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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 權力， 몇聞 : 마 첼 푸코와 塵史地理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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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ole history remains to be written of sþaces-which would 
at the same time be the history of þowers (Foucau1t). 

1. 뽑 言

Michel Foucault (l 926'"'-'1984)의 歷史分析은 최 

근 哲學的 反省의 새로운 領域들을 개척했으며， 

社會理論에서 귀중한 業績들을 남겼다 1) 물론 

그는 哲學者이며 社會理論家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푸코는 철학자나 사회이론가라기 브다 

오히려 歷史學者이며 地理學者라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그는 傳統的 哲學의 基本主題인 形而

上學的 存在(being)의 추구를 강력 히 否定했으 

며 , 또한 傳統的 社會科學의 一般碩向인 사회 이 

론(theory)의 구성을 완강히 *巨否했기 때문이 

다. 대신 푸코는 時間과 호間 상의 事物 表出

(appearance)에 절대적 관심을 두었A며， 사회 

의 많存理論들을 破棄하고 새 로운 정 치 적 批評

(criticism)을 개 발하고자 했 다. 이 러 한 점 에 서 

푸코의 빠究는 歷史學과 地理學에서， 특히 歷史

地理學에 서 매 우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歷史에 관한 푸코의 관심은 現在와 遊離된 어 

떤 ‘過去의 歷史’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現在를 둘러싼 政治的 잇슈들이 어떻게 歷史的

으로 形成되 었는가를 알고 이 에 參席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現在의 歷史’를 쓰기 위한 것이었 

다. 특히 그의 후기 著作들은 니이체의 系讀學

的(genealogical) 歷史哲學에 영 향을 받아， 인간 

*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講師
1) Michel Foucault에 관해 英語로 된 주요 解說書로 다음을 참조 : 

Sheridan, A., 1980, Foμcault: The Will to Truth , Tavistok, London. 
Dreyfus, H. L., and Rabinow, P. , 1982, Michel Foucault: Beyond 8trμcturalism and Hermeneμtics， 

Harvester, Sussex. 
Lemert, C.C. , and Gi1lan, G. , 1982, Michel Foucaμlt: 80cial Theory and Traπsgression ，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Poster, M. , 1984, Foιcaιlt ， Marxism and History , Polity, Cambridge. 
Merquior, J.G. , 1985, Foucaμlt， Fontana, London. 
Smart, B. 1985, Michel Foμcault， Tavistock, London. 
Rajchman, ]., 1986, Michel Foμcaμlt: The Freedom 0/ Philosoþh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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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쩌識에의 意志、’ 또는 理性이 어떻게 끊임없 

이 權力의 生成과 결탁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 

는 權力-知識(power-kno'Y ledge)의 批判에 力

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歷史的 政治批評

은 時 • 호間的 事件의 發生-아무리 미 소하고 국 

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은 항상 權力의 組織

과 支配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새로 

운 ‘초間의 地政學’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一群의 (프랑스) 地理學者들과의 인 터 뷰 

에서 푸코는 그의 복잡한 思考體系에서 地理學

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 

고， 처 음에 는 그의 호間的 用語나 比n兪들의 사 

용에 있어 지리학적 문헌의 영향이나 이의 有意

性을 否定했다. 그러나 인터뷰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결국 “地理學은 진정 펼수적으로 나의 관 

심의 核心部에 놓여져야 한다”고 실토하고 있 

다 2) 물론 푸코의 著作들은 극히 독창적 이 고 심 

원하기 때문에 (歷史)地理學의 傳統에서 그간 

차지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3) 하지만 歷史地理學의 몇가지 

主要 論題들을 再構成， 또는 필요한 경 우 급진 

화시키기 위해 그의 연구를 援用하는 것은 불가 

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本핍究 

는 歷史地理學에서 잘 알려진， 또는 최근 활발 

히 論議되고 있는 몇가지 주제들-즉 地理學과 

歷史간의 關係， 理念主義的 역사지리학과 實

體主義的 역사지리학， 그리고 역사지리학에의 

Annales 歷史理論과 ‘構造性理論’의 도입에 있 

어 問題點-을 고찰하고자 한다. 

푸코의 호間的 歷史分析에 있어 基本論點들을 

이해하고 또 이들과 관련시켜 歷史地理學의 주 

요 主題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本陽究는 그의 

著作들에 어 떤 限界나 弱點이 없음을 뜻하는 것 

은 아니다. 푸코의 연구에서 처럼， 事物의 時 • 

호間的 表出의 규명 에 바탕을 둔 現在의 歷史

(또는 現在의 存在論)는 호間의 形成에 함축된 

理性， 특히 權力을 위해 줌曲된 A間意志의 批

判을 요청함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푸코 

的 歷史昭究의 弱點으로 지적될 수 있는 바로， 

(歷史)地理學은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規範的

觀點에서 일상생활의 實錢을 통해 時·호間상 

의 表出들을 만들어 내고， 또 이를 評價할 수 

있도록 하는 道德的-實購的 基準이 나 原理들도 

요구한다고 하겠다. 

2. 푸표의 歷史分析

(1) 現홉의 歷史

푸코 著作들의 주요 장점 들 중 하나는 그의 

昭究가 哲學的 反省과 歷史的 實際性을 매 우 홀 

륭하게 調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4) 그러나 그 

의 哲學的 反省이 主觀의 合理的 構成이 나 社會

의 普遍的 道德을 추구하는 傳統的 哲學의 연장 

선 상에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처럼， 歷史的 實

際性에 관한 그의 分析은 傳統的 歷史記述의 맥 

락에서는 잘 이해되어 질 수 없다. 즉 푸코는 

“단일中心主題로 모든 現象들을 파악하는” 總體

的 歷史(total history) 대신， “分散의 호間 상에 

2) Foucault, M. , 1980a, “ Questions on geography" in Gordon , C. ed. , Power/Kπ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Harvester, Sussex, p.77. 

3) Michel Foucault에 대한 地理學者들의 관섬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 
Claval, p. 1981, “ Epistemology and the history of geographical thought" in Stoddart, D. R. (ed.) , 

Geography, Ideology and Social Concerη ， Black well, Oxford. 
Driγer， F. 1985, “ Power, space and the body: a critical assessment of Foucault’ s Discipline and 
Pμnish，" Society aηd Space, Vol. 3, pp. 425"'446. , 

Philo, C.P. , 1987, ‘ The Same and the Other': 0η Geographies, Madηess and 0μtsiders， Loughbough 
University of Technology, Occasional Paper I. 

Choi, B. -D. , 1987, Space aηd Social Theory: A Geographical Critiqμe and Reconslrμction， University 
of Leeds, (Ph. D. diss.). 

또한 空間에 관한 Foucault의 입 장을 가장 잘 설명 해 주는 論說로서 Wright, G. and Rabinow, p.1982, 
“Spatialization of power: a discussion of the work of Michel Foucault," Skyline, pp.14"'15 참조. 

4) Ha bermas, J. , 1984, “ Taking aim at the heart of the present," University Pμblishing，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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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되 는” 一般的 歷史(general history)를 추구 

하고 있다 5) 그의 초기저술들에서 이해될 수 있 

는 것 처 럼 , 一般的 歷史에 의 考古學的(archaeo

logical) 接近은 프랑스 歷史學과 科學史에서의 

두가지 기 존 史觀들， 즉 長期的(longue duree) 

歷史觀과 ‘斷總的 歷史觀에서 도출된다.’ 6) 이러 

한 두가지 題點들을 종합하여 연구된 知識(또는 

認識素 : épistémè)의 歷史에 관한 푸코의 초기 

저 작들은 문(kuhn)의 파라다임移行論과 흔히 비 

교될 수 있었다 7)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어야할 

점은 푸코의 歷史分析이 그의 초기 저작에서 부 

터 이 미 變化의 因果的 起源보다는 轉換의 場

(field)에서 말생하는 특징적 불연속적 모멘트들 

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푸코는 후기 저작들에서 니이체의 哲學으로 

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그의 초기 考古學的 歷史

分析과는 다소 상이 한 ‘系讀學的(genealogical) ’

歷史分析을 말전시킨다. 그는 歷史轉換을 위한 

實錢으로서 의 主體를 보다 강조하고， 자신의 歷

史分析方法을 ‘現在의 歷史’ (history of the 

present) 分析￡로 파악한다 8) 이 는 그의 후기 대 

표 저서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Surveiller 

et punir) J (1 975)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나는 閒鎭된 建葉物 속에 가두어 진 身體에 관한 

모든 政治的 探究들로 이 藍鐵의 歷史를 쓰고자 한 

다. 왜 ? 단지 내가 過去에 관심을 가지고 있커 때 

문인가? 아니다， 만약 이것이 現在에서 본 過去의 

歷史를 記述함을 의미한다면， 그렇다， 만약 이것이 

現在의 歷史를 記述함을 의 미 한다면 9) 

이 이후 ‘現在의 歷史’ 추구는 푸코의 후기 著

作들에서 中心論題가 되었다. 그에 의하면， ‘現‘

在의 歷史’ 分析은 우리들에게 現在 무엇이 危

險한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이러한 

인식을 통해 歷史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現在의 歷史에 관한 푸코의 思考는 起源의 追

求를 否定하는 니 이 체 哲學을 再解析하여 주로 

개발된 것이다 10) 니이체의 설명에 의하면 데카 

르트와 칸트의 形而上學的 哲學을 거 쳐 플라톤 

의 古代理念主義에 까지 소급되 는 ‘起源의 追求’

는 이 世界를 表出의 領域과 本體(essence) 또 

는 ‘物自體’ 의 領域으로 二元的으로 區分하는데 

서 부터 출발한다 11} 이 러 한 ‘起源의 追求’ 는 

偶然과 轉移의 表出世界에 앞서 는 不動的 普遍

的 實體가 存在한다고 가정 하고 이 러 한 存1E의 

정 확한 本體， 이 들의 순수 理想性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니이체의 見解에 따르면， “우리는 

‘表出世界’로 부터 ‘物自體의 世界’를 구분하도 

록 하는 어떠한 範購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 12) 

즉 表出世界를 거치지 아니하고 物自體의 世界

에 接近할 수 있는 어떠한 方法도 없다. 따라서 

그는 表出과 物自體 간의 價f直를 顧없l시켜 (홍間 

的) 表出을 存在의 基盤으로 간주한다 13) 이 러 

한 니이체哲學을 재해석하여 푸코는 事物의 表

5) Foucault, M. , 1972, The Archaeology 0/ Kπowledge， Taγistock， London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in 1969) , p.10. 

6) Lemert, C.C. and Gillan , G. , 1982, op. cit. , p.41ff. 
Gordon , C. , 1980, “ Afterword" to Gordon , C. , ed. , op. cit. , p.230ff. 참조. 이 정 은 뒤 에 서 다시 詳

述될 것이다. 
7) Piaget, ]., 1971 , 8trμctμralism ， Rout1edge and Kegan Paul, London , p. 132. Major-Poetzl, p. , 1982, 

Michel Foμcaμlt’ s Archaeology 0/ Westerπ Cμltμre: Toward a Ne'lν Science 0/ Histor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86-90 참조. 

8) Habermas, ]., 1984, op. cit. 
Roth, M.S. , 1981 , “ Foucault’s ‘history of the present’ " History and Theory , Vol. 20, pp. 32"'46. 
Merquior, ].G. , 1985, op. cit. 특히 제 1 장 ‘The historian of the present’ 참조. 

9) Foucault, M. , 1979, Disciψline and Pμnish: The Birth 0/ the Prison, Penguin, Harmondsworth 
(originalhy published in 1975) , pp.30"'31. 

10) Foucault, M. , 1977, “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Bouchard, D.F. (ed.) , Laηguage， Coμηter-

Memory , Practice, Blackwell, Oxford, pp. 139"'164 참조. 
11) Nietzsche, F. , 1956, The Genealogy 0/ Morals, Doubleday, New York, p.289ff 참조. 
12) Nietzsche, F. , 1969, The Will to Power, Random, New York, sec. 488. 
13) 특허 Ibid, sec. 158 참초. 여 기 서 Nietzsche는 “ ‘表出’ 그 자체 는 實體에 속하며 , 그 存在의 한 形態이 

다”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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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 養面에 “無時的이 고 本體的인 秘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本體도 가지지 않는 秘密”

이 있다고 주장한다 14) 이 秘密이 바로 ‘權力에 

의 意志、’ 또는 ‘知識에의 意、志、’이다. 따라서 그 

는 起源의 망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 現在에도 

항상 새 롭게 表出되 는 偶獲的 事件들의 歷史를 

分析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現在의 歷史’라는 

觀點에 바탕을 두고 있는 푸코의 歷史觀은 西歐

社會의 近代化에 관한 그의 論說에서 보다 분명 

하게 언급되 고 있 다. The College de France에 

서 행한 그의 마지막 강연에서 푸코는 칸트가 

哲學的 反省의 傳統에 서 처 음으로 ‘現在에 의 疑

問’을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15) 그에 따르면， ‘現

在의 歷史’는 ‘現在에의 疑問’이며， 이는 “歷史

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타 자료로 부터 확인 

되고， 구분되고 解讀되어져야 할 現在의 어떤 

要素의 決定에 중점을 두고 있다삐 따라서 칸 

트가 ‘聲寒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프랑스헥 

명과 관련시켜 답하고자 한 것처렴 17) 푸코는 

近代性에의 疑問을 古代와의 通時的 聯關에 서 

分離시켜 이의 現在性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 

고자 했다. 이 점은 本맑究에서 더 이상 다루 

지 않겠지 만， 近代性에 관한 푸코와 하버 마스 

(Habermas)간의 논쟁에서 中心課題가 된다 18) 

여기서 ‘現在의 歷史’ 또는 ‘現在에의 疑問’

이 라는 思考와 호間에 관한 푸코의 관심의 出處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사실 ‘起源의 추 

구’에 대한 니이체의 도전을 재해석하면서， 푸 

코는 歷史分析에 있어 ‘起源’ (Ursprung)의 개 

념 을 ‘系統’ (Entstehung)과 ‘出現’ (Herkunft) 

이 라는 개 념 으로 代置시 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그는 事件들이 刻印된 表面￡로서의 “身體-그 

리고 이와 결부된 모든 것 : 軟食， 氣候， 土壞”

등을 前者의 주요 짧究領域으로， 그리 고 “支配

의 遊戰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對立의 場所”를 

後者의 주요 맑究對훌으로 간주했다. 달리 말해 

서 푸코의 ‘現在의 歷史’ 分析은 歷史的 事件들 

이 發生하고 刻印되는 호間， 그리고 權力關係들 

이 끊임 없이 (再)登場하는 場所들의 歷史的 짧 

究라고 할 수 있다. ‘現在의 歷史’ 分析은 곧 現i

tE 表出호間의 歷史的(또는 系統的) 分析이 다’ 

라는 점 은 칸트의 ‘現在에 의 疑問’ 이 形而上學

과는 구분되는 그의 地理學과 A類學(또는 歷史

學)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즉 푸코가 지적한 것 처럼， “18세 

기말 〔칸트의 시대〕…合理的 思考에 관한 疑問

이 이의 屬性， 基盤 또는 이의 힘과 권리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의 歷史와 地理學， 즉각 

적 過去와 現在의 寶際性， 이 의 모멘트와 場所

라는 점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20) 그리고 

푸코는 이렇게 하여 칸트에 의해 分離， 定立된 

近代哲學의 두가지 커 다란 傳統-즉 普遍的 쩌I 

識의 總對的 條件들을 고찰하는 ‘륨理의 存在論’

과 時호間的 表出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現在의 

存在論’-중에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피력 

한다 21) 다시 말해 서 哲學은 偶然、이 나 轉移의 

表出世界 훌面에 存在한다고 가정 되 는 어 떤 不

動的 普遍的 實體 즉 륨理의 條件들을 파악하고 

자 하는 대신 歷史의 現在的 寶際性과 이의 危

險性을 1M明하고 批判해 야 한다고 푸코는 주장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現在의 歷史’ 라는 

사고는 비 판척 歷史地理學의 어 떤 基本擺念으로 

14) Foucault, M. , 1977, oþ. cit. , p.142. 
15) Foucault, M. , 1986, “Kant on enlightenment and reγolution" Economy aπd Society, Vo l. 15, 

pp. 88"'96. 
16) Ibid. , pp.89"'90. 
17) Kant, 1., 1963 (1784J , “ What is enlightenment?" in Back, L. W. , ed. , 0π History , Robbs-Merrill, 

New York, pp.3"'10. 
18) Dreyfus, H. L. and Rabinow, P. , 1986, “ What is Maturity? Habermas and Foucault on ‘What is 

Enlightenment?" in Hoy, D.C. , ed. , Foμcault: A Critical Reader, Blackwell, Oxford, pp. 109"'122. 
참조. 또한 Gordon, C. , 1986, “ Question, ethos, event: Foucault on Kant and Enlightenment," 
Economyaπd Socitty, Vo l. 15, pp.71"'87. 

19) Foucault, M. , 1977, op. cit. , pp.145"'150. 
20) Foucault, M. , 1980, “Georges Canguilhem: Philosopher of error, I&C, Vol. 7, p.52. 
21) Foucault, M. , 1986, op. cit. ,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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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수 있다. 

(2) ‘權力-知識’ 의 系鏡學

事物의 表出 훌面에 存在한다고가정되는起源 

또는 本體 대 신 호間表出의 偶發性과 轉換性을 

강조하는 푸코의 歷史分析은 ‘系讀學(genealogy) ’

이라 명명된다. 니이체哲學에 기반을 두고 개발 

된 系語學的 歷史分析에 있어 表出은 물론 사물 

의 단순한 현상이나 고정된 外形이 아니라 時·

호間 상에서 항상 反復되는 힘 그리고 또 다른 

表出을 創出시키는 힘으로 간주된다. 즉 니이체 

에 의 하면 “모든 事件， 모든 運動， 모든 出現

(becomìng)은 힘의 정도와 관계에 의해， 즉 〔힘 

의〕 다툼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 世界는 

어떤 安定되고 항구적인 縣序가 아니라 끊임없 

이 興亡盛養하는 힘의 場이 다 : “이 世界는-다 

른 어떤 것이 아니라-權力에의 意、志이다" 22) 

여 기 서 意志란 한 力動的 實體의 系讀(descent)

를 지칭하며， 힘은 한 實體의 本體的 起源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表出들 간의 時·초 

間的 差別 (difference)에서 生成되는 것으로 간 

주된다 23) 이러한 점에서 系統學的 歷史分析은 

필수적 으로 權力關係와 이 를 表現하는 時 • 호間 

에 관심을 경주한다. 

權力에 대 한 푸코의 系讀學的 接近은 따라서 

이 를 단순히 國家나 法의 主權이 나 支配階層의 

形成 속에서 또는 이에 의해 획득되고 장악되고 

배분된 財塵이나 所有物로 보는 견해와는 매우 

다르다. 즉 그는 權力(power)을 ‘힘 (force) 關

係들의 多元性’ 으로 擺念化한다 24) 그가 제 시 한 

權力에 관한 몇가지 命題들에 따르면， 첫째， 權

力은 수많은 點〔場所〕들에서 非互惠的 流動的

相互關係 속에서 행사된다. 둘째， 힘의 多元的

關係는 여타 유형의 關聯性들(예로 經濟的 過

程， *口識의 關聯性， 性的 關係 등)과 外延的 입 

22) Nietzsche, F. , 1969, op. cit. , sec. 552, sec. 1064.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內包的 위치에 있다. 셋 

째， 이러한 힘의 關係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 

는 支配者와 被支配者 간 이 분적 오로 총괄되 는 

對立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아래로 부터도 나올 

수 있는 局地的 對立들과 이 들 간의 連緊로서 

파악된다. 넷째 이러한 權力 關聯性은 항상 전 

략적 으로 意圖的이 지 만 非主體的이 다. 왜 냐하면 

이는 분명 個人들의 意圖에서 도출되지만 權力

行事의 전반적 影響은 그들의 意圖나 계 산의 영 

역 밖에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푸코에 의하면 

힘의 關係網은 항상 批抗의 多元性을 동반한다. 

즉 權力이 있는 곳에는 항상 振抗이 있다. 따라 

서 결과적으로 批抗은 결코 權力과 外延的 關係

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權力에 관해 

푸코가 제시한 이러한 命題들이 權力에 관한 어 

떤 理論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歷史的으 

로 그리고 호間的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나타나 

는 權力을 分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權

力理論의 定立에 대 한 푸코의 #巨否는 사실 權力

과 知識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相互 生

成的 關係 속에 서 歷史的으로 作用한다는 그의 

믿음에서 기인한다. 

“權力은 知議을 創出한다는 정 …權力과 知識은 직 

접적으로 서로를 의미한다는 점， 知識의 場의 相關

關係的 構成 없이는 權力關係란 있을 수 없으며， Eε 

權力關係를 前提로 하지 않거나 이를 構成하지 않는 

知識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25) 

‘權力-知識(power-know ledge) ’ 이 라는 푸코 

의 言表는 바로 權力과 知識간의 이러한 內的

連擊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푸코에 의하 

면， 權力과 뼈識 간의 關係는 뼈識이 權力에 봉 

사하기 때문에 고무되거나 또는 이것이 有用하 

23) 특히 Lingis, A., 1985, “ The . will to power" in Allison , D. B. ed. , The Neα Nietzsch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p. 42ff 참조. 

24) 權力에 관한 Foucault의 擺念規定에 관하여 Foucault, M. 1979, op. cit. , p.25ff. 
Foucault, M. , 1981, The History 0/ Se.xμality: Aπ Iπtrod:μctioη ， Penguin, Harmodsworth C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in 1976) , pp.92""97 참조. 

25) Foucault, M. , 1978, op. cit.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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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권력에 의해 응용된다는 정도의 단순 

한 外延的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知識은 곧 

權力이라는 서로 완전한 內包的 關係에 있다. 

‘權力-知識’이라는 푸코의 言表는 니이체의 

言表， ‘權力에 의 意、志、’ 와 “모든 뼈識은 權力의 

道具로서 作用한다 "26)는 그의 주장을 반영 하고 

있다. 즉 니이체와 마찬가지로 푸코는 인간의 

‘權力에의 意志(Wille zur Macht) ’ 를 인간관계 

에 있어 불가피한 사실로서 받아 들인다. 그리 

고 니이체가 모든 理性을 不信하도록 그에게 가 

르친 것 처럼， 푸코는 置理에 관한 모든 주장들 

을 극히 의심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푸코에 

따르면 知識은 權力과 置理의 여러 영역들의 歷

史的 轉換에서 그 中心몇因이 되며9io識과 權

力간의 同盟은 모든 사회에 있어 政治的 合理性

의 대두와 인간생활의 효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그는 西歐文明史를 새로운 權力의 

테 크놀로지 와 야합한 政治的 合理性이 인간 主

體를 標準化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27) 이러 

한 과정은 사회생활의 모든 場所들을 더욱 더 

집 요하게 藍視하여 植民地化시 키 고， 모든 인 간 

主體들을 끊임없이 순화시켜 정치경제적으로 생 

산적이고 유용한 身體로 전화시켰다. 이점에서 

푸코는 현대 사회 를 ‘藍視社會’ 또는 ‘標準化社

會’ 라고 칭 한다 28) 

그러나 푸코는 한 사회가 아무리 柳壓的이고 

恐佈的이 라 할지 라도 振抗， 不服從， 對立的 集

團形成의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는 견해를 견 

지한다. 따라서 그는 총괄적 ......... 정치이론을 

개말하기보다는 振抗을 위한 주장들에 더 큰 역 

점을 두고 있다. 즉 “權力關係가 무엇인가를 이 

해하기 위해 우리는 振抗의 형태들과 이려한 權

力關係를 解體시키기 위해 제시된 시도들을 탐 

구해야만 한다 "29)고 그는 주장한다. 이점에서 

푸코는 인 간관계 를 作用과 反作用 간의 관계 , 

優越하고 支配的인 힘 과 컸等하고 被支配的인 힘 

간의 관계로 파악한 니이체의 견해를 극복한 

다 30) 즉 批抗이 란 基本的 支配關係의 유지 라는 

관첨에서 종국적으로 항상 悲觀的이며 永久的

敗北를 인정하는 反作用的 힘의 행사가 아니라， 

權力과 항상 共存 뾰行하며 權力關係의 網과 이 

의 鍵散과 더불어 展開 據散된다. 따라서 振抗

의 場은 非正規的이며 “다양한 密度를 가지고 

時 • 혈間상에 據散되며 특정한 방법으로 集團이 

나 個A틀을 運動化시킨다 "31) 權力에의 이러한 

振抗의 條件은 自由이다. 自由에 대한 푸코의 思

考는 이를 힘에 대한 否定 또는 租否(특히 他A

의 ‘視線’ (ler egard)으로 부터 의 저 항이 라는 점 

에 서 客體化에 대 한 否定과 從屬化에 대 한 #巨否)

로 규정한 사르트르의 견해와 여러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32) 그러 나 사르트르와는 달리 푸코는 

總對的 自由란 있을 수 없으며， “自由를 브장 

해주는 것은 自由〔를 實錢하는 것〕임”을 강조 
한다 33) 

(3) 空間의 地政學

‘權力-知識에 관한 푸코의 系讀學的 歷史分

析은 앞서 언급한 것 처렴 이것이 表出호間 상 

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歷史的 實際性에 관 

한 연구로 歸結된다. 사실 컬間은 그의 연구에 

26) Nietzsche, F. 1969, op. cit. , sec. 480. 
27) Foucault, M. , 1980b, “ Truth and power" in Gordon , C. , ed. , op. cit. , p. 131. 
28) Foucault, M. , 1979, op. cit. , p.136 및 Foucault, M. 1980c, “ Two lectures" in Gordon, C. , ed. , op. 

cit. , p.107. 
29) Foucault, M. , 1982, “ The subject and power," Afterword to Dreyfus, H.L. and Rabinow, P. 1982, 

op. cit. , p. 211. 
30) Deleuze, G. , 1985, “ Active and reactive" in Allison, D. B., ed. , op. cit. , pp.801"'ol160 참조. 
31) Foucault, M. , 1981 , op. cit. , p.96. 
32) Sartre, J.-P. 1958, Beiπg and Nothingness, Methuen, London, p.433ff. 특히 視線(눈초리 , the look) 

은 인간관계를 객체화시키고 도구회시킨다는’ Sartre의 견해는 Foucault의 연구에서 극히 잘 원용된다. 이 
에 대 하여 Jay, M. 1986, “ In the empire of the gaze: Foucault and the denigration of γision in 
twentieth-century French thought" in Hoy, D.C. , ed. , op. cit. , pp.1751"'o1 203 참조. 

33) Foucault, M. , 1985,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Rabinow, P. , ed. , The Foμcaμlt Reader. 
Pantheon, New York,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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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중요한 주제 들 중 하나로， 초間的 用語

나 比n兪들은 그의 초기 著述에서 부터 상당히 

의도적무로 사용되었다. 그의 초기 力作 「狂氣

의 歷史 Histoire de la folieJ (1961)는 ‘理性’ 과 

대 조하여 ‘狂氣’ 또는 ‘不健全’ 으로 범 주화된 

국민들의 어떤 集團들(예로， 문둥병환자， 바보， 

가난뱅이， 범죄자들)의 ‘초間的 隔離’가 이들의 

‘文化的 再統合’을 위한 政治的 計劃과 어떻게 

게 관련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34) r臨

皮醫學의 誠生 Naissance de la CliniqueJ (1963) 

은“호間， 言語， 죽음에 관한”논의로， 환자의 

身體的 호間은 바로 가장 미소하고 국지적인 臨

皮行寫들이 대규모 權力組織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35) 그리고 구조주의적 입장을 견지 

하고 있는 그의 考古學的 著作들에서도 호間的 

.ltn兪와 이미지들은 知識이나 이의 表現의 歷史

에 관한 그의 分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6) 

權力의 歷史에 관한 그의 후기 저 술들， 특히 「藍

視와 處뽑」에 서 푸코는 權力關係가 表出되 는 특 

정 場所들， 즉 權力이 技術的 휴口識을 創出하고 

身體를 醒化시 키 는 場所들을 그의 주요 관심 사 

로 다루었다 37) 호間에 관한 푸코의 이러한 집 

착은 다음의 문장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전체 歷史는 空間이라는 점에서 다시 쓰여져야 

한다-이는 또한 동시에 權力의 歷史일 것이다(이 

용어들은 모두 복수적 의미로 사용된다). 空間들은 

地政學의 高次的 戰略에서 부터 經濟的 政治的 장치 

들과 住居地의 보다 사소한 戰術에 이르기 까지， 학 

교교실에서 병원의 설계 등의 제도적 建集物에 이르 

기 까지 다양하다 "38) 

푸코의 연구에 의하면 18세기말서구사회의 변 

화에 따라 새로운 호間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 

앞의 시기에 있어 건축물의 구조냐 공간적 배열 

들은 政治的 權力， 즉敎權이 나 王權이 가장 효 

과적으로 顯示되도록 할 필요에 상응했다(예로 

敎會나 王宮의 규모와 입 지 ). 그후 호間은 中世

都市의 이상적 모텔들을 적용시켜 國家 전체의 

領土를 統制하기 위 한 計劃過程에 서 함축된 行

政的 合理性을 나타내었다. 18세기 ‘경찰국가’ 

의 호間組織은 바로 이 러 한 行政的 合理性의 表

出을 유의하게 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새로 

운 사회적 목적을 위해 호間配置를 어떻게 活用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대두되었다. 특히 社會的

統合이 라는 관점 에 서 모든 류의 호間的 配列은 

政治的 統制하에 들어가고， 이를 위한 藍視 수 

단들이 건축물이나 지역구조상에 刻印되었다 39)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기에 호間的 疑問에 관 

한 論議는 學問的 言說들에 서 부터 排除되 게 되 

었다. 즉 공간문제에 관한 훈曲 또는 無知는 호 

間統制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발달 뿐만 아니라 

哲學者들이나 社會理論家들의 言說과 관련된다. 

近代哲學에서 초間은 ‘自然、’-즉 주어진 또는 

前歷史的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還元 沒價f直

化되어 그 言說로 부터 除外되게 된다. 특히 “ 18 

세기말 켈間政策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발달하 

기 시 작할 때 , 理論物理學과 實驗物理學의 새 로 

운 등장은 古代에서 부터 내려오던 世界 또는 

宇富， 즉 有限 또는 無限호間에 관한 論議를 哲

學의 領域으로 부터 除去시켜 버렸다 "40) 政治

的 테크놀로지와 科學的 言說에 의한 二元的 초 

間 探究는 결국 哲學을 時間의 문제에만 국한시 

켜 버리고， 칸트 이후 哲學者들은 호間의 문제 

34) Foucault, M. , 1967, Madηess aηd Ciνilizatioη， Tavistock, London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in 1961). 

35) Foucau1t, M.. 1973, The Birth 0/ the Cliπic， Taγistock， London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1963). 

36) Foucault, M. , 1972, op. cit. , 예 를 들면 Foucault는 “다양한 客體들이 들어 나서 끊임 없 이 轉換하는 空間”
에 관하여 연구하는 方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p.44; p.32 참조). 

37) r감시와 처벌」 후 Foucau1t는 「성의 역사」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계획한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제 3 권까 
지 출간되었다 : r지식의 의지 J (Voloηté dμ saνoir). r쾌락에의 관습J (L’ μsage des plaisirs) (1984) , r자 

아에 이 우려 J (Le souci de soi) (1984). 단순한 ‘性의 歷史’ 가 아니 라 ‘ 담 我의 倫理’ 에 관한 이 러 한 
Foucau1t의 말기 저작들에서， 空間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38) Foucau1t, M. , 1980d, “ The eye of power" in Gordon, C. , ed. , op. cit. , p.149. 
39) Ibid, p. 148ff. 또한 Foucau1t, M. , 1985, op. cit. , p.242ff 참조. 
40) Ibid. ,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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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시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말 말견 

된 ‘社會’ 라는 擺念은 호間-즉 그 사회의 領土

와 主體의 行動舞臺-에 관한 기 존의 관심 을 “그 

自體法則관 作用메차니즙을 가지는 복합적 독립 

實體"41) 에 관한 연구로 전환시 컸다. 따라서 꽁 

트 이후 사회과학에서 ‘社會’ 라는 추상적 개념 

의 추구는 그 연구대상의 구체화 또는 공감화를 

필수적우로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호間에 관한 

言說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푸코는 (특히 그의 후기 저술에서) 주로 니이체 

의 哲學-그리 고 부분적 ￡로 Sartre나 Merleau

Ponty의 현 상학적 분석 -에 기 반을 두고 호間에 

관한 새 로운 擺念化를 시 도한다. 

푸코의 연 구에 관한 많은 評論家들이 흔히 그 

의 호間에 관한 관심 을 강조함에 도 불구하고， 

공간에 관한 그의 집착이 그의 전체 사고와 마 

찬가지로 녀이체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Ratzel이 그의 「政治地

理學」에서 초間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 

게 42) 니이체는 호間을 힘의 場(fi.e1 d)으로 간주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유명한 言表 ‘永遠回

歸’ (eternal recurrence)는 그의 空間擺念과 직 

접적으로 결부된다. 즉 니이체에 따르면， “호間 

의 形態는 永久運動의 原因임이 틀림없다 달 

리 말해서 “초間은 이곳 저곳에서 때로 증대하 

고 때로 감소하면서 끊임없이 變化하는 힘의 바 

다이다 "43) 어떠한 歷史的 運動에 있어서도 힘 

들 간의 유회는 이들을 결정하는 호間의 특정 

形態나 모양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 

서 푸코는 니이체와 마찬가지로 호間을 支配의 

유희 가 거 듭해 서 등장하는 舞臺， 또는 權力과 

뻐識에 관한 言說들이 실제적 權力關係로 끊임 

없이 전환하는 場所로 간주한다. 따라서 ‘權力

-知識’의 행사는 이를 위한 場의 構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藍視와 處붉」에서 푸코는 Jeremy Bentham에 

의해 設計(1787) 된 圓形藍歡(Panopticon)을 權

力， 知識， 호間 간의 關係에 관한 그의 歷史的

分析에서 파라다임적 事例로 채택한다. 그의 分

析에 따르면， 圓形藍鐵은 그 中央統制搭에서 暴

力이 나 對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 라도 각 藍

房의 罪因들을 가장 효과적 으로 藍視할 수 있도 

록 設計되어 있었다. 또한 이는 하나의 實驗室

로서， 특정하게 제도화된 초間에서 身體에 대한 

實驗을 수행하고 이의 결과를 觀察할 수 있는 

전형적 機構로 이용될 수 있었다 44) 따라서 圓

形藍藏은 權力의 本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權力-知識’의 내포적 관계가 어떤 폐쇄된 호 

間에서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극히 명시적오로 

表現하는 것무로 푸코는 브고 있다. 즉 圓形藍

微은 權力-知識 關係가 가장 효율적 으로 수행 

되고， 이에 따라 空間이 특정하게 배열될 수 있 

는 近代 政治테크놀로지의 가장 전형적 模型이 

었다. 

푸코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에는 機能的으로 

특정한 場所에 국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圓

形藍微的 模型은 그 제도적 범위를 넘어서 점점 

사회공간들의 배열 전체에 확대되었다. 즉 圓形

藍鐵 技術은 因人들의 感化 뿐만 아니 라 精神病

者들의 收容， 學校兒童들의 敎育 I場職工의 

藍視 등등 수많은 制度들의 켈間構成에 응용되 

었다. 圓形藍藏的 模型은 사람들 간의 權力-知

識의 多元性을 다루어야 할 곳이며 어느 곳-病 

院， 學校， 收容所， 工場 등-이 든지 적 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어 

떤 建葉設計나 초間配列이 政治的 戰略에 서 주 

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고 할지 라도， 이 들이 그 

자체로 고유한 政治的 機能을 가지는 것은 아니 

41) Foucault, M. , 1985, op. cit. , p.242. 
42) Ratzel ‘ F. , 1897, Politische Geographie COldenburg, Munich and Leipzig); 

Ratzel, F. , 1896, “ The Territorial growth of states" The Scottish Geographical Magazine , Vol. 12, 
pp.351"'361. 여기서 Ratzel은 “공간이란 쉽없이 밀려요고 또 빌려가는 힘의 바다”라고 했다. Ratzel과 
Nietzsche간에 서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증거는 없지만，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 살 
았다. 또한 그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Nazi 정권에 의해 誤用되었다. 

43) Nietzsche, F. , 1969, op. cit. , sec. 1066"'7. 
44) Foucau1t, M. , 1979, op. cit. , p.20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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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서 어떠한 호間도 기능 

적으로-또는 그 구조의 속성 상-절대적으로 

柳壓的 또는 解放的언 것은 아니다. 물론 “이는 

自由의 實購이 호間配列과 완전히 無關함을 뜻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들 간에〕 어떤 收했 

이 있을 때만 초間配列은 주어진대로 機能할 수 

있다. 만약 相異하든지 뿔曲될 경우 이는 본래 

의 의 도와는 反對로 機能하게 된다 "45) 즉 절대 

적 뼈]壓초間이 나 解放호間이 란 있을 수 없다. 

‘權力-知識 關係가 행사되는 곳이며 어디서나 

이에 대한 批抗이 있으며， 이의 조건으로서 自

由는 어떤 초間配列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實體되어쳐야 하는 것이다. 

3. 歷史地理學의 再解析

(1) 歷史와 地理學 간의 關係

Kant가 時間과 초間， 歷史와 地理를 經驗的

훗H識을 체 계 화하는 두가지 상이 한 範購로 구분 

한 이래， 歷史地理學의 주요 과제들 중 하나는 

어떻게 그 자신의 ‘存在理由’ (raison d’ etre)를 

정당화시킬 것인가， 즉 어떻게 地理學을 歷史와 

관련시킬 것인가라는 의문이었다. 이러한 의문 

을 풀기위한 노력에서 歷史地理學은 흔히 ‘過去

의 地理學’이라고 定義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러 한 定義블 ‘現在의 歷史’ 라는 푸코의 擺念과 

비교해서 잘펴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의문에 

봉착한다. 즉 ‘過去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過去 속오로 파고 들어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 문은 사실 歷史와 地理學 간의 關係라는 주제 

를 놓고 Hartshorne과 Sauer간에 있었던 對立의 

주요 쟁점이었다 46) 

여기서 콸목할 점은 이 의문에 대한 Hartshorne 

의 해답이 푸코의 思考와 어떤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이 다. 즉 그는 ‘過去 속에 파고 

들어 가는 목적 은 發展過程을 추적 하거 나 起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現在의 理解를 도모하기 

위 함이 다” 라고 주장한다 47) ‘現在의 歷史地理

學’ 이 라 불리워 질 수 있을 것 같은 Hartshorne 

의 歷史地理學 定義는 Sauer의 歷史的 文化地

理學 擺念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것이다 48) 

Sauer에 의하면， 歷史地理學者는 ‘超源的〔自然

的) 景觀’과 현재의 ‘文化的 景觀’에 이르는 이 

의 發展이 나 進化를 추구한다 49) 그러 나 Harts-

horne의 견해로 볼 때， 歷史地理學者는 과거의 

起源부다는 “저 술 당시 의 現在의 유의 한 過去時

代의 사실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50) 

‘現在에 유의한 過去’ 라는 관점에서 歷史地理學

의 目的과 領域을 規明하고자한 Hartshorne의 

견해는 ‘現在의 (효과적)歷史’를 주장하는 푸코 

의 견해 와 분명 유사하다. 

부다 놀라운 점은 ‘現在’에 관한 관심에서 

Hartshorne과 푸코 간에 어 떤 유사성 은 그들 思

考의 공통된 기 반， 즉 Kant의 9itI識理論에 바탕 

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푸 

코의 초기 저 서 「말과 사물 Les Mots et les 

ChosesJ (1966)은 그 자신이 직접 불어로 번역한 

Kant의 IÁ類學」의 서 문을 쓰는 과정 에 서 구상 

된 것이었다. 또한 그의 후기(특히 사망직전) 

思考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Kant哲學의 한 

부분， 즉 ‘現在에의 疑問’을 신봉하고 있었다. 

Hartshorne의 경우， I地理學의 本質」에 관한 일 

반적 견해 뿐만 아니 라 歷史地理學에 관한 그의 

權念은 Kant의 「自然地理學」으로 부터 큰 영 향 

을 입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 

한 유사성 은 그들 思考의 단지 일부분에 불과하 

며， 오히려 Kant著作들에 대한 그들 관심의 춧 

점은 상당히 상이했다. 이를 고찰해 보기 위해 

45) Foucault, M. , 1985, op. cit. , p.247. 
46) Williams, M. , 1983, “‘The apple of my eye’ Carl Sauer and historical geography" Joμ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9, pp. 1 "'28 참조. 
47)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ιre of Geography, Rand McNally, Chicago, p. 106. 
48) Hartshorne, R., 1961 , The Natμre of Geography(2nd ed.) ,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Lancaster, p. 177ff. 
49) Sauer, C.O. , 1973a, “ The morphology of landscape" in Leighly, J., ed. , Laηd and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cy (originally published in 1925). 
50) Hartshorne, R., 1961, op. cit. ,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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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Kant으| 知識 形成 수단과 범주 

感覺經驗 純繹理性

A間에 관한 A類學

知識의 I (또는 時間에 관한 | I \.=-C- I<'J" I<"J-II -u. U I 存在 덤體에 관한 形

範購 | 歷史學 而上學 : 普遍的 倫理
自然(또는 空間)에 l 學 및 純뽑數學 

관한 地理學)

우리 는 Kant가 제 시 한 知識의 範購化를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自然地理學」에 관한 강의의 ‘序文’에서 Kant 

는 知識 分類의 기 반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範購를 제 시 한다 51) (표 1. 참조) 

(a) 表出世界의 훌面에 있는 存在自體에 관한 

‘純牌理性’의 知識(예로 普遍的 倫理學 및 純牌

數學과 같은 形而上學)은 現在世界에 적 용되 는 

감각을 통해 얻어진 經驗의 知識과는 구분된다. 

(b) 感覺經驗의 수준에서， 自然과 관련된 外的

感覺의 知識은 人間과 관련된 內的 感覺의 知識

과는 구분된다 : 自然地理學은 前者를， Á類學은 

後者를 의 미 한다. (c) 또 다른 한펀， 知識은 論

理的 觀念에 의하거나 또는 時間과 場所에 의해 

分類된다: 後者의 分類는 다시 時間의 관점에 

따라 知識을 체계화하는 歷史와 호間의 관점에 

서 체 계 화하는 地理學으로 구분된다. 

푸코는 範購化(a)에 있어 純牌理性에 의한 知

識形成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다. 그는 現在世界

의 養面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純牌理性에 

의한 知識形成 가능성을 부정하고， 대신 表出世

界의 分析을 위한 哲學의 새로운 기반을 제시하 

고자 한다. 範購化(b)에 있어서 푸코는(특히 그 

의 초기 저술에서) Kant의 經驗的 知識에 관한 

思考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自然、〔身體를 폭 

함하여 )의 초間’ 과 ‘文化의 時間’ 간을 상호관 

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實際的 經驗”

을 강조한다 52) 물론 여기서 /\類學的 측면에서 

의 A間에 대 한 Kant의 관심 은 Descartes의 純

牌主觀的 Cogito 또는 그 자신의 純牌理性的 先

驗性과는 구분된다. 範購化(c)에 있어 푸코는 

Kant 이후 哲學的 言說에서 時間에 관한 論議만 

이 중심적으로 거론된 반면 호間에 관한 論議는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지적한다. 니이체의 영향 

하에서 푸코는 (특히 그의 후기 저술에서) ‘起源

의 추구’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호間의 중요성을 

再發見하고 이 를 다시 時間의 문제 , 콕 歷史와 

연결시킨다. 즉 사물의 분석은 그 存在自體(또 

는 이의 理想性)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라 이의 

호間的 表出들이 실제 어떻게 歷史的으로 연결 

되어 現在에 나타나는가를 연구하는 것임을 강 

조한다. 

Kant의 知識 分類에 관한 地理學的 관심 은 

A. von Humboldt에 의 해 유지 되 고 금세 기 초 

Hettner에 의 해 재 인 식 된 다 53) Hartshorne은 

Hettner의 地理學을 통해 Kant의 思考를 접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의 관심과 해석은 푸 

코의 경 우와는 다르다. 그는 範隱化(a)에 따른 

拍識形成과 이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 

음으로써， Kant에 의해 설정된 先驗的 範購로 

서의 호間擺念을 견지하는 Schaefer의 批判에 대 

해 그 자신의 호間擺念을 제 대 로 옹호하지 못한 
다 54) 範購化(b)에 있어 Hartshorne은 人間과 

自然(또는 호間)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 

지만 55) 실제 그의 地理學에서 人間은 주요한 

위 치 를 차지 하지 못한다. Hartshorne 地理學에 

51) Kant, 1., 1923, Physiche Geographie, Kant’s Werke, Band IX, Berlin and Leipniz, pp. 156"'165, 
translated into English in Appendix to May, J.A., 1970, Kaηt’ s Concept 0/ Geography, Uniγersity 
of Tronto, Tronto, pp.255"'264. 

52) Foucault, M. , 1970, The Order 0/ Things, Tavistock London (original1y published in French in 
1966). p.387 and p.321 참조. 

53) Hartshorme, 1958, “ The concept of geography as a scienc of space from Kant and Humboldt to 
Hettner," Aππals 0/ Association 0/ American Geographers, Vol. 48, pp.97"'108 참조. 

54) May, J. A. , 1970, op. cit. , p.178ff. 또한 Hartshorne, R., 1972, “Reνiew 0/ Kaηt’ S Concept 0/ 
Geography, " 및 May, J. A., 1672, “ A reply to Professor Hortshorne," The Caπadiaπ Geographers, 
Vo l. 16, pp.77-81 참고. 

55) Hartshorne에 의하면， “地理學은 A間의 世界로서의 地球의 場所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을 서술하고 
해 적 하는 학문이 다. " Hartshorne, R., 1961 , op. cit. , p.47, 또한 Hartshorne, R. 1959, op. cit. , p.22 
and p.l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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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가장 큰 문제짐들 중 히냐는 範購化(c)에 

관한 것이다. 그는 호間과 時間 ; 地理學과 歷史

간을 방법본적으로 엄밀히 구분하고， 歷史地理

學을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時間의 橫斷

面的 分析이라고 주장한다 56) 그러나 이러한 분 

석 방법 은 실제 非歷史的이 며 ‘現在의 理解 도 

모’라는 그의 歷史地理學의 目的 規明과도 어긋 

난다-
한편 歷史地理學에 관한 푸코와 Sauer의 견해 

비교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푸코의 現在主義， 즉 起源의 

추구에 대 한 그의 祖否는 存在의 形而上學에 反

對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 상에서 ‘過去로 돌아 
가자’는 어떠한 시도도 부정한다 57) 歷史의 不

可適性에 관한 이 러 한 푸코의 입 장은 Hartshorne 

의 비평에 대한 반폰으로 제시된 Sauer의 견해 

와는 다시 반대된다. 즉 Sauer에 따르면， “回顧

와 展望은 동일한 線 상의 양 끝이다. 따라서 

現在란 이 線 상의 한 캠에 불과하며， 이의 發

展은 그 起源으로 부터 재구성되며 이의 設計는 

미래 속에 투영된다 "58) 그러나 푸코에 따르면， 

‘現在에 의 疑問’ 은 過去의 起源이 나 未來의 理

想보다 우선하며， 後者들은 共히 이데올로기적 

지식 추구에 불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Hartshorne에 대 해 Sauer의 방법 론적 관점 은 푸 

코의 견해와 훨씬 더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첫 

째， Sauer는 Hartshorne과는 달리 歷史와 地理

學 간을 방법 론적 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즉 호 

間은 時間으로 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地理學

은 항상 歷史地理學이 어 야 한다. 둘째 , Sauer의 

‘形態學的’ 景觀論은 호間表出을 강조하는 푸코 

의 思考와 어 떤 유사성 을 가진 다. 즉 Sauer는 

Goethe를 인용하여 “現象들 훌面에 있는 어 떤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 이들 자체로 學問
(Lehre)이다”라고 주장한다 59) 地理學은 그 자 

체 로서 實體의 한 부분을 구성 하는 호間現象 또 

는 表出에 관한 학문이 다. 끝으로 Sauer는 푸코 

와 비슷하게 어떤 인식론적 딜렘마에 봉착한 것 

처럼 보인다. 그는 한펀으로 ‘해석학적’ 방법봄 

을 강조하여 “선별된 자료들은 ‘實際 狀況의 知

識’에 커반을 둔다이들의 유의성은 個A的

判斷의 문제이며 .. -(개인적〕 관심에 의해 결정된 

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 나 또 한편으로 그는 

어 떤 ‘實證主義的’ 科學을 고수하여 , “客觀的이 

며 價f直中立的임， 또는 이에 근접하려 함은 유 

의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라고 주장한다 60) 푸코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經驗的이 고 批判的이 기 를 바라는 言說은 實證的

이며 審美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1) 

(2) 二元論的 接近方法 批$1]

現象學的 解析學의 傳統과 관련되 어 푸코와 

Sauer의 陽究에서 나타나는 實證(主義)的 特性

은 方法論의 內的 論理의 不一致라는 점 에 서 분 

명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이에 대하여 뒤에서 

詳述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特性은 Sauer와 

Hartshorne 이후 지리학 전반에 걸쳐 지배적으 

로 대두되었던 實證主義地理學과는 흔동되지 않 

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의 代案오로 최근 제시 

되 고 있는 二元論的 - 表出과 理想的 存在 또는 

實體 간을 分離하는 - 接近方法들， 즉 理念主義

(idea1ism) 및 實體主義(rea1ism)와는 구분되 어 져 

야한다. 즉 景觀에 관한 Sauer의 形態學的 接近

56) 즉 Hartshorne은 “時間的 變化의 맑究는 地理學의 텀 的과 無關하다”고 주장한다. Hartshorne, R., 1961 , 
op. cit. , p. 48. 이 에 대 한 Hartshorne의 덤 己反省에 관하여 , Hartshorne, R., 1959, op. cit. , p.102ff 참조. 
이 러 한 견해 는 Darby, H.C. , 1953, “ On the relations of geography and history" Transactions aηd 

Papers, Institμte 0/ British Geographers, Vol. 19, pp.1""11 에 서 도 찾아 볼 수 있 다. 
57) Foucault, F. , 1995, op. cit. , p.250. 
58) Sauer, C. 0. , 1973b, “ Forward to historical geography" in Leighly, J., ed. , 0ψ. cit. , Coriginally 

published in 1941) p.361. 
59) Sauer, C.O. , 1973a, op. cit. , p.327. 
60) Ibid. , pp. 324"'325, p. 327 and p. 344. 
61) Foucault, M. , 1970, cp. cit. ,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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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한 그가 地理學에 있어 法則이냐 理論의 

有意性을 否定했다는 점에서 62) 법칙추구적 實證

主義 • 地理學과는 다르다 63) 또한 Sauer는 푸코 

와는 달리 비록 起源의 추구에 관해 문제성 있는 

주장을 계 속하긴 했지 만， 푸코와 마찬가지 로 表

出世界의 훌面에 隱藏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因

果律을 부정 하고， 대 신 호間的 表出現趣이 바로 

實體의 일부를 構成한다고 주장한다. 이점이 바 

로 (科學的) 實體主義와는 대립되는 점이다. 또 

한 “그 古據者의 눈으로， 그의 必훨와 能力이 라 

는 觀點에서 大地를 이해해야 한다"64)는 Sauer 

의 解析學的 입 장은 호間表出과 乖離된 主觀世

界의 理想的 理念을 定式化하고자 하는 理念主

義와도 구분된다 65) 이러한 예비적 고찰로 부터 

우리 는 實證主義的 (歷史)地理學의 代案으로 제 

시 펀 두가지 二元論的 接近方法들， 즉 理念主義

的 歷史地理學과 實體主義的 歷史地理學의 基本

論理와 그 문제점을 詳述해 볼 수 있다. 

歷史地理學에 있어서 理念主義的 接近方法은 

現象學的 解析學의 傳統에 서 開發된 여 러 思考

들을 地理學에 도입 하고자 하는 A間主義的 地

理學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특정 하게 Harris에 의 해 제 시 된 理念主義的 見

解에 따르면， 歷史地理學者는 “한 사건의 훌面 

에 놓여 져 있는 觀念(thought)을 다시 생 각해 

봄으로써，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 

정에서 그는 한 사건의 內部에 홉透할 수 있고 

또 이를 이해할 수 있다 "66) 즉 事件이나 行動

들은 그 훌面에 놓여 있는 觀;念에 의 해 規定되 

며， 이러한 觀念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內部

에 接近하여 그 理想的 存在릎 파악하는 것이 

다. 그 결과는 歷史의 本然、的 部分에 대한 보다 

深層的 理解일 것이다. 즉 歷史性이란 A間의 

理念에 의해 創造된 것이다 67) 

歷史的 實體는 行動이 나 事件의 훌面에 있는 

觀念에 內在한다. 또는 理念에 의 해 先驗的으로 

構成된다고 부는 理念主義的 歷史地理學을 푸코 

의 입장과 어떤 對照、를 이룬다 앞서 언급한 것 

처 럼 푸코에 따르면， 行動이 나 事件의 表出 養

面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表出 그자체가 實體

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푸코的 歷史地理學者

는 表出 훌面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어떤 觀念

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실 “行動 養面의 意圖는 
그 힘의 根源A로 간주할 수 있다"68)는 Guelke 

의 주장은 꿇曲된 政治的 關心， 즉 ‘힘에의 意

志、’를 이해할 경우에만 타당하다. 또한 “어떤 

事件이 나 行動들을 그들의 內的 歷史的 中要性

에 따라 다른 것들과 구분하는데 準據가 되는 

基準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푸코는 否定할 것 

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基準들은 궁극적으로 權

力知識’ 을 추구하는 짧究者의 意圖에 따라 設定

될 것이라고 그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理念主義的 接近方法이 事件이 나 行動들의 養

面에는 이들을 결정하는 觀念이 內在해 있다고 

보는 반면， 實體主義的 接近方法은 實體를 表面

的 事件 훌面의 深層的 構造에 外的으로 놓여 져 

있다고 가정한다. 實體主義的 見解에 따르면， 

“이러한 構造는 經驗的 수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隱廠되어 있지만 이 

는 實體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69) 보다 

최근에 제시된 소위 ‘초월적 또는 科學的 實體

主義’ 는 科學的 法則과 事件의 現象 간에 는 存

62) 즉 Sauer는 “生活의 多樣한 寶體에 있어， 事實(fart)은 어떤 ‘단순한’ 理論속에 수용되기를 계속 거부한 
다“고 강조한다. Sauer, C.O. , 1973a, op. cit. , p.349. 

63) Gregory, D. , 1978, ldeolagy, Science and H.μmaη Gesgraphy, Hutchinson , London, p. 29 참조. 
64) Sauer, C.O. , 1973b, op. cit. , p.362. 
65) Relph, E. , 1970, “ An inquiry into the relations between Phenomenology and geography," The 

Caηadiaη Geographers, Vo l. 14, pp.193"'201 참조. 
66) Harris, R. C. , 1971 , “Theory and Synthesis in historical geography," The Caπadiaη Geographers, Vol. 

15, p.165, 또한 Harris, R. C. , 1978, “ The historical mind and the practice of geography" in Ley, 
D. and Samuels, M.S. , eds. , H.μmanistic Geography: Problems ‘ and Prospects, Maroufa, Chicago, 
pp.123"'137. 

67) Guelke, L., 1974, “ An idealist alternative in human geography," Aηnales of Associatioπ 0/ Americaπ 
Geographers, Vol. 14, pp.193"'202. 
Guelke, L., 1982, Historical Understandiπg iπ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1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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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論的 分離가 있다. 즉 構造的 메카니즘들과 

이 들이 創出한다고 보는 經驗的 事件들 간에 實

質的 獨立性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世界는 ‘實體的인 것’ (the real) , ‘實際

的인 것’ (the actual) , 그리 고 經驗的인 것’ 

(the enrpirical)의 領域들로 階層化된 다 70) 實體

的인 것’， 즉 構造나 이의 메카니즘에의 接近

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은 事件들의 항상적 推論

을 통한 합리 적 ‘抽훌化’ ( abstraction) 이 다 71) 

(歷史)地理學에 있어 이러한 實體主義的 接近方

法은 푸코의 觀點에 서 볼 때 理念主義的 接近方

法을 위에서 批判했던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강 

력히 부정된다. 事件이나 行動의 表出과는 存在

論的으로 分離되 어 深層的 顆念 속에 內在해 있 

다고 가정되는 ‘存在自體’ 나 深層的 構造}속에 

外的A로 위치해 있다고 가정되는 ‘物自體’는 

단지 A間의 이 데 올로기 的 考案勳에 불과하다. 

왜 냐하면 만약 이 들이 表出과 存在論的으로 분 

리되어 있다면， 실제 이에 接近할 수 있는 아무 

런 方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72) 따라서 푸 

코的 歷史地理學은 歷史의 構造的 메카니즘을 

規明한다는 명 목으로 實體를 ‘生塵樣式’ 과 같은 

어떤 단일 本體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理論的 抽

象化를 *巨否한다 73) 

(3) Annales 歷史學派와 ‘構造性理論’

푸코의 (특히 초기) 저술들에 있어 歷史에 관 

한 疑問은 한펀으로 ‘長期的’ (longue duree) 歷

史親을 발전시킨 Annales 歷史學者들-대표적￡ 

로 Marc Bloch, Luncien Febvre, 그리 고 Fernand 

Braudel-의 견해 와 또 다른 한편우로 ·斷組的’

(rupture) 歷史觀을 견지 하는 科學史學者들

Gaston Bacherlard와 Georges Canguilhem-의 

견해를 종합하고 있다 74) Annales 歷史學의 傳

統 속에 서 푸코는 歷史란 社會構成을 주도하는 

重壘的-物理的(自然、地理的)， 經濟的 社會的

힘 들 간에 長期的으로 持續되 는 關f系들에 의 해 

철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學派의 약점은 

轉換이 이루어지는 특정 事件들을 무시하고 歷

史를 持續性， 體展 또는 進化의 관점에 서 ‘總體

的 歷史’ (total history)로 본다는 점 이 다 75) 아 

를 보완하기 위해 푸코는 科學史에 있어 不連續

性을 강조하는 Bacherlard와 Canguilhem의 史

觀을 도입 하여 자신의 독창적 歷史觀을 만든다. 

위의 兩 歷史觀의 종합이 가능했던 이유들 중의 

하나는 이 들이 공통적 으로 大地， 大洋， 經濟 • 

社會的 體系들(Brandel) . 또는 知識이 나 理性

(Canguilhem) 각각은 그 자신의 時間이 나 場所

를 가짐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최 근 Annales 歷史觀은 地理學에 서 두가지 방 

법 , 즉 Vidal의 A文地理學과의 관계 에 서 , 그리 

고 地理學에 도입된 여타 歷史 및 社會 擺念들 

과의 관계에서 再認識되고 있다. 첫째 방법은 

19291건 Bloch와 함께 Annales歷史學派를 기 초한 

Febvre가 프랑스 A文地理學의 元祖인 Vidal악 

제자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6) 사실 이 學派는 

68) Guelke, L., 1974, op. cit. , p.197. 
69) Gregory, D. , 1976, “Rethinking historical geography," Area, Vol. 8, . p. 296. 
70) Bhaskar, R., 1978, A Realist Theory 01 Science (2nd ed.) , Harvest~r， Sussex, p.56ff. 또한 Bhaskar, 

R., 1979, The Possibility 01 Natμralism， Harvester, Sussex 참조. 
71) Sayer, A., 1981 , “Abstraction: a realist interpretation," Radical Philosophy, Vol. 28, pp.6"'15. 

Sayer, A. , 1984, Method iπ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Hutchinson, London. 
72) Choi, B.-D. 1985, “ Transcendental realism and the crisis of philosophy for human geography: a 

critical reγiew，" Working Paper 429, School of Geography, University of Leeds 참조. 
73) Driver, F. , 1985, op. cit. , p.427 참조. 
74) 이에 대한 자세한 論議로 

Stoianovich, T. , 1985. French Historical Method: The Annales Paradigm , (2nd ed.) , Cornell 
Uniγersity， Ithaca, p.207ff. 
Lecourt, P. , 1975, Marxism and Epistemology: Bacherlprd, Cangμilhem and Foμcanlt ， New Left, 
London. 

75) Lement, C.C. and Gillan , C. , 1982, op. cit‘, p.10ff and p.41ff 
Gordon, C. , 1980, op. cit. , p.230ff. 

76) Buttimer, A. , 1971, Society aηd Milieμ in the French Geographic Traolition , Kand Mcnally,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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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부터 地理學과 歷史간의 不可分性-즉 

歷史的 實體를 이것이 存在하는 호間的 배경에 

서 파악해야 할 필요-을 강조한다. 이점은 이 

學派의 第二世代를 대 표하는 Braudel에 게 계 송 

된다. 16세기 地中海에 관한 그의 맑究는 總體

的 接近과 長期的 歷史運動分析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 라 文化的 리 듬이 나 生活樣式이 라는 

점 에 서 기 술된 종합적 地歷史學(geo-historiogr

aphy)의 결작이었다 77) 이 연구를 통해 그는 

Vidal 地理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모든 社

會科學들은 그 자신의 영 역 內에 A間性의 地理

學的 擺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 Vidal 

de la Blache는 이 미 1903년 이 를 간청 하고 있 

다” 고 적 고 있 다 78) 그러 나 Braudel이 Vidal 地

理學의 재 인식 에 서 강조한 ‘A間性의 地理學的

擺念’은 사실 최근 地理學에서 어떤 쟁점올 제 

시하고 있다. 즉 Vidal 地理學을 재도입하고자 

하는 人間主義地理學者들의 시 도를 비 판하여 , 

Gregory는 “生活樣式(genre de vie)과 生塵樣式

(mode of production)의 基底에 있는 實鐘的 生

活의 物質的 土臺를 規明해 야 된다”고 주장한 

다 79) 이 러 한 주장은 사실 生活의 A間性과 物

質性， 또는 A間行動과 社會構造 간의 關係 規

明을 요청했다 80) 

물론 Braudel이 나 여 타 Annales 歷史學者들의 

최근 저술들에서 제시되는 일련의 주제들은 唯

物論的 命題를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 

면 Braudel의 최 근 力作 「文明과 資本主義， 15C 

"" 18C J의 주요 관심 사는 바로 세 계 적 으로 말달 

된 資本主義와 物質文明 간의 관계였다 81) 그러 

나최근 ‘歷史地理學의 재인식을위한 論說’에서 

Baker는 프랑스 A文地理學者들은 전체 *口性史

로 부터 고립되어 있어， 특히 맑시픔과 실존주 

의 간의 相互收數에 대 해 알지 못한다고 불평 하 

고 있 다 82) 이 점 에 서 Baker는 Annales 傳統￡로 

부터 地理的， 經濟的 社會的 主題들을 포괄하는 

總體的 歷史 擺念과 歷史에 있어 個A이 나 集團

의 生活樣式을 강조하는 ‘歷史의 A間化’ 라는 

思考를， 그리 고 Sartre의 實存主義的 맑시 즘으 

로 부터 A間行動과 物質的 事物로 구성되는 歷

史의 이 해 를 위 해 제 시 된 ‘連續性’ (seriali ty )의 

모형 과 그리 고 社會에 대 한 A間統制力의 약화 

라는 방향으로의 歷史의 進化라는 사고 등을 강 

조한다. 이 러 한 觀點이 나 模型에 대 한 Baker의 

강조는 푸코의 주장들과 비 교될 수 있다. 먼저 

總體的 歷史 또는 進化나 發展으로 歷史를 보는 

觀點은 歷史의 斷細性을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A間行動과 社會的 客體 간의 關係에 관한 Sartre 

pp.80'"'-'85. 
C1aγa1， P. , 1984, “ The historica1 dimension of French geography," Joμrnal 0/ Historical Geography, 
Vo l. 10, pp.229'"'-'245. 

77) Braude1, F. , 1975, The Mediterranean World iπ the Age 0/ Phillip II, 2 γols (2nd ed.) , Fontana, 
London. 이 책 에 관한 지 리 학자의 書評으로 Prince, H.C. , 1975, “ Fernand Brande1 and tota1 history," 
Jourηal 0/ Historical Geography , Vo l. 1, pp.1 , pp.103 ,...... 106 참조. 

78) Braude1, F. , 1980, On History , Weidenfelf and Nico1son , London , p.52. 또한 p.17 참조. 
79) Gregory, D. , 1981 , “ Human agency and human geography," Traηsactions 0/ 1ηstitμte 0/ British 

Geographers, Vo l. NS. 6, p.16. 
80) Pred, A. , 1984, “Structuration , biography formation , and know1edge: Observations on port growth 

during the 1ate mercantile period," Society aπd Space, Vol. 2, pp.251 ,......275. 
81) Braude1, F. 1981"""'1984, Civilis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3 Vo1s, Fontana, London. Braudel, 

F. , 1977, A/terthoκghts on Material Civilizatioπ aηd Capitalism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참조. 

82) Baker, A. R., 1984, “ Reflections on the re1ations of historica1 geography and the Anna1es school of 
history" in Baker A. R. and Gregory, D. , eds. , Explanatioηs iπ Historical Geograph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1 ,......27. 
Baker, A.R., 1982, “ On ideology and historical geography," in Baker, A.R. and Billinge, M. , eds. , 
Period and place: Research Method iπ Historical Geograph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233'"'-'243. 
또한 Baker, A.R. and Gregory, D. 1984, “ Some Terrae incognitae in historical geography: an 
exp1oratory discussion" in Baker, A.R. and Gregory, D. , eds. , op. cit. , pp.180 ,...... 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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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連續性’ 模型은 Giddens의 構造性理論에 비 

해 理論的￡로 미 흡하여 , 푸코의 歷史分析에 비 

해 經驗的으로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점에 

서 푸코와 Giddens의 견해를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사실 푸코는 자신의 歷史觀〔즉 系讀學)을 “어 

떤 主體에 準據하지 않고 客體에 관한 知識 言

說 또는 領域들의 構成을 說明할 수 있는 歷史

擺念”이 라고 定義한다 83) Giddens에 의 하띤 푸 

코의 歷史觀에서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러 한 主體의 脫中心化이 다. 이 에 대 해 Giddens 

는 “A間存在는 非認識的 條件과 非意圖的 結果

에 의해 歷史的으로 결정된 한계 내에서 行動하 

긴 하지만， 그는 언제 어디서나 智慧로운 行動

人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4) 이러한 

A間行動과 社會構造 간의 關係 規明이 그의 “構

造性理論"(theory of structuration)의 핵 심 을 이 

룬다 85) 이 理論에 근거 하여 Giddens는 史的 唯

物論의 批判을 위 한 歷史的 分析을 시 도한다 86) 

특히 그는 자신의 理論을 歷史的 說明에 있어 

非機能主義的 分析틀이 라고 강조한다 87) 

그러나 푸코의 歷史分析에서 主體가 缺如되어 

있다는 Giddens의 批判은 어떤 점에서 사실 잘 

옷된 것이 다 88) 푸코 자신이 그의 “짧究의 일반 

적 주제는 權力이 아니라 主體”이다라고 주장하 

고 있다 89) 여기서 우리는 歷史分析에 있어서 A 
間主體나 行動과 社會的 客體나 構造 간의 關係

에 대한 Giddens와 푸코의 견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사실 Giddens는 아무런 根據냐 特性에 대 

한 規定없이 行動主體들은 ‘지혜롭다’고 가정하 

는 반면， 푸코는 사람들이 ‘知識에의 意志’를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A間智慧、와 權力과의 關係블 강조한다. 따라서 

Giddens가 자신의 構造性理論을 定立하기 위해 

A間主體나 行動을 社會構造와의 관계 에 서 강조 

하고 있지만 실제 歷史分析에서는 이점을 거의 

무시 하고 있다. 반면 푸코의 分析은 權力의 歷

史 속에서 人間主體가 어떻게 客體化되어 政治

的￡로 有用한 身體로 轉落하게 되는가를 적나 

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또 한펀 Giddens는 機

能主義的 說明은 歷史分析에서 완전히 불식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지 만 行動의 非認識的 條件과 

非意圖的 結果들에 대한 그의 思考는 실제 機能

主義的 입장을 크게 벗어나질 못했다 90) 반면 

푸코의 歷史分析은 일종의 機能主義的 歷史說明

으로 흔히 이해되며 91) 푸코 자신도 근대 制度

83) Foucault, M. , 1980b, op. cit. , p.117. 
84) Giddens, A. , 1982, “ From Marx to Nietzsche? Neo-Conservatism, Foucault and problems in conte

mporary political theory" in Giddens, A., ed. , Profiles aηd Critique π Social Theory , Macmillan, 
London, p.217. 

85) Giddens, A. 1976, New Rμles 01 Sociological Method, Hutchinson , London 
Giddens, A., 1979, Ceηtral Problems iπ Social Theory, Macmil1an , London 참조. 

86) Giddens, A., 1981, A Coηtemporary Critiqμe 01 Historical Materialism , Macmillan, London. 여 커 서 
다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주제플 중에서， Braudel의 ‘長期的 歷史時間’ (1ongue durree)는 Heidegger의 
‘人間存在의 時間’ (Dasein)과 Schutz의 ‘行動時間’ (duree)와 계 층적 으로 연관되 며 , 또한 Foucault의 ‘藍

視’ 개념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87) Giddens의 ‘構造性理論’ 에 관한 주요 地理學的 論說로서 , Thrift. N. J.,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Society and Space, Vol. 1, pp.23"'57; Dear, M. J, and Moos, 
A.I., 1986, “Structuration theory in urban analysis: 1. theoretical exegesis; 2. empirical application ," 
Eη떼roπmeηt aηd plaηηiηg， Vol. 18, pp.231"'252 and pp.351-373 참조. 또한 Giddens, A. , 1984, 
“Space, time and politics in social theory" (Interview with D. Gregory) , Society and Space, Vol. 2, 
pp.123"'132 참조. 

88) Smart, B. 1982, “ Foucault, sociology and the problem of human agency," Theory and society , Vol. 
11, PP.121"'141. 
Dews, P. , 1984, “ Power and subjectivity in Foucault," Neψ Lelt Reνieψ， No. 144, pp.72"'95. 

89) Foucault, M. , 1982, op. cit. , p.209. 
90) 이 에 관하여 Dallmyr F. , 1982, “ The theory of structuration: a critique" in Giddens, A., 1982, ed. 

op. cit. , pp. 18"'25. 
Bernstein , R.J., 1986, “ Structuration as critical theory," Praxis 1ηternational ， Vol. 6, 235"'249 참조. 

91) 이 에 관하여 Dreyfus, H.L. and Rabinow, P. , 1982, op. cit. , p.181 
Hoy, D.C. 1986, “ lntroduction" to Hoy, D.C. , ed. , op. cit.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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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體系들이 나 호間的 配列들이 人間主體들을 

醒化시 키 도록 機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냐 푸 

코의 견해에 의하면， 이블은 A間들이 맹목적￡ 

로 따르도록 철대적으로 機能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앞서 언급한 것 처럼， 人間行動의 條件이나 

結果들은 A間實錢과 상응할 때에만 그에게 주 

어진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점에서 機

能主義的 歷史分析은 行動主體의 if究와 대 립 되 

는 것이 아니라상호보완적이라할 수있겠다 92) 

4. 푸묘 歷史分析의 批맴j的 反省

(1) 方法論에 있어서 間홈훌點 

푸코의 著作이나 思考들에 대한 批判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는 단지 그의 言語나 擺

念들이 독창적이며 난해하기 해문이 아니라， 그 

의 思考體系가 內的 論理상 어 떤 予眉을 내 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의 歷史分析은 극히 의 

도적으로 어떤 敎說的 경;眉을 함축하고 있는 反

學問的 틀 속에서 개발되었다. 나이체가 한 때 

지적한 것 처럼， 이 敎說的 予眉은 단지 위대한 

思想家들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포용된다. 니이 

체의 경우， 이는 形而上學的 存在추구에 도전하 

여 存在의 基盤으로서 (호間)表出을 顧짧l的으로 

인식 하고자 하는 그의 시 도와， 表出을 훈曲된 

政治意志의 表象으로 간주하는 ‘權力에 의 意志’

言表 간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푸코의 경 우， 이 

는 기존의 言說的 知識에 우월한 反學問的 分析

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와， 이러한 分析

이 어떤 우위를 점하는 순간 곧 權力의 地zf 속 

￡로 轉落해 버린다는 ‘知識-權力’의 言表 간 

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아무리 敎說的이 

라 할지라도 이러한 予眉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予居의 문제점은 푸코가 그의 

歷史昭究方法論을 개발하기 위해 니이체의 哲學

을 再解析하는 과청 에 도 나타난다. 

푸코의 (후기)方法論的 見解는 니이체가 그에 

게 물려 준 命題， 즉 ‘事物의 表出훌面에 無時的

本體(또는 廣理)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命題

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는 니이체와 마찬가지 

로(또는 보다 세련되게) 權力의 行事는 表面의 

뒤에 隱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펀적 유형으 

로 그 表面상에 함축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항 

상 知識과 결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歷史記述에서 흔히 전제되는 ‘歷史意識’도 이러 

한 命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즉， 

“表出상， 또는 表出이 쓰고 있는 假面 상에서 歷

史意、讓은 中立的이며 熱情과는 초연하여 단지 륨理 

만을 지 향한다. 그려 나 만약 歷史意識이 그 자신을 

고찰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보다 일반적 A로 그 

歷史에 있어 科學的 意讓의 여 려 形成들을 규명 할 

수 있다면， 이는 모든 形成이나 轉換들은 知識에의 

意志의 樣相들 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93) 

歷史意識에 대한 푸코의 이러한 비판은 그 자신 

의 歷史分析方法論에 직점적￡로 반영된다. 즉 

歷史意、識이 가지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歷史

的 事件들은 가장 近接해서 그러나 일정 거리를 

두고 파악되 어 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94) 이 러 

한 관점에서 푸코는 한펀으로 (a) 參與에 의한 

自E關聯的 理解， 즉 解析學的 方法을 租否하고 

또 다륜 한펀으로 (b) 知識의 개발에 있어 자유 

로운 主體의 形成은 不可能하기 해 문에 知識의 

客觀性을 유지 하기 위 해 知識의 포體는 #靈姓되 

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95) 

Dreyfus와 Rabinow는 이 러 한 푸코의 方法論

的 戰略을 ‘構造主議와 解析學을 극복’ 하기 위 

한 시도로 해석한다 96) 또한 푸코에 대한 追掉

92) Giddens는 이 러 한 입 장에 대 하여 계 속 반대 하고 있 다. Giddens, A., 1976, op. cit. , p.20ff. 
Giddens, A. , 1981, op. cit. , p. ff. 
Giddens, A. , 1984, The Constitμtioπ 0/ Society, Polity, Cambridge, p.36. 그러 나 Habermas에 의 하면， 
이 두가지 方法論을 적철허 상호보완적으로 결함시키는 것이 오늘날 사회이론의 주요과제을 중 하나이 

다. Habermas, J" 1981, “ The dialectics of rationalisation: ?-n interγiew with Jurgen Habermas,. 
Telos, 49, p. 13. 

93) Foucault, M. , 1977, op. cit. , pp.162"'163. 
94) Ibid. , p.156. 
95) Ibid. ,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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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論說에 서 Habermas는 “푸코에 게 있어 , 客觀

性에 집착하여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觀察者의 태도는 歷史的 實體에의 熱情的 自己

消鏡的 參與라는 그 반대 요소와 결합되어 있 

다”고 적고 있다 97) 그러나 知識의 客觀性과 道

德的오로 민감한 主觀性 간을 결합시키고자 하 

는 푸코의 노력에 대한 이러한 共感的 評價가 

그의 方法論的 戰略에 어떤 문제도 없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위에서 (a)가 가지는 문 

제점은 쉽게 노출된다. 즉 그의 歷史分析方法論

은 바로 니이체哲學의 재해석과 또한 傳統的 歷

史觀에 대 한 이 의 優越性 주장으로 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는 바로 푸코 자신도 自己關取的 意

味理解라는 解析學的 모멘트를 피 할 수 없었음 

을 뜻한다. 푸코의 方法論에서 (b)가 가지는 문 

제점은 보다 복참하다. 이점은 결국 知識의 創

造性을 여하히 긍정하는 한편， 知識의 主體를 

그 知識으로 부터 여하히 消去시켜야 함을 의미 

한다， 니이체의 경우 이러한 점들은 ‘이땅의 意

味’ 를 지 칭 하는 ‘위 버 멘쉬 ’ (Ubermensch) 또는 

예 술가와 같은 ‘부다 높은 사람’ (higherman)에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98) 푸코의 陽究에서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準據點들도 찾아 볼 수 없 

다. 이점은 푸코의 歷史分析이 어떤 規範的 思

考나 基準(들)을 缺하고 있다고 비 판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99) 블론 이러한 

規範的 思考나 基準들은 先驗的으로 주어 지 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으로 결정되어 질 것이다. 

(2) 權力分析에 있어서 問題點

푸코의 思考들과 관련시 켜 歷史地理學의 몇 가 

지주제들을 再解析하고자 한 앞의 시도에서 權

力에 관한 그의 실질적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 

다. 이 는 기 존의 歷史地理學的 맑究 중에 푸코 

의 權力分析과 직접적￡로 비교되어 질 수 있는 

유외한 著述이 없었기 때운만이 아니라 그의 昭

究 자체가 논란을 일￡킬만한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도 먼저 푸코는 

權力-知識과 호間表出에 대 한 批評과 또한 그 

가 진단한 사회적 病理에 대한 處方을 위해 어 

떤 規範的 原理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0) 오늘 

날 權力-쩌識이 主體를 醒化(規範化)시키는 효 

과는 극히 우려할 위험수준에 달했￡며， 또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危險인 

가를 결정하기 위해 政治的 選擇을 해야만 한다 

는 푸코의 주장은101) 분명 타당하다. 그러 나 푸 

코는 ‘왜 이것이 危險한가?’라는의문에 대해 답 

해줄 수 있는 어떤 規範的基盤을무시하고 있다. 

설령 호間表出 상의 모든 것이 危險함을 인정한 

다고 할지 라도， 우리 는 이 들 중에 서 가장 중요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基準을 필요로 한다. 

둘째 , 權力-知識’ 이 라는 푸코의 言表는 모든 

카口識의 生成을 權力의 作用으로 還元시킨다. 그 

는 여기서 個A을 支配하는 制度的 權力의 戰略

的 行使와 個A의 行動은 흔히 社會的 規範이 나 

慣例에 따른다는 사실의 差別性을 무시 하고 있 

다 102) 뿐만 아니 라 權力關係는 意圖的오로 行

96) 이 는 Foucault에 관한 그들의 저 서 , Dreyfus, H.L. and Rabinow, P. , 1982, op. cit. ，의 副題이 다. 

97) Habermas, J., 1984, op. cit. , p.5. 
98) Nietzsche, F. , 1961, Thιs Spoke Zarathμstra， Penguin , Harmondsworth, p.42ff. Nietzsche에 의 하면， 

Übermensch (超Á)은 至高의 ‘땅의 意味’ (the meaning of the earth)를 지 칭 하며 , 이 는 ‘보다 높은 사 

람’에 의해 寶現환다. 
99) Habermas, J. , 1986, “ The genealogical writing of history: on some aporias in Foucault’ s theory of 

power," Canadian Jourηal 0/ Political aπd Social Theory , Vol. 10, pp.1 ,......10 참조. 
100) Fraser, N. 1981," Foucault on modern power: empirical insights and normative confusions," Praxis 

Internatioπal， Vol. 1, p.286. 그러 나 이 에 반대 하는 견해 로 Hiley, D. R., 1984," Foucault and the 
analysis of power: political engagement without liberal hope or comfort," Praxis Internatioηal， Vol. 
4, pp.192 ,......207. 

101) Foucault, M. , 1984, “ On the genealogy of ethics: an overview of work in progress" in Rabinow, 
P. , ed. , op. cit. , p. 343. 

102) Said, E. W. 1986, “ Foucault and the imagination of power," in Hoy, D.C. , ed. , op. cit. , p.15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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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되지만 여기에는 主體가 없다라는 푸코의 思

考는 權力의 行使에 는 責任感이 따른다는 道德

的 測面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물론 그는 權力

의 生塵性을 째 로 강조하지 만， 生塵的(또는 肯

定的， 合法的) 權力이 柳壓的(또는 否定的， 非

合法的) 權力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언급 

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權力과 振抗 간에 相互

內在的 關係가 있다면， 즉 振抗이 또 다른 權力

을 形成한다면， 이 를 정 당화할 合理的 根據가 

없다. 

끝으로 푸코의 著作에 서 모든 호間은 호間의 

地政學’이라는 명제 하에서 일상 생활의 規範的

바탕을 喪失하고 戰略的 호間으로 轉落한다. 그 

러나 여기서 인식되어야 할 점은 資本主義的 現

代 政治空間이 아무리 이 러 한 性向을 나타낸 다 

고 할지라도 이는 초間의 普遍的 屬性이나 A間

生活의 總對的 條件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103) 또 

한 圓形藍微的 模型이 오늘날 制度的 호間의 거 

의 모든 부분들에 실제 응용되었으며， 이러한 

수단을 통해 室間이 政治的 統制를 위 한 藍視體

系 하에 들어갔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因

A들에 대해 總、體的 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104) 

藍藏과 여타 制度的 호間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즉 學校나 工場과 같이 ‘總體的 制度’

(total institution) 를 구성 하지 않는 호間들은 社

會로 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藍視와 處띔을 받는 

籃歡과는 다를 것이 다 105) 달리 말해서 因Áol

“對話의 主體가 아니 라 情報의 客體가 되 는” 藍

歡과 같은 초間은 우리가 서로 對話하고 이를 

통해 상호 동질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호間과 

는--최 소한 分析的인 測面에 서 --구분되 어 야 

할 것이 다 106) 푸코는 분명 圓形藍藏的 jíp壓호 

間을 호間의 近代化過程 전체에 지나치게 일반 

화시켜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한 政治的으로(그 

리고 經濟的오로) 解放된 호間이 어떠해야 되는 

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結 語

Michel Foucault의 系讀學的 歷史分析은 70년 

대 이후 프랑스 知性을 주도하여， 哲學， 社會理

論 및 여타 분야에 새로운 領域들을 開招하였 

다. 특히 그를 포함하여 ‘後期니이체主義’를 主

唱하는 一群의 프랑스 哲學者들과 독일의 ‘批判
理論’ 을 대 표하는 Habermas 간의 논쟁 을 통해 

그의 著作에 관한 論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다. 本昭究는 그의 歷史分析에 있어 주요한 論

題들을 地理學的 입 장에 서 理解하고， 이 와 관련 

하여 歷史地理學에서 잘 알려진， 또는 최근 거 

론되고 있는 몇가지 主題들을 고찰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푸코에 의 하면 不變的， 理想的 ‘存在’ 의 追求

는 置理를 향한 줌曲된 意志、의 發露로 간주되 며 

時間과 호間 상에 나타나는 事件들의 特異性，

즉事物의 時 • 호間的 ‘表出’ --그들의 歷史와 

地理--에 관한 陽究가 중시된다. 이러한 점에 

서， 歷史地理學은 哲學 및 社會理論의 중심이 

된다. 호間에 관한 푸코의 歷史的 分析은 나아 

가 아무리 순간적 , 우발적 , 국소적 場所들이 라 

할지 라도 權力關係의 支配와 관련된다고 강조하 

고 호間表出의 問題性을 料明하고자 한다. 즉 

푸코적 觀點에서 볼 때， 歷史地理學은 現在 우 

리들에게 무엇이 危險한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現在의 歷史’이어야 하며， 훗H識이 權力

과 점점 더 밀착하여 만들어 내는， 또는 이를 

나타내는 초間表出에 대한 批判을 지향해야 한 

다. 따라서 푸코의 歷史分析은 ‘權力-知識’ 의 

批判的 ‘地政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푸코의 思考와 관련하여 볼 때， 歷史

地理學의 存在理由를 부여 하는 歷史와 地理學간 

의 關係는 어떤 理想的 起源과 이의 發達에 관 

한 연구에 의해서라기 보다 現在 나타나는 호間 

103) Choi, B.-D. , 1987, op. cit. , p.73ff. 또한 Taylor, C. 1986, “ Foucault on freedom and fruth," in Hoy. 
D.C. , ed. , op. cit. , p.74. 

104) Foucault, M. , 1979, op. cit. , p.205 및 p.235 참조. 
105) Giddens, A., 1982, op. cit. 및 Giddens, A., 1984, op. cit. , p.154. 
106) Choi, B.-D. , 1987, op. cit. ,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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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出의 歷史的 分析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즉 現在의 歷史를 추구하는 歷史地理學은 時間

과 초間 간을 分離시키지 아니하며， 호間的 表

出의 時間的 實際性의 분석을 강조한다. 이렇게 

定義된 歷史地理學은 二元論的 接近方法들， 즉 

理念主義的 歷史地理學과 實體主義的 歷史地理

學--이들은 여러가지 測面에서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事件이 나 行動의 호間的 表出뿔面 

에는 이를 지배하는 어떤 것， 즉 理想的 觀念이 

나 構造的 實體가 있다고 가정한다--의 虛無

性을 폭로한다. 또한 A間의 行動과 社會의 構

造 간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푸코的 歷史地

理學은 Annales學派의 ‘地歷史’ 나 Giddens의 

‘構造性理論’에서 제시된 理論的 틀에 비해 보 

다 실제적이며 전략적인 準據를 제시한다. 

그러나 푸코의 歷史分析에 있어 가장 큰 약점 

들 중의 하나는 그 자체 내에 어떤 論理的 予眉

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푸끊는 ‘權力-知

識’의 초間的 表出에 대한 批判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도 어떤 權力(또는 知識)에의 

의지로 결국 轉落해 버릴 가능성융 가진다. 달 

리 말해 서 푸코의 著作에 는 자신꾀 政治的 批判

을 정당화시켜 주고 자신의 연구까 또 다시 ‘權

力-知識’ 關係에 빠져 들지 않도록 해 주는 어 떤 

規範的 基準이 缺如되어 있다. 塵史地理學은 분 

명 權力의 초間的 表出의 歷史에 관한 批判的

分析을 필요로 하지만， 또한 이러한 批判的 分

析은 이의 評價와 實鐘的 克服을 위한 規範的

基準(들)의 歷史的 設定도 팔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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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Power, Space: Placing Foucault on 
Historical Geography 

Summary; 

According to Foucault, instead of pursuing 

the eternal and ideal being, we have to con

centrate our attention upon the singularity of 

events in time and space, Ï. e. the temporal and 

spatial appearances of things. In this respect, 
as he himself says, geography, especially 

historical geography, must necessarily lies at 

the heart of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In 

this paper, we have seen why Foucault has 

been interested in space and tried to grasp 

problems of space in relation to power. That 

is, his historical analysis of spac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problematics of appearance in 

such a way that even the most transitory, 
accident and hence unpromising places are 

linked with domination of power relations. 

Thus seen from the Foucauldian point of view, 
historical geography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history of the present which enables us 

to see what is dangerous at the present, and 

hence oriented to a critique of spatial and 

temporal appearances in which knowledge is 

ever-increasingly assimilated with power: Fou

cault’s historical geography is thus a geopoli

tics of power-knowledge. 

From this consideration of Foucault’s vision 

of historical geography, this paper has tried 

to reinterpret and resolve some familiar or 

current problems in historical geography. The 

Byung-Doo Choi￥ 

relation between history and geography which 

underlies the raisoπ d’etre of historical geogra

phy can be justified not by the pursuit of ideal 

origins and their development, but by the 

comprehension of the present. But historical 

geography which facilitates the history of the 

present should not separate time from space, 
history from geography in its analysis of the 

spatio-temporal actuality of appearances. Mor

eover, historical geography defined in this way 

can overcome the conflict arising in the dualistic 

-Ï.e. the idealist and the realist-approaches 

in historical geography which, inspite of 

difference in several aspects bet￦een them, 
pursue commonly something-i.e. the thought 

or the reality-which is presupposed to lie 

behind events or actions. Finally, Foucauldian 

historical geography provides us with a strategy 

which seems superior to the theoretical frame

work developed in terms of the Annales school 

or Giddens’ s theory of structuration in order 

to grasp the relation between the domain of 

action and that of structure. 

My attempt,however, to see some important 

themes in Foucault’s historical analysis of 

space, and to consider them in relation to some 

issues in traditional or recent historical geogra

phy does not mean to say that there are no 

limitations or di ffi.culties in his ￦ork. In part-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 119-139 
* Lecturer,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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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lar, it should be argued for and against 

Foucault that the ontology of the present which 

starts from a study of spatiotemporal appearance 

of things requires not only a critique of the 

perverted reason for power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space, but also a moral-practical 

framework which enables us to make and 

evaluate appearances in space and time from a 

normatíve perspectí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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