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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80년  이래로 인문학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  측면에 한 심

이 증 하면서 “공간  선회 Spatial Turn”1)라는 말이 두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평범하게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공간은 뉴턴이나 데카르트의 

공간처럼 아무 내용이 없는 가치 립  허공이 아니라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  통에서 형성된 특수한 사회문화 인 것이며 그 자체로 인간의 사고

방식과 행동에 결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매체론  에서의 공간 성찰은 이미 1960년  랑스에서 후

기구조주의자들에 의해서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르페 르 H. Lefebvre의 지

에 따르면  사회의 공간은 계몽주의 이후 차로 “동질화”, “ 편화”, 

“ 계화”2)됨으로써 인간소외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 주요 공간담론들을 살펴보고 그 시각으로 실제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283).
1) Vgl. Jörg Döring u.a. (Hg.): Spatial Turn. Das Raumparadigma in den Kultur- und 

Sozialwissenschaften. Bielefeld: Transcript 2008. 
2) 앙리 르페브르 (양 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Henri Lefebvre: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apos 1974; H. L.: The Production of Space. xford: 
Blackwell 1991], 31쪽 참조: ‘현 성’의 공간은 매우 명학한 특성을 지닌다. 동질성-파
편화-위계화, 이것이 바로 그 특성들이다.” 이 저서는 공간 연구의 중요한 고전으로 통하

며 현재까지 피인용지수가 11,713회로 나타난다. http://scholar.google.com 참조 (검색 기

준일: 2014년 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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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공간을 경험 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우리가 그 체를 연구

하려 한다면 그것은 본 논문의 범 를 벗어나는 방 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연구의 심은 그 담론에서 요한 핵심 개념 의 하나인 헤테로토피아 

Heterotopia 개념에 을 맞출 것이며 그 개념으로 베를린, 랑크푸르트 

그리고 루르 지역3)의 “박물 의 긴 밤 Die lange Nacht der Museen”4) 축제

의 장들을 해당도시의 역사  환경을 배경으로 구체 으로 살펴보는 데로 

한정할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 첩된 장소’라는 의미이며 랑스 철

학자 푸코 M. Foucault에 의해 사용되면서 오늘날 공간 연구에서 요한 개

념들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울 Spiegel” 속 공간처럼 실의 주

류(主流)공간을 반 하는 비(非)주류의 재  공간을 일컫는 말로서, 사물들

이 시된 박물  공간도 에 따라서는 거기에 해당한다. 일반 으로 헤테

로토피아는 그 자체로 ‘ 실의 물리  3차원 공간’이면서 동시에 ‘ 실에 주

 의미 부여가 함께 투 된 공간’이므로 그 개념을 완 히 이해하려면 

실의 자본과 권력 계에 한 정치경제학  연구와 인간 주체의 주  인지

과정에 한 인문학  연구간의 학제  력이 필요하다.5)

3) 이 세 도시를 연구 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것들이 독일 근 화의 과정에서 나름 로 

정치도시, 상업도시, 공업도시로 분화되어 발전하면서 현  도시들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서울, 구, 포항 지역이 거기에 각각 상응할 

것이다.
4) ‘박물관의 긴 밤’ 축제는 1997년 베를린에서 한 여 생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 유럽 전역으로 확 되어 부분의 도시들에서 중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실시되고 있다. Vgl. http://de.wikipedia.org/wiki/Lange_Nacht_der_Museen
5) 전자의 정치경제학 관심의 공간연구는 하비 D. Harvey와 카스텔스 M. Castells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후자의 인문사회학 관심의 공간연구는 푸코 M. Foucault와 르페브르 

H. Lefebvre에 의해 시작되어 오늘날 소자 E. W. Soja 등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전자의 

연구관심에 따르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지구

촌 전체 차원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스텔 (박행웅 옮김): 
네트워크 사회. 한울아카데미 2009; 데이비드 하비 (임동근 외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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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헤테로토피아: 이소토피아 공간의 ‘뒤로 접혀 있는 바깥’

푸코는 계몽주의 이후의 사회를 합리주의  지식과 정치권력의 산물로 

악하면서 그 역사  과정을 비 으로 분석할 때 그 이해에 기여할 수 있

는 재  생공간들이 있다면서 그것들을 “다른 공간들 andere Räume” 

는 “헤테로토피아”라고 불 다. 그것들은 일상의 주류공간의 “동질성”과는 차

별화되는 외  공간으로서 “일종의 반(反)공간”이라는 것이다.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주류 공간 Isotopie]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든 그것들을 

지우고 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해 마련된 장소들. 그것은 일종의 반(反)공

간 contre-espaces이다.6)

여기서 주류공간으로서의 장소들은 데카르트 이후 근  주체의 인문과학

 담론들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된 공간이며7), 역시 동일한 근  주체의 

시선에 의해 권력이 실제로는 부재하면서도 빈틈없이 작동하는 옵티쿰의 

공간이다.8) 반면에 헤테로토피아는 그 부산물인 바, 주류공간의 이소토피아 

Isotopia의 실상에 해 반추할 수 있게 하는 불안정한 공간이다. 그는 말과 
사물의 서문에서 보르헤스의 소설 속에 인용된 “ 국백과사 ”의 자의 인 

동물 분류방법이 데카르트의 확실한 토 의 언어를 침식하며 근 의 이소토

피아의 질서를 “우리의 신화” 즉 역사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깨닫게 하는 

모호한 헤테로토피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9) 

푸코는 박물 의 공간의 성격 규정에 해서는 이  태도를 취한다. 그

6) 미셸 푸코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in: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11-39쪽, 
여기서는 13쪽. (참고로 말하자면, 푸코는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설명하는 이 글을 원래 

라디오 방송용 원고로 작성해서 방송했었다. 그가 말과 사물을 간행한 지 1년 만인 

1966년이었다. 그 방송 프로그램 이름은 ‘프랑스 문화 Culture française’ 다.) 
7) 미셸 푸코 (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인문과학의 고고학. 민음사 1987, 특히 22쪽 참조.
8)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2005, 특히 303-347쪽 참조.
9) 푸코: 말과 사물, 1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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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연구에 의하면 17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개인 소유의 박물 들은 귀족

이나 부르주아 특권 계층이 스펙터클한 사물들을 즐기기 한 사 인 체험 

공간에 불과했지만10) 계몽주의 이후에는  박물 이나 루 르 박물 의 

진열품의 배열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 은 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그리

스 로마 문명 그리고  문명에 이르기까지 시품들이 체계 으로 목록화

되는 권력  공간으로 변했다. 이 공간은 헤겔의 의미에서 이성의 목 론  

역사 발  내지는 서구인 심의 인류 진화론을 증명하기 해 “ 계화”된 

인 인 “ 계질서”로서 이소토피아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

의 이소토피아를 미학 으로 평가하는 뒷부분에서는 그곳에는 수많은 과거의 

시간들이 축 되어 있으므로 ‘헤테로크로니아로서의 헤테로토피아’라고 규정

한다. 박물  공간에서는 시간들이 축 이 무상한 존재자들의 시간성을 극복

하고 원성의 시간에 도달하려는 욕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미학  차원의 헤테로토피아의 로서, 박물  이외에도 어

린이들이 유년시 에 올라가 놀던 다락방, 는 도시외곽에 형성된 묘지, 페

르시아의 통 정원, 카페트의 문양, 북아 리카 해안 휴양지의 오두막, 녁 

6시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매음굴, 남미 원주민 가옥 앞의 작은 손님방, 랑

스 수회가 남미 라과이에 건설한 식민지 십자가 형태의 거주구역, 바다 

의 선박을 차례로 열거한다. 그 공간들은 일상의 동질화, 추상화, 편화된 

이소토피아 공간을 나름 로 고유의 형태로 극복하려는 반공간으로서의 헤테

로토피아라는 것이다.

푸코의 “묘지”에 한 역사학  설명을 보면, 의 묘지는 의학 발

의 산물로서 염병을 두려워하게 된 도시인들이 생을 해 도시 바깥의 

교외에 배치한 공간이며 이와 동시에 실의 유일한 가치로서 남은 시신이 

매장되어 있으므로 성소처럼 미화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실에서 균질화

된 이소토피아 의 생활의 무의미를 재 하는 공허의 공간인 동시에 시신의 

미학화를 통해 그 공허를 은폐하려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게 묘지는 주류공

10) 미셸 푸코 (이상길 옮김): 다른 공간들, in: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41-58쪽, 
특히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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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다층 으로 반 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이 된다. 정치경제학  의 

도시 공간연구에서 학자들은 그러한 미학  헤테로토피아는 주류공간의 

이소토피아를 순진하게 는 교묘하게 재 하는 공간으로서 이해되며 비 의 

상으로 삼는다.11)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연구

할 때 주류 공간의 ‘뒤로  있는’12) ‘바깥’을 찾는 지 (知的) 탐험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의 미학  속성에 주목할 것이다.

배[선박] 없는 문명이란 자녀들이 뛰놀 만한 커다란 침 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

를 둔 아이들과도 같다. 그리하여 그들의 꿈은 고갈되고, 정탐질이 모험을 신하

며 경찰의 추악함이 해 의 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체하고 마는 것이

다.13)

이 비유를 풀어 말하자면, 승객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바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처 없이 바다 를 떠도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배”는 육지의 권력

을 체계 으로 확립시키려는 “경찰”의 “정탐질” 즉 옵티쿰의 메커니즘을 

우회하면서, “모험”을 해 “해 질”에 나서는 아름다운 수단이 된다. 일종의 

사회변  희망이 거기에서 시사된다. 배의 공간은 들뢰즈의 의미에서 주류공

간의 정치  토화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하는 탈 토화의 미시정치  공간

이다.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를 발표한 다음 해에, 철 ‘건축연구회 Cercle 

d’ètudes architecturales’에서 그 을 약간 변형시켜 발표한 ｢다른 공간들 Des 

11) 현  도시 연구자들은 박물관, 테마파크, 쇼핑몰, 리조트, 고급아파트 구역, 고급호텔, 페
스티발 시장 등을 그러한 기만적 헤테로토피아라는 시각으로 연구한다. Vgl. Michiel 
Dehaene u.a. (Hg.): Heterotopia and the City. Public space in a postcivil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12) 이 개념에 해서는 노엄 촘스키, 미셸 푸코: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이
종인 옮김. 시 의 창. 2013, 37쪽 참조: “파스칼과 라이프니츠에게서 당신[촘스키]이 말

한 창조의 개념에 훨씬 가까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스칼과 성 아우구

스티누스를 정점으로 하는 기독교 사상의 흐름 속에서 정신의 깊이에 한 관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은 일종의 무의식에 둘러싸인 채 아늑한 곳에서 뒤로 접혀 있는데, 스
스로 더욱 깊어짐으로써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 같은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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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ces autres｣은 주류공간에 해서 직 으로 개념화하려고 시도한다. 

“ 세의 공간은 장소들의 계질서화 된 총체”14)로서 모든 장소들은 나름

로 의미를 부여받은 “국지화의 공간 espace de localisation”이었다면, 데카

르트와 갈릴 이 이후 17세기의 공간에서는 그 빗장들이 풀리면서 무한한 

“연장 l’étendue”의 공간이 생겨났고, 에는 다시 “배치 emplacement”가 

생겨났다.15) 이 배치는 “연장”의 공간을 수학  언어와 주체의 찰하는 시

선으로 채운 결과로서의 옵티쿰의 공간인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는 “그 총체

를 단시키거나 화 혹은 도[(顚倒)]시키는 양태”16)를 보이는 공간이다. 

푸코가 이처럼  사회의 주류공간 형성 과정에 해 주로 근  주체의 

언어, 지식, 담론의 역사라는 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헤테로토피아라는 개

념으로 그 복 가능성을 개진했다면, 르페 르는 사회학자로서 신마르크시즘

의 사회철학  인식론의 으로 그 개념을 이론 으로 정립하려 시도한다. 

르페 르의 으로는 푸코의 의미에서의 주류 공간은 주로  지식인

들의 ‘인지(認知)된 공간’ 표상(表象)에 의해 생산되며, 실에서는 그 공간을 

탈 토화 하려는 시민들의 사회경제  공간 활동과 표상도 함께 작용하는 비

주류 공간으로서의 ‘체험된 공간’도 있다. 그리고 그런 주  차원의 공간 

형성은 공히 그 물리  인 라로서 ‘지각(知覺)된 공간’의 토  에서 이루

어진다. ‘인지’ 공간은 도시계획 도면, 지도 등에 투 되며, ‘체험’ 공간은 지

역의 주민 의회의 게시 이나 수막에 공지된 내용 는 집단  정치행동

을 통해 구체화된다. 마지막의 ‘지각’된 공간은 그 체를 개 하기 힘든 것

으로서 르페 르 자신도 가설로서만 제시한다. 하지만 그는 이 공간이 사

회에서 일상의 사회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  공간이라고 여긴다. 그 

세 가지 공간에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각’되는 물리  공간은 “공간  실천 spatial practices”을 통해 생

14) 같은 책, 42쪽.
15) 같은 책, 43쪽.
16) 같은 책,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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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다. 이 활동은  사회의 경우에는 도시인들의 분업화된 직장, 핵가족 

제도, 여행 등 평범한 의식주 욕망의 해결을 한 행 로서 일정한 반복  패

턴을 통해 목 과 결과 간에 일정한 공간  계를 형성한다.17)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서 “생산양식”이 상부구조 즉 계 의식을 규정하듯이 그것은 

“생산양식”의 공간에 해당한다.18) 

둘째, ‘인지’되는 상부구조로서의 공간은 정치인이나 도시계획자, 는 학

자들에 의해서 인지되고 재 되며 논의를 통해서 생산된다. 이 공간을 르페

르는 “공간의 재  representaion of space”19)이라고 부른다. 즉 최근 우리나

라의 구역별 지번제도를 폐기하고 새롭게 거리명 지번제도를 도입 하 는 바, 

도시행정가나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표상은 일반인들의 공간 표상에도 

향을 미치는 사회  약호로 작용하게 된다. 이 약호는 푸코의 의미에서 지

식권력의 계질서를 낳는다. 

셋째, ‘체험’되는 변증법  공간은 지역의 물리  공간과 계를 맺으며 살

아가는 주민들의 내면의 공간이다. 이 공간을 르페 르는 “재  공간들 

representational spaces”이라고 부른다. 르페 르가 1968년 5월 리의 학생시

에서 길거리에 나붙은 벽보나 포스터나 거리의 행 술가들의 공연을 통

해서 그 내면의 공간을 읽으려 했듯이, 그것은 ‘지각’ 공간이나 ‘인지’ 공간을 

비 으로 지양할 수 있는 정치  비 의 공간이다. 

르페 르의 공간 에 따르면 일상의 공간에서 ‘인지된 공간’이 우세하면 

이소토피아의 주류공간이 형성되고, 만약 ‘체험된 공간’이 우세하면 헤테로토

피아의 비주류공간이 형성될 것이다. 신마르크스주의자로서 그의 연구의 궁극

 심은 그 세 역간의 변증법  작용 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17) 공간의 생산, 80쪽 참조: “공간적 실천. 이것은 생산과 재생산, 특화된 장소, 상 적인 

응집력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사회적 훈련 각각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공간의 총체

를 모두 아우른다. 이러한 응집력은, 사회적 공간과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공간

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능력과 이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행을 전제로 한다.”
18) 같은 책, 31쪽 참조.
19) 같은 책,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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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살 권리”를 확장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인문학

 심에서 두 번째의 ‘인지  공간’이나 세 번째의 ‘체험  공간’에만 심

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실의 사회경제  토 를 망각하는 유심론  “물신

(物神)”일 뿐이며, 만약에 정치경제학  심에서 첫 번째의 물리 인 ‘지각

된 공간’에만 심을 기울인다면 이것도 유물론  선입견에 의한 “매혹”일 뿐

이므로 양자 상호간의 변증법  성찰이 요하다고 주장한다.20)  

사회학자 세르토 M. Certeau 역시 르페 르처럼 인의 일상생활에서 계

몽주의에 의해 ‘동질화’, ‘ 편화’ 그리고 ‘ 계화’의 기에 빠진 ‘인지  공

간’을 비 하면서 그 극복을 해 정치경제학보다는 역사학, 언어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인문학  으로 그 공간의 다양성 확보를 해 성찰한다. 그

의 서 ｢일상의 실천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21) 에서 보면,  도

시의 공간에서는 지식권력자들의 “공간의 재 ”으로서의 “ 략 Strategie”과 

그것을 우회하려는 평범한 시민들의 “재  공간”으로서의 “ 술 Tactics”이 

서로 립하고 있다. 자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말하는 문법이라

면 후자는 그 문법을 구체 으로 사용하는 발화(發話)에 해당한다. 이 발화는 

문법의 커다란 틀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탈주(脫走) 가능성들

을 통해서 발화자의 개성을 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 출 업자들이 책을 출

하고 도시계획자들이 직선도로를 건설하고 형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을 

생산한다면 일반인들은 소비자로서 그 틀 내에서 나름 로 개성있는 “책읽기, 

말하기, 걷기, 거주하기, 요리하기”를 한다. 이 개성  행 들은 측 불가능

한 것이며 그 결과들은 빅데이터로서 사후 으로 통계자료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체의 소비과정 자체는 결코 “복기(復棋)”될 수 없는 개성 넘치는 

정서  행 들이다. 

나는 [...] ‘ 술’을 ‘ 합성’(공간  는 제도  국지화)[주류공간]에 토 를 둘 

수 없는 계산이라고 부른다. 한 타자[주류공간]를 가시  체로서 드러나게 하

20) 같은 책, 225쪽 참조.
21)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F. Rendall.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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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계선 상에도 치시키지 않는다. 술의 장소는 그 타자의 소유지 내에 있

다. 즉 자체가 그 타자의 장소 내에 배치된 것임을 지시 암시한다. 하지만 이 

암시는 편 일 뿐이며, 자신을 완 히 타자의 장소에 맡기지도 않는다. 한 자

신을 거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유지할 능력도 없다.22)

시민들이 유령같이 사용하는 계락으로서의 술은 “타자의 소유지” 즉 주

류공간 내에 있지만 그 내에서 확실히 포착될 수 없이 표류하는 미학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를 생산한다. “ 략”이 국가 권력의 승리라면, “ 술”은 거기

에 항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에 해당한다. 몽긴의 세르토 연구에 

의하면, 개인들의 술로서의 ‘걷기’ 행 에는 세 가지의 창조  기능이 있다. 

‘지형을 유하는 기능’, ‘장소의 공간성을 복하는 기능’, ‘서로 다른 장소

로 이어지는 기능’이 그것이다.23) 이 탈구조주의  술 기능들은 주류 공간

을, 로이트가 정신분석학으로 분석한 “꿈 작업”의 압축, 치환, 역  운동과 

유사하게, 무한한 변화의 “서사”와 “게임”의 수행  헤테로토피아로 탈 토화 

시킨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 소자 E. Soja도 르페 르의 향 하에 

의 도시의 주류 공간 체를 그 안에서 사회, 역사 그리고 공간이 함께 

작용하는 거 한 헤테로토피아로 간주한다. 그의 거시  으로 보면 도시

에서 사회, 역사, 공간의 세 차원은 서로 무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긴 한 상

호작용을 하는 인과 계에 있다.24) 그는 이 상호작용이 ‘도시 공간의 정의 실

’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지도록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25) 그는 이 거시  으로 로스엔젤 스와 암스테르담같은 

22) Ebd., S. xix: “I call a ‘tactic’ [...] a calculus which cannot count on a ‘proper’ (a sptial 
or institutional localization), nor thus on a borderline distinguishing the other as a 
visible totality. The place of a tactic belongs to the other. A tactic insinusiates itself 
into the other’s place, fragmentarily, without taking it over in its entirety, without being 
able to keep it at a distance.” 

23) Vgl. Mongin, O: La condition urbaine, Paris: Editions du seuil 2005, S. 110-111 (김성

도: 도시 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안그라팍스 2014, 53쪽에서 재참조).
24) Edward Soja: Thirdspace. Journeys to Los Angeles and Other Real-and-Imagined Places.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er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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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로벌 국제 융, 공정무역 등의 문제로 심 

범 를 확 하고 있다. 이상에서 개 한 푸코, 르페 르, 세르토 그리고 소자

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의 이소토피아 공간의 디스토피아  

는 유토피아  변형으로 이해한다. 그곳의 사물들의 다양한 “배치(配置) 

arrangement”는 의 주류공간의 역사  경제  조건들을 인식하게 하며 

그 배치의 계들인 “계열 séries, 축 arbres, 격자 trellis”26)를 노출시킴으로써 

주류공간의 이소토피아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낯설어 보이게 하는 서사  

기능을 한다.

 둘째, 르페 르는 도시의 공간을 인식주체와 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조망한다. 물리  인 라로서의 일상생활 공간, 지식인들의 개념  공간 그리

고 지역민의 집단  정체성이 반 된 상징  공간이 그것이다. 그 세 공간은 

상호간에 향을 주고받으며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도시공간을 형성한다.27)  

셋째, 세르토는 권력의 문화 정치에 의해서 구조화 되는 도시의 인지된 공

간과 그 공간을 개성있게 소비하는 시민들의 탈구조화된 체험된 공간들이 서

로 세력 경쟁을 하는 이항 립 계에 있다고 본다. 즉 이소토피아 경향과 헤

테로토피아 경향이 상호간에 길항작용을 하는 것이다.

25) Vgl. Edward Soja: Seeking Spatial Justice. Globalization and Community Serie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이 저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로스엔젤

레스의 공공정책은 공간의 정의 구현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 지난 40년간 시민운동

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중교통망 확충, 교육 및 건강제도 등은 가진 자들 위주의 정

책을 저소득층을 위해 바꿔나가고 있다고 한다. 
26)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43쪽.
27) 르페브르의 이러한 삼원론적 공간 이해는 현 의 도시공간사회학 연구를 위한 기틀이 되었

다. 예컨  뢰브 M. Löw 등은 도시공간사회학의 연구 상을 아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해서 제시한다. “1. relativ große, dicht besiedelte und dauerhafte Niederlassungen 
gesellschaftlich heterogener Individuen. 2. strukturelle, strategische Knoten- und 
Kristallisationsorte der Arbeitsorganisation und Konsumption einer Gesellschaft. 3. 
wahrgenommene, über Erfahrung zugängliche Räume im Deutungsfeld ‘innen und 
außen’ sowie ‘vertraut und fremd’.” Vgl. Martina Löw u.a.: Einführung in die Stadt- 
und Raumsoziologie. UTB. Opladen u.a.: Verlag Barbara Budrich 2008,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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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자는  도시 공간이 역사와 사회와의 계 속에서 삼원론 으

로 상호작용하며 확장되는 거 한 헤테로토피아라고 주장한다.

이제는 에서 기술한 여러 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입각해서 독일의 

베를린, 랑크푸르트 그리고 루르지역의 “박물 의 긴 밤” 축제의 공간을 구

체 으로 고찰할 차례가 되었다. 연구의 가설은 ‘도시의 주류공간은 이소토피

아이고 축제의 공간은 그 공간을 단시키는 헤테로토피아다’ 라는 푸코의 

기본테제를 따를 것이다. 푸코는 근 의 공간을 상주의 경제학, 박물학, 일

반문법 따 의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의학 등의 자연과학에 의해 인 으로 

분류되어 질서화된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최근의 로벌 시

의 도시는 소자의 지 로 거 한 헤테로토피아라는 측면도 강하므로, 본 

연구의 과정에서 그 양자 계는 그 게 단순한 도식  계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박물  축제의 공간은 푸코의 말과 사물에서의 주
장처럼 단순히 사물을 단순히 보존하고 시하거나 연구하려는 수동  재  

공간 이상의 것이 된 것이다. 

박물  축제의 기획자들은 헤테로크로니아로서의 공간의 다양한 양상들을 

람객에게 제시함으로써 의 주류공간의 “동일성”을 상 화시켜 볼 수 

있게 하려 하며 람객의 해석의 자유 역시 최 한 보장하려 한다. 즉 그들은 

세르토의 의미에서 람객들의 다양한 “ 술”의 활성화를 진하려 하며 

한 르페 르의 “체험된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체에서 시민들의 살 

권리를 확장하려 하며, 소자의 의미에서 볼 때도 들의 박물  근 용이

성을 통해서 도시공간 체의 “헤테로토피아”로의 발 을 도모한다. 이런 목

으로 개최되는 박물  축제는 도시의 역사와 사회의 특성을 살려 “오락”과 

“교육”을 결합시킨 “교유(敎遊) Edutainment”29)의 문화 이벤트가 된다. 

물론 각 도시들의 박물  축제마다 “오락”과 “교육”, 그 양자의 비 은 편차

28) 푸코: 말과 사물, 246-253쪽 참조.
29) Vgl. http://www.bild.de/regional/frankfurt/museumsbundpraesident-raet-zu-edutainment
    -32010190.bil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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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베를린이 박물 축제로 교양시민을 한 “교육” 이념에 충실하려 

한다면, 랑크푸르트는 도시마 을 해 과감히 “ 문화의 오락”을 도입

한다. 그리고 루르지역은 지역의 이미지 쇄신을 해 “아방가르드  도시문

화”를 지향한다. 이런 지역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그 축제들을 헤테

로토피아라는 으로 고찰하기로 하자.

Ⅲ. 독일 대도시 공간과 ‘박물관의 긴 밤’ 축제

Ⅲ.1. 정치도시 베를린의 박물  축제: 정치  이소토피아의 재계몽 

도시 베를린은 오늘날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로서 략 700여 년의 긴 역

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긴 역사만큼이나 베를린은 다양한 헤테로토피아 공간을 

형성했다. 로이센, 바이마르 공화국, 동서독 분단시 의 유산들이 도처에 남

아 있다. 하지만 재 남아있는 토목 기반 시설과 역사  건물들은 17세기 

엽 이후에 건설된 것들이 부분으로서 로이센 시 의 정치와 계몽주의 지

식이 하나로 통일된 이소토피아의 양상을 뚜렷이 보인다. 도심을 시원하게 

통하는 왕복 5차선의 비스마르크 로(大路) Bismarckstraße는 동물정원 

Tiergarten을 지나 동쪽으로 곧게 뻗어 6월17일 로 Straße des 17. Juni로 이

어지며 더 나아가 보리수 아래 로 Unter den Linden로 계속된다. 이 보리수 

아래 로는 로이센의  군주 리드리히 1세 (1657-1713)가 기 를 놓

은 것으로서 20세기 까지 지속 으로 확장되었고 길 양쪽에는 화려한 공공

건물들이 신축되었다.30) 6월17일길 복 에는 도로망이 자 거 바퀴살처럼 교

차하는 로타리가 있으며 그 심에는 19세기말에 로이센의 덴마크와의 

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의 기둥 Siegessäule이 세워졌다. 동물정원의 

동쪽 끝에는 18세기 말에 란덴부르크 문 Brandenburger Tor이 건립되었다. 

30) http://de.wikipedia.org/wiki/Unter_den_L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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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은 베를린을 세계의 심으로 삼으려는 정치권력과 사물들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계몽주의 지식이 긴 히 력한 결과인 것이다. 

권력과 지식의 통일성은 베를린의 공공건물들의 형태에도 잘 나타난다. 그

것들의 상당수는 세의 비합리  모습의 고딕이나 장식이 많은 바로크 양식

보다는 르네상스 양식을 따라 신고 주의 양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제국의

회 의사당과 베를린 “ 앙 Mitte” 지역의 훔볼트 학 본  건물31)은 그 좋은 

다. 견고하고도 단순한 형태는 계몽주의자들의 합리  사고의 표 이다. 

로이센의 지식과 권력의 통일성은 17세기 반에 “  선제후 der Grosse 

Kurfürst” 리드리히 빌헬름이 자신의 궁  안에 건립한 “ 술 챔버 

Kunstkammer”( 재의 포츠담 시립 궁  Potsdamer Stadtschloss)의 이념에도 

잘 나타난다. 그는 그 건물이 “그의 권력의 표  Ausdruck seiner Macht”이 되

기를 원했으며 “사물들의 세계의 이념  심 ideelles Zentrum der dinglichen 

Welt”으로 확립되기를 원했다.32) 1830년에 베를린의 박물  섬에 세워진 “고 

박물  das Alte Museum”도 슁  K. F. Schinkel의 이 설계에 따라 고 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앙의 둥근 돔은 로마의 만신  테온을 모방한 것으로

서 그 박물 이 세계의 모든 지식의 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거기에 반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박물  공간 내의 미술품의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학자들 간의 오랜 논쟁을 보면, 베를린의 박물  공간 내부는 비록 더

디기는 하지만 계몽주의의 이소토피아로부터 다양성의 헤테로토피아로 해체

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인다. 

슁 이 여 히 국가주의에 따라 자신의 고 박물 이 가치있는 술품을 보

존하는 “성소 Heiligthum”33)로서 “향유 Genuß”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

31) 이 건물은 1809년 학설립자 훔볼트 형제의 고전주의 이념을 반 하여 단순한 직선 형

Potsdamer Stadtschlosses에 있던 것을 1966년에 가져와 부착한 것이다. http://www. 
tagesspiegel.de/ berlin/humboldt-uni-skulpturen-auf-abruf/1943798.html

32) Vgl. Nikolaus Bernau: Von der Kunstkammer zum Musenarchipel. Die Berliner 
Museumslandschaft 1830-1994, in: Alexis Joachimides u.a. (Hg.): Museumsinszenierungen. Zur 
Geschichte der Institution des Kunstmuseums. Die Berliner Museumslandschaft 1830-1990. 
Dresden/Basel: Verlag der Kunst 1995, S. 15-36, hier S. 15-18.

33) Christoph M. Vogtherr: Kunstgenuß versus Kunstwissenschaft. Berliner Museumskonz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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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면, 훔볼트 W. v. Humboldt는 그러한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보편  교

양이념에 따라 “미 으로 완 한 것으로 인정받은 술품들의 미를 통해 

람객의 도덕  순화”34)를 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민사회

의 자율성 공간의 발 을 한 발 을 놓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 베를린 술

과 학술 아카데미 Berliner Akademien der Künste und der Wissenschaften의 

고고학 교수 히어트 Aloys Hirt도 고 의 조각상들은 “신들의 계질서, 신화

 인물들 그리고 역사  인물들을 따라서”35) 배치하고 회화들은 술사의 

“연 순 chro nologische Ordnung”36)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학문  객 성 원

칙을 주장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술과 학문의 독립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

다. 이 공간은 푸코의 으로 보면 학문권력의 이소토피아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학문의 헤게모니 공간에 한 자성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19세기 말에 셰 러 K. Scheffler는 역사의 충실한 “재 ”으로서의 배

치는 검증될 수 없는 허상일 뿐이라며 술품 자체의 미  가치를 우선시해

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 다.37) 그가 체계  지식을 거부하고 술의 시간

성, 원성의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그 당시의 박물 들이 학문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1차 을 비하는 국가의 선 기 처럼 락했기 때문이다. 

미술품들의 배치는 역사주의에 따라서 역사의 진정성을 흉내 내고 있었지만 

르네상스 시 의 문화의 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주의 연극무 처럼 연출됨

으로 인해서 키치처럼 작용했다. 셰 러는 술의 자율성 원칙에 따라서 작품 

자체의 감상에 집 할 수 있게 그 연출 장치를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권력과 학문의 계질서  동질  이소토피아의 재 에 머무는 박

물  공간을 람자의 시선에 따라 다양한 체험과 해석 가능성을 해 열려 

tionen bis 1830, in: Joachimides, Museumsinszenierungen, S. 38-50, hier S. 47.
34) Ebd., S. 49: “die moralische Läuterung des Besuchers durch die Schönheit von Kunstwerken, 

die als ästhetisch vollkommen galten.”
35) Ebd., S. 42: “entlang einer Hierarchie der Götter, mythologischen Personen und historischen 

Persönlichkeiten”
36) Ebd., S. 42.
37) Vgl. Alexis Joachimides: Das Museum der Meisterwerke. Karl Scheffler und der 

“Berliner Museumskrieg”, in: Joachimides, Museumsinszenierungen, S. 1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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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헤테로토피아로 환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술의 자율성 원칙은 마이

어 Julius Meyer와 보데 Wilhelm von Bode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보데 박물

(1904)의 사물배치부터 용되기 시작하 다. 

오늘날 베를린은 미술사 박물  이외에도 과학박물 , 향토박물  등 포스

트모던 사회의 다양성을 반 하는 수많은 헤테로토피아 박물 을 가지게 되

었다. 그것들은 이소토피아의 핍진(逼眞)한 재  요구에서 해방되어  사

회의 피상성에 해 모두가 함께 성찰하는 교육의 공간이 되었다. 심지어 제3

제국 시  내지는 구동독 시 의 이소토피아 권력에 의해서 배제된 타자들의 

디스토피아  공간들조차 이제 이소토피아의 실패의 역사를 반성하게 하는 

극  헤테로토피아 옹호를 해 기능하고 있다. 즉 2차  당시에 홀로코

스트의 만행이 벌어진 수용소 공간, 는 지하 방공호 시설조차도 과거의 오

류를 되풀이 하지 않기 한 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물  공간 배치와 용도의 그러한 변화는 아마도 푸코가 자신의 끝없는 

지식사회학  담론분석을 통해서 궁극 으로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일 것이

다.38) 하지만 하버마스는 푸코가 바로 그러한 근  주체의 창조  자유에 

해 심이 없었다면서 재의 도시 공간을 “소통  합리성 communicative 

rationality”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선무라고 주장한다.39)

베를린에서 1997년도 이래로 실시되고 있는 ‘박물 의 긴 밤 die Lange 

Nacht der Museen’ 축제는 근 성의 체계  지식이 야기한 이성의 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한 헤테로토피아 지평의 확 를 한 교육 목 을 

가진다. 이 축제에서는 5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도시의 100여 곳의 박물 들이 야간개장 형식으로 개최된

다.40) 컨  2013년 8월 31일에 개최된 제33회 ‘박물 의 긴 밤’ 축제의 모

38) Beth Lord: Foucaults museum: difference, reresentation, and genealogy, in Museum and 
Society 4-1(2006) S. 1-14, hier S. 3: “The museum [...] highlights a well-known and 
complex tension in Foucault’s work between the renunciation of Enlihtment values of 
truth, reason, and subjectivity, and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promote 
justice, freedom, and progress without some reliance on those values.”

39) Vgl. Jürgen Habermas: Taking Aim at the Heart of the Present, in: David C. Holy 
(Hg.): Foucault. A Critical Reader. Oxford. Basil Blackwel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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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는 그 해의 베를린 시( )의 ‘문화의 해’ 선정 테마 던 “부숴진 다양성 

Zerstörte Vielfalt”의 연장선 상에서 “ 은 야인(野人)과 옛 거장(巨匠) Junge 

Wilde - Alte Meister”으로 정해졌다. 총 람객 수는 23,000명이었으며41), 진

행된 요한 행사들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42)

- 특별 시  ‘기록물 센터. 테러의 지형도 Dokumentationszentrum. Topographie 

des Terrors’: ‘나치의 집권은 신구세 간의 갈등의 표출이었다’ 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역사학자들의 강연회

- ‘기억의 장소. 마리엔펠데 난민 수용소 Erinnerungsstätte. Notaufnahmelager 

Marienfelde’: 탈동독 은이들이 재 독일 사회에서 응해 가면서 겪는 

체험 강연회

- ‘문화포럼 회화 갤러리 Kulturforum Gemäldegarerie’: 크라나흐 L. Cranach

의 명화 ‘ 음의 샘 Jungbrunnen’에 나타난 청춘의 미에 한 성형외과 의

사의 특강

- ‘문화포럼 동 화 Kulturforum Kupferstichkabinett’: 피카소 특별  “피카소, 

여자 · 황소 · 옛날의 거장들 Pablo Picasso. Frauen · Stiere · Alte Meister”

의 첫 베를린 람회. 피카소가 친구의 자살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린 청색시 의 리얼리즘 그림들에 한 문가의 설명회

- 박물  섬의 ‘구 내셔 갤러리 Alte National Galarie’: 탄생에서 죽음까

지 인간의 생애의 다양한 국면들에 한 다양한 표상들에 한 ‘견학 해

설 Führungen’. 리드리히 제의 생애 과정을 보편  인간의 으로 

설명하는 “삶의 사물들 Die Dinge des Lebens”특강. “낭만주의 화가 

리드리히 C. D. Friedrich의 그림에 나타난 나이듦에 한 상징  표 방

식” 강연회

40) http://www.lange-nacht-der-museen.de
41) http://www.rbb-online.de/kultur/beitrag/2013/08/lange-nacht-der-museen-ausgabe-33.html
42) Vgl. Lange Nacht der Museen. Junge Wilde & Alte Meister. Hrsg. v. Kulturprojekte 

Berlin GmbH. Berlin 2013, S. 74, 76, 84, 101, 104 und S.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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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의 베를린의 박물  축제는 이처럼 이소토피아의 도시공간을 반

성하면서 노년과 유년, 과거와 재의 수많은 시간들의 다양한 표정이 공존하

는 새로운 헤테로토피아를 지향하는 주제들로 채워졌다. 거기서 헤테로토피아

의 확보는 박물  축제의 성공을 해서 가장 요한 제조건이기도 하다. 

람객들 자신이 헤테로토피아를 “새로운 것”으로서 직  체험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컨  2004년도에 미국 “ 미술  New Yorker Museum 

of Modern Art ( ́=MoMA)”의 미술품 특별 을 “신 내셔 갤러리 Neue 

Nationalgalerie”에서 2월부터 9월까지 개최하 을 때 그곳을 찾은 베를린 시

민들의 연인원수는 자그마치 1,200만 명에 달하 다.43) 그러므로 박물  축

제도 이처럼 시민들의 “새로운 것”을 체험하려는 열망에 부응하는 헤테로토

피아 축제가 되려고 한다. 

Ⅲ.2. 상업도시 랑크푸르트의 박물  축제: 경제  이소토피아의 

재

독일 심부의 상업도시 랑크푸르트는 역사 으로 볼 때 군주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인 도시 다. 이 도시를 다스린 헤센의 군주들은 세의 바르바

로사 황제 시  이래로 랑크푸르트가 아닌 겔른하우젠, 하나우, 마르부르크, 

다름슈타트, 보름스, 카셀 등 인근도시들에 주재했다.44) 그러므로 오늘날 

랑크푸르트에는 궁 이 없다. 그 신 랑크푸르트에는 괴테의 생가가 있다. 

세계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은 자유주의자 괴테의 꿈이 그곳에 서려 

있다. 이 자유주의 통은 이 도시를 나폴 옹 쟁 이후 빈 회의에서 최 로 

자유도시로 승인받게 했으며 뒤이어 독일통일 논의를 한 시민총회를 이곳

으로 유치해 울루스 교회에서 개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자유주의 통은 오늘날 도시의 모습에도 그 로 반 되어 나타난다. 

43) Vgl. http://de.wikipedia.org/wiki/Das_MoMA_in_Berlin
44) http://de.wikipedia.org/wiki/Haus_H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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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 트 바헤 Hauptwache와 콘스타블러 바헤 Konstabler Wache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심가인 차일 Zeil 거리에 특별히 에 띠는 유서 깊은 역사  건

물이 없이 식 건물들이 지어 서 있다.45) 부분이 백화  건물들로서 

수많은 인 가 붐빈다. 푸코를 비롯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곳은 경제의 이소토피아 질서가 지배한다. 도시의 간선 도로망의 설계를 보

더라도 세  계질서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도로들은 외곽에서 도심으

로 모이지만 도심에는 심이 없다. 만약에 심이 있다면 그것은 앙역 

Hauptbahnhof이다. 도심에서 앙역으로 도로가 부채살 모양으로 집 되기 

때문이다. 고층 건물이 집해서 ‘마인강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융 구역

도 앙역 쪽으로 치우쳐 있다. 

체 으로 텅 빈 형상의 경제  이소토피아의 도시 공간을 벗어나서 마인 

강변의 뢰머 Römer 장에 이르면 풍경은 확연히 달라진다. 장을 에워싼 

세풍 목골가옥들로 인해서 그곳은 도심의 상업구역과 격한 비를 이룬

다. 세 마을의 분 기를 오늘날 재 하여 삶의 직 성을 체험하려는 도시인

들의 욕망이 반 된 공간, 즉 도시의 이소토피아를 지시키고 역 시키는 낭

만  헤테로토피아다. 시의회도 이곳에 치한다. 그 건물은 원래 시민가정이

었는데 시가 매입한 것이다. 한 거기서 강변으로 나가면 마인 강을 따라서 

비더마이어 양식의 고 빌라들이 늘어서 있는 한 한 풍경이 에 뜨인다. 그

곳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 무한한 시간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랑크푸르

트 시민들의 유토피아 열망이 반 된 “순진한” 헤테로토피아다.46) 그리고 바

로 그 지역에 여러 박물 들이 모여 있다.47) 그것들은 1978년도에 문화담당

45) http://de.wikipedia.org/wiki/Zeil
46) 지나간 역사와 자연은 독일문화사에서 현  도시문명에 비되는 낭만적 도피처다. 마인

강변의 슈테들 미술관의 표적인 소장품으로서 괴테가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티쉬바인 

J. H. W. Tischbein이 그를 위해 그려준 캄파냐의 괴테 Goethe in der Campagna에서 

보면, 괴테가 자연 풍경 속에 비스듬이 누워 쉬고 있는 모습 뒤로 흐릿하게 중세의 오래

된 옛 성과 그리스의 신전의 잔해가 보인다. 또한 하인리히 뵐의 소설 여인이 있는 군

상에서 주인공은 뒤셀도르프 강변의 평범한 서민가정의 아낙네가 창가에서 햇빛을 받

으며 빨래를 너는 장면을 친 성의 감정으로 묘사한다. 그곳의 기어시 박물관 Museum 
Giersch에 전시된 라인강 및 마인강 지역출신의 작가들의 풍경화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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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만 H. Hoffmann의 건의를 랑크푸르트 시의회가 받아들여 기존의 

고 빌라들을 박물 으로 개조하는 형식을 통해 신규로 개 하거나 는 재

개 한 것들이다. 이소토피아 공간에 익숙한 도시계획자들이, 그 지역을 통

하던 마인츠 Meinz와 오펜바하 Offenbach의 연결 철로를 철거한 자리에 강변

도로를 건설하자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계몽의 비  재계몽을 주장하는 지

식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곳에 넓은 녹지 가 조성되었다. 재 랑크

푸르트의 박물  축제도 그 공터를 주무 로 활용하면서 매년 과 여름에 

개최된다.

에 개최되는 축제는 통상 인 ‘박물 의 긴 밤’ 축제로서 거기에 참여하

는 각 박물 의 자율에 맡겨 진행한다. 베를린과는 다르게 특별한 주제가 

없는 것이다. 박물 마다 해설사들이 통상 인 안내 Führung를 해주거나 소

규모의 콘서트 등의 이벤트를 개최할 뿐이다.48) 2013년 5월 10일 토요일 밤

의 제15회 ‘박물 의 긴 밤’ 축제에서는 46개의 박물 이 참여하고 35,000개

의 입장권 용 ‘배지Button’가 매되었으며 다양한 음식 먹기 게임, 바디 

47) 마인강의 남안을 따라서 연달아 그리스 정교 성화 박물관 Frankfurter Ikonenmuseum, 응
용미술 박물관 Museum Angewandte Kunst, 세계문화 박물관 Weltkulturen Museum, 독
일 화 박물관 Deutsches Filmmuseum, 독일 건축박물관, 슈테들 미술관 Städelsches 
Kunstinstitut, 리비히 하우스 Liebieghaus, 기어시 박물관 Museum Giersch이 있으며, 마
인강 북안에도 유태인 박물관 Jüdische Museum, 역사박물관 das Historische 쉬른 미술관 

die Schirn Kunsthalle, 현  미술관 Museum für Moderne Kunst, 제2유태인 박물관 das 
Museum Judengasse, 고고학 박물관 das Archäologische Museum im Karmeliterkloster이 집

중되어 있다. 강 중앙의 작은 섬에는 신 포르티쿠스 미술관 Neuer Portikus이 있다. 오늘

날 이 박물관들은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 지역을 표하는 슈테들 미술관 Städelsches 
Kunstinstitut은 최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기념품 판매코너를 갖추고 있으며 전시

된 미술품도 중세부터 포스트모던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벽마다 가득 채우고 있어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전시된 작품들은 특별한 설명이나 의미 부여 없이 

방마다 고유하게 장르별, 시 별 또는 국가별로 분류 전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들의 

배치방식은 보편적 지식을 향한 학문의 객관성 원칙에 따른다.    
48) 각 박물관마다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 미리 기획되어서 박물관 회원들에게 4분기별로 

홍보책자(art kaleidoscope. Kulturmagazin für Frankfurt und Rhein-Main. Hrsg. von 
Klaus Klemp u. a. Frankfurt am Main: Presse Verlagsgesellschaft für Zeitschriften)를 통

해 미리 안내된다. 박물관 회원이 되면 1년간 프랑크푸르트의 34개 박물관을 무료로 입

장할 수 있다. www.museumsufercard.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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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여름에 개최되는 박물  축제는 이 도시의 자유주의 통을 확실히 

보여 다. 8월의 마지막 주 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이틀 동안 개최되는 

이 축제의 명칭은 “박물  강변축제 Museumsuferfest”다.49) 이 축제는 부산

의 안리 불꽃축제처럼 빅 이벤트로 기획된다. 마인 강변 남안과 북안의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녹지 에는 임시 야외무  수 백 개가 설치되어 거기서 

 세계의 음악인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동시에 음악 콘서트를 연

다. 이 행사를 즐기기 해 매년 백만 명 내외의 시민과 객들이 이곳을 

찾는다.50) 그들을 해 음식 매 코 와 주말 벼룩시장처럼 세계 각국의 공

품 매 코 도 설치된다. 그 모든 코 들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략 1,000

곳이나 된다. 이러한 상업  축제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박물 의 실내공

간들도 의미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람 인 와 바깥에서 들려

오는 시끄러운 소음들과 불빛으로 인해 더 이상 푸코의 의미에서 이소토피아

의 주류공간의 계몽주의  배치에 해 성찰하게 하는 ‘거울 속 공간’으로서

의 헤테로토피아 체험을 통한 어떤 의미의 생산은 불가능해진다.51) 람객은 

수많은 인 에 려 도시의 산보자나 여행자처럼 건물 바깥의 코 의 상품을 

구경하듯 실내의 시품들을 건성건성 훑어 볼 수 있을 뿐이다.52) 사실 

49) http://www.museumsuferfest.de 
50) 2012년도의 방문객수는 130만, 그리고 우천 속에서 진행된 2013년도의 방문객 수는 90

만 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박물관 입장용 뱃지 판매 수는 략 3만개로 집계되었다. 봄철

의 박물관의 밤 행사 때도 이와 비슷한 방문자 수가 집계된다. http://www.faz.net (25. 
08.2013일자 기사) 참조.

51) 독일의 전통적 지식인들은 오늘날 도시 박물관의 이러한 중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유감스러워 할 것이다. 참고로 현 의 신주관성 서정시인 말코프스키 R. Malkowski의 

시 지방의 예술전시 Kunstausstellung in der Provinz에서 보면, “Lächeln ist leicht/ in 
einer Ausstellung wie dieser.// Immer die gleichen/ Früchte, Segel/ und unsicheren 
Deformationen/ in den Porträts// Versuche, zu Wort zu kommen/ in Sparkassen und 
Wandhallen -/ ein Malerleben lang./ Aber die mächtigen Stimmen/ allein,/ die von den 
Wänden der großen Museen/ zu uns herabsprechen,/ sind nichts.// Erst wenn die schwachen/ 
sich mit ihnen mischen,/ in der Summe mit allen/ Stummen und Stammlern,/ wird hörbar,/ 
was gesagt werden kann/ vom Leben” Vgl. Rainer Malkowski: Die Gedichte. Göttingen: 
Wallstein 2012, 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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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은 귀가 찢어질 듯이 요란한 밴드 자음악에 쏠리며 세계의 이국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데로 향한다. 심지어 이 축제가 박물  축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53) 교육과 오락의 본말(本末)이 도되는 것

이다.

물론 이 축제에서도 지식인들의 교육 목 에 따른 “공간의 재 ”이 완

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인들은 그 난장  속에서도 ‘작은 섬 

Enklave’처럼 미완의 계몽을 완성을 향해 추진한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시

내의 각 성당들이 순번을 정해 오후 6시부터 매시 정각에 30분씩 오르겔 음

악 연주를 하도록 기획하 으며, ‘캐리커쳐 만화 박물  Caricatura Museum’ 

앞의 공터에서는 사회와 정치를 조소하는 풍자문학 낭독회를 개최하 다. 강

변의 ‘유태인 박물 ’에서는 4월24일부터 9월말까지 개최된 ‘부자 유 인이라

는 표상 Reiche Juden - eine Vorstellung’ 특별 시회의 연장선상에서 방문

객들에게 유태인들에 한 사회의 편견과 박해의 역사를 설명하 다. 박물

의  로비에서는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유태인 통 무곡(舞曲)으로 방문

객들의 흥을 돋구며 즉석에서 스를 함께 추자고 권유하 다.

그러나 역시 사회  소수자의 공간 권리와 민주주의를 한 그러한 “교육”

행사에 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효는 소수에 불과하다. 자본의 힘이 도시의 

이소토피아 공간을 지배하듯이 이 축제에서도 “오락”이 “교육”을 압도한다. 박

물  뱃지 매 개수와 축제 방문객의 수에 비추어 단해 보더라도 그 양자

의 비율은 1/30을 넘지 못한다. 랑크푸르트의 박물  강변 축제는 이처럼 사

실상 탈정치화 되고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포스트모던 시 의 쇼핑 복합몰과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도시의 경제  이소토피아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와 동시에 이 이소토피아가 사실상 시물라크르라는 실을 반 하는 

52) 사회학자 오제 교수는 이러한 공간을 ‘비(非)공간’이라고 부르며 지하철역, 공항, 호텔, 
쇼핑몰, 신용결제 사이버 공간 등, 인간적 접촉이 결여된 덧없는 통과의 공간을 예로 든

다. Vgl. Marc Augé: Orte und Nicht-Orte. Frankfurt a. M.: Fischer 1994, S. 92. 
53) 필자가 2013년 이 행사의 현장 연구를 위해 묵었던 호텔의 종업원은 그 행사를 단순히 

불꽃놀이 행사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2012년 현지의 한국교포 신문에 실린 한식업자의 

체험기사에 따르면 그 역시 이 행사를 음식코너를 하나 여 받아 한국음식 판매로 돈

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여길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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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테로토피아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처럼 실을 단기간에 

압축 으로 재 하는 혼돈의 한복 에 서게 되면 사물과 정신의 무차별  상

품화가 이루어지는 실의 시물라크르를 피부로 실히 체험하게 된다.54)

Ⅲ.3. 루르 공업지역의 박물  축제: 공업  이소토피아의 

문화 술창조

루르 Ruhr 지역은 라인 강의 지류인 루르 강을 따라 뒤스부르크, 에센, 보

훔, 도르트문트 등 일련의 도시들이 연이어 집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18

세기에는 인구 몇 천 명에 불과하던 도시들이 19세기 반부터 탄  개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서로 연결된 거 도시 군락

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자연발생 인 도시 발생 과정은 이 지역 체를 표

할 정치  심 도시의 형성을 방해했다.55) 인구 50만 미만의 개성 없는 

소형 도시들이 강변의 좌우 연안을 따라 연이어 있는 합리성의 이소토피아 

공간일 뿐이다. 루르라는 통합  지역 명칭조차 시민들에게는 낯설다. 사람들

은 우연히 각자 자신이 사는 도시 이름에 따라 자신을 에센 사람, 도르트문트 

사람 등이라고 막연히 느낄 뿐이다. 문화의 심지도 없으므로 사람들의 문화

에 한 욕구는 미국 TV 드라마 시청이나 국의 팝송 듣기 는 축구 람 

등의 일반 문화 소비로 충족된다.56) 

54) “독일 박물관의 맥도널드화(化) McDonalisierung deutscher Museen” 추세에 해서는 다

수의 박물관학자들에 의해서 이구동성으로 비판된다. 박물관 본연의 보존과 연구 그리고 교

육 기능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Vgl. Volker Kirchberg: Gesellschaftliche 
Funktionen von Museen: makro-, meso- und mikrosoziologische Perspektiven. Wiesbaden: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5, S. 49-87; Ulrich Weisner: Museen unter dem Zwang 
zur Öffentlichkeit, in: Achim Preiß u.a.: Das Museum. Die Entwicklung in den 80er Jahren. 
Festschrift für Hugo Borger zum 65. Geburtstag. München: Klinkhardt & Biermann 1990, S. 
171-174. 

55) 도시를 서로 구분짓는 경계는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민가가 드문 벌판, 농경

지 또는 숲이 도시들 사이에 있지만 도로명칭이나 주소조차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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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 이소토피아 도시의 형을 보이는 이 지역이 2010년 하나의 문

화 공동체라는 지역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임을 받은 독일연방정부의 2010년도 ‘문화수도 Kultur(haupt)stadt’57) 공모

사업에서 이 지역이 에센 시( )를 주무(主務)도시로 삼아 콘소시엄 형태로 

지원하여 선정된 것이다. 지원과제의 슬로건은 ‘문화수도 문화를 통한 변화, 

변화를 통한 문화 Wandel durch Kultur – Kultur durch Wandel’58)이었다. 

지역경제와 문화가 상호간에 시 지 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취지 다. 이리하

여 지역 곳곳에서 이미 1970년  이래로 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공장들이 

문화 시  공연시설로 개조되기 시작하 다. 그곳들을 심으로 도시 곳곳

에서 게릴라 콘서트처럼 1년 내내 시민들의 극  참여 하에 다양한 문화공

연들이 이어졌고 그 결과 지역 체에서 “공업문화 Industriekultur” 공간이라

는 새로운 의미의 헤테로토피아가 생산되었다. 시민들이 살아가는 직업  실

천의 공간을 단순히 물리  생산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나 환경과 

연 지어 체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59) 

다시 말해서 이소토피아의 생산조건들의 “물신”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  거리를 취하며 생산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우선 에센 시는 과거에 석탄 채취와 가공을 한 거 한 공업시설들이 설

치되어 있던 드넓은 “ 세 회 업구역 Zeche Zollverein”을 박물 과 공연

장으로 개조하 다. 박물 에는 그곳의 티센크룹 Thyssenkrupp 공업 회사

56) 보훔출신의 중적 현 작가 고젠 F. Goosen의 자전적 소설 눕기 배우기 Liegen lernen 
내용을 참조할 것.

57) 이 사업은 유럽연합 상원에서 각국의 문화부 장관들의 합의로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럽 각국의 문화 다양성 육성을 통해 국민들의 유럽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현재에 이미 2033년도까지 개최국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개최도시는 해당 국

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http://de.wikipedia.org/wiki/Kulturhauptstadt_Europas 참조.
58) 이 행사의 내용에 해서는 http://archiv.ruhr2010.de 참조.
59) 이 문제에 해서는 Thomas Parent: Das Industriedenkmal als Museum der Arbeit. 

Anmerkungen zu einer aktuellen Spielart des historischen Museums, in: Preiß, das 
Museum, S. 245-2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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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한 거 한 포에서부터 탄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에 이르기까지 산

업화 시 를 표하는 수십만 종의 다양한 제품들을 시하 으며, 수많은 부

속건물들은 연극과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무 와 객석 등의 인 라가 새로 

설치되는 방식으로 용도가 변경했다. 이 시설은 오늘날 지역의 문화 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보쿰 시는 1903년도에 방 기계생산을 해 건축된 158m 길이의 거 한 공

장건물을 역시 다목  공연시설인 “백년홀 Jahrhunderthalle”로 개조했다. 1989

년도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  토지개발회사 Landesentwicklungsgesellschaft 

NRW”가 인수해 축제극장으로 개조한 것이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원래 공장

의 철골 구조가 부 드러나지만, 강철 과 형 유리로 외벽을 마감 처리한 건

물의 산뜻한 모습은  감각의 포스트모더니즘 건물처럼 보이며 오늘날 

루르 트리엔날  등을 한 다양한 문화행사장으로 쓰이고 있다. 

오버하우젠 시는 “오버하우젠 가소메터 회사 Gasometer Oberhausen GmbH” 

소유의 높이 117.5m, 직경 67,6m의 거 한 원통형 “가소메터 Gasometer”(가

스 장탱크)를 문화행사에 활용했다. 이미 1994년도에 시컨벤션 홀로 개조

된 이 시설에서 처음 개최된 “불과 불꽃 Feuer und Flamme” 시회는 방문

객 수가 460,000명에 달했다.60)  

이처럼 루르 지역에서는 이미 용도 폐기된 다양한 생산시설들이 발상의 

환을 통해서 새롭게 일상의 이소토피아에 해 성찰하게 하는 향토 역사박물

으로 변모하고 있다. 과거에 공장시설로서 무심코 보아 넘기던 산업시설 공

간에서의 공연은 시각 으로 생산설비가 드러나 보이게 마련이다. 그런 장소

에서의 공연은 객들에게 실로부터의 완 한 분리를 불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 연극공연은 통극에서처럼 인물이나 작품 내용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실감의 환상을 연출하기 어려우며 제작 과정 자체를 불가피하게 노출

시킨다. 일종의 서사극과 같은 공연 조건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조건이 오히려 객들에게 실에서 술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창조가능성

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60) http://www.gasometer.de/de/ausstellungen/ausstellungsar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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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르 지역의 박물  축제 “시간 외 근무 Extraschicht”61)는 바로 그러한 일

상의 생활 공간을 활용하는 축제다. 6월말 마지막 주 토요일에 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개최되는 이 축제에는 “산업문화의 밤 Die Nacht der 

Industriekultur”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공업생산 시설들을 활

용해 여름에 녁부터 새벽까지 환히 불을 밝힌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개

최된다. 손목에 감는 고리 모양의 띠 형태의 입장권 하나로 입장이 가능하다. 

일반 기차를 포함해 버스. 지하철 등의 모든 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어 공연장소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는 박리다매의 형식이다.62) 그러므로 

공연 행사 날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삼삼오오 모여 행사장을 찾아가는 모

습이 도시 곳곳에서 에 띤다.63) 

2012년 6월 30일에 개최된 제12회 박물 의 긴 밤 축제 “시간외 근무 

Extraschicht”에서는 루르지역 23개 도시의 53개의 장소가 활용되었으며 국내

외의 1,000여명의 지역 술인들이 참여해 연극, 음악회, 춤, 곡 , 퍼포먼스, 

불꽃놀이 등의 공연으로 새벽 2시까지 지역 체를 들뜨게 만들었다. “ 세

회 업구역 Zeche Zollverein”에서는 폴크방 Folkwang 음 의 은 학생

들이 아방가르드 타악기 음악을 연주하 고, 인근의 “칼 업소 Zeche Carl”

에서는 은 여성 가수가 인디음악을 뛰어난 가창력으로 불 으며, 보트로  

Bottrop의 “론할  Lohnhalle”에서는 인칸토 INCANTO 극단 배우들이 바로

61) http://www.extraschicht.de
62) Vgl. Extraschicht. Die Nacht der Industrie. Hg. von Ruhr Tourismus GmbH. Offenbach: 

Schulteis Druckerzeugnisse 2012, S. 8-9. 이 행사에 참여하는 “라인/루르 지역 중교통 

회사연합 Verkehrsverbund Rhein-Ruhr (VRR)”은 루르지역의 중소 27개 운송회사와 6개 

철도회사의 연합회사다. 할테른에서 졸링엔까지 그리고 네덜란드 국경부터 도르트문트

까지의 넓은 지역을 하나로 연결한다. 또한 특별히 170 의 셔틀버스를 배차시켜 특별

노선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에센과 보트로프를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독일철도 DB”도 지역 내의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도심의 중앙역과 공연장소를 연결하는 시가철도 노선에는 직접 음악가들이 투입되어 기

타반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축제분위기를 돋군다. 도시 곳곳에서 게릴라 콘서트가 

열리는 것이다.
63) http://www.ruhrpott-aktiv.de/erfahrungsberichte/industriekultur/541-extraschicht-201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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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시 의 화려한 궁정의상을 입고 람객들에게 통 무곡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곁의 홀에서는 도우미들이 요술 유리방같이 란 조명불을 밝힌 가운데 

일종의 오재미 던지기 놀이를 객에게 가르쳐 주었다.  술실험에서

부터 이러한  게임에 이르기까지 이 축제는 지역의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다양한 취향에 모두 부응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매년 20만 명 내외의 

람객을 불러 모은다.64) 

루르 박물  축제는 이처럼 일상의 이소토피아를 개조한 박물  공간에서 

그 이소토피아 체가  하나의 “물신”임을 각성하고 체험하게 하는 일시  

헤테로토피아들이 그 이소토피아 공간 내의 곳곳에서 편 으로나마 출 하

게 한다. 마치 유토피아 식민지를 찾아나서는 해 선처럼 그곳에서는 고 문

화나 문화가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환상과 비 이 함께 실험되는 것이다.

Ⅳ. 나오는 말

우리는 의 도시 공간이 랑스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지 처럼 계

몽주의  지식에 의해 동질화, 편화, 계질서화 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가 비워놓은 근 의 텅 빈 공간은 언어와 지식 권력

에 령되면서 추상화되었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감시와 더불어 

불안감이 함께 증 되는 험사회가 되었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공간 이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을 찾아가는 지 (知的) “모험”이다. 우리는 지

까지 그러한 공간 이해에 입각해서 독일어권 도시들의 박물  축제를 고찰

하 다. 그 결과 그 축제들은 도시의 이소토피아를 “ 단”하고 “ 립화”시키

고 “ 도(顚倒)”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어고 그 부작용의 해

결을 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헤테로토피아 공간은 이소토피아 공간의 성립과 동시에 생겨난다. 이런 과

64) Vgl. http://www.extraschicht.de/presse/pressemeld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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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상징계의 탄생과 더불어 실재계가 탄생하는 것

과 유사하다.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근 에 성립한 이소토피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외  반공간인 것이다. 축제를 통한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생산 실험

은 필연 으로 그 이소토피아를 생산한 언어와 지식에 한 철 한 반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소토피아를 교란하는 “ 술”이 되어야 한다. 물

론 이소토피아의 “ 략”은 거기에 항할 것이다.65) 헤테로토피아의 미학은 

그 양자간의 끈질긴 탈 토화/재 토화 과정을 언어, 담론, 술, 유행, 도시, 

경제 등 다양한 상을 통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65) 박물관은 장차 도시 공간 전체에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간의 향 관계를 선순환의 관계

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람객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 형성

에 힘써야 할 것이다. Vgl. Kirchberg, Gesellschaftliche Funktionen von Museen, S. 317: 
“Das Museum ist ein Cluster sozialer Praktiken, eine Institution einer bestimmten 
kulturell-symbolischen Ordnung, der sich Besucher bewusst und freiwillig unterwer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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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Ästhetik der Heterotopie
Museumsfeste der Ausstellungskunst im deutschsprachigen Raum

In, Seongki (Pusan National Uni)

Die vorliegende Studie untersucht aus Sicht des raumtheoretischen Begriffs 

‘Heterotopie’ Raumproduktionsformen der deutschen Museumsfeste “Die lange 

Nacht der Museen”, insbesondere in Relation zu derer urbaner Umgebung. Der 

Studie geht eine ausführliche Darstellung des schwer erfassbaren Begriffs 

‘Heterotopie’ voraus. 

Nach Ansicht des französischen Philosophen Michel Foucault hat die 

historische Aufklärung mit Wissen und Macht in einem weiten Bereich des 

menschlichen Lebens einen homogenisierten, fragmentierten und hierarchisierten 

Raum gerformt. In dem Raum glaubt man, dass die hegemoniale Ordnung der 

Dinge gewisse transzendentale innere Ordnung des Menschen widerspiegelt. 

Foucault, der der alltäglichen Ordnung als Isotopie kritisch gegenübersteht und 

sie für eine historisch und sozial bedingte Struktur hält, sucht überall nach 

Ausnahmeorten als “Draußen” der Ordnung, das sie neutralisieren, unterbrechen 

oder umkehren kann. Er nennt die derartigen Räume Heterotopien, die wohl zur 

Kritik an Autoritarismus und Repression der hegemonialen Ordnung dienen 

können.

Auch andere Sozialphilosophen wie Henri Lefebvre, Michel de Certeau und 

Edward W. Soja haben über das urbane Leben aus Perspektive der Heterotopie 

nachgedacht. Bei ihnen wird der urbane Raum selbst als eine große Hetertopie 

verstanden, die stets im Wandel ist. Nach Lefebvres Dialektik geschieht die 

Raumproduktion in drei Dimensionen. Die erste bezeichnet er als “räum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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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ktiken”. Der Ausgangspunkt der Tätigkeit ist die materielle Dimension des 

Raums, die sinnlich wahrgenommen werden kann wie die Infrastruktur im 

Sinne von Karl Marx. Die zweite Dimension der Raumproduktion ist der 

intellektuell “konzipierte Raum”. Der gedachte und erdachte Raum zeigt sich 

in den sprachlichen Beschreibungen und bildlichen Darstellungen des 

materiellen Raumes, etwa in Karten, Plänen, wissenschaftlichen Definitionen 

etc. Die letzte Dimension ist die der subjektiven bzw. kollektiven Sinngebung. 

Sie ist für die Erfahrung, das Erleben von Räumen entscheidend. Räume 

werden mit einem Lebensgefühl oder einer politischen Vision belegt. Sie 

existieren sowohl als sich selbst als auch bezeichnen etwas außerhalb ihrer 

selbst. Die drei Dimensionen stehen untereinander in einem dialektischen 

Verhältnis. 

Certeau versteht unter dem Begriff der Heterotopie eine Dialektik zwischen 

strukturbildenden und destrukturierenden Vorgängen des alltäglichen Lebens in 

der Stadt. Der urbane Raum wird nämlich einerseits von Stadtplanern zum 

“konzipierten Raum” strukturiert, aber andererseits gleichzeitig von den 

Bewohnern als Benutzer des Raums hin zu “erfahrenen Räumen” destrukturiert. 

Schließlich montiert Soja aus Lefebvres Trialektik und Foucaults Konzept 

der Heterotopie ein heuristisches Konzept namens “Thirdspacing” zusammen, 

um den komplexen Raumproduktionsvorgang in den postmodernen Städten zu 

erklären. Er behauptet nämlich, dass im urbanen Raum eine Trialektik von 

“Räumlichkeit” - “Historizität” - “Gesellschaft” herrscht. Man müsse mit dem 

Modell der Trialektik ein neues Denken und Handeln im Alltag entwickeln; 

diese offene Einstellung nennt er “Thirdspacing". 

Auf der Basis der vorgestellten Konzepte der Heterotopie werden dann in 

der vorliegenden Studie die Museumsfeste von Berlin, Frankfurt am Main und 

Ruhrgebiet dargestellt. Das Ergebnis zeigt, dass die Feste jeweils eigene 

“Räumlichkeit” - “Historizität” - “Gesellschaft” im Sinne Sojas als komplexe 

Heterotopie entwickeln und somit “Thirdspacing” geförd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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