾何學的안 〈事實中心

的〉공간개념을 主觀的， 質的， 位相數學的(topolo

gicaI)안 <A間中心的〉 공간개념으로 천환함으로 

써 地理的世界(geographical world)를 주관적 意味

關聯(subjective meaning context)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태도이다. 

안간주의 지리학의 論據로서 여러가지 哲學， 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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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學 理論들이 援用되고i 었으냐i 셔 본고는 現象
學(phenomenology)의 。1 녕 과 방법 만을 論議의 대 

장으로 하였다. 현상학은 科學主義의 반성에서 

출발하여 主觀的 世界로의 還歸， 本質直觀， 生活

世界Oifeworld)의 쿠성 둥에 관한 철학척 기만올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생활세계의 캐념은 主觀

的， 實存的 공간의 아해에 기초가 되며， 쿠체적 

경험대상으로서의 場所(place)는 인간주의 지리 

학의 主題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이와같은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념과 방 

법들이 고유한 文化， 歷史地域의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寄與할 수 있겠는가에도 注

意하였다. 

2. ^間主義地理學 (humanistic geogra phy) 

(1) Á間主뚫(humanism) 

안간세계에는 근원적으로 확살성 (certainty)과 

애 매 성 (ambiguity) , 펄연성 (necessity)과 우연성 

(contingency)이 共存한다 2) 짜라서 안간의 思考

나 행동의 劃一性을 강요하는 목선적원리 (dogma) 

나 패러다엄 (paradigm)의 永續的안 有했性을 주 

장할 수는 없다. 르네상스의 人文主義가 中世

스콜라철학에 저항하여， 거독교적 世界觀에 속 

박펀 안간의 해방을 추쿠함에서 시작되었다는 

첨과 현대의 언간주의가 科學主義논리의 專橫性

과 硬直性에 반기를 올리고 있음은 홉사한 服絡

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대의 인간주의는 첫째， 輔外펀 안간의 正體

(identity)확언의 필요에서 대두되었다. 合理的 理

性을 천제로 하는 논리실증주의의 전횡성과 파 

학적 思考碩向은 안간의 內在志向的 가치를 輕

視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A間輔外와 안간성 

의 쫓縮을 초래하였다 3) 또한 物量寫主와 成長

」邊짧!의 자혼추왜 켠제체제의 훌훌面에 가려진 안 
간의 핍己確認의 필요가 언간주의로 表出되기도 

하였 다4) 이 와같은 현상은 훗설 (Edmund Husserl) 

의 유렵 척 언간의 위기 (the crisis of European hu

manity) 狀況5)이기도 하다. 둘째， 언간의 훨;識 

파 행위에 관련된 안간사회를 연쿠하는 방법이 

엽然科學의 방법， 즉 客觀的 事物을 연구하는 

방법과 同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였으 

며， 6) 價f直自由에 업각한 倫理的 中立性， 객판 

척 分析方法과 기능주의적 理論圖式만으로서는 

망면한 현실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각성이 생겼다7) 더우기 保守的 이념으로서의 

실증주의는 現狀과 體制維持的안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1:11 판이 제기되었다 8) 세째 

定한 文化圍에서 培養된 이론의 固有社會에서의 

有關適合性의 문제이다 9) 객판화， 物量化의 방 

법은 普遍性을 획득하는 데 펀리하지만， 그와같 

은 總對主義가 공간적， 역사척으로 次元을 달리 

하는文化地域의 이해에 어느정도의 쫓當性을갖 

고 적용될 수 있는가는 문제카 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말단된 안간주의는 다 

음과 같은 認識原理를 갖는다 10) 첫째， 다양 

한 屬性율 갖는 안간을 지배적안 이념과 제도 

풍에 서 해 방시 킴:으로써 人間中心 (anthropocentr

lsm)의 現象 인식을 도모한다. 그것은 자연의 알 

부로 또는 분석대상으로 客體化펀 언간을 그들 

세계의 造營者로 格上시켜 事物의 중심에 두는 

1) A.間主義地理學의 연주에 응용되고 있는 철학 및 사회과학 이론은 다음파 같은 것들이 있다 ; 現‘象學， 構造
主義， 解釋學(hermeneu힌cs) ， 實存主義， 批判理論， 民洛方法論 (ethnomethodology) . 

2) Olsson, G. , 1978, ‘ Of ambiguity or far cry from a memorializing Mamafesta, ’ in Ley, D.and M.S. 
Sarnuels, (eds.) ， llut.na껴'stic Geograþhy: Prosþects and Proólet.ns, Maaroufa Press, Chicago, pp.109--118. 

3) 金東一， 1983, ‘社會科學 方法論과 휴머 니 즘， ’ 金東一 外著， 社會科學方法論 批判， 청 랍문화사. pp. 12--13. 
4) 務台理作 著， 풀빛펀칩부역， 1983, 현대의 휴머니즘， 풀빛， pp.49--52. 
5) 金弘宇， 1983 (a) , ‘現象學과 政治哲學，’ 韓國現象學會觸， 現象學이란 우엇언7r， 성설당. PP. 260--261. 
6) 崔 協， 1983, ‘計量的 接近파 質的 接近， ’ 金東一外著， 上揚홉， pp.69--85. 
7) 金瓚東， 1978, A.間主義社會學， 民音굶t， p.17. 
8) 金東一. 1978, 上揚書， P.18. 
9) 옳瓚東， 1978, 上握書， P.17.

崔洋夫， 1983, ‘社會科學올 위한 方法論的 決斷 金東一外著， 上揚書， PP.87-89. 
10) Ley, D. and M. S. , Samuels, 1978, ‘ Introduction: contexts of modern humanism in geography. ’ in 

Ley, D. and M. S .• Samuels, (eds.). oÞ. cit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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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뭇한다. 둘째， 個體的， 分析的， 說明的 방 

법을 止揚하고 全體的， 縣合的， 理解的언 언식 

과 방법을 選好한다. 특히 眼絡性(context)에 留

意하는 全體論(holism)的 視角11)은 인간주의척 

언식방법의 要論가 되는 첫이다. 全體論은 기계 

론척， 분석척 방법을 지양하고， 個別者들의 단 

순한 集合과는 쿠멸되는 천체의 존재를 承認한 

다. 

(2) Å間主옳地理뿔 

인간주의 지리학은 抽象的 空間論理와 사살중 

섬 의 空間構造， 機能에 의 한 ‘幾何學的 決定論

(geometric determinism) ’ 을 否定하고， 공간현상을 

인간중심파 全體性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人

間地理學(people geography) ’ 이다 12) 아무리 嚴표E 

헌- 객관척 인식과 실증적 방법에 의해서도 主觀

에서 완전분리펀 客觀의 존재를 안정하기 어렵 

고， 그러한 분석적 방법에 의한 部分의 설명으로 

는 全體特有의 統合性과 服絡性의 해명 에 이르 

기는 어렵다. 모든 A文地理學思想의 배후에는 

‘A間主義係數(humanistic coefficient) ’ 가 잠재해 

있다. 따라서 지리적 현상의 충실한 이해를 위 

해서는 인간주의척 觀點이 필요하게 된다. 언간 

주의 지리학의 판점과방법은 前記한인간주의의 

언식논리를 그대로 轉用할 수 았다. 그것은 인 

간중심파 천체론적 思考， 좀더 彈力的안 방법의 

적용과 삶의 質的 次元에의 관심이다. 

지리학에 있어서 A間의 존재와 역할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 단순한 안간 前提에 대한 비 

판과 불만13)에도 불구하고실증주의 지리학은合 

理的 理性의 ‘경 제안간(economic man)' 을 想定함 

A로써 말전할 수 있었다. 한펀， 環境솟口覺을 중 

심한 行態主義的 접근운 動因으로서의 안간에 

판한 다소 융통성있는 판첨， 즉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 과 ‘만족자(satisficer) ’ 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14) 환러나 이와같은 人間項

의 고려는 공간현상 가운데 안간의 意識과 主觀

的空間의 존재를 뽑示한 것이기는 하나， 연구방 

법 은 종천의 실증주의 科學觀에 따른 測定的， 記

量的 방법을 固守한 것이다 15) 이에 대해서 안 

간주의 지러학은 과학적안 안간이해의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언간의 港在力， 創造性， 自律性

을 중시하는 인간주의 섬리학(humanistic psychol

ogy) 16)의 안간판에 동조한다. 그것은 지리적 환 

경 안에서 인간의 다양한 意識作用을 안정함파 

더불어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지리적 세계에 대 

한 경험의 의마를 밝히고자 한다. 

인간주의 지리학의 淵源은 독일의 近代地理

學에 소급될 수 있다. 全體論的 觀點과 안간 중 

심의 思考f煩向을 堅持한 Ritterl7)나 ‘Anthropo

geographie’를 통해서 안간을 지리학의 학문척 

논의 의 대 상으로 끌여 들여 ‘A間地理學(Geogra

phie des Menschen)’을 暗示한 RatzePS) 등은 결 

코 안간주의척 관첨에 무관하다고 불 수 없다. 

한펀 Humboldt는 모든 現象들을 살아있는 全

體로서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相觀的 특정 속 

에서 파악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全體論的 立場
을 支持하였다 19) 

그러나， 현대치러학의 안간주의적 전통은 Bla

che 를 중심한 프랑스學派에 의해서 그 源流가 

조성되었다. Blache 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상대척인 自律性(autonomy)을 강조하여， 안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의 능동척 投害U과 創

造性에 유의하였다. 그는 자연척， 환경척 현상 

11) 李漢龜， 1980, ‘사회파학에 있어서의 方法論的 個體論과全體論，’ 韓國社會科學빠究所編， 社會科學의 哲學，

民音社， pp.177--195. 
12) Gregory, D. , 1981, ‘ Humanist Cic) geography, ’ in J ohnston, R. J. et aI., (eds.) , Dictt"onary 0/ Human 

Geograþhy, The Free Press, New York, pp.155--156. 
13) Wallace, I., 1978, ‘ Towards a humanized conception of economic geography, ’ in Ley, D. and M. S 

Samuels, (eds.) , oþ. dt. , pp.91--98. 
14) Downs, R. M. and, D. Stea, (eds.) , 1973, Image aηd Environment, Aldine, Chicago, pp. 3--4. 
15) Downs 와 Stea 의 上獨書는 파학적 컵근방법이 공간현상의 주관적 표현에 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6) 曺大京， 1977, “A本主義心理學 韓國社會科學鼎究所編， 現代社會科學方法論， 民音社， pp.11--27. 
17) Dickinson, R. E. , 1969, The Makers 0/ Modern Geogγaþhy， Frederick A. Praeger, p.43. 
18) Maier, J. et aI., 1977, Sozialgeograþhie, Westermann, Braunschweig, Pp.12-13. 
19) 崔基構， 1983, ‘場所의 理解와 象徵的 空間의 解讀， ’ 地理學論覆， 第10號，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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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천체척 상호관계를 地的統-(1’unité terrestre) 

의 개념으로 판악하고， 이와같은 환경에의 適應

이 ‘生活樣式(genre de vie) ’ A로 표현된다고 보 

았다 20) 이 것 은 천체 척 현상(total phenomena)으 

로서의 공간을 상호의존성과 統合이라는 관점에 

서 보려는 全體論(holism)적 이해방법A로， 그것 

은 장소의 앙상블(ensemble)로 표현 되기는 하 

였다. 채개의 場所는 고유한 秋序와 調和를 갖 

고 있으며， 그것이 分析的 빠究의 便宜 혜문에 

겼意、的으로 分害u될 수 없다는 것 이 Blache 의 견 
해이다 21) 

그러나 Blache 를 중심한 프랑스에서의 안간 

주의 지리학은 철학적 기반이 견고하지 뭇했다. 

501겐대 이후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해서 안간주 

의 지리학이 열세에 놓이게 펀 것은 후자가 갖는 

認識論的 橋弱性의 결과로 보며 , 소위 ‘Blache

Durkheim 論爭22)에 서 Durkheim 이 승리 한 것 

은 向後 지리학에 있어서 실증척 지리학의 우세 

를 據期한 것이기도 하였다. 獨， 佛에서 짜두된 

언간주의 지리학의 경향은 그후 英， 美 둥치로 

천해져 다음과 같은 展開過種올 거쳐 발천되었 

다. 

1) 地훌훌的 認협흩홉 (geographical epistemology)과 

훌閒 이 미지 (image) 의 時期

언간주의 지리학은 언간의 心性(mind) ， 觀念

(idea) , 이 미 지 둥의 內省的(introspective) 착용에 

의한 환경안식과 그 外現으로서의 공간구조에 관 

점을 갖는다. Wright는 1946년 美國地理學會

(AAG)會長 演說에 서 다음과 같이 그의 地理學

觀의 一端을 피력한 바 았다. 

·가장 蘇力있는 末知의 땅은 A間의 마음속에 있 

는 세 계 이 다. CThe most fascinating terrae incog

nitae of a l1 are those that 1ie within the minds 

and hearts of man) >>23) 

그는 지리척 傳承， 觀念， 印象 둥에 판섬을갖 

고， 환경과 창소언식을 안간성 (humanity)에 기 

초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연쿠경향은 

그의 ‘地知(geosophy)’의 개 녕 에 잘 集約펀다. 그 

것은 現地住民의 視.角에서 환경을 언식해야할 

필요를 주장한 Sauer 냐 Wooldridge 의 견해와 

흡사한 것A로， 24) 日常的 안간들의 다양한 지리 

적안식을 통해서 얻어진 地理的 知識(geographical 

knowledge)을 뭇한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各

樣의 안간들에 의한 지리적 觀念으로서 直隱判

別이천의 것이며， 안간의 다양한욕구， 동기， 펀 

견 둥을 容認한 주판적 공간안식의 결과로써， 알 

정한 文化共同體의 空間意識이나 세계관 등을 

있는 그대로 受容함을 돗하는 것이기도 하다 25) 

이와같은 주관척공간언식과 공간캐념의 출현은 

안간주의척， 현상학적 지리학의 흉휠흉로 간주될 

수 있다. 

Wright 의 지리척 안식과 맥락을같이하는 Lo

wenthal 은 개언의 경험， 想像力， 學習 둥에 기 

초하여 景觀이미지26)와 지리학척 안식론27)에 관 

한 연구를 행하였다. 그는 地表는 판즙과 空想

(fancy)의 文化的， 個A的 렌즈(Iens)를 통해 서 

20) Jones, E. and J. Eyles, 1977, An Introduction to Social'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pp.26-28. 
21) Butter, A. , 1978, ‘ Charism and context: The challenge of la géographie humaine, ’ in Ley, D. and M. S. 

Samuels, (eds.) , op. cit. , p.73. 
22) Berdoulay, V. , 1978, ‘ The Vidal-Durkheim devate, ’ in Ley, D. and M. S. Samuels, Ceds.) , op. cit., 

pp.77-90. 
23) Wright, J. K., 1947, ‘ Terrae Incognitae: the place of the imagination in geography, ’ Annals 01 the 

AAG, vol. 37, P.15. 
24) Gregory, D. , 1978, 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St. Martin'’ s Press, New York, p. 132. 
25) Wright, J. K. , 1947, op. cit. , PP.12-14. 
26) Lowenthal, D. , 1975, ‘ Past time, present place: landscape and memory, ’ The GeorgraPhical Review, 

vol. 65, no. 1, PP.I-36. 
Lowenthal, D. and H. C. Prince, 1964, ‘ The English landscape, ’ The GeograPhical Review, vol. 54, 

no. 3, pp.309-346. 
Lowenthal, D. and H. C. Prince, 1965, -Eng1ish landscape tastes, ’ The GeograPhical Review, vol. 55, 

no. 2, pp. 186-222. 
27) Louenthal, D. , 1981, ‘ Geography, experience and imagination towards a geographical epistemology,. 

Annals 01 the AAG, vol. 51,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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屆折되 어 造型펀다고 말한다 28) 한현， Prince는 

歷史地理學의 영역 중에 過去世界에 대한 이마 

지의 연구를 들고， 29) 영국의 경관과 景觀I훨好 

(Iandscape tastes)30)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 

다. Wright를 중섬한 이들 流派의 논문을 集成

한 것 이 ‘Geographies of the Mind' 30)이 다. 

2) 現象뿔， Á間主옳， 觀念論Cidealism)的 접근의 

시기 

701.건대 천만 캐나다의 Toronto 大學파 The 

Canadian Geographer 誌를 중심으로 하여 현상 

학이 지리학연구에 활발히 도업되었다. Toronto 

大學은 地理學史를 연쿠한 G. Tatham 과 J.A. 
May 등이 활약하고， Relph 와 Tuan 둥 안간주 

의지리학올 주도한 사람들이 판계했던 곳이었마. 

Relph 는 현상학의 기 본척 論點을 生活世界

(Iifeworld)에 대 한 경 험 의 중요성 , 科學的 思考方

法의 獨載性과 철대성 否認， 가설검증이나 법칙 

정럽과 같은 과학척 방법과는 다른 연쿠태도의 

시도 둥으로 보았다 32) 그의 主著안 ‘Place and 

Placelessness’ 33)는 場所의 개 념 파 본질， 場所性

과 언간실존의 판계 풍을 다루고 있다. Tuan은 

지리척 경험에 있어서 안간의 意識， Á間性을 

애혜성， 양면성 (ambivalance) , 복잡성 (complexity) 

에서 인식함으로써 34) 협의의 인간주의 지리학올 

主唱하였다. 특히 그는 언간파 창소의 情績的

連緊性을 ‘地異敬(geopiety)’ 35) ‘場所愛(topophi-

28) Lowenthal, D. , 1961, oþ. cit. , p.260. 

lia) ’ 36) 둥으로 표현하였다. 

701건대 후반에는 美國의 Clark 大學을 중삼 

한 Buttimer, Seamon 둥의 활동이 현저하였다. 

Lund School 의 支持를 받은 그들은 현상학에 

엽각한 生活世界와 場所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 

￡며， 특히 안간의 공간경험을 중요시하여， 그 

것을 철학적， 주관적 방법론으로 해명하려 하였 
다 37> 

그밖에 Entrikin 은 실존적 현상학( existen tia r 
phenomenology) 38)을 Guelke 는 觀念論 (ideal

ism) 39)을 지려학연구에 적용할 것을 주창하였다. 

또한 Sauer, Clark, Meinig, Wheatley 둥도 景

觀야마지와 意、味의 역사척， 문화척 연구를 행하 

여 인간주의적 관점의 一瑞을 보안 사랍들이다. 

3) 構造主義와 解釋學(hermeneu힌cs) 的 접근에 의한 

현상학적 지리학 비판의 시기 

英國의 Bi1linge 와 Gregory 둥은 현상학척 차 

리 학이 Husserl 현상학의 이 념 파 방법 을 정 당하 

케 사용하지 뭇하였다고 ~l 판하면서， 현상학척 

방법 에 의한 主觀的 空間의 연구결과가 갖는 有

造性과 一般化의 청도 동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Billinge 는 實存空間의 파악이 란 결국 공간의 構

造를 밝히는 것이며， 지리척 현상의 專面에 캄춰 

진구조(hidden structure)’를 탐색하는 것은 현상 

학척이라커 보다는 구조주의의 관성영역이라고 

보았다，(0) 構造에의 판상은 Relph와 ’I‘uan 에챔 

29) Prince, H. C. , 1971, ‘ Real, imagined and abstract worlds of the past,. Progress in Geograþhy, vol. 3, 
pp.1-86. 

30) Lewenthal, D. and H. C. Prince, 1965, oþ. cit. , pp.16-222. 
31) Lowenthal, D. and M. J. Bowden, (eds.) , 1976, GeograþMes 01 the M써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32) 띠野IE彦， 1979, ‘空間構造(J)Á文主義的解讀홉， ’ A文地理， 第31卷， 第 1 號， p.55. 
33) Relph, E. , 1976, Place aηd Placelessness , Pion, London. 
34) Tuan, Yi.oFu, 1976 (a) , ‘ Humanistic geography, ’ Annals 01 the AAG, vol. 66, p.273. 
35) Tuan, Yi.F‘u, 1976 (b) , ‘ Geopiety: a theme in man’s attachment to nature and to place, ’ in Lowenthal ,. 

D. and M. J. Boweden, (eds.) , ibid. , pp.11 ....,39. 
36) Tuan, Yi.Fu, 1974(a) , Toþophilia: a Study 01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ιes， 

Prentice Hall Inc. , N ew J ersey. 
37) Buttímer, A. and D. Seamon, (eds.) , 1980, The Human Exþerieηce 01 Sþace and Place, St. Martin’s 

Press, New York. 
38) Entrikin, J. N. , 1976, ‘ Contemporary humanism in geography, ’ Annals 01 the AAG, vol. 66, pp.629' 

-630. 
39) Guelke, L. , 1974, ‘ An idealist alternative in human geography, ’ Annals 01 the AAG, vol. 64, no. 2,. 

pp. 193'""'202. 
40) 山野正彦， 1979, 上揚書，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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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 다. Relph 는 다vi-Strauss 의 Trobriand 섬 

의 Omarakama 族의 村落模型41)을· 인용하여 살 

촌공간을 설명하면서 구조에 언급하였으며， 42) 

Tuan도 그의 神話的， 擺念的 空間(mythical-co

nceptual space)을 마 개 사회 의 공간분할올 사례 로 

연구함으로써 공간의 內在的 구조에 유의하였 

다 43) 물론 이들의 설존공간 파악은 구조주의의 

쿠조파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그들 

아 사용한 구조개념은 현상학의 本質(essence)과 

의 미 상 相互交換的(interchangable)안 것 이 다 44) 

만약， 안간주의적 접근방법의 유효성올 강화하거 

위한 수단으로 구조주의에 의존한다면 인간주의 

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 사이의 쿠벌이 모호해질 

수도있다. 

인간주의 지리학과 현상학의 중요한 공간현상 

의 主體로서의 안간에 대한새로운洞察을환기시 

컸다는 점과 주관적 공간개념울 지리학에 도입 

했다는사살이다. 주관척 공간은客觀的， 抽象的

공간구조의 前提的 배경과 조건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현상학척 개 냄 안 生活世界가 前

;科學的， 前理論的안 체험공간으로서 抽象化의 근 

거가 펀다는 개념척 關聯과 유사한 것이다. 

3. ^間主義地理學의 認識基盤으 

로서의 現象學과 그 關聯擬念

(1) 現훌훌的方法 

현상학은 科學主義(scientism)와 객관적 還元主

義(objectifying reductionism)에 대 한 반성 과 1:11 판 
에서 출발하였다. 20c 초를 전후한 유렵 學問의 

객관주의가 안고 있었던 주관과 객관의 對立危

機를 극복하려 는 노력 이 Husserl 현상학으로 냐 

타난 것은 오늘날의 시대척 狀況에 있어서도 같 

은 意義를 갖는다. 과학고} 테크놀로지의 진보 

로 모든 事象올 計量化하고， 모든 文化現象올 

物象化(reification)하려는 思推習性과 태도에 대 

한 반작용으로 인간주의의 채확럽을 주장하는 
현상학에의 판섬이 高調되었다 45) 

Husserl 은 ‘事物로 돌아가라(Zudem Sachen) ’ 

란 雄I熾아래 과학의 前提나 權念構造를 留保

(suspend)하고， 現象自體에 對面할 것을 요구한 

다 46) 그것은 어떤 偏見이나 先驗的(a priorie)안 

이론이 현상을 확안， 命名， 설명하기 전에 ‘있 

는 그래로의 (as it is itself)’현상을 파악하고 記

述하는 것 으로， 定型化나 理論類型(theoretical pa

ttern)에 의해서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현상으 

로 복귀함을 듯한다 47) 현상의 內在的 本質을 

밝힘이 현상학의 과제이며， 그것은 本質直觀과 

그 記述過程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질직관은 

현상학의 要論이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철학 

적 反省과정과 본질기술의 합리화과정을 현상학 

적 방법이라한다. 

현상학적 방법은 事物자체로 돌아감에 의해서 

意識의 대상에서 본질을 분리해 냄을 돗한다. 

그것은 대상의 본질에 관해서 갖는 파학척， 自

然主義的(naturalistic) , 常識的 관첨파 같은 모든 

先入擺念(preconception)을 유보함으로써 얻어진 

다 48) 선업개념에 잡혀있는 상태블 自然的 態度

(natural attitude)라 하며 , 그것 은 우리 의 일상적 

언 태도로써 사물을 知覺할 혜 그 대상이， 그러 

고 그 總體언 세계가 지각된 그대로 實在한다고 

確信하는 태 도를 의 미 한다. 49) A. Schutz 는 자 

연척 태도를 깨어있는 正常的 成人의 기본태도 

로 보고， 그 특성을 주어진 모든 것을 ‘當然히 

있 는 것 (taken-for-grantedness) ’ A로 보는 입 장으 

41) Lévi-Strauss, 1979, Structural Anthroþology, Penguin Books, P.136. 
42) Relph, E. , 1976, oÞ. dt. , pp.12-14. 
43) Tuan, Yi-Fu, 1974(b) , ‘ Space and place:humanistic perspective, ’ Progress in Geograþhy, vo1. 6, 

pp.229-233. 
44) Tuan, Yi-Fu, 1974(b). ibid. , P.230. 
45) 車仁錫， 1977, ‘生活世界의 現象學， ’ 韓國社會科學맑究所編， 前握書， P.82. 
46) Buttimer, A. , 1974, ‘ Values in geography,. Resource Paper, no. 24, Annals of the AAG, p.37. 

47) Seamon, D. , 1979, A Geograþhy 01 the Lileworld,' Movement , Rest and Encounter, St. Martin’s 
Press, New York, p.17. 

48) Entrikin, J. N. , 1976, ihid. , p.617. 
49) 韓쫓淑， 1981, ‘現象學， ’ 韓훌淑， 車仁錫， 現代의 哲學 I. 서 울大學校 出版部，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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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였다 50) 이와같은 자연척태도의 一般

定立은 이미 우리의 사유습성으로 굳어져 있다 

는 것이다. 

철학을 嚴正한 학문으로 定鍵하려 면 생활태도 

를 先驗的안 것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51) 이와같 

은 태 도의 변화를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

ical reduction) ’ 이라 한다. 현상학적 환원은 ‘判

斷中止(epoché)’를 통해서 가능해 진다. 판단중 

지는 ‘자연척 태도의 믿음’ 一般파 이러한 ‘맏 

음’ 에 相關되는 모든 객관적 實·體의 쫓當性을 留

保， 즉 括孤化(bracketing)하는 것으로써， 그것 

은 철학적 反省行寫와 같은 것이다 52) 현상학 

의 목표는 철학척만성을 통한 본질직판에 있다. 

그러 나， Husserl 前期의 이 러 한 先驗的 觀念論

은 엄정한 철학척 思考의 산물로써 주관척， 상 

대적 진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운 점도 

있으나， 그러한 觀念性은 다음과 같은 노력에 

의해서 쿠체화될 수 있다. 첫째， Husserl 천거 

의 선험적 현상학에서 최후적 明證으로 추주된 

純釋意、識을 生活世界로， 선험적 主觀을 身體的

自我로 치환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통해서 좀 

더 쿠체적언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생활세계 

는 자연과학주의 에 물들지 않은 原初的 知覺의 

대상이 되는 세계로서 一次的 構成 또는 主觀的

意、味關聯의 기반으로서 객판적논리의 천제 내지 

토대가 펀다. 둘째， 주관적 앓의 形式은 相互主

觀性(intersubjectivity)에 의해서 강화될수 있다. 

Husserl 은 주관적 思考活動의 기초가 주위의 生

活世界라는 사실을 看過함에 불만을 표시하면 

서， 53l 인식의 주체는 개언의 意識이 아니라 궁 

극척으로 상호주관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 

다. 상호주판성이란 개안적 의식이나 담我가 아 

닌 共同體意、識이나 共同體的 자아를 의마하는 것 

으로 그것은 곧 앓의 相對性， 歷史性에 통하는 

것이며， 54) 日常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遺傳판

狀況Onherited situation)을 隔示하는 것으로 文化‘

傳結이 나 社會的 相互作用의 塵物55)로 간주될 

수있다. 

Schutz 는 사회과학의 연구에 현상학의 이론을 

척용하였다. 그의 社會世界(Social world)란 認知

的， 情績的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常識的안 

사람들에 의해서 체험되고， 판단되며， 解釋되는

생활세계이다. 상식척 사람들이란 定型的으로 세 

계블 판찰하는 파학적 視角의 사함들이 아니 라 

생활세계 얀의 行動A이다. 그들의 意識은 개처1 

로 독럽된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척으로 연합판 

의 식 이 며 , 이 며 志、向構造Ontentional structure)로 

쿠성펀 것이다. Schutz 는 객판적 對象에 대한

知識은 典型化(typification)와 理念型(ideal type) 

으로 쿠성되는 사회세계의 構造(matrix)에서 찾 

아져야 하며， 이 쿠조는 기술， 분석， 明證을 현 

상학의 목표로 보았다. 결국， 社會科學온 개 벨 

척으로 체험된 경험을 典型化하고， 하나의 이념 

형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56) 그는 과학의 관심은 

지식의 쭉當化에 있는 반면， 현상학은 1 知識의 

짧生파 發見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고， 현상 

학의 과제를 행위자의 主觀的 意味에 대한 이해 

에 한정하였다. 

(2) 地理뿔과 現象題

地理的 世界는 원초척으로 확살성과 애매성을 

共有하며 , 그들 사이 의 緊張과 펴衝판계 속에서 

인간생활은 영위된다 57) 따라서 客觀性만을 고 

접하는 실증주의논리만으로서는 언간세계에 대 

한 만족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전통적S로 지리학은 可視的안 환경과 사실의 

可測性(measurability)을 강조하여 事物의 外形뺨 

특성을 중요시하였다. 즉 공간현상의 內的 本質

50) 金弘宇， 1983, ‘現趣學과 社會科學， ’ 金東一外著， 前揚書， P.214. 
51) 申龜鉉， 1983, ‘훗설現象學의 哲學理念과 方法， ’ 金東一外著， 前揚書， pp. 195 ,....1%. 
52) 金弘宇， 1983, 上揚書， P.214. 
53) Gregory, D. , 1978, op. cit. , p.128. 

54) 朴異ìJ:.， 1977, 現象學파 分析哲學， 一澈聞， PP.88-89. 
55) Buttimer, A. , 1976, ‘ Graspin.g the dynamism of life world , ’ Anna/s 01 the AAG, vol. 66, P. 286. 

‘ 56) Natanson, M. , 1970, ‘ Alfred Schutz on social reality and social science, ’ in Natanson, ~.， (ed.)~ 
Phenomen%gy aηd Socia/ Reality, ~artinus Nijhoff, The Hague, PP.102-113. 

57) 01sson, G. , 1978, op. cit. ,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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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다 外的形態에 판섭을 갖는 과학주의 지리학 

觀은 內省(introspection)보다는 外「口fJA (extrovert) 

驚態度롤 선호하였다 58) 

그러냐， 지리척 세계에는 객관척 사살.과 주관 

척 가치， 의미가 쉽게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내재해 있다. W. Kirk 는 두 개의 폼리펀， 그러 

다 依存的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想定한다. 

그는 단순한 事物로서 환경 이 야니 라， 안간의 

知覺行寫에 의해서 쿠성된 形態， 擬集力(cohe잉

veness) , 意味를 갖는 全體로서의 환경을 設定하 

고， 그러 한 ‘精神的 • 物質的 영 역 (psycho-physical 

field) ’ 이 지리 학의 매 장이 펀다고 하였 다 59) 

결국， 경험대상으로서의 지리적 세계 또는 社

會的 現實(social reality)은 特定한 原理와 方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명훨 수 없는 構造的 多樣性

을 갖는다. K. A. Thompson 은 Durkheim 파 

G. Gurvitch 의 所論에 업 각하여 社會的 現，實의 

표 1. 社흩的 現훌 (social reclity) 의 區分

Durkheim 의 5水揮

a. 社會의 地理的， Á口學的 基鍵

b. 制度와 集團行願 (collective behavior) 

c. 象徵(symbols)

d. 價{直， 觀念과 理想Cid않s and ideals) 
e. 集團意識(collective mind)의 狀願

Gurvitch 의 10水揮

a. 形態的， 生顯學的 表面

b. 社會組織(social organizations) 
c. 社會類型이 냐 모렐 (patterns or models) 

• d. 사회조직에 限定되지 않은 日常的안 
現 l 寶 I~효 집단행태 

象 l 證 |圖 e. 社會的 投劃의 관계 (the web of social 
l 主 |分 rol않) 

J學 |義|끼 I v. !'-' f. 집단態度 
g. 사회적 상칭 

h. 自發的， 華新的， 創造的언 집단행태 

i. 칩단관념과 가치 

j. 첩 단意識 (mentalities) 

資料 : Tuan, Yi-Fu, 1974 "Commentaries on ‘val
ues in geography'. in Buttimer, A. , 1974, 
op. cit. , P.57. 

58) Tuan, Yi-Fu, 1976 (a) , op. cit. , p.276 • 

훌훌直構造를 다음과 같이 表示하였다(표 1). 

空間分析을 포함하는 살증척겨 법은 社會現實의 

上位水準의 설명 에 척 당한 반면， 下位水準의 。l

해에는 현상학의 방법이 有效하다는 것이다. 종 

래의 지리학은 하위수준을 무시하고 그들의 관 

심을 表層的 특정， 즉 Durkheim 의 ‘社會의 地

理的， A口學的 71초(the geographic and demogra

phic basis of society)’와 Gurvitch 의 ‘形態的， 生

態學的 表面(the morphological and ecological sur

face) ，의 연구에 f휩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可測的 현상의 下位에 港在펀 제도， 상징， 

집 단척 태 도와 71-치 (group attitudes and values) 둥 

에 관한 연쿠가 행해지고 있으며 현상학적 지러 

학은 이러한 하위수준의 연쿠가 상위수준의 이 

해에까지 擺張될 수 있다고 믿는다 60) 

지리척 現象에 대한 本質的， 觀念論的 접근은 

지리학을 神의 돗에 따른 演劇的 表現으로 안식 

한 Ritter 에 의해서 시작되어， Blache블중심한 

표랑스학파에 안계되어 발천되었다. Blache 는 

生活樣式(genre de vie)올 事實과 價f直의 辦證法

的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생활양식에 의해서 

造型된 景觀은 가치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A文景觀은 언간의 이미지에 固看펀 medal 

과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경판을 일정한 文化

의 가치， 판념， 태도둥의 관념적 측면과단순한 

A工物(artifacts)로서의 形態的 측면에서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지리적 현상의 안식방법 

은 Blache 및 Febre, Val1aux 둥이 활약한 당시 

프랑스 지리학계의 일반척 경향이였으며， 그들은 

社會와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偶然性과 擾餘性에 

유의하면서 경관 훌훌面에 참재하는 觀念의 像을 

밝혀내려 하였다. 프랑스에서의 이와같은 연구 

경향은 그후 英語使用團의 Wright, Lowenthal, 

Kirk 둥에 의한 지리학의 대상파 대상언식방뱀 

에 관한 새로운 觀點에 힘입어 前記한 바와같이 

언간주의척， 현상학척 지리학의 기만을 이루게 
되었다 61) 

19251관 Sauer 에 의해서 現‘象學이란 用語71- 지 

.59) Kirk, W. , 1963, ‘ Problems of geography, ’ Geograph:y, vol. 48, p.365. 
60) Tuan, Yi-Fu, 1974(c) , ‘ Commentaries on ‘values in geography’,’ in Buttimer, A. , 1974, 0ι ât •• 

pp. 57-58. 
써51) Buttimer, A., 1974, op. cit.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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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에 처음 소개환 바있으냐， 62) 현상학이 본격 

적으로 지리학연구에 응용된 것은 19701건대의 

일이며， 캐냐다와 미국을 중심한 Relph, Tuan, 

Buttimer, Seamon 동의 활동이 현저하였다. 

Relph 는 현상학적 지리학이 안간과환경의 관계 

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洞察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실증척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意義

가 있다고 보았A며 63) Tuan 도 ‘人間에 대한 

거 울로서 의 地理學 (geography as the mirror for 

man)'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64) 인간성과의식에 

기초하여 지리적 현상이냐 활동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밖에 현상학척 방법을 지리학연쿠에 

척 용한 사맘들로서 Mercer, Powell, Buttimer 

와 Seamon 둥이 았 다. 

현상학은 마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현대 

지리학에 기여하였다 65) 첫째， 본질직판파 커출 

의 방법을 경험과학으로서의 지리학에 척용한 

것이다.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경험 

과학의 기반을 定確하는 것이 본질과학(eidetic 

science)언 현상학의 목표안 것이다 Berry는 

치리척 事象의 ‘本質， 原因， JE體 둥의 개념을 

포함하는原理’를 A文地理學의 바탕에 정초하는 

‘metageography’로서의 현상학척 지리학에 언 

급한 바있다 66) 실제로 현상학은 공간과학으로 

서의 지리학을 비판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언문지리학을 定鍵함에 관련 

펀 일련의 원리와 과정을 제시하였다고 불 수 

있 다. 둘째 Husserl 의 生活世界의 현상학과 

Schutz 의 構成現.象學(constitutive phenomenology) 

의 이폰을 바탕으로 한 文化， 歷史， 社會地理學

에서의 연구경향이 있다. 그것은 先驗的이고 深

層的안 수준에서 보다는 生活世界의 수준에서 

인간행동의 志向性파 社會的 典型化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지리학은 空

間과 場所의 主觀的構成을이해하기 위한노력 67) 

과 지리척현상의 現象學的 구성을 time-geogra

phy 에 연 결하려 는 시 도68)가 ‘place bal1et' 의 

개념을 근거로 천자와 후자를 결합하여 더 包括

的언 생활세계의 지리학을 건설하려는 연구69)등 

을포함한다. 

(3) 生活世界 (life world) 

Husserl 현상학이 설증척과학을 비판함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論據로 삼은 것은 生活世界의 

개 념 이 었 다. Husserl 은 Galileo 에 서 시 작된 物

理學的객관주의가현대의 안간파문화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같은 객관 

주의와 科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세계의 참다운 위치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 
다 70) 

참된 客體的 世界란 껴체화척 認識作業에 의 

해서 역사적으로 沈願판 理念化의 결과야며， 그 

자체로서는 경험되지 않는理論的構合( construct) 

에 불과한 것 이 다. Husserl 에 의 하면 유크리 드 

幾何學과 Galileo 의 과학정신에 기초한 自然의 

이념화와 數學化라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직캡적 

경험세계가 은폐되었다는 것이다. 현상학은 이 

러한 ‘이념의 옷(ideenkleid)’이 근대척 의식에 있 

어서 가장 뿌리깊은 先入見(preconception)이며， 

그것을 排除함에 의해서만 생활세계에 歸還할 

수 있다고 본다 71) 

生活世界는 첫째， 객관척 이론의 前提와 {짧件 

62) Leighly, J. , (ed) , 1974, Land and Lile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Sauer, C. 0.) , pp.315 ...... 316. 
63) Relph, E. , 1976, oP. cit. PP.6 ...... 7. 
64) Tuan, Yi-Fu, 1971, ‘ Geography,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human nature, ’ The Canadt'an 

Geographer, voI. 15, P.181. 
65) Gregory, D. , 1981, ‘ Phenomenology, ’ in Johnston, R.J. et al., (eds.) , op. ct't. , pp.252--253. 
66) Berry, B. J. L. , 1973, A paradigm for modern geography, ’ in Chorley, R.J. , (ed) , Dt'recUons in 

GeograPhy" pp.3 ...... 22. 
<(7) Tuan, Yi-Fu, 1974(a) , op. cit. 

Tuan, Yi-Fu, 1974(b) , op. ct't.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01 Experience, Edward Arnold, London. 
Relph, E. , 1976, oP. cit. 

<(8) But혀mer， A. , 1976, op. cit. 
69) Seamon, D. , 1979, op. ct't. ’ 
70) 흙鳳鎬， 1983, ‘生活世界， ’ 韓國現象學會編， 前揚書， pp. 139-140. 
71) 木田 元， 1980, 現象學， 岩波書店， 東京，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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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自然科學主義는 이 념 화， 論理化펀 것 

에 서 만 참된 진리 를 찾는다. Hussel 이 현상학 

척 還元過程에서 유보한 자연척태도란 자연과학 

주의척안 태도이며， 생활세계는 이러한 과학주 

의 에 물들지 않은 원초적 知覺에 냐타냐는 세계 

로서 모든 이론쿠성에 앞서 우리의 감각에 직접 

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이다. 先所與의 대상이며， 

科學的 構合의 전제 혹은 ‘감각의 기 반(founda

tion of sense)’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안간의 創造

的 활동이 근거하는 士壞으로서 共同經驗의 세 
계이다 72) 

둘째， 생활세계는 社會的世界 또는 社會的 現

實로서， 우리의 만남파 행위의 場이며， 개방펀 

地平의 相互主觀的 世界이다. 상호주관척 세계 

란 共同經驗의 생활세계로 意識主體의 各自的

세계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多數의 主觀에 의 

한 共同主觀的 쿠성에 기초하는73) 상호주판성의 

세계이며， 생활세계에서 나와 他者는 상호주관 

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社會는 하나의 주어진 

實體라기 보다는 상호주판적 , 象徵的 공동행위 

의 파정에서 개안들이 경험하는 생활세계로서 

力動的으로 해석될 수 있다 74) 

세째， 社會的 典型化(typification)의 결과로서 

의 생활세계는 곧 文化世界이 71도 하다. 문화활 

동은 주어진 문화척 背景에 의하며， 이혜 文化

創造者의 의식속에 사회척관련으로써， 또는 道

具나 資料로써 이 미 주어진 문화가 착용한다. 

즉， 문화세계로서의 생활세계는 文化共同體 안에 

서 활동하는 인간들의 공동의 塵物안 것이다 75) 

문화공동체 자체이거냐 그 공간적 기초로서의 

생활세계는 일정한 문화와 역사의 내용을 지리 

학적으로 照明하는 데 유용한 개념척， 구조척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生活世界는 現象의 1m絡的 의마롤 쿠성하고， 

개언척 志向性을 具體化하며， 直觀的 이해와 主

觀的 推論(reasoning)에 경험척 기반올 제공함에 

중요성을 갖는다. 지리학적 의미에서의 생활세계 

는 ‘日常生活의 文化的으로 한정펀 空間 • 時間
構造 혹은 地2p-(the culturally defined spatio-tem

poral setting or horizon of everyday Iife) ’ 이 며 , 지 
리척 세계에의 직접척 關與(involvement)의 總‘體
的 表現이라고 폴 수 있다 76) 

Gregory는 생활세계의 지리학을 다음파 같야 

정리하였다 76) CD 空間 및 時間距離를 통해서 

意味顧與행위는 인식된다. 일정한 場所를 떠나 

거리블 두고 그것을 全體로써 불혜 장소에의 愛

훌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지리 

학은 인간들의 다양한 相互作用과 參與(engage

ment)에서 生成펀다. 그것은 ‘안간의 志向， 價

f直， 記健、 둥에 의해서 刻印펀 개개의 點들에 의 

해서 點抽된(punctuate) 일종의 位相數學的 平面

(top이ogical surface) ’ 78)을 대 상으로 한다.@ 그 

러냐 個別的 안간들의 다양한 지리척경험을 全

的으로 受容할 수는 없다. 지리척 세계에 대한 

경험의 대부붐은 일련의 社會的 典型化를 통해 

서형성되고， 形式化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험 

의 대부분은 反省以前의 것， 先所與의 것으로 

言語와 日常性(routine)에 의해서 彈化된다.@ 典

型化는 사회 척 행 위 (social action)에 의 해 서 계 속 

적으로 再確認되는 것이기 혜문에 그것은 천형 
척이고 예측가능한 ‘空間 • 時間리듬(spatio-tem

poral rhythm) ’ 에 따라야 하고， 그것 을 통해서 

具現되어야 한다.@ 결국， 생활세계의 지리학 

은 意、味의 사회척 典型과 행위의 空間 • 時間려 

듬 사이의 연결을 도모해야 하고， 그들 뒤에 鷹

在펀 志向性(intentionality)의 쿠조를 밝혀야 한 

다. 

(4) 場所

1) 훌同의 主훌的 훌味 

지리학의 主題와 연구방법의 변화는 공간개냄 

72) Gurwitsch, A. , 1970, ‘ Problems of the lifeworld, ’ in Natanson, M. , (ed) , op.cit. , PP.35 ...... 48. 
73) Prince, H. C. , 1971, op. cit. , p.24. 
74) 金現東， 1978, 前據書， p.64. 
75) 孫鳳鏡， 1983, 前揚書. pp. U1 ...... 153. 
76) Billinge, M. D. , 1981, ‘ Lifeworld. ’ in Johnston. R.J. , et aI.. (eds.). op.cit.. Pp.138 ...... 139. 
77) Gregory, D. , 1978, op. cit. , pp.138 ...... 139. 
78) Buttimer, A. , 1976. op. cit. , pP.283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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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orberg-Schulz 의 뿔聞樞念 分했 

空 間 特 性 j Parsof짧ns의， Tallcott 
의 行 體系

{+익E 
{흐 

寶 用 的 l 肉體的 行짧의 世界 | 自然的， 有機的 環擾(生物的) | 行動 有機體의 體系4디 

s$4gE빼g온〈r {4익흐 E〉E@ptr:?、 {{R흐 知 覺 的 f 心直接的的으로 定位不安，自定己中 f 필 個요A의(心理 正體的，(id個enAtit的y))를 위해서 IÁ格體系

§핑S흘훌「 gj강잉§r 實 存 的 I 形안정成 된 環境 이 마 지 I 펀 社會認的、識， 文sc化he的ma인(社 全會體·로 文서化 統的合?I 社會文化體系
• -+〉-ei닝;; 認的識(훌훌的術·建的藥~I 具體的， 物理的世界 I 思考體系의 對象(思考的)

抽쫓 學象 的的 I 純釋論理的關係 | 下位諸空間의 記述手段(論理的) I 
資料 : Norberg-Schulz, C. , 加顧했男譯， 1977, op.cit. , P.227. 

파 공간인식방법의 전환을 隨伴하였다. 살증주 

의 지리학은 客觀的 空間올 대상으로 하고 計量

技法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간현상의 理念化，

代數化， 定型化를 통한 법칙정럽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서 안간주의 지리학은 認識主體의 의며 

부여에 의해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주판적 

공간 또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좀더 자유로 

운 방법을 사용하여 공간현상을 이해하려 한다. 

Norberg-Schulz 는 공간의 情報量， 制細可能

性， 生命에 너 지 (vital energy) , 抽象性 둥에 짜 

라셔 공간을 〈표 2)와 같은 개 념 으로 분류하였 

다 79) 여기서 언간주의 지리학과 관련있는 주관 

척 의미의 공간은 實用的， 知覺的， 實存的 공간 

이라고 볼 수있다. 특히， 살존척 공간은언간의 

‘世界-內-存在(in-der-Welt-sein) ’ 를 실현시 키 는 촌 
채펙 커만이며， 안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 

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천시킨 社

會的 • 文化的으로 통합된 認識의 블(schema)이 

다. 경험대상을 주판척 의식에 연결하는 志向的

關係網(Ïntentional network)으로서 의 실존공간은 

自我中心的 공간(egocentric space) 이며， 일정한 A 
口集團이 共有한 의미와 가치가 具現펀 쿠체척 

공간이다. 이와같은 주관적 공간의 인식은 지 

리적 세계에의 關與(involvement)의 경험안 것이 
다 80) 

2) 爆所의 지리학적 1훌훌률 

인간주의지리학은 의미있는 장소들로 充1賣판 

지리척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지리적 

세계란 先所與， 先科學的안 세계로서 현상학의 

생활세계와 같은 개념의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 

이론정립과추상화의 천제와근거가된다는 첨에 

서 중요성을 갖는다. 지리적 세계는 과학적 자 

리학의 推論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안간과 그 

거주장소로서의 세계 사이에 深層的이고 직접적 

안 감정척， 정서척 판계가 우선 존재한다. 언간 

주의 지리학의 대상은等質的， 획얼척， 斷面的안 

공간이 아니라 고유성파 개체성， 역사성올 갖는 

實體로서의 구체척 場所이다. 

장소는 실존공간의 기본요소이며， 살존공간이 

일정한 뱀위로 한정되고 의미를 부여받아 獨自

性올 갖게되면 場所로 변화된다. Lukermann은 

장소의 본질적 요소들로서 위치 Oocation) , 자연 

파 문화적 요소의 장소척 統合(ensemble) ， 장호 

연관된 순환체계 속의 고1유성 (uniqueness) ， 局地

性Oocalisation) , 역사척 • 문화척 변화과정 속에 

서의 生成(eÍnerging and becoming) , 안간에 의해 

서 부여 펀 의 미 (meaning) 둥올 들고 았다 81) 야 

와같은 의마에서의 장소는 단순한 안간활동의 

立地點이냐 기능척안 結節야기 보다는 안간의 

정서， 감정과 깊케 관계하며， 경험척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이나 사물의 集合이 아니라 意味의 

寶庫로서 안간의 경험과 所望올 구체화한다. 

공간이 장소로서 쿠체성올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正體(identity) 定立이 요쿠된다. 청체란 

장소의 個性(personality， character)으로서 그것윤 

자연적 所與와 인간의 修節이 복합되어 형성되 

79) Norberg-Schulz, C. 著， 加顧했男譯， 1977, 寶存 • 空聞 • 建藥， B훌島出版會， 東京， pp.13-38. 
80) Entrikin, J. N.. 1976, op. cit. , pp.623-625. 
81) Lukermann, F. , 1964, ‘Geography as a fot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 Canadian GeograPher, vol. 8, no.4, PP.16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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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인간파 창소 사이의 지속척안 상호착용의 
결과로 함양된마 82) 個體로서의 장소는 內部性

(insideness)과 閒合性(closure)에 의해서 正體가 부 

각되지만， 한펀 외부와의 연속성파 全體體系 속 

의 순환과정에서 그 존;채가 분명해질 수도 있다. 

이와같은 개 념은 창소의 求心性과 遠心性으로 

달리 표현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 두힘간의 긴 

장이 모든 창소의 本質에 內在한다. 

가치 의 中心， 의 미 의 보고(repository)로서 의 장 

소는 하나의 앙상블(ensemble)로서 존재하며 안식 

되기 빼문에 그可測的 구조냐外的 關聯性에 대 

한 分析的， 說明的 캡근보다는 內的 本質과 統合

性에 대한 全體論的(holistic) 정근과 理解(verste

hen)의 方法83)이 유효하닥. 장소의 고유성， 역 

사성에 관한 해명올 위셔서는 ‘안(inside)’으로부 

터 의 觀點 84) 參與觀察(participant observation) 85) 

및 感情移入的理解(empathic understand'ing) 86)의 

방법 둥이 효과척알 수 있는 바， 그것은 앞서의 

‘地知(geosophy)’의 판첨과 홉사한 것이다. 장소 

는 역사척， 문화적 변화과정 속에서 生成되는 

것이며， 이혜 변화의 動因으로서의 인간의 意識

(mind)이 場所性과 그 景觀的 特性에 具現되거 

나 反映된다. 따라서 창소가 갖는 의미를 해명 

하기 위해서는 장소 造營者들의 주관척 의식에 

유의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局外者(ou않ider) 

의 객관척 視覺과 사살척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場所7} 갖는 歷史性과 문화척 

服絡性에 同參함으로써 창소이해를 도모해야 훤 

82) Tuan, Yi-Fu, 1974(b) , op. cit. , PP.233-235. 

다. C. Harris 는 이와같은 연구자의 志向을 ‘엑 

사척 의 식 (historical . mind) , 이 라 하였 다 87) 

창소가 갖는 인간주의 지리학척， 현상학척 意

義는다음파같다. 

@ 斷面的， 가치자유척， 추상적 공간이 의마 

와 가치를 획득하여 多層的， 가치내채척， 구체 

적 장소로 천환펀다. 그것은 科學的， 物量的 공 

간연식에서 인간척 服絡과 神意의 具體化로서의 

場所와 땅(land)의 개냄을 파악한 유대-그리스도 

교척 (J udaeo-Christian) 땅의 論理88)로의 변화이 71 
도하다. 

@ 안간과 개체로서의 창소는 감정척， 정서적 

으로 상호 交感한다. 그것은 장소에의 親和(to

popbilia) , 뽑敬(geopiety) 둥 주관적 의식으로 표 

현되며， 地知(geosophy)로 收合되어 인간주의 지 

리학의 안식원리와 기본자료가 펀다. 

@ μlkermann 은 장소가 갖는 의 미 의 史實性

(historicity)을 중요시 한다. 과거 의 환경 경 험 이 냐 

신념이 알상척안 행위들의 기초가 되며， 장소성 

은 항상 生成되는 것이기 혜문에 지리학은 歷史

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짜라 

서 특정한 장소 및 文化地域올 이해하기 위해서 

는 자체의 準據體制와 論理에 유의해야만 한다. 

@ 場所性의 保全은 ‘접에 있음(at homeness) ’ 

과 같은 정서플 住民에게 제공한다. 장소성의 

장살은 地方的 固有性의 파괴를 의마한다. 便宜

와 했用寫主의 환경안식은 바람직한 장소성의 

造成 가농성 을 제 거 하였으며 , 결국 genius loci89) 

83) 宋東健， 1983, ‘ 自然科學的 方홉論의 受容 金東一外著， 前播書， PP.39-43. 
李相喆， 1980, ‘理解， ’ 韓國社會科學맑究所編， 社會?科學의 哲學， pp.218-249. 
金鎭泰， 1976, ‘A文科學에 있 어 셔 의 說明과 理解， ’ 李奎浩編著， 社會科學의 方홉論， PP. 109-140. 

84) Buttimer, A. , 1974, oP. cit. , p.24. 
85) 金瓚東， 1978, 前擔書， PP. 102-103. 
86) 宋東健， 1983, 上播書， p.42. 

金瓚東， 1978, 上擔書， P.l06. 
木田元， 1980, 前擔書， p.68. 

87) Harris, C. , 1978, ‘ The historical mind and the practice of geography,. in Ley, D. and M. S. , Samuels, 
(eds.) , op.cit. , PP.124~136. 

88) Houeston, J. M. , ‘ The concept of ‘place’ and ‘land’ in the Judaeo-Christian tradition, ’ in Ley, D. and 
M. S. Samuels, (eds.) , op. cit. , pp.224-234. 

89) Gragory, D. , 1978, op. cit. , p.135. 
Tuan, Yi-Fu, 1976(b) , op. cit. , pp.16-19. 
Norberg-Schulz, C. , 1977, oþ. cit. , p.60. 

• Norberg-Schulz 는 上擔畵에서 genius loci 블 다음과 갈이 설명한다; ‘로마언률은 모든 존재는 그것을 
주판하는靈을갖는다고믿었다. ge띠us loci 는土地훌으로서 地方(훌所)의 수호신이며， 토지령의 신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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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혈行하는 결과륜 초래하였다. 현협한 地方主

훌훌(Iocalism)를 固守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만 

족한 언간생활이 地方的， 場所的 防椰안에서 보 

창되고 있음도 관파할 수 없다. 

@ Relph 는 A間陳外와 共同體의 붕괴를 場

所와 無場所 (place and placelessness)의 개 념 으로 

설모한다. 無場所는 集團價植(mass values)나 技

術의 무Bl 판척， 抽速的안 受容에 의해서 多樣

하고 의미있는 장소가 置名의 空間 (anonymous

.space)과 交換可能한 환경 A로 천환펀 상태 를 의 

꾀한다 90) 그의 無場所란 A間陳外의 현대적 

metaphor 이 며 , 그것 은 M. Heidegger 와 P. Be

rger 의 “homeless’, L. Eisley 의 ‘宇富的 짧兒 

(cosmic orphan)’의 의 미 와 유사한 개 념 이 다 91) 

4. 適用方案의 論議 및 結論

科學主義치리학은 主客이 분리되지 않고 백학 

척으로 종합되어 있는 공간현상에서 객관척이고 

局所的언 事象을 분리하고， 그들올 物象化， 훌f 

量化함으로써 보펀척 법 칙 의 定立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物量解析的 방법은 보 

펀성의 휘득과 공간현상의 추상화를 용이하게 

한 반면， 지역척 고유성의 輕視와 다양한 인간 

성을 搖象함으로써 지리학이 실제척안 生活世界

쩌I 서 適脫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方法的 便宜

흘 위한 單純化假定파 천제를 기초로 한 이와같 

운연구노력에도 불쿠하고언간행태에 관한 독렵 

척인 空間法則의 定立可能性은척다 92) 근본척으 

로 지리학의 영역안에는 一般化作業으로 설명하 

키 어려운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공간현 

장의 본질과 관계에 판한 것과 주체로서의 안간 

촌재와 그 역 할 및 生活의 質的次元에 관련펀 치 

리척 事象들이다. 

공간현상의 인식놔 야해방법에 관한 上記한 

문제점 외에도 定立펀 연구성과나 이론이 현실 

세계와 고유한 文化 • 歷史地域의 이해에 어느 
정도의 有關適合性(relevance)을 갖는가를논의해 

야 한다. 공간현상악 主體블 안간A로 불해， 그 

들은 個別的으로 또븐 역사적， 문화척안 공동생 

활에서 함양된 相異한 知的 感受性과 지리적 認

識을 갖는다. 짜라서， 그들에 의해서 안식되고 

쿠성 되 는 지 리 적 세 계 , 즉 土著世界(native wor ld) 

로서의 文化世界는 자체의 공간안식의 논리와 

準據를 갖는다. 西歐에서 정럽펀 지리학이흔올 

블릴 수 있는 하냐의 假說93)로서가 아니라， 보 

현타당성을 갖는 완전한 原理로 수용할 수는 없 

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이혼의 척용 

만으로는 特異한 공간의 땅의 성격파악은 곤란 

하케 되며， 서푸적 合理性과 分析力올 홉信하여 

國土擺觀 내지 巨視 • 大局的안 觀點올 상실해서 

도 안될 것이다 94) 문화척 맥락성과 역사성을 

갖는 주판척 공간의 해명에 판섭올 갖는 안간주 

의지리학은 예컨대 口碼的 傳維， 神話， 民間信

{대 둥이 잠재해 있거나 景觀的으로 表出펀 土倚

的 空間의 의미이해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다. 

결국 지리학이 독자성을 강화하고 언간 및 사 

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 지 

리학의 성과와 공헌을 안정함과 동시에 그 限界

性에 대한 洞察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현상의 

地域的 類似性(similarity)에 업각하여 보펀법척 

의 정럽을 모색한 지리학을 엄연히 尙存하는 地

域差(regional difference)외- 장소의 固有性을 目體

하게 되었으며， 실제척안 면에 있어서도지역간， 

계층간의 不2f等Cinequa1ity)의 해소에 도움을 주 

지 뭇하였다 95) 버우기 現代地理學은 공간의 表

層的 분석에만 몰두함오로써 지리척 事象의 置

그곳의 주민이냐 민족이 동일한 장소를 체험하고， 그곳에 소속하여 있다는 共感을 유발한다.’ 
90) Relph, E. , 1976, op. cit. , pp.141"""'143. 
91) Houston, J. M. , 1978, op. cit. , P.234. 
92) Guelke, 1., 1971, ‘ Problem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geography, ’ The Canadian Geograþher, vol. U , 

pp.42"""'43. 
'93) Buttimer, A. , 1974, op. cit. , p.98. 
94) 崔昌祚， 1984, 韓國의 團水思想， 民音社， pp.6"""'13. 

95) Samuels, M. S. , 1978, ‘ Existentialism and human geography, ’ in Ley, D. and M. S. Samuels, Ceds.) , 
oþ. cU.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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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性(anonymity)파 공간적， 사회척 移動性(mobi

lity)의 증대블 조장하였고， 결국 事象간의 實存

的 거리블 넓힘으로써 無規範(anomie)과 人間藏

外의 원천올 만들었다 96) 이와같은 상황은 지리 

학이 당면한 안식과 방법 또는 적용상의 달렘마 

이며， 이러한 困境의 극복에 인간주의척 관점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本 鼎究는 인간주의 지리학의 理念과 方法 및 

그 適用方案에 관한 고찰을 목척으로 하였다. 

공간현상의 主體는 多樣한 屬性을 갖는 인간이 

며 , 地理的 世界는 價{直와 事實이 共存하는 ‘精

神的-物質的 領域’이다. 이와같은 지리적 事象

융 主觀的 意味關聯에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科

學主義에서 안간주의적 空間論理로， 객관적 • 보 

펀성의 空間에서 주관척 • 고유성의 場所로， 그 

리고 量파 規模에서 質과 內容寫主의 안간생활 

로의 觀點 및 價植觀의 轉換이 요구된다. 천환 

펀 認識의 哲學的 기 반으로서 現象學的 方法。1.

그 판련개 념으로서 生活世界와 場所가 주로 논 

의되었다. 그러고， 지리학이 A間藏外의 며復파 

質的 次元의 生活向上을 공간적 服絡에 서 어 떻 

게 도모할 수 있는카에도 유의하였다. 본 연쿠 

의 結論은다음과같다. 

1) 地理的 世界는 主客末分化의 상태로 존재하 

며 , 動因으로서 의 인간은 다양한 A間性을 갖는 

다. 짜라서， 공간현상을 全的으혹 物象化(reifi

cation) , 計量化하고， 안간의 본질을 연구목적에 

따라 偏俠하게 規定하여서는 만족한 空間理解에 

도달하기 어렵다. 

2) 안간이 주체가 되는 지리적 세계의 본질과 

多義性의 해명올 위해서는 지리학적 認識， 觀點

과 연쿠대상의 設定 및 연쿠방뱀 둥의 인간주의 

척 천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論理實證主義의 한 

계성에 대한 反省이며， ‘A間地理學’올 위한 哲

96) Houston, J. M. , 1978, oP. cit. , p.224. 

學的 定鍵作業이다. 

3) 인간주의 는 첫 째 안간중심 적 (anthropocen .... 

tric) 현상안식을 도모한다. 이혜 언간은 事實的

안간이 아니라， 주체척으로 인식하고 범律的으 

로 행동하는 生活A이다. 둘째， 客體化와 分析

的 方法올 止揚하고， 全體論(holism)의 판점을 

堅持한다. 천체론이란 個別者들의 단순한 集合

과 區別되는 全體롤 그 結合(synthesis)과 服絡

(context)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태도이다. 세 

째， 대상안식과 연구방법상의 總對主義와 硬直

性올 벗어냐 다양한 知的 感受性파 知理的 感覺

올 容認한다. 

4) 現象學은 主觀的 意識을 바탕오로 하고， 대 

상의 全體性에 대한 철학적 省察파 本質直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간주의의 관 

첨올 支持한다고 본다. 生活世界는 지리적 세계 

에 대한 직접척 關與Cinvolvement)의 總體的 표 

현이며， 객관화의 土臺가 되는 先所與의 세계， 

相互主觀性에 의한 社會世界， 그러고 역 사성을 

갖다 文化世界이다. 

5) 場所는 歷史性과 固有性올 갖는 實體로서 

자체의 庸歷(biography)올 갖는다. 언간파 장소 

는 認知的， 情績的으로 장호 交感하며 , 만족한 

안간생활은 장소의 正體(identity)와 깊게 판련되 

어 있다. 場所性의 解明은 可測的 사살의 객판 

척 구성보다는 장소 자체 71- 갖는 準據體制와 論

理에 업각한 직접적안 對面과 경험이 기초가 되 

어 이루어진다. 

6) 안간주의 지리학은 場所， 地域의 正體定立

과 지리적 事象간의 寶存的 距離(間隔) 및 공간 

척 不平等의 解消에 커여해야 하고， 객판척 논 

리와 物量化의 결과로 벚어진 人間陳外와 環境

問題 둥의 해결을 위한 자체의 方案을 제시해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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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and Methodology of Humanistic Geography 

Summary;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idea and 

methodology of humanistic geography and 

to examine their applications to actual re

searches. Humanistic geography has ori

ginated from the reflections and criticisms 

on the objective recognition, overly simpli

fied presuppositions and narrowly defined 

human nature of scientific approaches. The 

-focus of humanistic geography is on people 

and their conditions in the geographical 

world 

Geograhical world evolves from the inter 

play of certainty and ambiguity. And the 

humanists regard man as an active agent 

and not simply as a passive ideal type molded 

by the environment. Since it is delusive to 

.believe that we can recognize full objectivity 

in the human world. 

Hence, the understanding of geographical 

world can not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re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all spatial 

phenomena. Furthermore, the human nature 

should not defined too narrowly for the pur

pose of study. ln order to clarify the mean

ing of geographical phenomena in subjec

tive context, it is necessary that traditional 

positivistic perspectives should be converted 

to humanistic ones. These mean changes 

from universal and abstract space into uni

que and concrete place, and also from quan-

Journal of Geography, vo l. 11, 1984. 12, pp.79 ,....,94. 

Jin-Won Jeong* 

tity and size-oriented recognition into quality 

and contents-oriented one. 

Principles of humanistic epistemology are 

as follows: 

1) Anthropocentrism is a primary charac

teristics of humanistic approaches. ln this 

sense, man is a autonomous and creative 

being. 

2) Humanism takes holistic views rather 

than objective and analytical method. Hol

ism is not the simple collection of indivi

duals. 

3) Abandoning mechanistic determinism 

and tough-mindedness in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humanists approve diverse in

tellectual sensitivities and geographic senses. 

Phenomenology is an important philosophy 

that underlies the humanistic perspectives. 

And it provides principles concerning the 

essential insight or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objects. This essential 

insight can be obtained by suspending all 

preconceptions such as those of scientific, 
naturlistic or common sense viewpoint. Life

world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heno

menological concepts to study the relation
ship of phenomenology to social science. 

Lifeworld, as a spatial representation con

cerning geographical world, is prescientific, 
intersubjective and cultural. And place is 

not a collection of empirically observable 

objects and events, but rather a repository 

*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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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aning. Place is defined as a unique

entity with its own biography. Therefore, 
for the understanding of a place, we have 

to begin with the references of the place 

itself and the logic in the place. The study 

of place as a complex of phenomena, as an 

integrated whole, is the subject of huma

nistic geography. 

Lastly, humanistic geography has to esta

blish the identity of places and has to re" 

solve the problems originated from the spa

tial inequality and the existential distance 
among geographical phenomena. And also 

humanism in geography should contribute to 

diminish the suffering from the human alie

nation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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