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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所의 理解와 象徵的 쫓間의 解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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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問題으l 背景

1950年代 이 후의 地理學이 엄 밀한 客觀的 짧 

究節次에 짜라 덤 然科學的 方法에 還元하는 論

理實證主義的 理性에 根據하였던 것에 대하여 

1970年代 이후의 地理學òl Á間中心的 認識에의 

反省的 回歸블 도모하고 있는 사살은 Descartes 

的 理性파 合理性에 根據하였 던 17世紀 이 후의 

량豪主義의 思想的 澈流가 18世紀末 浪漫主義的

認識으로 옮겨 지는 過程파 너 무나 흡사하다. 그 

것 은 機械的 世界觀에 대 한 理解 • 價1’直的 世界觀

에의 覺醒.이며， 客觀的 說明에 대한 主觀的 理

解 • 記述의 對立이라고 볼 수 있다. 思想史的

服絡에서 볼 배 이러한 認識의 對立파 置換은 

優혔의 相對性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思想의 牙眉과 獨斷의 止揚이 라는 辯證法的

過程에서 결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러한 文服을 통하여 저젤로 밝혀지는 바와 같 

이 현재 地理學핍究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空問

法則 指向的 地理學， 다시 말하여 實證主義的

地理學만이 唯一하고 優越한 地理學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特定한 方法論的， 認識論的 地

位를표當化시키기 위하여 地理學의 歷史가 출曲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1)을 銘心하게 되 

면 여기서 왜 담明한 사실을 들추어내는가를 理

解할 수 있을 것이다. 

Schaefer 가 Hettner 에 서 Hartshorne ~로 이 

어지는 地誌的 傳統을 소위 例外主義라고 부르 

면서 이에서 벗어나 空間法則을 指向하는 科學

的(自然科學的) 地理學을 樹立하려고 한2) 이래 

地理學에는 客觀的 節次， 더 정확하게는 計量的

節次에 의하여 普遍的 空間法則을 이끌어내려는 

實證主義的 方法이 가장 優越하고 唯一한 것 」ζ

로 간주되어 온 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이같윤 

實證主義的 方法은 經濟的 現象의 空間的 構造

를 說明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人文地理學의 모 

든 分野에 i룻透하여 歷史地理學이 나 文化地理學

의 陽究에 있어서도 計量的 方法을 適用하게 하 

* 誠信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助敎授
1) Berdoulay, V. , 1981, “The contextual approach, ’ in D. S. Stoddart(ed.) Geography, Ideology aηd 

Social Coηcern ， Basi1 Blackwell, Oxford, pp.8-16. 
2) Schaefer, Fred K., 1953, ‘ Exceptiona1ism in geography:a methodological examination, ’ Annals 01 

AAG, vol. 43. pp. 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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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반드시 計量化가 아니드라도 客觀的 資
料에 根據하여←現魔的면/諸事實어1 ，.바추어 過去

률 說明하도록 이끌어갔다. 그것은 實證主義的

方法에 의하여 操作될 수 있는 오늘날의 空間構

造와 同一한 空間構造가 표둔‘ 過去의 뿔聞構造

에도 나타나리 라는 前提를 뜻하는 것 안데 過去

의 各 廳史的 時點에 있어서의 特定한 社會經濟
的狀況이 나 價f直觀 및 이 데 올로기 Cid1010gy)를 無

視하는 抽象的 理論에로의 g겁沒을 뜻한다. 

過去의 空間이 나 地域은 그 當時의 時代的 이 

데 올로기 에 立散p하여 그 時代의 狀況과 諸服絡

의 準據體系어l 짜라 構成되고 意멍가 주어져야 

하며 도 그러한 Jllit絡에서 解釋되어야 하기 때문 

에 종래의 實證主義的 方法과는 다른 水準의 認

識論的 定位가 요구펀다는 사설을 n今味하게 되 

면 實證主義的 方法의 牙l몹-과 限界가 g 明한 것 
￡로 드러나게 펀다. 여기서는 歷史혐안 뻐面어l 

판하여 言及하였지만 實證主義的 方法의 限界는 

A文地웰學의 모는 分野에 걸쳐 드러 난다. 學問

의 어느 한 方法이 띤括的안 섬앓系 속에서 모듣 

認識論的 問題意;識을 受容하는ι일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方法은 그것이 構成되는 時間的， 社會的

哲學的 服絡에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야다. 짜 

라서 어느 하나의 方法이 永續的이고 唯一하며 
가장 優越하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Schaefer 

의 소위 例外主義 批判이래， 그러니까 정확히는 

1950年代 이 래 地誌的 맑究가 空間構造論에 의 

하여 逢出되면서 우러나라에서도 地誌的 昭究는 

時代錯誤的안 것으로 별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地誌的 昭究의 陳外는 바로 어 느 하나의 方

法論만을 合法·化하고 優越한 것으로 하려는 實

證主義的 專橫에 의한 희생의 카장 좋은 例證φ1

라고 할 수 있다. 實證主義的 方法은 地誌、的 陽

究블 위한 方法을 갖고 있지 뭇한 것이었지 地

誌、的 船究담體에 意義7}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한다면 그 이유가 명백하여지리라. 現象學

的認識에 의 하여 日常的안 景觀에 特珠한 意‘뿌 
가 부여되고 場所의 意義7} 다시 論議되면서 地

誌的 맑究가 새로운 次元으로 再照明되고 있는 

오늘날의 動向은 위의 사살을 잘 뒷받침하여 준 

다. 美國地理學會(AAG)會長의 講演3)은 그것이 

現象學的 認識과 直接的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 

니 라고 하여 도 實證主義i邊倒의 없究態度에 새 

로운 反省을 煥起시키고 地誌的 연쿠의 의의블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역시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 

여는 直接的안 事例가 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方法:

은 어 느 限定的안 對象이 나 또는 限定的안 說明J

能力 밖에는 가질 수 없게 된다. 實證主義의 限
定性을 補完하거나 克服하려는 努力은 이마 190 
世紀末에서 20世紀初에 이르는 期間에 Husserl 

의 여러 著作을 통하여 나타나는 데 그것이 社
會科學의 普遍的 認識으로 나타나는 것은 1960. 

年代 이후의 일이다. 現象學的안 社會學이 社會

學덤體內에서 基盤을 묻히는 것은 1970年代이i 
다 4) 

地理學에 있어서도종래의 實證主義的 方法論，

더 정확히;는 論理實證主義的 方r얄양輪에1 태환 握;

抗야 A間主義的 認講으로 나타냐게 시작하는 

것은 이마 1960年代부터이다 5) 그러나 規範的언 

理論을 뒷받첨하는 哲學이 나 社會科學理論에 ‘돈 

거하여 地理學에 새로운 認禮論的 轉換이 일기 

시 작하는 것 은 1970年代 이 후부터 이 다 6) 

非寶證主義的 哲學이 냐 理論이 란 이 마 다 아‘ 

는 바와 같이 現象學01 냐 解釋學 혹은 構造主義‘

等을 말하는데 , 특허 現象學파 解釋學은 實證主

義 패러다임에 대한 批判理論으로서 提起펀다. 

現象學이 純釋意識에 로의 還歸를， 解釋學이 텍 스

트(text)의 意味解讀을 意圖하기 대문에 이들 規→

範的 批判理論은 人間을 世界의 中心에 두고 그

經驗世界를 理解하려 는 認識에 근거 하게 펀다. 

따라서 이러한 理論들은 A間主義的 觀點을 指

3) Hart, J. F. , 1982, ‘ The highest form of the geographer’s art," Annals AAG, vol, 72, no.1 pp.1-29 .. 
4) 金東一， 1983, “社科學方法論파 휴매 니 즘” 金東一 外， 社會科學方法論批判， 청 람， p.25 
5) Ley, D. and Samue1s, M. S. , 1978, “Contexts. of modern humanism in geography, ’ in Ley, D and 

Samue1s, M. S. (eds.) HumaniU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pp.8-9. 
6) Johnston, R. J. , 1983, Philosophy and Iflμmaη Geography, Arnold, pp. 68-69. 

Harvey, M. E. and HoUy, B. P, 1931, “Paradigm, phi1ösophy and geographic thought, ’ Harvey, M_ 
E. and Hollyy, B. P. (eds.) Themes in Geographt'c Thought , Croom, He1m pp.U-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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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하는 메타理論셔‘ 되;꼼ι 생 ór바활證主義7} 前
提냐 理論i 法則 둥어f 從屬되는 擺念化펀 A間을 
모든 物質的 對象과 同一한 水準에서 다루는데 대 

하여 이 러한 批判理論 혹은 非實證主義的 接近

에서는 A間의 志向이냐 理解， 價1U윌 意、味 및 

經驗世界의 同題를 통하여 社會와 世界블 理解

하려 한다는 점에서 A間中心的， 다시 말하여 人

間主義的 接近이라고 말할 수 있￡냐 휴머니즘 

이라는 觀念에도 여러 水準， 여러 類型이 있을 

뿐 아니라 설제의 地理學的 同題의 細部에서까 

지 항상 그러한 認識파 直接的오로 연판시키기 

는 어렵기 때문에 이 小論은 A間主義地理學이 

라는 測面에서만 非實證主義的 認識을 照明하려 

는 것은 아니다. 

이 小論은 종래 의 實證主義的 認禮파 方法에 

대한 省察을 위하여 計劃되었다. 근래 歐美地理

學界에 서 의 認짧論的 論議는 Michel Foucault 와 

같은 後期構造主義者의 方法에까지 이르고 있는 

程度로 前에 불 수 없었던 水準높은 次元에서 

展開되고 있다7) 理解나 意味解釋 둥에 대한論 

議가 實證科學的언 視角에서 볼 대에는 思辦的

인 것으로 보이겠A냐 社會와 人間을 透視하는 

또다른 하나의 測面이 人文地理學맑究에 有效하 

다는 것， 그러고 그러한 觀點에 설 때 우리들은 

맑究對象파 方法의 多樣性을 발견하게 되고 갚 

이있는 認、識論的 同題意識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 이 며 그리 하여 人文地理學의 地平을 鍵大시 켜 

줄 것이라는 信念에서 이 小論은 계획되었다. 

이 러 한 意圖에서 實證主義的 認識과 反實證主義

理論의 여 러 特徵들이 對比檢討되 었으며 다시 

그것들을 近代地理學의 f황統속에서 再a今味하여 

보았다. 그리 고 現象學과 構造言語學의 延長으 

로서의 記號論과 意味論的 측면에서 景觀과 場

所 및 歷史的， 神話的 空間의 意味가 記述되고 

解證꾀였다. 

2. 實證主義的 方法의 몇가지 問題

j 實證主義的 方法을 社會科學에 適用함에 있에 

7) Berdoulay, V. , 1981, oþ, cit. , p.12. 

서의 難點이란?어떤 것언가를 간만허 살화보치 

로 하겠다. 實證主義란 經驗的으로 實證可龍한 
事實에 根據하여 事象들을 客觀的으로 檢證하고 

分析하여 그것들혜 內在하는 普遍的 特性을 抽

出하고 그것을 法則化하는 說明過程 및 그러한 

認識을 일컴는다. 짜라서 將驗에 의하여 客觀的

으로 檢證되지 않는 價f直냐 t현味 혹은 理解等

은 科學의 陽究對象이 나 方法으로 適用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方法은 처음부터 經驗과 實

驗에 根據하는 17世紀初의 Bacon 의 經驗論에 

서 시 작되 어 19世紀初에 社會學者 Comte 의 實

證主義로 定立되묘로서 社會科學의 方法으로 適

用되기에 이르렀던 바와 같이 「經驗」을 科學맑 

究의 出짧點으로 하는 법然、科學의 方法에서 131 
롯펀 것 이 었 다 8) 이 와같이 實證主義란 社會的

現象의 陽究를 自然科學的 方法에 還元시키는 

還元主義에 지나지 않는다. 自然現象과 마찬가 

지로 社會現象도 經驗的으로 實證可能할 혜 科

學的으로 맑究되는 것A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모든 科學的 빠究는 單一한 方法에 歸屬되어야 • 

하는것A로펀다. 

여 기 서 A間의 行짧냐 意識과 관련펀 A間社會

를 맑究하는 方法이 과연 自然科學의 方法， 즉 

客觀的 事物(事實)을 船究하는 方法과 同一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제기된다. 社會란 그 속에 

서 살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사랍들에게 어떤 특 

정한 意味와 適合性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構成

펀 世界이묘로 意味의 世界가 펀다 9) 그러한 意

味는 理解되어질 性質의 것이지 分析되고 說明

되어질 것이 아니다. 人間의 意、志나 意識이 物理

化學的안 몇素로還元되고 A間의 行薦가 機械的

動fF..Q..로 還元될 수가 없는 것이묘로 단순히 刺짧 

과 反應이라는 圖式에 의하여 說明되어 질 수 없 

다. 소위 人間의 合理性이라는것도사살은 대체 

로 經濟的 合理性을일컨는것안데， 그것은 複合

的안 人間特性의 한 斷面일 뿐이며 A間을 그러한 

經濟原理에 의하여 擺念化활 혜에만 그것은 쿄 

게 부각되는 것이다. 짜라서 人間이 반드시 合

理的으로 行寫한다기 보다는 그러 한 假定과 原

8) 崔基爆， 1983, ‘近代地理學 이 후의 反實證主義的 認識파 方法， ’ 應用地理， 第 6 號， pp.1 ....,26. 
9) 崔 짧， 1983, ‘計量的 接近과 質的接近， ’ 金東一 外 著， 前擺書，. pp.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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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카 그렇게 合理性에 근거하여 움직이도록 彈

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實證主義的 社會

科學者들은 이러한 合理性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例外的인 것으로 불 것이나 설은 그것이 例外가 

아니 라 A間的안 特徵의 重要한 表出이 라고 생 각 

되어야 한다는 것이 非實證主義的 認識이다. 都

市나 I業經營의 分布나 立地의 問題에 있 어 서 

도 역시 그러한 認識은 同一하다. 過度한 空間

的 集積이 空間的 잡理性에 기안하는 것안가? 

혹은 中心地體系的 f*:序가 空間的 合理性안 

가 ? 그것은 立地主體에 짜라 다른 樣相A로 適
應한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굳극적4 

로 立地主體란 무엇안가? 그것은 經.營者나 더 

나아가서는 A間에 落홉되고 말 것이다. 많은 

都市地理學者들이 이 미 오래 천부터 中心地理論

에는 더 이상 興味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살， 그 

것은 이마 中心地짧究가 大團圓을 맺어서라기보 

다는 그러한 都市分布體系란 非現實的이고 지냐 

치게 單純化된 空間의 抽象的언 合理性에 執著

하기 해문이라고 보여지기 혜문이 아난지 ? 地
域開發이 나 計劃이 라는 合理的안 社會的안 行寫

자 가져온 것은 어떠한 空間的 合理뾰안가? 

空間的 合理性， 그러 고 그와 연관된 空間的 法

貝1)의 많은 部分이 實證主義的 人文地理學者나 

地域經濟學者의 머리속에서 創作된 架空的 假設

에 불과한 것 이 아난가하는 의 문은 實證主義者

들의 昭究節次가 假設을 세 우고 그러한 假設을 

證明하기 위하여 操作的안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사살에서뿐 아니라 地理學史를 통하여 

-드러 나는 過去의 수많은 理論이 나 주장의 虛構

性으로 보아서도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人主地理學者들(實證主義者들)은 當然視되는 方法

￡로 數{i直 data 를 萬集하고 操作하여 많知의 

理論에 근거하여 說明하는 데， 그러한 節次는 

대 개판에 박은듯한 技法과 樣式에 짜라 進行되 

며 結果는 數f直가 말하여 주는 것， 그것을 質實

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說明은 客觀的

正確性에 의하는 것이지 推測이어서는 안되기 

g때문이다.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이러한 方法節

10) 金東-， 1983, 前握論文， p.23. 
11) 金東-‘， 1983, 前播論文， p.18. 

次는 빠究對象의 에먼 部分만을， 다시 말하얘 

客觀的 計量分析에 의하여 接近할 수 있는 部分

만을 皮相的으로 把握하게 하고 그 이면에 있는 

實體의 本質을 캐내는 데는 별로 큰 공헌을 뭇 

하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科學的 分析은 

現實을 훈曲하는 斷片的안 知識밖에 낚을 수 없 

을 뿐더 러 總體的안 社會現實에 대한 認識을 不
可能케 한다는 것 이 다 10) 

實證主義가 안고 있는 또 하냐의 애매한 問題

는 價f直中立性의 問題이 다. 이 問題는 두 가지 

測面에서 批判되어질 수 있는데 첫째， 모는 科

學的 핍究가 價植의 問題에 서 완천히 自 由로울 

수 없다는 점， 둘째， 價f直中立性의 標橋은 A 
間福社에 대한 無關心 혹은 그것으로부터의 며 

避로서 倫理的 虛無主義에 빡지고 만다는 점 11) 

등이 그것이다. 엄격한 客觀的 댐주究를 위하여 

實證主義가 價f直中立的 立場을- 標樣할 수밖에 

없으나 이 마 맑究者가 主題를 選定하고 方法과 

節次블 組織하는 過程에 서 부터 價f直의 問題에 서 

解放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얄 수 있다. 그 

리하여 한펀으로 價植의 中立性을 표방하면서도 

결국 특정한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道具로 從屬

하여 人間을 純制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 다는 사살은12) 實證主義的 科學의 二律背反뾰 

을 잘 드러 내 고 있 다. 한펀 Einstein 의 相對J뾰 

理論이 나 Bohr 의 量子力學의 成果에 의 해 서 이 

미 觀察主體의 沒害U이 重要視되고 있는 바와 같 

이 13) 現代科學에 있어서 完全한 客觀的 合理↑生

의 神話는 挑戰받게 되었다. 위의 사실들을 結

合하여 볼 혜 實證主義的 科學이 얀고 있는 가 

장 큰 問題는 그것이 人間喪失의 위기를 助長하 

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A間의 主體意識이나 

本質的 屬性을 無視함에 근거하고 있는 方法이 

라고 할수 있다. 

3. 地理學에 있어서의 非寶證主義的 傳緣

地理學은 直接的오로- 觀察可能한 地表現象을 

12) 嚴廷直， 1983. ‘科學的 探求와 價f直中立性，’ 金東日 外著， 前揚書， p.66. 
13) O1sson, G. 1980, Birds in Egg, Pion Limited, pp.16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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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究쳤象으로 하여 발달하여왔기 때문에 經驗科

學￡로서의 方法을 일찍부터 정립하여 왔다. 現

豪의 直接的인 觀察을 동한 판f究方法이 란 17世

紀初익 Bacon 의 원E驗主義해 方法의 傳統을 말 

하는 것 으로 이 의 延長上에 서 19世紀初 Comte 

의 實證主義的 社會學方法이 행성되었다. Comte 

의 寶證主義는 自然科學의 搬念을 人間心性파 

行態의 說明에 還元하려는 18世紀의 還元主義的

經驗主義와 直接으로 연결된다. 이 마 17世紀 이 

래 이같은 經驗主義와 大陸의 合理主義的 안식 

에 커 초하여 Newton 類의 機械的 科學思考가 모 

든 科學의 方法論的 根底를 이 루어 왔A나 地理

學에 는 Strabo 地理學파 Ptolemy 地理學의 傳統，

다시 말하여 소박한 經驗的 事實을 記述하는 地

理學과 數理天文的 사실을 說明하는 地理學이 

共存하여 왔다. 이 같은 二元的 特性은 Varenius 

의 地理學을 통하여 하나의 組織속에 體系化되 

었 다 14) 그러 나 前者와 같은 地理學의 固有한 

記述的 特徵 해 문에 다른 科學.과는 달리 17世紀

이래의 合理的 說明方法을 積極的으로 受容할 

수 없었던 것이 地理學의 사정이었으리라는 것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自然科學的 方法이 풍미 하던 時代에 

地理-學의 科學的 基盤을 樹立하면서 機械的 經

驗主義나 合理主義的안 方法의 限界性을 認、識하 

고 이 를 克服하려 하였 던 學者가 Humboldt 였 

다. 18世紀의 地理學이 Büsching 類의 地誌로 특 

정지워지는 데 대하여 15) 그가 自然現象의 全體

的， 統合的 把握에 노력하였던 것은 그러한 意

圖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植物地理學의 

연쿠를 통하여 일판하여 堅持하고 있는 觀點은 

요둔 現象들을 살아있는 全體로서 설정하고 그 

것을 하斗익 相觀的 特徵속에서 把握하여야 한 

다는 것이었는테， 이러한 觀點은 現象들을 要素:

別로 分析하는데 始終하는 實證主義的 觀點에 

對立되는 것이다. 自然의 全體的 ensemble 이라 

든가 相觀的 把握이 란 直歸이 냐 感性的 엽 然理

解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마. 그의 America 에 

판한 記錄은 客觀的안 記述에 머물지 않고 되然 

의 感↑生的 理解로 충만되어 있다 16) 이것은 Hu

mboldt 의 沒科學的안 態度에 연유하는 것이 아 

니 라 實!驗이 나 數學的 分析結果의 圖表化냐 有

用↑生에만 執著하는 科學的 方法의 限界를 일깨 

우고 科學의 目 的이 知慧나 理解여 야 한다고 주 

장하였 던 獨速浪漫主義者들과의 學問的 交友에 

의 해 客觀的 科學方法과 觀念主義 및 浪漫主義

思想을 調和시키려고 하였던 意圖的 所塵이었 
다 17) 

한펀 Vidal de la Blache 의 地理學은 이 미 

Comte 의 實證主義的 方法파 그에 기 초하여 構

成된 Durkheirn 社會學의 方法이 풍미 하던 時代

에 그에 批抗하여 地理學獨自의 方法을 堅持하 

려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역시 非寶證.主義地理

學의 原流블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Durkheirn 社會學은 Comte 의 圖式에 짜라서 

社會學의 位置를 設定하고 되 然科學的 實證主義

方法의 適用을 合法化하기 위하여 맑究對象을 

事物로서의 社會的 事·實 (faits sociaux)에 두고18) 

Ratzel 의 空間形態學과 유사한 社會形態學을 樹

立하려 고 하였 다 19) 이 에 따라 地理學과 社會學

間에 훌훌購이 일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소위 

Vidal 派地理學과 Durkheim 派社會學間의 論爭

..2...로 짧展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 엄격 

한 實證主義的 科學￡로서의 社會學을 의도하였 

14) Bowen, M, 1981, Empz.rt'âsm aηd Geographt'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7--90. 
15) 水律-期， 1974, 近代地理學O開招者 t.::. 융， 地人書房， p.4. 
16) Bowen, M. , 1981, op. czt. , pp.210-259. 

Kish, G. 1978, A Sousce Book z"η GeograPhy, Harvard University Press, PP.403-419. 
17) Bowen, M, 1981., Ihid. , pp.316-227. 
18) Durkheim, E. , 1893, Les régles de la méthode soâologique, translated by Solovay, S. A. and Mu

eller, J. H. 1966, The Rules of Soâological Method, The Free Press, PP. 16-46. 
19) Anne Buttimer, 1971, “Society and mi1ieu in the French geographic tradition, ’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pp.27-40. 
20) 野澤秀樹， 1980, T .:z. ι γ A派社會(形態)學 ξ 人文地理學， 史淵117輯， pp.189-220, 九州大學文學部.

Berdoulay, V. 1978, ‘ The Vidal-Durkheim debate, ’ in Ley, D. and SamueIs, M. S. (eds). op, cit.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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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받 -Durkheim 派 社會學이 V피al 派의 地誌的 班

究(rgional monograph)블 非科學的이 라고 비 난하 

였던 사살에서 Vidal 派地理學의 非實證主義的

特徵이 스스로 드러 난다. 

Vidal 은 Durkheim 類의 科學的 還元主義를 

배 격 하고 個體的 地域을 差異의 實在로서 記述

하며 自然속에서 交又하는現象들의 複合性을 總

體로서 理解하는 地理學特有의 觀點을 역 설하고 

있다. 그가 自然파 A間(文化)의 對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景觀을 어느 社會集團의 生活記錄이 

라고 보고 이 記錄을 그들 集團의 經.驗이 며 環境

의 解釋이고 價f直化라고 한 것은21)오늘날의 現象

學이 나 解釋學의 認識에 接近하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다. 이플 批判理論들은 行寫者어l 의하여 構

成되는 世界， 즉 意味의 世界에 接近하여 그意 

味블 理解하고 解釋하려 하기 때 문이 다. Vidal 

외 地誌的 짧究도 역 시 Humboldt 의 되 然理解와 

같이 總體的 理解(holism)를 지향하고 있으며 22) 

또 地域性에는 偶然的 몇因이 介在한다고 보았던 

점은23) 그의 非實證主義的 社會地理學의 의도를 

여실히 反影하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 나 Vidal 地理學이 實際的안 地域짧究에 

서는 뛰어난 業績을 남겼 o 면서도 Durkheim 派

地理學의 攻擊에 沈默할 수밖에 없였고， 또 實

證主義的 地理學에 對立하여 더 욱 發展하지 뭇 

하였던 것은 그러한 빠究를 뒷밭첨하여 주는 確

固한 認藏論的 哲學의 士臺를 갖추고 있지 뭇판 

탓이었다고 보여진다 24) 이 小論의 一次的안 意、

圖도 이같은 敎하11을 일깨우려는 일에 있다. 어 

느 學問的안 觀點에 있어서 반드시 哲學(혹은 메 

타理論)이 先行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觀

點의 確固하고 持續的안 展開를 위해서는 哲學

외 土臺il- 確固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흔히들 무 

판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昭究者는 技法에 능 

한 技術者로 始終할 뿐이며 새롭고 獨創的안 問

題를 展開하지는 뭇할 것이다. 

4. 場所의 經驗的 理解

Relph. E 는 環境問題에 대 한 최 근의 論議들야 

不滿스렵고 不安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理由룹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人間行態나 特

珠한 問題의 分析들이 , 日 常的안 生活經驗의 精‘

鐵함이냐 慧、義블 무시하고 쉰게 드러낼 수 있는 

構造나 모델로 世界‘를 單純化하는 바와 같이 대 

체로 機械的이고 抽象的이며 그라고 이렇게 單

純化된 構造들이 環境의 設計에 대 한 기 초가 되 

고 또 效率的이라고 가정된 패턴 속에 A間파 

場所블 접어 넣어 다루려는 계획의 근거로서 공 

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5)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論議들은 오직 그것만이 정당하고 엄밀 

한 것오로 수략되는 객판적안 用語로서 表現된 

다. 

여기서 우리는 環境問題라는 次元을 떠나서 

우리들의 日常生活經驗과 그러 한 경 驗의 場오로 

서 의 場所의 問題에 遭遇하게 된다. 日 常的 經

驗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그러한 經驗속 

에서 意識되는 場所란 단순히 空間의 幾何學的

特性， 예를 들어 距離냐 面積 혹은 形態에 의하 

여 說明되어질 性質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各

部分마다 다릎 經驗을 불러 일으키 고 다른 意味

로 分節되어 있는 景觀的 領域이다 26) 그러나까 

우리들은 體驗된 世界로서의 場所를 抽象的안 

關係로서 定義되는 空間에 對比시켜 그것을 具

體的안 것으로 志向할 수 있게 된다. 計量的 機

械的 空間械念은 對象에 대한 A間의 定位(orien

tation)라는 인간의 根源的 要求의 -部만올 充

足시킬 뿐이며 全體的 體驗을 定量化한 결과 抽

象的 關係의 認、識世界가 언어지긴 하였으냐 그 

것들은 日常生活에 대한 直接的안 關聯을 갖지 

뭇하게 되었고 짜라서 寶存的 測面들이 생기를 

잃게 되었다. 이 해문에 우리는 벨도의 空間擺

21) Buttimer, A. , 1978, ‘ Charism and context: The challenge of la géographie humaine," in Ley, D. and 
’Samuels, M. S. eds. φ. cit. , pp.58--76. 

22) Buttimer, A. , 1978, Ibid. 
'23) Berdoulay, V. , 1978, op. cit. , pp.84-86. 
24) Ley, D. and Smuels, R. S. , 1978, 0ρ. cit. , p.11. 이 들의 論議7} 本橋의 文服과 一꿨하치 는 않으냐 論

답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 25) Relph, E. ,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prefa,ce. 

26) 崔基樓， 1982, ‘景觀的 表現파 空間認、識， ’ 地理學覆， 第10號，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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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을 가지는 것이 必要하게 되는데 27) 그러한 개 

념윤 場所왜 意味롤 통하여 정립될 수 있게 된 

다. 

우리듣이 태어냐서 성장하였던 場所， 우리들 

이 現在 삼고 있는 場所 혹은 특밸한 經驗과 결 

부된 場所는우리들과깊은聯關을 맺게 되는데， 

에 聯關야 個人的 혹은 間主觀的 (inter-subjective) 

언 文化的 正體性(identity)과 安定性의 源果되고 

:世界속에 우리둘을 定位시키는 出發點이 된다 28) 

이러한 文服에서 透視되는 場所란 行寫와 志向

외 中心， 다시 말하여 意、味로 충만한 實存的 事

象들이 經驗되는 魚點이다. 場所에 대한 經驗01

관 場所의 對象들에 대하여 意味롤 부여하는 志、

뼈的안 행위에 의하여 수행된다. 여기서 場所의 

主觀的 志向의 問題는 現象學的 認識과 결부됨 

을 알 수 있다. 

Husserl 의 現象學에 의 하면， 經驗이 란 對象

構成的 事象(object-constituting events)안데 經驗의 

志向的 構造블 통하여 對象들은 우리들에 대하 

여 意味있는 것으로 構成되어진다. 짜라서 對象

‘이 란 意、識的 行寫의 相關物이 다. 實證主義的 안 

식이 志向的 構造에서 벗어냐 對象自體에 執養

하는데 대 하여 現象學的 認識은 對象에서 解放되 

·어 志向的 構造로 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9) 

짜라서 모든 客觀的 寢體란 構成의 廣物안 것 

·이며 이것에 대한 理解없이 對象을 理解할 수 

는 없다. Schutz도 現實을 構成하는 것은 對象

·의 存在論的 構造가 아니 라 우리 들의 經驗외 意、

‘味라고 하였다 30) 여기서 檢討하려는 場所도 이 

러한 認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까 場所란 意味있는 것4로 構成된 對

象들이 나 事象들의 背景 혹은 服絡(Contexts)을 

에룰 뿐 아니라， 場所 그 自體가 意味있는 것으 

로 構成펀 對象야기도 하다. 場所에 대한 이려 

한 認識이 個A의 主觀에 의해서 達成되는 것이 

라면 그것은 A文地理學과는 관계없이 첼學的 

藝術的 關心事로 收縮되고 말 것이나 間主觀性

의 設定에 의 하여 야 問題는 克服된다. Schutz 

는 다시 經驗의 意味領域을 여 러 認知樣式의 

固有性에 짜라 나누어 「限定펀 훨;味의 領域」으로 

설정하고 모둔 現實은 그 領域內에서만 現實01

된다고 하였 다 3D 즉 社會的으로 共有하는 認、知

樣式(認識態度)의 設定에 의해 現象學은 社會的

現寶에 接‘近하는 理論A로 再定立되었다. 

이러한 認、識論的 根據에 따라 우리는 場所의 

藝術的 洞察이 나 혹은 等質的 空間上에서 點파 線

및 移動의 體系로서 空間을 다루는 客觀的 分析

態度블 止揚하고 經驗現象으로서의 場所를 理解

할수있는接近을모색하게 된다. 이러한接近에 

서는 場所와 A間과 行寫를 하나로 純合시킬 수 

있는 擺念이 要求된다. 이러한 擺念은 場所의 

표體性(identity)의 確認과 연결되는 것들이다. 

場所마다의 固有한 個性이 라 할 수 있는 正體뾰 

은 쿠체척으로 物質的안 背景， Á間活動， 零圍

氣(意味)로서 構成되며 이러한 構成要素들 간의 

組合이 냐 辦證法的 連結에 짜라32) 여 러 水準의 

經驗과 意味의 實體로서 의 西所의 特性이 형 성 

펀다고 보겠다. 그러냐 이러한 構成要素들의 組

合만으로는 把握할 수 없는 場所의 屬性이라는 

것이 있다. 場所感(sense of place)이라든가 場所

의 品格(spirit of place 혹은 genius of place)이 라 

고 할 수 있는 그러한 固有한 特性인데， 여하은 

이러한 場所의 包括的안 特性에 의하여 거기에는 

意味의 中心點이 形成되고 이 中心을 求心點으로 

하여 內向性(insideness)과 外向性 ( outsideness) 이 

區別된다 33) 어 느 場所에 대 한 親近感이 는가 所

27) Norberg-Schulz, C. 1971,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Praeger. 
金光鉉 譯， 1977, 實存， 空間， 建葉， 塵業圖書버版公社， p.17. 

28) Relph, E. , 1976, op. cit. , p.43. 
29) Gregory, D. , 1978, ‘ The discorse of the past: phenomenology, structuralism and historical geograpby, ’ 

Journal of Ht'stort'cal Geography, vol. 4, 2, pp.162-163. 
30) Schutz, A. , 1970, On Phenomeηology aηd Soet'al Relatt'ons, Univ. of Chicago Press. 森川員規雄 外 譯，

1980, 現象學的 社會學， pp. 258-281 , 金弘宇， 1983，"現象學과 社會科學， ’金東一 外著， 前握書， pp. 207-234. 
:31) Schutz, A, 1970, 森川흡規堆 外譯， 前獨書， pp. 266-272. 
-.32) Relph, E, 1976, op. cit. , pp.44""'49. 
:33) Norberg-Schulz, C, 1930, Geπ t' us Loci, Towards a. Pheηomendogy ojArchitecturre, Academy 

Edition,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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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感등은 內向性의 確認안 것이다. 場所의 이와 

같은 理解가 A文地理學昭究어l 어 떼 한 意義를 

가지는가는 이마 저젤로 밝혀진 것이나 다릎없 

다. 그것은 첫째， 地域이나 空間認識의 다른 한 

測面을 提示한다는 사실이다. 종래의 地理學은 

보통 直接的안 땀.驗限界블 렛어나는 상당한 範

圍에 걸치는 地域空間內에서의 經濟， 社會， 文

化的 特性을 記述하거 나 說明하여 왔으나 日 常

生活經驗의 場오로서의 협 소한 場所에 接近하는 

理論을 가지지 뭇하였였다. 空間이나 地域이 場

所에 의하여 形成되고 뒷받침되지만 그것들이 

단순한 場所의 集合이 아니듯이 空間的 特性의 

分節이 場所의 特性으로 還元될 수도 없다는 사 

실， 짜라서 場所나름의 形成原理와 意味가 있게 

되고 空間論이나 地域分析法파는 다른 水準에서 

그에 接近할 필요가 았다는 사실. 둘째， 多樣하 

고 深度높은 空間認識에 도달함오로서 地理學理

論을 보다 含홉的인 것으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사살이다. 세째， 이같은 知識을 토대로 하여 場

所에 대 한 뿔解와 態度블 바르게 이 끌어 場所의 

維持 構成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살이 다. 

실제로 現象學이나 解釋學的 認짧-을 토대로하 

여 어떻게 場所에 接近하고있는가를살펴보도록 

하자. 우러나라의 傳統的안 村落에서의 맑究에 

외하면 常民의 住居가 마을 내부 천체를 하나의 

住}콤로서 意鐵하여 構成된데 대 하여 兩班의 住

居는 自足的이며 自己完結的안 構成을 지난다고 

한다 34) 이 것 은 單純히 經濟水準의 差異에 서 야 

기 된 것이 아니라 場所에 대한 惡味志向의 差

異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理解될 수 있다. 

또 마을의 主鎭山 等의 風水的 局面의 여러 要

素， 神話的 象徵物， 祖先 名A의 t훌훌훌등의 場所的

構成파 景觀들은 同族的안 領域， 즉 內向住(ins

deness)을 깊이 의식시키여 이러한 것들과 日常

的4로 對面하여 生活하는 가운데 特有한 安定

感과 場所固有한 感情(irnage)을 형성시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핍究者가 住民의 立場(insider)~로 돌아가 參理

的으로 觀察하고 感情移入(ernpathy)에 의해서 

理解하여야 한다. 

이 때 우리 가 村落을 中心으로 하는 場所를 

하나의 象徵的 體系로 構成하여 居住者가 그러‘ 

한 體系로 構成하려고 하였던 意圖를 밝혀내려 

한다면 解釋學的 立場을 취 하는 것 이 된다. 

한편 Gibson 은 Weber 의 理解社會學에 업 각 

하여 Vancouver 市의 都市化過程을 追求함에 있 

어서 都市內部의 利害集團의 政治社會的 價f直意

識과 理念의 反影으로서 의 場所의 形態와 意味

를 현저하게 눈에 띄는 景觀要素의 意味의 解釋

과 參與的 觀察에 의 하여 理解하려 고 하였 다 35) 

筆者는 이 마 또다른 實例들을36) 다른 곳에 서 살 

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하겠다37) 

5. 象徵的 室間構造와 意味解讀

앞에서는 場所의 意味理解를 통하여 現象學的1

認、識이 어떻게 適用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現象學과 더불어 최근 非實證主義的

接近方法으로 활발히 論議되고 있는 構造言語學

혹은 그것의 延長￡로서의 記號論과 意味論 및 

解釋學의 認識이 景觀이 냐 歷史的 象徵空間의 

理解와 解釋에 어떻게 適用되는가를 간단히 살 

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의 構造라는 뭇은 물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여 왔던 地域構造라든가 經濟的 下部構遺

라든가 할 때의 構造라는 의마가 아니다. 言語

活動과 記號속에 서 ;향、義를 만드는 모든 配列關

係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構造

主義的이라는 의마가 펀다. 

言語블 記號體系로 설정하고 이 같은 記號體系

가 象徵的 嚴式이 나 信號等과 比較될 수 있다고 

34) 金基虎， 1979, 同族部落의 空間構造 -慶尙北道安東의 河回， 基漢洞， 宜村洞올 中心으로， 서 울大 大學院
建葉學科， pp.32 ......,36. 

35) Gibson, E. , 1978, “ Understanding the subjective rneaning of places. ’ in Ley, D and Samuels, M. S. 
op. ât. , pp. 138 ......,154. 

36) Buttimer, A, 1980, ‘ Social space and the planning of residential areas, ’ in Buttimer A. and Seamon ,. 

D. (eds.) The Human Experience 01 Space and Place, Croom Helm, pp.21-54. 
37) 崔基樓， 1983, 前握論文，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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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言語學을 記號學의 한分野로 定立시킨 

學者는 Saussure 이 다. 이 에 따라 人關의 表現活

動을 묘두 記號로 보려는 記號論。1 î樹立되기에 
이르렀고， Levi-Strauss 의 構造主義가 言語構造

를 反影하는 것으로서 의 親횟， 神話， 料理의 體

系블 展당침하기에 이르렀다. 

言語품動이 란 言語(Iangue)와 言離(parole)로 

나뉘는데 , 랑그란 한 社會의 言語體系블 말하는 

것오로 集團的 制約， 즉 言語의 法則의 總、體이 

다. 다시 말하면 制約의 총체에서 緣由하는 하 

나의 社會制度이다. 빠롤은 話者가 그때 그혜의 

狀況에 처하여 行하는 發話로서 個人的 行薦。l

며 말을 건네는 A間의 具體的 事實이다 38) 이 

것을 空間的 象徵構造에 適用하여 보면， 例를 

들어 都城의 Plan 의 原理는 랑그에 , 그러 한 原

理의 基本構造를 保持하면서 形態냐 配列의 地

域的안 差異를 들어 내 고 寶際로 分布하는 具體

的안 都城은 빠롤에 對比될 수 있겠다. 이해 都

城 plan 의 原理는 各 地域의 具體的인 都城의 

形態를 초월하여 存在하며 또 그 각 都城의 形

態블 決定하지만 都城 plan 의 原理담體는 各地

域의 都城에서 露出되는 形態에서만 具體的오로 

存在하게 띈다. 

우리 나라의 都城 plan 과 風水地理의 局面을 

통하여 이블 살펴보자. 羅城과 在城의 二重構造

로 되어 있는 都城 plan 을 우러나라의 歷史를 

몽하여 普遍的안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데 이혜 

이 러 한 二重構造라는 原理는 랑그에 대 응된다. 

그러 나 서울고F 平壞의 羅城파 在城은 그 形態가 

同一하지 않은 빠롤에 대 응된다. 한펀 風水地

理의 局面은 祖宗山， 主山， 컨， 明堂， 白虎， 좁 

龍， 案山， 朝山 등으로 形成되는 象徵的 普遍構

造를 가지고 있는데， 이같은 랑그의 原理 밀에 

실제로 나타냐는 各地域의 風水의 局面은 하냐 

도 같은 것이 없다. 

다음에 이 都城의 構造블 더 分析하여 보띤 

다음과 같은 3 가지 基本的인 記號素로 되 어 있 

는 것을 말견하게 된다. 첫째 그것이 四角形이 

든， 될l形이든， 혹은 不定形이든 간에 城홍IL~로 

38) Fages J. B, 1968, Comprendre Le Structuralisme. 
蘇斗永 譯， 1981, 構造主義의 理解， pp. 26--29. 

39) 蘇斗永， 1981, 前據書， pp, 34--39. 

둘러싸켜 있는 平面圖形狀의 區劃地를 가치교 

있으며(平面)， 둘째 城內， 즉 平面의 어딘가에 

는 王宮파 같은 中心點을 가지고 있고(견) 세째 

높은 建物이든가 커타의 點에 대한 志向을 냐타 

내는 어떤 華直的 象徵物(線)을 가치고 있다. 

記號素란 單語를 말한다. 그러 나 까 하나의 都城

이 하나의 文章으로 이루어지는 말이라면 이러 

한 記號素， 즉 單語들의 集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完結된 文章을 連離(syntagme)라 

고 하묘로 이같은 세 가지 記號素로 된 都城은 

syntagme 이 된다. 그러고 각 記號素는 하나의 

體系內에서의 離別的 單位의 對立에 의하여 드 

러나는 데 이 對立을 範列(paradigme)이라고 한 

다 39) 즉 바지의 paradigme 은 보통바지， 만바 

지， 훗팬츠라고 할 수 있으므로 都城의 첫째 듬il 
號素의 paradigme 은 正方形， 直四角形， 圓形，

不定形 둥이 된다. 따라서 3 가지 記號素의 par

adigme 의 體系의 組合에 의 하여 여 러 形態의 

syntagme 이 형성되는 것을 말견할 수 있다. 

다음 paradigme 의 對立에 는 쫓取的 對立(opposi

tion privative) 이 라는 것 이 있 다. 즉 다른 項 目 에 

비하여 어느 한쪽의 項덤이 特別하고 例外的인 

指標블 가질 혜 後者를 有標라 하고 前者를 無標

라고 하는 것안데， 都城內의 區劃 I生은 都城外의 

非區劃性에 대하여 中心性은 周邊에 대하여 훨直 

的 方向I生은 非方向↑生에 대하여 有標가 된다 40) 

이렇게 하나의 syntagme~로서의 象徵的 ~ 

間이 記號들의 能記(signifiant)로서 그 構造的 特

徵을 드러내었는데， 이러한 構造論的 接近은 計

量的안 分析에 의하지 않고 具體的딘 ?븐間的 {固

別性과 普遍的 構造의 어느 펀도 희생하지 않은 

채 空間的 構造냐 붉觀構造블 說明할 수 있다는 

特長을 가지고 있다. 

다음， 이 렇 게 構造化된 空間은 어 떠한 意圖로 

서 만들어 진 것 일가하는 問題， 다시 말하여 意

味의 解讀의 問題로 옮겨갈 수 있다. 위와 같윤 

都城의 記號體系는 그것 을 읽 는 行寫블 前提j응 

할 혜 텍스트(text)가 되는데， 이 텍스트가 효味 

의 場。l 되 며 記號體系는 媒介의 投害U만을 하거i 

40) 千田穩、， 1980, ‘地理的場e 始原性한求bτ‘" A文地理， 第32卷， 第 l 鏡，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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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택스트 解讀의 第i段階는 그 自體의 內

的 關係를 안식하고 그 構造를 파악하는 일이며 

第二段階가 텍스트의 모든 外的 關係블 밝허는 

것인데， 이것이 解釋이다. 이 때 텍스트와 그것 

을 읽는 者 사이에는 文化， 社會， 歷史的 距離

가 있게 되는데 이 距離를 뛰어념으려는 일이 

解釋學의 課題가 된다 41) 

다시 都城의 例를 들어본다. 都城의 區劃뾰， 

中心， 華直的 象徵 등이 意、味하는 것 이 무엇 안 

가하는 問題에 우선 부딪치게 된다. 여기서 우 

리는 이러한 都城이 葉造되었던 時期의 政治的

이 데 올로기 , 政治權力의 形態， 生塵， 生活樣式，

文化의 諸 特徵， 世界觀， 價f直觀的 縣序， 國際

; 關係 둥의 諸領域에 걸쳐 이 러 한 都城의 構造와의 

, 關係를 解讀해내어야 한다. 區劃性은 都城밖의 

無縣序에 대한 縣序의 世界가 되거나 혹은 天帝

외 神託을 받은 君主의 聖스러운 空間과 그밖의 

‘ 洛펀 空間과의 對立을 나타낸다고 解釋할 수 있 

다. 帝政이 라는 政治形態라든가 혹은 政治的 이 

데올로기라든가 하는 떼面과 더불어 陰陽五行說

。1 라든가 風水思想같은 價f直體系가 역 시 都城의 

構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解釋될 수 있다. 華

直的인 象徵은 具體的A로 여 러 形態에 짜라 다 

-른 意味가 부여될 수 있겠으나， 宮嚴이라든가 

社擾遭 혹은 뿔院파 그에 연관된 搭같은 象徵일 

배 그 社會릎 支配하였 던 世界觀이 나 宇富觀의 

意味블 읽을 수 있게 한다. 

都城의 問題를 떠 나서 이 空間의 象徵的 構造

의 問題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의 樓君神

話에서 桓雄이 神樓樹下에서 神市를 열었다고 

‘ 한 바와 같이 42) 어떠한 社會에 있어서도 樹木은 

‘中心과 華直의 象徵~로 중요시되어 왔는데， 中

‘ 觀에서는 社木을 中心A로 初期의 村落。l 形成

되었던 것과 같이 그것은 聚落파 社會의 象徵。l

었다 43) 樹木의 창徵的 意味플 追及하여 過去의 

地域構造블 復元하려는 까흰圖는 이러한 사살로 

불 해 척철한 것이라고 생각띈다 44) 

이러한 華直的안 象徵과 함께 原初的안 空間

認識의 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方位이다. 이 

마 우나라의 고안돌 社會에서부터 方位의 象徵

化가 色의 配置로 表現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도45) 方位的 象徵의 原初뾰을 휩게 깨달을 수 

있다. 때方位는 優컸의 對立關係로 表現되므로 

여 러 施設物의 空閒的 配置냐 地域區分의 意味

에서 큰 영향을 nl 쳐왔다. 都城의 形態가 四角

形을 취하는 것도 四方位에 對應하는 小宇짧， 

즉 世界를 都城에 具現하려 는 試圖의 所塵이 었 

~며 따라서 都城內의 모는 配置는 거의 이러한 

方位觀의 價f直基準에 짜라 행 하여 졌 다. 採餘의 

五部의 地方制度와 그 名稱은 方位觀에 따른 그 

地支에 의한 것이었A며 高麗時代의 王京의 逃

住에 있 어 서 는 時펴 擺念이 方位擺念~로 對應

됨에 의해서 方位는 중요한 象徵的 空間構造의 
모티 브로 作用하였 다 46) 

이러한 構造論的 없究는 歷史的 景觀이나 象

徵的 空間을 마치 考古學者나 歷史學者처 럼 復

元하는 일에 始終하였던 종래의 대부분의 歷史

地理學者의 方法에 많은 示俊블 던져 줄 것 이 라 

고 생각된다. 이러한 構造論的 方法， 그라고 意、

味解釋을 시도하는 解釋學的 흑은 意味論的 方

法은 都城과 같은 象徵的 空間에만 適用되는 것 

이 아니 다. 文歡的 資科에 의 거 하는 歷史地理的

맑究에서도 그것들을 텍스트로 하여 解釋學的

方法을 작용할 수 있겠다. 歷史地理學의 맑究에 

는 現象學的 方法보다 構造論的 方法이 더 有效

할 것 이 라고 하는 주장도47) 記號論的 構造의 體

41) 久來 博， 1981, “ f 수 ̂  r 않 何j、” 思想‘’ 1981.7, 8, pp.56~73. 
Zygmunt Bauman, 1978, Lηtroductioη: the Challenge 01 HermeneuNcs. in Hermeneu tz'cs and Soâà! 
Science. 
折島正司 譯， 1981, “解釋學 ξ 社會科學， ’ 思想， 1981, 7 ~8， pp. 88~99. 

‘ 42) 三國遺事， 卷一， 古朝解條.
43) 松本信廣， 1968, “社樓@ 맑究 東亞民族文化論많， 誠文堂， pp. 493~513. 
44) 千田穩， 1930, “場所~振程(二) , ’ 地理， 第25卷， 第11號， pp.103~107. 
45) 이 융조， 193íl, “한국고안 돌사회 와 그 의 식 (嚴式)， " 東方嚴志， 第23~24合輯， pp. 287~307. 
46) 崔基構， 1982, 前獨論文， pp. 215~218. 
47) Billinge M, 1977, “Phenomenology and historlcal geography," Jourηal 01 Historaca! Geography, vol. 

3, 1, pp. 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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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보다는 意、맺;論的 解釋을 念頭에 두고 있는 듯 

하다. 한펀 現實的안 景觀의 찜究나 人文地理學

의 諸領域에 걸쳐서도 景觀解釋이나 text 解釋에 

의 한 接近이 必喪하다는 見解가 보안다 48) 

6. 結

。1 IJ、論은 實證主義地理學에 대 한 反省을 意

I圖하여 계획되고 寂述되었다. 그러나 非實證主

義的 方法이 더 優越한 認識에 根據하고 있다는 

結論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景觀

場所(地域)， 空間에 대한 記述， 理解 및 說明에 이 

르는 觀點파 認識의 多樣性을 드러내기 위함이 

다. 實證主義地理學의 方法은 經濟的 變數들에 

의하여 說明되어질 空間 또는 量的으로 分析될 

-수 있는 對象과 空間的 特性의 把握에 적절하다. 

짜라서 空間의 다른 特性들은 또다른 여 러 認、識

水準에서 接近될 것이 요쿠된다. 

現象學的 認識이 主觀的 理解에 71 초하고 있 
다는 점은 防牌. 兩面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實證主義的 接近의 

客觀的 分析의 抽象性을 補完하여 줄 수 있는 

반면 比較의 視點을 無效化시킨다. 그러 나 무엇 

보다도 場所에 배한人間의 所屬感파場所-A間 

의 一體性의 實現을 指I혀한다는 점에서 現象學

的 認識은 地理學의 非人間化 頻向에 대하여 깅

력 한 批判樣式으로 作用한다. 우러 나라와 같òl 

오랜 傳統을 통하여 聚落파 場所의 一體性을 維

持하여 온 社會에서는 이러한 認識이 景觀과 場

所의 웰縣에 더욱 有效한 것염이 밝혀졌다. 

構造言語學的 方法은 象徵的 空間構造블 드러 

내고 그 意味의 解釋을 調導한다는 점에서 現象

學的 認識보다 地理學에의 適用可能性을 높여줍 

뿐 아니 라 空間의 記號論파 空間의 意味論。l i'.-}

는 水準에서 地理學的 觀點을 統合시킨다는 점 

에서도 가치있는 接近으로 評價되었다. 그러나 

歷史的 空間보다 象徵的 構造化가 현저하지 풋 

한 現，實空間의 構造블 드러내는 問題에 대해서 

는 아직 確信할수 없다. 

근래 地理學의 方法論的 檢討가 水準높은 첼 

學的 認識上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안 

현상이다. 地理學은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너무 

負弱한 方法論的 認識水準에 머물러왔다. 펀협 

하고 皮相的안 科學的 獨斷에서 벗어나기 위허

여 水準높은 認識論的 P암味위에서 不斷한 方法

論的 洞察을 통하여 地理學의 問題意識을 深化

시키고 陳述水準을 高揚시켜야 할 것이다. 

48) Lewis, P. E. 1979, ‘ Axioms for reading the Landscape, ’ in Meinig, D. W. (ed.) , The interþretation 01 
Ordinary Landscaþes, Oxford University press, pp.ll ...... 32. 
Rose, c. ,J 1980, ‘ Human geography and text interpretation, ’ in Butttimer A. and Seamon D. (eds.) φ. 
cit. , pp.123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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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ositivist Epistemologies for an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Village Landscapes and the Symbo1ic Structures 
of W alled-town Plans. 

Summary; 

Revealing liniations of the positivist me

thods in present geographicaI research, this 

papers intends to examine the non-positivist 

traditions in modern geographicaI epistemo

Iogies and show the practicaI non-positivist 

research examples of Korean traditionaI c1an 

v i11ages and oId walled-town plans applying 

the methods of plenomenology and structural 

linguistics. 

Traditional c1an v i1lages are usually de

fined by feng-sui aspects(風水局面) of moun

tains and waters. The whole landscape of a 

v il1age is marked by feelings of solemness 

and insideness generated by ancestor' s relics, 
mythical symbols such as tombs, shrines, 
divine trees, and other landscape elements 

of that place. 

The village dwellers confront with their 

own particular landscapes through everyday 

living and they experience the particular 

security and the identity of places through 

that confrontations. These particular images 

of the places work continually upon consti

tuting meanings of v i11age bui1ding. In 

consequence, inspectors must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se places through participant 

obsevrations, reading the whole landscape 

empathically. This requires that we should 

accept both the phenomenological and her-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151~163. 

Ki-yeop, Choi* 

meneutical epistemologies. 

In applying another non-positivist episte

mology, we regard the walled-town plans, 

as the linguistic structures. Three basic com

ponents of the symbolic structures of the 

walled -town plans are typified; plans ( com

partments) , points(centers) , paths(direction) .. 

These components are correspond to moné

mes(morphemes) of semiotic articulation. By 

this correspondence, it is said that a walled ‘ 

town plan can be a syntagme(syntax) consis

ted of three morphemes. These three com

ponents demonstrate the common rules of the 

plan; that is ‘langue'. And then three sets of 

paradigmes are constituted at each level of 
monéme necessari11y; For example, the plane. 

paradigme (paradigm) is a set of circ1e, 
quadrangular and various irregular planes. 

The different combinations of the corres

ponding morphemic substitutes of three

components in each paradigm level constitute

different syntagmes;that is, different par-

ticular walled-town plans. These correspond 

to ‘parole’ of semiotic term 

Also three sets of private opposition cant 

be discerned; compartment and non-compart

ment, centrality and periphery, directioIll 

and directionlessness. 

Since these all symbolic structures signif뿔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in Women’s U 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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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lying ideologies of past society, it 

is required that the text of wa l1ed-town 

plans must be interpreted by us. Thus we 

can accept the applicabi1ity of both the 

epistem띠ogies of structural linguistics(semi

ology and semantics) and hermeneutics. It 

is also proved that semiological methodo

logies are appropriate for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ities and the universialities of 

symbolic structures of landscapes simul

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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