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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理 學 의 本 質**

내가 主로 공부하고 가르쳐 온 地形에 대해 

이야71할까하고 생각하다가 地理學은 어떤 學問

이며， 그의 追究方法은 아떠한가 등의 問題를， 

이 자리를 벌어 觀觀해보기로 했다. 學生들은 

地理學이 地域을 陽究하는 學問이 니 , 또한 地理

學의 목표는 空間理論을 밝히는더l 있다느니 하 

i는 이야기를 들었을 혜 兩者間의 服絡이나 그의 

背景理解가 不足하여 당황하는 경 우가 많은 것 

으로 여겨져 그에 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 

다 適切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아 

도 地理學은 무엇을 志向하는 學問안가를 분간 

뭇해 正體不明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本人은 그련 正體不明의 學問이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세계사람들이 地理學을 연주하려 

할 리가 없다고 平素에 생각해왔다. 흔히 地理

는 地域을 맑究하는 學問이라고 하지만 그 池域

생l 또한 문제이니 남의 글이나 이야기의 反復에 

져가 아니라 살이되게 地理學의 本質을 據得해 

보려고 나도 나름대로 공부해왔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데로 쉽게 여기서 開陳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地域과 ?:t:間에 뽑、點을 모아 

地理學의 喪點을 學史的 背景을 짜라 說明해보 

기로 하겠다. (但， 여기서는 必휠한 데로~講義의 內容

을 補充 數術해서 播載하기로 했마. ) 

× × × 

우선 近代地理學01 定立해 놓은 基本擺念안 

‘地域’을 살피고져 한다. 그것은 또한 ’50年 以

來의 空間地理學에 서 말하는 地域과의 차이 를 말 

*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敎授

金 相 昊*

하는 걸도 펀다. 동시에 空間地理學은 近代地

理學의 한 湖流이지， ’ 50年代를 고바로 以前은 

地域地理志、向의 近代地理學， 以後는 空間地理만 

을 내 세우는 現代地理學의 時代로 보는 見解는 

아니 라는 점 을 먼저 들어둔다. 近代地理學에서 

내 세 워 진 地域。l 란 원래 類型 乃至 個性(딱라서 

그런 地域은 英語로 generic region 이 라야 하는데 

specific=unique regìon 으로도 이 끌에 唯i無二블 듯하 

는 特珠地域이라는 漢文譯을 가져와 混亂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後述하겠다. )에 의한 地表面認識을 

의마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그련 思考의 輔은 

A間의 時 • 空認、識의 바당 위에 서고 있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歷史的內容이나 

地理的事實을안식하려고할혜， 各各특징에 의 

한 認熾을 하는 것이며， 그런 時 • 空認識 위에 

서 A間生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例컨 

대， 우리는 어떤 時代를 내세울 때는 그것을 득 

징지우는 歷史的內容을 들고 또 어떤 고장을 얄 

리려고 할배는 그곳이 몹시 줍고 A情없는 곳이 

라고 하여 어떤 특징에 의하여 認識한다는 것 

이 다. 짜라서 地理學은 그런 고장의 특징 이 어 

떤 內容의 것 안가를 밝혀 j、間의 時 • 空認識에 

대 한 바당을 제 공하자는 것 이 다. Chorological 

(regionaI) school 이 라고 일컬어 지는 地理學이 意

圖해온 바는 바로 그런 것이니 그에는 하둥의 

나무랄데가없다. 가령， 우리들， 한국사람이 地

理學을 공부하는 意圖는 韓半島의 國土블 理解

하는데 있고 그것은 韓半島의 특징에 의해야 한 

** 本橋는 1983년 12월 行한 告別 講演의 內容을 數1ð， 補充허-여 獨載한 것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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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렌 특정으로 

몹시 줍고 A情이 없다든지하는 것은 無言中에， 

보다 정확하게는 人間經驗에 131 추어 人間이 몹 

시 줍다고 할 때의 기준은 어떤 정도라야하고 

A情의 기준 또한 어떤 정도라는 식의 기준을 

前提하고 있다는 점은 否認할 수가 없다. 前者

가 特徵論議언데 만해， 後者는 一般論議라고 할 

수 있다. 짜라서， 사람들의 認識에 있어 이런 

두가지 思考輔은 같이 進行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이 옳다는 식의 여야기는할수없는 것이 

다. Chor이ogical school 이 내 세 워 온 地理學理

論은 적어도 ‘部는 特色論議에 치우쳤고 spatial 

school 이라고 일컬어지는 空間理論은 一般論議

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本人은 생각한다. 

그러고 地域論議에는 理論이 없고 오직 空間論

議만이 理論的이 라는 주장도 찰뭇이 라고 생 각 

한다. 

이렇게 말하면 종래의 地域中心 地理學은 F. 
K. Schaefer 의 例外主義 exceptionalism 라는 評

에 서 주장된 바와같이 , 一般的 考察이 無視된 

特珠性 追究이 며 그런 特珠性一邊倒는 곧 非法

則的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내세워 내 이야기가 

獨斷的이라고 생각할지도 포른다. 그러나 ’ 50年

代까지의 美國地理學은 Hettner 地誌學 系讀안 

R. Hartshorne 의 것 을 딱랐고 Hartshorne 의 

思考는 또한 그의 地理學本質論안 “ The Nature 

of Geography (I939)"에 담겨져 있어 Schaefer 는 

그것을 批判했을 짜릎이다. Schaefer 가 exce

ptionalism 이 라고 칭 한 것 도 地域地理學의 地域

은 類型地域을 듯하는 generic region 이 라고 ‘ 

實되 어 야 하는데 , 이 것 이 specific region 으로 誤

譯되 고. Hartshorne 이 specific region 을 부연해 

서 다시 唯一無二블 뭇하는 unique region 이 라 

고 칭한 것은 類型地域을 誤解한데서 기인한다 

는 주장이 있다. 그러고 後述하게 될 Land. 

Landschschaft(獨) région(佛)퉁이 類型擺念이 라 

는 것 은 W. Christaller 의 中心地理論(“Die Zent

ralen Orte in Süd-Deutschland, 1933") 에 서 그 

것 이 M. Weber 가 주장한 Ideetypuus 에 該

當된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서도 明白하다. 그래 

서， Schaefer 의 地理學批判에는 限界가 있었다 

는 것이다. 첫째， 地理學理論의 본고장안 獨

適에서는 ’30年代에 Hettner 地誌學과 Schlüter 

景觀學이 날카롭게 대렵해서 前者에 의해 提示:

펀 이른바 地誌學圖式은 後者에 의해 맹렬히 批

判되었는가 하면， 景觀學에서는 地理學의 對象

을 景觀이라고 하여 景觀의 說明을 위해 一般論

的언 各種學問과 연계지을 것을: 내세웠던 것이 

다. 한펀 프랑스의 Vidal de la Blache 는 region: 

을 내세워 生活樣式論에 의해 Pays 를 설명하려 

고 했￡며， 또 生活樣式論에는 ’50年代以來 獨

速의 社會地理學定立을 01 끌고 있는 H. Bobek 

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社會集團에 대한 고찰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論議들 

은 理論化를 類型化어l 두고 있 어 이 른바 一般化

에 의 한 理論을 내 세 우는 Schaefer 의 경 우와는 

相異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一言해서 

regional school 이 라고 호칭 되 는 地理學에 는 類

型化理論에 여러가지가 있어 單純하지 않은데， 

Schaefer 가 단순허 Hettner 地誌學→Hartshorne

理論을 들어 評한 것은 短見이었다고 本人은 생 

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經濟學을전공했던 Sch

aefer는 地理學의 빼내라고 할 수 있는 地域的

思考에는 未及했던 것이 아난가， 또는 世界理解

블 위한 틀로서 종래 쓰여온 一元的發展論이 西

歐中心의 것 이 라는 점 이 1次大戰後 널리 받아들 

여져 대신 世界를 多元的理論에 의해 설명해야 

한다는 立場이 有力해졌다는 사살의 理解가 그 

에게는未治하지않았느냐는생각이 드는 것이다. 

둘째 , pudding 의 맛은 먹 어 보아야 안다는 말 

이 있 듯이 chorological school 에 의 한 地理學

도 自身의 살이 되게 살제로 그런 立場에 서서 

理論構成은 꺼論 그것을 現場에서 설명하려는 

努力이 있어야 理解된다는 것이 本人의 생각이 

다. 그래야만 職念이 明確해지고 地理學의 필요

성을 살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냐 그런 점에서는 

Hartshorne 이 냐 Schaefer 는 모두 不足한 感이 

없지않다. Hartshorne 는 원래 數學專攻으로 地

域地理， 그것 도 Hettner 中心의 地誌、學理論理解

에 注力했는가 하면 field 없이 政治地理理論化

릎 意圖했고， Schaefer 역 시 理論에 그쳐 地域

地理的實錢의 場에는 서보지 않았던 것￡로 알 

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 즉 ’50rv’ 60年ft

중심 ￡로 regional school 의 地理學을 뭇마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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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주장한 學者는 살제 그런 地理學陽究를 살천 

하려고 意圖해보지 뭇한 學者들에게 많다는 記

事를 本人은 地理學書籍에서 읽은 일이 있다. 

(D. Gregory). 

× × × 

그러면 參考삼아 地誌學 景觀學을 풀이해두고 

져 한다. 地理學이 地表面認識을 위한 學問이 어 

야 한다고 定立한 것 은 F. von Richthofen(l83 

:3rv1905)이 며 , 그 學統은 弟子안 A. Hettner 와 

'0. Schlüter 로 이 어 져 이 른바 地誌學， 景觀學으 

로 定立되면서 地理學의 地域論議는 發展했다. 

其中 地表面認識의 單位로서 Hettner 가 내 세 웠 

던 것 은 Land 로서 그것 은 領域 (Raum) 的안 것 

이 었는데 反해 Schlüter 가 내 세 운 Landschaft 

는領域的이기보다는形態的언 것이었다. 그러나 

그後에 獨速地理學이 용찮展하면서 Landschaft 도 

Raum 形成을 수만한다고 해 서 Landschaftraum 

이라는 用語를 쓰게 되었다. 또한 region 은 

類緣의 地表面 認識單位로서 Blache 에 의 해 쓰 

이기 시작한 擺念인데 이둘을 동틀어 現在는 地

域地理學 regional geography 에 서 의 地域의 뭇 

o 로 사용되고 있다. 

地誌學， 景觀學을 各各 설명 하기 에 앞서 “ reine 

Geographie" 運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地域

擺念이 무엇을 意圖하고 있는가를 理解하는 데 

펼요하기 해문이 다. 地域職念이 定立되기 전에 

는 地表面認、識의 單位가 된 것 은 近代國家의 政

j台的 行政的 單位이었으며 그것은 近代國家의 

행立파 더불어 고조 발전되어왔다. 이른바 地理

學의 國家誌時代가 그에 해 당된다. 그러 고 이 혜 

에l는 政治學아니 統計學이니 하는 學問들 역시 

分化되기 以前이기 혜문에 地理學도 그란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地理學은 國

家誌記述이라는 效用性이 있어 그런데로 發展해 

왔으나， 그것은 專門性이 안정되지 뭇한 것으로 

서 다른 專問分野에서 필요에 따라 講義를 하고 

웹究도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例컨대， 歷史學

者는 歷史理解를 위해 地理를 풀야하는 그런 時

代였 던 것 이 다. 1. Kant 가 自然地理學을 講義했 

렐 것은 널리 알려진 사살이다. 

그런데 , 地理學이 그런 他學問의 f풍女的 時代

를 克服해서 科學으로서의 獨立性을 쿠축해야겠 

‘ 3 

다는 움직 임 과 精進이 18世紀 後半을 중심 으로 

독일에 서 진행 되 었 다. 이 른바 Göttingen Schule 

에 의 한 “reine Geographie" 운동야 그것 안데 

當時 이 에 돗을 둔 多數의 學者들이 Göttingen 大

學으로 옮겨와 半世紀 以上에 걸친 精進이 지속 

되었다. 그러고 이 學派가 내세웠던 追究目標가 

바로 地表面認識單位로서의 띄然領域(nat디rliche 

Raum)이었다. 다시 말해서 戰爭·政略·婚뼈· 

其他 훨因에 의 해 朝갖으로 변댔던 當時의 近代

國家境域이 學問昭究의 對象이 될 수 없A며 그 

것을 떠난 自然領域에 의해 地表面아 안식되어 

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去n說하고， Göttingen Schule 의 半世紀以上에 

걸친 精進에 의해 地表面에는 政治的 • 行政的單

位와는 相異한 보다 本質的안 認識單位가 았다 

는 점 이 公認되 어 갔다. 純釋地理學運動이 내 세 

웠던 “自然領域”의 公認은 바로 1825年 Berlin 

大學에 世界最初의 地理學講座의 設置로 나타났 

으며 그것을 담당하게 된 榮光의 學者가 K. 
Ritter (l779rv 1859)이었던 것이다. 또한 Ritter가 

Gδttingen 大學의 圖書館에 집거하면서 집필한 

“Erdkunde"의 Afrika 篇이 그런 띔 然領域의 주 

장을 뒷받침하는 著書로 評價되었기 때문에 

Ordinariat(大學正敎授)의 資格을 안정 받게 되 었 

다고한다. 

× × × 

A. Hettner(1859rv1941) , O. Sch퍼ter(I872rv19 

59)의 世代는 나름대로 定立狀態에까지 이른 當

時의 地理學에 끌려 領域原理의 追究를 내 세 

우는 地理學 專攻을 결정했고 또 一生을 통해 

담身들의 素志、를 펴려고 努力한 地理學者들이 

이혜부터 輩出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그란 世代中 Hettner 와 Schlüter 는 특히 地

理學의 學問的 性格을 보다 공고히 하려고 努力

했고 또 거의 同世代안 Blache 와 더불어 그들 

에 의해 地域地理學의 큰 테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고 이들 世代에 이르러 地表面認識單位는 

바로소 理論以上의 野外調훌對象으로 規定지워 

져 現tE까지도 地域地理學의 本質的 方法￡로꼽 

히는 野外重視의 追究輔이 確定되었다. 그런 追

究輔은 基購地域(筆者)이며， Hettner와 Schlüter 

가 내 건 Land(L홉nder)와 Landschaft 는 그것 을 



類型化한 擺念안 것이다. 다시 말해서 Land 니 

Landschaft 나 하는 것 은 類型化擺念이 며 그의 

具體化를 基曉地域追究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다. 一般化方法의 경우에 對應시켜 보면 그것은 

일종의 모델化라고 할 수 있다. 

Hettner 는 新칸트學派가 주장하는 法則科學，

個別化科學파는 다른 第 3 科學으로서 地理學定

立을 주장해서 그것을 “L김nderkunde" (地誌學)라 

고 했다. 그란 Hettner 의 志向은 철쿄 衛學的안 

것이 아니라 當時 주장되기 시작한 多元世界의 

內容과 縣序블 地理學핍究에서 찬을 수 았다는 

抱負에 잔 것 이 었 다는 주장이 있 다. Hettner 의 

주장에 根據가 있다는 것은 근대 歷史學에서 多

元世界把握융 위한 地域究明의 {핍向이 냐타나고 

있다든지， 火科農業이 昭究進展띔에 딱라 종리} 

의 설명과 같은原始農業이 아니라， 그란데로라 

테 라이 트性 士壞에 적 응한 하나의 짧業類型이 라 

는 理解가 굳혀지고 있다는지 하는데서도 얄 수 

있다. 地誌學圖式(Das länder kundliche Schema)이 

라고 불리 는 Hettner 의 地理學類型化가 l웰熟 

해지는 것은 ’30年代 前後안데 여기서 그것을 간 

추려보자. 첫째， 그는 地理學을 自然對A間關係

究明을 위한 關係科學오로 規定짓는 동시에 되 

然에 의한 A間規制를 주장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自然對A間關係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地理學 맑究分野에 속한다 

는 주장이 나와， 어 다 까지가 地理學 陽究分野안 

지 분간뭇하는 迷路에 빠지게 된다는 批判의 素

地를 남겼다. 또한 이렇게 自然對A間關係의 究

明結果에 의 해 바 로소 地理學맑究分野如何가 결 

정되는 만큼 일종의 作業假說的안 Raum 을 먼 

저 설정， 그속에 드는 充與要素들을 관련시켜 고 

찰함으로서 Land 블 把握해 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오게 되 어 그런 Raum 決定의 기 준으로 陸塊 • 河

JIIo 氣候 • 生物界 등을 基本的으로 내세웠다. 

그러고 그것은 自然→A間規制方式파도 一致한 

다는 것이었다. 그런 立場은 다시 말해서 Raum 

決定的이고 되然이 A間生活을 規制한다는 立場

에 서 면서 Hettner 는 地誌記述의 方式을 마련 

하려 고 우선 自然現象을 들어 分析하고서 後續

해서 A間生活을 考察하는 圖式을 固執‘했던 것 
이다. 둘째， Hettner 는 그렌 Raum 의 결정이냐 

• 

內容안 充與要素들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어댐 

까지나 特徵에 魚點을 맞추었고 그에 立뼈해서 

充環훌素間의 關係를 밝혀 그것들을 統合한 構

造的안 地域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그 

것은 또한 그의 圖式에 의한다는 論理이었다. 

그 뿐만 아니 라 그는 比較地誌學을 주장해서 地ι

理學의 一般的 맑究도 經合된 地域間의 比較블 

동해 얻어진다는 것으로 澈底하게 {固性中心의 

圖式을 이끌었던 것이다. 

Hettner 의 地誌學圖式에 멸로 큰 意味가 없 

다는 것은 地理學의 짧究素材를 限없이 넓혀 분 

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끼論， 自然對人間關

係블 自然야 A間生活을 規制한다는 식퍼-로만 

이 끌어 地域設定을 陸塊 • 河JIIo 氣候 • 生物등에 
의해 求했다는 점， 圖式方式中心으로 充熺要素

間關係냐 結合펀 地域을 構想、했다는 첨， 나아가 

서는 -般性追求와는 孤立된 地域究明을 意圖했 

었다는 점 둥에서 쉽게 알 수가 있다. 數術하면 

Hettner 의 地誌學圖式에 설 때 무엇 이 地理學

陽究안가가 모호해지고 담然對A間關係에서는環 

境決定論이 되며 地域設定은 기껏해야 地形區·

氣候區 • 植生區 둥을 그러는 것이 고작안 상태 

가 된다. 그리고 充煩要素間의 關係究明이냐 結

合地域의 究明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 

가 招來될 素地가 있을 뿐 만 아니라 特徵 一邊

倒의 치우친 充廣要素分析에서는 個性分析도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筆者는 地域地‘
理를 講議하면서 Hettner 의 地理學著想이 뛰 어 

났었음을 首肯하면서도 그의 地誌學圖式에 이르 

러서는 失望의 연속이었음을 告白한다. 그래서 

本A은 나름대 로의 地域地理學의 틀을 마련하면 

서 地域地理講義를 담당해왔는데， 學生들의 反

應은 좋은 경우만이 아니라 講義內容이 이리뛰 

고 저리 뛰어 갈피를 뭇잡겠다는 不平이 짜랐음 

을 또한 告白한다. 講義內容이 이리 저리 뭔다 

는 것은 學生들의 地理에 대한 틀이 位置 • 地形

氣候 • 植生 • 塵業 • 交通--등-품으로， 말하자면 

Hettner 圖式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 筆者는 그 

런 圖式을 깨고서 냐름대 로의 地域 地理 構造를← 

가지려했기 혜문에 나타났던 結果라고 여겨진 

다. 그러 나 本人의 地域地理構쉰가 論理整然했 

다면 講義內容에 대해 겉잡을 수 없다는 學生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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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評은 免했을 것으로 여겨져 停年마당에 서면 

서 그런 점이 아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Hettner 는 그의 地誌學圖式 엽體.는 섯 

勳i많은 것이었는데도 不狗하고 훌륭한 學者이 

었다는 것은 明白하다. 例컨테 地形學의 경우 

Hettner 가 地形學知識에 밝았었 다는 것 은 交換

敎授로 Berlin 大學에 가 있 던 W.M.Davis 의 地

形說明을 評해서 그런 地形輪행說은 사살과는 

어긋냐거니와 地形은 現在的언 營力에 의해 설 

명되어야 한다고 批判했다든지， 또 日本調흉에 

갔던 Hettner -行은 日本 Alps 에 서 J1loraine石

塊를 보고 H 本의 永河分布를 말해서 日本의 永

河期存在主張의 쫓g機를 만들어 이 른바 Hetterst

ein 의 呼稱을 낳았다든지 한 사살에서 그것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에서 지 

적 한 바와 같이 Hettner 는 充環몇素別分析에 

있 어 特徵考察一邊倒이 었 다는 -‘般的 批判은 그 

의 實際地誌、빠究에 서 보다도 그의 圖式寫主의 

理論만을 읽 고서 나온 見解가 아난가 疑心도 간 

다는 첨 을 들어 두고져 한다. 다시 말해서 HettIÌer 

는 地誌의 地形分析에 있 어 地形學者에 의 한 -‘ 

部知識을 消化얀된 상태로 옮겨놓는 짜위의 安

易한 態度를 취했던 것이 아니라 地形學者 뭇지 

않은 專問性을 지녀 地形의 地誌的 考察에 不足

함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 × × 

地理學01 景·觀學이 어 야 한다는 Schlüter 의 志

向한 바와， 學的 努力은 Hettner 의 地誌、學圖式

에 比해 成功척이었다. 그것은그후의 獨速地域

地理學은 Hettner • Schlüter 의 주장을 補完結合

하는 方向으로 進展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 

인가 하면 景觀學쪽을 쫓는 地理學者들이 많아 

져 地理學은 對象科學이 며 景觀昭究를 本質로한 

다고 보는 것이 일만척이 펀데서 말할 수가 있 

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注意해두고져 한다. 

즉 地域地理學을 地誌學(地誌)파 同格으로 보아 

Hettner 의 圖式만을 原形대 로 따르던 時代가 지 

나간지는 이미 오래 된다는 점이다. Schlüter 는 

前世紀 末葉에 이 마 聚落짧究에 강한 意愈을 보 

여 學位論文도 “Die Siedlungen in nordöstlichen 

Thüringen. (1903)"으로 나타났다. 景觀에 立뼈 

한 聚落地理짧究는 獨速地理學의 특색 언데 그것 

은 바로 Schlüter 의 學的 責歡에 펴 한 것 φ1 다. 

그리고 Schlüter 의 聚落맑究志、向은 그것이 바로 

景觀01 라는 哲學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Schlüter 는 地理學이 關係科學이 라는- Hettner 

의 주장에 反對했고， 地誌學l圖式에도 不滿야였 

다. 즉 그는 地理學은 地表面에 印刻펀 !fu3월面 

所屬을 追究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形態的안 

것이라고 주장해서 Landschaft 라고 불렸다. 짜 

라서 地理學은 對象科學이 되 어 Hettner 에 서 와 

같이 地理學짧究分野블 迷路에 빡지게 하는 그 

런 樓味함도 佛행했다. 但， 景觀學은 視펠f}성안 

것에 地理學의 對象을 求했다고 흔히 말하는 것 

을 너무 安易하게 말아들여서는 아니펀다는 챔 

도 강조해 두고져 한다. 또한 Schlüter 는 g 然
파 A間을 Hettner 식오로 보는 것은 空虛하다 

고도 했다. 즉， 自然이라고 할해 自然科學에샤 

對象으로 산는 抽象펀 담 然이 면 몰라도 地表面

充鎭內容으로서의 딩然이란 거의가 人I이 加해 

져 조청 modify 펀 되然이며 人問 또한 그렌챔 

에 서 는- ‘般이 라는 것 이 Schlüter 의 思考이 었 

다. 펀재 우리는 歷史的 펌然。l 란 말을 쓰게 되 

었는가 하면 現在와 같은 人間像도 人間의 손으 

로 킬러진 文化의 所옳이지 보통 생각하듯이 生

物的언 所옳딴은 아니 라는 주장 또한 人類學 등 

에서 받아플여져가고 있는 사살에 비추어 불해， 

本人은 Schlüter 의 地理哲學은 正짧을 찌 르고 

있었다고 본다. 그렇케 본 自然 人間의 結合像

이 곧 景觀이며 그것은 聚落에 疑集되었다는 것 

이 Schlüter 의 哲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景觀은 分析되고 結合될 수 있는 對象임은 꺼論 

이다. 이 경우 그런 景觀의 分析 結合에는- 視짧 

的인 꼈n識만이 아니 라 政治的 • 心理現象까지도 

必要에 따라서 살펴 야 한다는 점 을 Schlüter 는 

또한 나중에 나마 안정 했 다. Schlüter 의 景觀學얘 

있어서는 빔然→人間規制와 같은 環境決定論的

안 立場을 취한것이 아니라 機能的 解析을 해서 

그련 立場에서 歷史的自然을 보려고 한 점이 첼 

本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製仍하면 Schl하ter 

의 修學時代는 F. Ratzel (l 844'"'-'1904)의 自然環

樓決定論이 A氣를 끌었던 時代이며 그런 思考

는 Hettner 의 地誌學圖式에도 나타나고 있었는 

데， Schlüter는 그렌 因果論理의 限界를 看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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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機能的 解析으로의 大

轉換파 그의 쫓當性을 내걸었던 것이다. 이른바 

地理學이 “文化景觀의 形態學(Morphologie der Ku-

1turlandschaft" (文化地理學)이 라는 말은 Schlüter 

가 意圖한바 地理學의 性格을 단적A로 나타낸 

것안데， 이 경우 注意、할 점은 그가 地形學을 重

視하고 그의 太답를 景觀學의 要點으로 轉換시 

켰 다는 사살 이 다. Richthofen 은 Leipzig 大學의 

地理學敎室를 이 끌게 되자 地理學에 았어 形態

的 考察이 중요함을 느껴 最初로 Geomorph이ogie 

講義를 시 작했는데 , 그런 Richthofen 의 思考는 

이 제 그의 弟子언 Schlüter 를 통해 景觀學으로 

서 살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本人의 생각이다 

景觀學은 여러모로 發展의 素地를 지난 卓越

한 著想이 었는데 , Schlüter 가 注力한 것 은 聚落

의 聽生 • 變選에 의한 形態分析이었다. 그래서 

Schlüter 는 野外調훌와 古地籍圖 • 地名등을 資

料로 하면서 聚落에 대한 獨핍的언 形態聽生論

議와 形態의 歷史的推移에 對한 形態分析을 展

開해 갔다. 그는 Meitzen 과 같은 農業史家의 聚

落맑究 成果를 도입하면서도 그것을 념어서 獨

適地理學의 특색으로 꼼히는 獨띈的안 觀地分析

論(聚落의 -部로서)을 展開해 갔다. 그퍼고 그러 

한 맑究志向은 後繼者들을 이 끌어 觀地分析論議

를 더욱 聽展토록 했오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歷

史學쪽으로도 影響을 波及시 켜 史學 • 地理學間

의 핍究交流를 t足進했다는 것은 周知의 사살아 

다. 日本의 歷史學者가 獨速 • 프랑스 둥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史學 • 地理學間의 밀캡한 學的交

流와 그에 의한 中世史맑究의 진천을 부러워 하 

는 동시에， 그런 점에서 H本史學 • 地理學의 未

及함을 한탄하는 記事를 本A은 읽은 일이 았 

다. Hettner 의 地誌學圖式이 地理學의 專問性

弱化를 가져올 素地를 지었던 데 비해 Schlüter 

의 景觀學은 地理學의 專問性을 내걸어 成功했 

음을 위의 사실만으로도 얄 것으로 여겨진다. 

Schlüter 가 주장한， 이 른바 “時間의 克服(친ber

windung der Zeit)"에 대 해 서 도 -言해 두고져 한 

다. Schlüter는 時間의 克服을 주장했기 혜문에 

흔히 그것은 時間에 의한 考察의 輔을 無視했다 

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는 聚落의 發生·

變選을 다루어 歷史地理的 追究를 하고 있는데 

서 그렌 評이 短見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오히 

려 時間의 變化속에 서 類型的안 地理學的 法則

파 縣序를 찾으려고 했고 그것을 表現해서 時間

의 克服”이라고 말했다는 주창이 유력하다. 

× × × 

景觀의 形態的 特色을 形成面에서 풀이하려고 

할 때 필요해지는 것이 景觀形成의 地的(環境的)

背景如何이 다. 그래 서 나온 景觀生態學은 景觀

學 定立 및 이의 發生的 • 變選的 船究에 後續定

立되었다. 그리고 그의 핍究는 진천되어 2 次大

戰무렵까지 獨適地理學發展의 主輔을 이루었고， 

또한 그것은 社會地理學的 짧究가 활발해지는 

2 次大戰 以後에도 學的 매력을 잃지않고 있다. 

그러 한 景觀生態學 發展은 景觀形成의 一面을 

이끌었었음이 분명한 無機 • 有機界間의 機能的

關聯性을 풀01 하는데 生態學的 接近이 有效하나 

고 공언펀데 연유한다. 景觀生態學의 定立을 01 
끌기 시작한 것은 R. Gradmann(1865rv1950)이 

다. 그는 원래 南獨의 救師칩얀에서 태어나서 

神學을 工夫하고 救師職을 계승했었다. 그러 

나 그는 주변의 植物船究에 心醒되어 30代에는 

Schw홉biEchen Alb 의 植物生活에 대 한 著書를 

발간할 정도로 學問的으로 성장했다. 그렌 學問

的 成長은 Tübingen 大學에서 無名救者안 그에 

게 博士學位를 授與한데서도 증명펀다. 그의 植

物學은 周邊의 森林파 救地， 훨原파 펄原등 全

體의 植物群落파 氣候， 나아가서 는 그런 群落分

布와 歷史進展과의 관계를 밝허려는 것으로 周

邊風土에 대한 沈濟펀 生活에서 우러나온 것이 

었다. 따라서 Gradmann 은 地理學船究에 첨 차 

興味를 느끼 게 되 어 Hettner 地誌學， Schlüter 

景觀學에 接近해갔고 地理學者들과의 交流도 構

大되어갔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圖書館司書職으 

로 職業轉換을 하고 地理學昭究에 專念하였다. 

그것이 안정되어 그에게 地理學講師자리가 주어 

졌고 45歲가 되면서는 Erlangen 大學正敎授자리 

가 決定되 었다. Gradmann 은 地理學에 끌려 다 

른 돗없이 그것 에 專念하는 가운데 사랑을 받아 

榮響의 敎授職이 주어졌고 以後 그의 學究努力

은 더 욱 왕성 해 져 Gradmann 地理學의 讓離까 

지 낳도록 되 었는데 , 그것 이 또한 “南部獨速”에 

의 沈灣과 사랑에 바당을 두었었다는 사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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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은 매우 親近感을 느낀다. Gradmann 은 南部

獨適파 더불어 있었다고 일컬어진다든지， 本A

)은 아직 접해보지도 뭇했지만 地域地理學의 名

著로 꼽허 는 “S다ddeutschland"가 Gradmann 에 

의해 著述되었다든지 하는 사살이 決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本人은 또한 느끼는 것이다. 

이왕 Gradmann 이야기가 진천되었으니， Gra 

.dmann 地理學의 中心안 이 른바 Steppenheide 

theorie 에 래해서도 아는대로 一言해두고져 한 

다. 그러 고 그것 을 통해 Gradmann 은 Schlüter 

의 景觀을 받아들여 聚落昭究를 志向하면서도 

生態的方法에 의한 그의 풀이에는 結合的 關聯

性究明위에 선 地域像定立을 주장하는 Hettner 

地誌學에 끌리고 있었다는 점을 또한 알 수가있 

다. 즉， 그는 植生땀究를 통해 後7j(期時代에는 

南部러 시 아로 연속되 는 Steppenheide (스랩 훨原)가 

南獨速에까지 뻗고 있었으며， 南獨適에서 대규 

모로 인정되는 Gewanndorf (체반村落)의 유적은 

바로 그런 스댐폈原의 샘곁에 이룩펀 村落共同

體가 租放觀物農業을 하면서 살던 先史塊村의 

유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土壞 • 植

生 • 氣候 • 聚落을 연결시키는 독특한 生態學的

方法을 地理學昭究에 도입하는 계기가 펀 것이 

타. 즉， 그 後의 士행分析手法의 도업 으로 南獨

速의 後永期植生은 스웹 이 아난 참냐무混合林이 

었다는 주장， 그가 주장하는 게 반村落도 성 은森 

林間의 weiler(小村)가 中世에 들어 훌훌展形成된 

것이라는 주장이 有力해져 그의 주장이 原形 그 

해로는 받아들여잘 수 없케 되었지만， 그의 問

題追究方法은 景觀學짧究에 그대 로 받아들여 져 , 

景觀을 經合된 機能考察에 의 해 追究하도록 그 

것을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했다. 그것은 Grad 

mann 이 주장한 스랩 훨原 • 先史塊村 耶 마르크 

共同體始源說 등을 반대하는 北獨速地理學者들 

도 當時의 南獨速植生은 참나무中心의 混合樹林

이였으며 그것이 돼지國育→weiler 形成으로 이 

끌어졌다고 주장해서 自然-A間關係를 機能的

으로 풀이 하는데 쓰안 Gradmann 의 手法을 그 

대로 법·습하고 있는데서 明白하다. 그러기에 

A. Penck는 地形發達史짝究에 永河期更新世究明

을 통해 공헌한데 대해， Gradmann 은 後永期植

生史와 A間에 의한 植生變化와의 판계쿠명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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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地理學짧展에 이바지했다는， 學者로서는 아 

주 榮響로운 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Gra 

dmann은 담身의 多年間 field 에서 얻은 산 지 

식에 의해 담身의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는 

첨에서， 無條件 土빚分析 結果만을 내세우고 또 

歷史學界의 反論등에 발맞추어 Gradmann 의 

Steppenheidetheorie 는 이 제 끝이 났다고 생 각 

하기 보다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意見도 있다는 첨을 들어둔다. 

景觀學의 展開와 역시 그에 뿌리를 둔 社會地

理學을 독일以外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잘펴두고 

져 한다. 景觀生態學이 擾頭되었으나 그의 機能

分析이 아직 未哈했고， 또한 그런 景觀形成을야 

끌어간 원천적안 形成要因은 무엇언가를 물을， 

다시 말해서 새로운 立場에서 엽然對人間關係의 

因果的 메카나즘을 물을 素地는 남아 있섰다는 

첨등을 우선 들고져 한다. 生態學的 經濟地理學

을 내걸어 景觀生態學을 완전한 執道에 定立한 

것 은 熱、帶昭究로 알려 진 1. Waibel 이 다. 그는 

Hettner 의 지 도하에 領域原理(L하umlicheprinzip 

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의 追究를 위해 끊濟領 

域에 눈을 돌렸는가 하면 다시 Schlüter 에 師事

해서는景觀學으로 돌았다. 그래서 Waibel은植 

物 • 動物 • 人間生活의 生態學的 줄거리를 經濟
領域의 分析을 통해 찾으려 고 아프리 카로 건너 

겠다. 그렇게 시작되어 거의 一生을 걸은， 그의 

熱帶핍究는 生理機構에 의한 景觀學을 創出해서 

이 른바 “經濟景觀끼 “經濟A의 類型化”등의 1觀

念이 地理學界어} 나타날 素地를 마련했다. 그 

러고 이란 生態學的 없究系讀위에 선 것이 E. 
Otremba 의 *옆濟地理學 (Al1gemeine A.grar und 

Idustriegeographie 1960. 日本語譯 있 음)~로서 그 

는 異質領域化블 주장해서 經濟空間 Wirtscha

ftraum 에 의한 景觀의 要因的 풀이를 이끌었단 

것 이 다. Otremba 의 經濟地理學은 景觀學의 意:

圖를 살란 特色있는 經濟地理學 好著안데， 그뜻 

을 살려 Raum-을 空間이라고 벤역했다. 

景觀學發展을 要約하면， 文化景觀01 란 地表面

의 i定位置를 차지해서 특수한 形相파 空間構

造블 나타내며 地的諸몇因의 變化에 相應해서 

時間 • 空間上으로 可變的 限界性을 지난 득색있 

는 複合形成이라는 점， 그런 空間觀念에는 地誌



學이 내 걸은 Raum. 地域性 • 地域構造 둥띄 훤 

味도 內包되었다는 점등이 안정되었다. 또한 地

理學은 緣合性을 重視하는 만큼 그런 文化景觀

의 形成究明은 단순한 機能풀이에 그칠 것이 아 

니 라 응당 그런 景觀諸現象들을 integrate 하는 

主體는 무엇안가블 물을 素地가 있어 나온 것이 

經濟景觀의 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景觀의 形

成훨因을 적극적으로 물어 나온 것이 독일의 社

會훤理學임을， ’50年代以來 독일社會地理學의 定

立을 주도해 온 Bobek 의 論文(Stellung und Be 

deutung der Sozialgeographie, Erdkunde, 1948. 日

本語譯있음)에서 알 수 있다. 부연하면 A文 • 社

會的 要素나 景觀을 地誌、學 • 景觀學에서는 所與

의 것으로 간주， 멈然 乃至 地的環境의 立場에 

서 環境決定的 또는 機能的으로 풀이한데 지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obek 은 機能

을 이 끄는 形成要因으로서 社會集團을 보다 기 

본척이라고 내걸어 景觀풀이를 주장한데 특색이 

있다는 것이다. 

한 地理學者는 景觀中心의 地理學은 일찍부터 

構造主義의 入口에 도달했A면서도 그것을 追究

함이 없이， 다시 말해서 機能主義的 構造主義의 

定立에는 한걸음도 들어서지 뭇한 상태에 었다 

가 이 제 그것을 社會地理學의 이름하에 機能主

義的 構造主義와의 正面對決을 志向해서 나섰다 

고 말했는데， 그것도 같은 服絡위에서 독일社會 

地理學을 파악한 것으로 풀이펀다. 그러나 한펀 

Schlüter 가 ’38年 Halle 大學 退任時 오스트리 아 

出身의 Bobek 을 後任者로 맞으려 했었다는 記

述을 읽은 일이 있는데， 이에서 보면 Schlüter 

는 앞으로 펴가야할 地理學의 方向을 또한 知覺

하고 있었다고도 생각펀다. 부연하면 社會集團

은 이의 生活樣式을 展開하기 위한 Raum, 즉담 

身의 生活空間 Lebensraum 을 간직 한다든지 따 

라서 핍究의 ;集點은 社會集團에 의 한 領域過程

(räumliche Prozesse)을， 그의 屬性파 機能， 變化

등을 통해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절 것을 據測하 

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形態

的안 면만을 고접하다가 나중에는 景觀形成을밝 

히키 위해 政治的 考察을 안정해간 점을 불 빼， 

這間의 사정을 읽을 수가 있다. 다만， 문제는 

社會集團을 내걸어 그것을 主體로 한 領域過程

의 追究를 本格化하지 않았을 짜릎야랴고 여;，램 

진다는 것이 다. 한펀， 社會集團핍體가 機能 • 類

型化過程 둥에 의해 파악될 수 밖에 없는 것안 

데， 當時 나치獨載下에서 그렌 學問活動展開가 

어려웠으리라는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但， 2次大戰前의 獨速地理學에 는 社會集團의 

고찰이 輔을 잡을만한 餘地가 그만큼 弱했었다 

는 점도 안정할수가 있다. 즉， Heidelberg 大學

의 地理學敎室을 이 끌었 던 Hettner 는 Halle 大

學의 Schlüter 에 비해 훨씬 華麗한 學的 生、活을 

보냈는데， Hettner 地誌學의 輔이 담然→A間方 

式이 었으나 社會集團考察의 輔이 들어 설 餘地가 

그만큼 약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에 서 도 알만하다. 즉， 獨速이 낳은 今世紀

의 偉大한 思想家， 社會科學者로서 , 또한 理;승: 

型(Ideetypus)에 의한 社會把握으로서 유명한 M. 

Weber 는 Heidelberg 의 Hettner 同際로서 相互

間에 學的 交流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灌澈文化에 의한 中國社會의 把握으로 地理學者

間에 도 알려 진 K. A. Witfogel 은 當時 Weber 

門下生이었는데， 그가 地理學者는 담然對A間의 

고찰에서 媒介項(中間項)언 勞動過程을 빼버란 

다고 評해서 地理學을 냐무랐던 데도 不抱하고 

Hettner 地誌學은 여 천히 社會的考察로부터 孤

立되어 있었다는데서도 當時의 地理學趣向을 알 

만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社會集團에 대 한 地理的 考察의 輔을 

잉태하고 있던 景觀學展開에도 不狗하고 敎育地

誌、學의 보급혜문에 地理學理論의 본고장안 독알 

에서도 戰後한해냐마 地理學은 非社會科學性으 

로 볼려 곤욕을 치 렸다고 傳聞했다. 그런만큼 

Bobek 의 社會地理學主張은 2次大戰後 천만적 안 

社會科學鐘頭에 딸맞추었다고는 하냐 時期에 적 

절했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社會地理學은 이 

바른 一般人文地理學에 代置되 어 야 할 것 이 냐， 

人文地理學의 一핍究分野로 담을 수 있느냐의 問

題를 Otremba 와 Bobek 間의 論爭을 통해 노출 

시키기도 했었으나 그런대로 定立되었다고 볼수 

있 다. Otremba 는 i般A文地理學을 이 끌 수 있 

는 것은 經濟地理學이 라는 점 , 社會機能과 地理

學과의 관계는 일찍부터 계속 地理學빠究에서 

追究되어온 터로서 그것을 經濟地理學船究에 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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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시킬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새삼스럽게 社會

地理學을 分立시 켜 人文地理學의 分짧을 가져 올 

필요는 없다는 첨둥을 주창했다. 그러나 그런論 

爭點을 제쳐 놓고도 社會地理學의 定立을 보다 確

固히 하기 위해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社會集團은 機能을 통해 領域化블 수만하 

는 것이 사살이나， 그렇다고 그것을 主體的 形

成要因으로 내걸어 一般人文地理學과 代置할 수 

는 없다는 첨을 들 수가 있다. 例컨대 領域化에 

는 人閒精神의 深層部;機能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연 地形에 의 해 나타나는 機能을 社會

機能으로 대치시킬 수 없는데서도 그것은 明白

하다. 後者의 경 우는 가령 2個位置블 잇 는 交通

路가 地形혜문에 廷3델하게 펼 혜 그의 機能은 펄 

線路언 경우에 比해 相異해지는데서 증명펀다. 

핏컨대 地理學이 志向해온 것은 地表面의 機能

파 그의 一部로서 냐타나는 A間에 의한 機能究

明이며， 그것을 社會集團의 機能에 의한 領域化

로 理沒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代置라야 한다면 地理學은 기 껏해야 社會誌의 위 

치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社會地理學의 경우 

社會블 어떻게 포착하느냐의 根本的안 問題가 

따른다는 점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 

서는 그런 問題를 空間考察로 마 루고 다만， 프 

랑스地理學의 경 우는 Blache 의 ‘人文地理學’을 

보면 A間集團의 考察에 상당한 우게를 두고 있 

어 그의 出發이 보다 건천했다든지， 또 英國의 

경 우는 A文地理學을 社會地理學으로 부블 정도 

로 역시 社會機能의 考察을 중요시해왔다든지 

하는 점 만을 들고서 地域 地理學01 야71 에 

맺으려 한다. 

× × × 

그2....Q.. 
E '2. 

空I해理論 Spatial logics 乃至 空間맑究 spatial 

approach 를 志向하는 地理學에 대해 살피기로 

하고， 먼저 類型地域(generic region)을 志向하는 

地理學， 다시 말해 서 地域地理學과의 관계 를 다 

시 한벤 明確허 해두고자 한다. 그러고 Lander

kunde 를 地誌學이라고 벤역했는데 단순히 韓國

의 地域地理를 칭할 배는 韓國地理라고 부르는 

것 이 쭉當하다. 그런데 地域池理學이 내 세 우는 

地域은 generic region 이 며 그것 을 찰뭇 이 끌어 

specific• unique region 으로 英譯했 고 다시 漢

文譯해서 特珠地域이라고 쓰게 된데 地域地理學

의 정당성을 誤導할 素地가 있었다는 점을 나는 

앞에서 지적했다. generic region 이란 一般性과 

個性을 함께 나타내 고저 한 兩面性의 擺念이 라 

는 첨을 銘記해야 한다. 그것은 generic region 

을 一般地域으로도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Christaller 가 Hettner • Schlüter 에 서 비 풋된 

Land. Landschaft 는 M. Weber 의 Ideetypus: 

에 해당된다고 적고 있는데서 明白하다. 여러분 

들은 아마 地域地理學考察에서 나중에는 經濟地‘

理學이 니 社.會地理學이 니 하는 용어 들이 나와서 

混亂에 빠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本人에게도 그 

런 經驗이 있 다. 그러 냐 그런 混亂은， generic: 

region 이 兩面性을 지난 擺念이라는 점을 理解

할 해 해결펀다. 

事象의 空間配列原理(종래 地理學에서 말해온 領

域原理)를 추쿠하고 體系化하는 것은 地理學이 

開招 • 固守해온 分野안만큼 그런 追究輔의 學問i

은 모두 地理學이 다. 그래 서 本A은 空間地理學

이 란 용어 사용을 짜른다. 그러 나 그것 을 理論地

理學 theoritcal geography 乃至 一般地理學

general geography 으로 代置해 서 地理學全體를 

통해 마치 그것만이 理論的이 고 地理學全般을 

꿰뚫는다는 思考는 옳지 뭇하다고 본다. 그런점 

을 基本에서 理解시키고저 本A은 이야기 중 地

域地理學의 고찰에 신경 을 썼다. 空間地理學은 

抽象된 空間 space 에서 空間配列原理를 찾고그

에 의 해 事象의 空間縣序를 파악함으로써 國家

生活의 計劃編成에 이 바지하고져 나타났고 그런 

縣序原理를 一般社會科學， 例컨대 經-濟學 • 社會

學등과 밀접한 관련하에 풀이하려는데 특색이었 

다. 단， 이에서 追究되는 法則은 空間法則으로 

서 各種社會科學에서 추구되는 ~般社會科學法

則에 대해 特珠法則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그런 空間縣序의 追究에 있어 그의 形成原因

을 A間의 行態過程(behavioral process)에서 찾으 

려 고 A間社會나 이 의 원E濟活動둥으로 ;集點을모 

아갈때 그것 이 일종의 經濟地理學， 社會地理學

이 될 수도 있다. 뒤이어 살피겠지만， W. Chfi 

staller의 中心地理論에서는， 消費者는 商品 서버 

스를 中心地로부터 가창 가까운 곳에 서 求한다는 

最近接中心地假說 (nearest center hypothesis) 

9 -



에 서고 았는데 이에서는 A間의 經濟活動에 魚

點을 모으면서도 人間의 行態過程을 내세우고 

있어 그것은 檢正對象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Christaller 는 著書안 “Die Zentralen Orte in 

Süddeutschland, 1933"에 副題로 “Ein ökono

mischgeographische Untersuchung über die 

. Gesetzm하tzigkeit der Verbreitung und Entwic-

klung der Siedlungen mit St하dtlichen Funktion" 

이란 이릎을 불여 그것이 紹濟原理블 士훨로 한 

昭究임을 明示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經濟學者

언 A. Lösch 는 生塵願賣에 있 어 市場面積파 願

寶量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쿠했는데 그에서 

의 六角形市場， 市場階層構造， 市場數， 立地相

互間距離등 主要 法則內容이 Christaller 의 경우 

’이미 市場原理로서 쿠명되고 있는 사살을 알 

고서 Christaller 의 연쿠블 자신의 著書 “Die 

r하umliche Ordnung der Wirtschaft 1940, 1944 

英譯 있음)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但

‘어 런 경 우 經濟地理니 社會地理니 하더 라도 地

域地理學에서의 그런 追究와는 다르다는 점을 

留意해야 한다. 아무튼 ’30年代 以後까지도 i 

般性追究를 志向한 地理學맑究는 너 무 地域地理

-를 意識한 나머지 ~般社會科學과의 연계를 짓 

는데 소홀해져 成功하지 뭇했는데， Christaller 

의 경우 立地論파의 연계를 지음으로서 地理學

細究에 一大轉機를 마련할 수 있는 陽究에 밟功 

했다. 但， Christaller 가 中心地理論을 말표한 

것 은 ’33年度이 나， 그런 思、考는 그후에 도 獨速地

理學界의 小數意見으로 여겨지는 상태였다가 戰

後에야 미국에서 않目을 끌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선 付言해 둔다. 

Christaller 는 원래 M. Weber 의 同生언 A. 

Weber 에 게 서 I業立地論을 천공한 經.濟學徒이 

었는데 地理學的 思考의 主輔안 領域原理플 터 

득하고저 Gradmann 의 門下生야 된다. 원래 地

域을 포함하는 空間的 思考는 獨速的안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의 抽象的 測面의 理論化가 J. H. 
yon Thünen 의 孤立國(Der is이ierte Staat in Bezi

ehung auf Landwirschaft und Nationalökomie, 1910. 

日本語譯 았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알려지고 있 

는 사살이다. 그리고 Thünen 은 英國에서 三團

農業의 發展形態로 나타나 當時 獨進에서까지도 

追從者를 낳고 있던 輪我式農業야 독일의 경우

반드시 짜라야할 農業經營方式이 아니 라는 점 , 

짜라서 三團農業經營이 경우에 짜라서는 오히려 

利益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등을 Tellow 農場에 

서의 10年間 農場經營을 통해 증명했다는 것을 

그의 農業立地理論윤 통해 알수가 있 다. Thünen 

에 이어 A. Weber 는 조業立地理論을 폈거니와 

그런 系讀위에 서띤서 또한 地理學과의 연계를 

맺어 地域의 理論的 體系化블 이끌었던 것이 바 

로 Christaller 이 다. 다시 말해 서 그는 工業立地

論을 止揚해서 地域體系化를 이끌어간데 地理學

者로서의 面덤을 여살허 나타내었다고 생각 

한다. 다만， 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地域이란 

Christaller 가 地域分析에서 쓰고 있는 意味로서 

中心地理論에 입 각한 地域임 은 꺼論이 다. 따라 

서 그것은 앞에서 살판 바 地域地理學에서의 地

域擺念과는 근본적으로 相異하다는 점을 銘記해 

주기 바란다. 즉， 類型地域의 경 우는 同質性 共

同性의 地域으로서 兩面性의 擺念에 의 해 포착 

하려고 하는 것안데 대해 Christaller 의 경우 地

域이 란 相互關聯性만을 輔으로 하고 그의 포착 

에 있어서도 關聯性에 의한 一面性의 場으로서 

만 내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前者

는 中世的안 뉴앙스등 歷史的背景을 풍부허 하 

는 擺念이 며 짜라서 兩面性의 파악을 기도하는 

데 대 해 後者는 資本主義發達에 짜른 都市化로 

서 前者의 훌훌退 乃至 解體위에 나타나는 聚落間

의 機能關係定立을 보려 는 것 이 며 짜라서 -‘面

性把握을 내세워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 면 Christaller 의 中心地理論이 지 니 고 있 

는 地理學的 意義블 살피기에 앞서 그는 당시의 

地域地理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 

의 문제블 살펴두고져 한다. 그는 Gradmann 의 

地理學體系， 다시 말해서 어떤 類型地域을 내세 

우고서 그에서의 되然파 人文 • 社會現象의 機能

的結合을 추쿠하려 는 地理學風， D. Gregory 의 

表現울 빌 면 manjland relation 을 밝히 려 는 志

向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가 Gradmann 의 地域昭究 對象안 南獨適-을 field 

로 삼아 中心地理論에 의 한 地域體系化를 이 끌 

었다든지， 著書의 縮論에서 當時의 聚落地理學

船究가 Gradmann 의 주장(村落과 都市는 根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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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매하는 천연 別系의 事物이라는 주장)을 짜르고 있 

는 것은 正當하다고 말하고 있다든지 하는 점에 

서 볼빼 兩昭究는 補完關係이 어 야 한다고 본 것 

임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하에 都市없究 

의 輔을 마련하려고 中心地理論化에 착수했다고 

여겨진다. 그러고 距離에 의한 地表面事象의 追

究가 종래 地理學짝究에서 주장되면서도 제례로 

얀펀 사살을 著書의 縮論에서 누누허 듣고 았는 

첨 에 서 불혜 그의 都市地理陽究輔을 종래 의 man/ 

land relation 과는 다른 점에 두고저 했다는 점 

도 明白해진다. Christal1er 가 또한 村落地理딴 

究에 종래의 地理學的 陽究가 공헌할 것으로 보 

았다는 점은 著書의 結論에서 기타 聚落地理學

方法오로서 歷史的 追究와 아울러 地理學的 追

究(당시의 地域地理的 追究)의 중요성을 들고 있는 

데 서 明白하다. 但， 이 경 우 當時의 man/land 

relation 追究에는 規模面에서 고려할 점이 있음 

을 듣고 있는 사살은 注意블 요한다. Christaller 

는 都市地理맑究에 中心地理論을 내 세워 地理學

꿈}究에 新機輔을 마련했다는데 細對的안 意;義가 

있 다. 다시 말해 서 그는 D. Gregory가 man/man 

relation 이라고 말했듯이 거리만을 짜졌을혜 人

間關係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經濟原理블 통해 

法則化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經合된 都市擺念을 쓰지 않고 단순히 中心地機能

을 갖춘 聚落이면 都市라고 치고 消費者는 펄요 

한 商品 • 서바스를 가장 近接펀 都市A에제서 

求한다는， 이른바 最近接中心地假說에 섰다. 이 

어 , 中心地機能을 中心地와 補完區域과의 관계 

로 쳐 서 이 른바- 六角形原理를 도출하고서 다시 

中心地機能을 A口數에 의해 靜態 • 動態的으로 

분석 하였 다. 그래 서 中心地點의 體系化 model을 

이끌었다. 그런데 다음에는 中心地의 기능시설 

윤 통해 中心地{生補提을 검토하고서 지표로 電

話拖設에 意味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南獨

速을 Field 로 삼아 電話施設에 의 한 地域分析을 

진행시켜 model 로서 내세운 中心地體系가 일종 

의 階層關係블 이루면서 成立되는 것을 검증해 

서 南獨適의 경우 都市의 數 • 規模 分布에 法則

이 있음윷 증명했다. 그러고 市場關係 • 交通關

係 • 行政關係에 짜라 각각 그것을 풀이해서 市

揚原理·交通原理· 行政原理를 이끌었던 것이 

다. 이른바 假說→model 化→檢定→解釋→結論→

理論의 과정을 밟은 것이다. 

中心地理論은 Christaller 가 國家의 合理的 行

政組織을 위해서， 또한 國家生活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독알의 國土를 再編成하기 위해서 經濟

學的 基騎블 마련하고저 이루어졌다고 그의 著

書序文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직접 살용적안 

목적하에 연구되었다. 地域地理學이 國土認識야 

라는 보다 基本的안 목적하에 출발· 발전해온 

비와는 대조적이다. 그렌데 현재 空間地理學의 

本山格안 美國地理學의 경우는 그런 살용척안 

면으로서의 中心地理論의 受容과 展開로서의 空

間地理學發展은 한층 살용척이었다는 점에서 주 

목펀다. 미국 地理學界에 대한 中心地理論의 소 

캐는 ’ 41年度라고 하나， 그것이 미국 地理學界

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 50年代이며 그것도 지 

극히 實用寫主안 regional science (地域科學이 라고 

먼역되는 이 region 또한 地域地理學의 경우와는 다르 

다는 점 注意를 요한다)가 ’50年代에 들어 둥장하 

는 데서 자극되었음아 분명한데서 말할 수가 있 

다. 원래 마 국은 開招當初부터 各地方을 근거 로 

移出廣業을 발천시켜 都市的 中心을 形成， 地域

分業을 마련함으로서 國民經濟을 형성했는데 그 

런 사정해문에， 美國에는 經濟社會에 있어 規模

에 의한 經濟블， 英國에 앞서 생각토록 했다는 

意見이 있 다. 古典學派 經濟學을 발전시킨 英國

에서는 經濟에 대한 時間的 影響을 중요시하고 

空間的 考察을 거의 무시한데 대해 美國에서는 

앞서 規模의 經濟에 눈을 돌럴 素地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우든 美國에서는 2 次大戰後 經濟學

者들이 地域昭究에 많은 關心을 갖게 되었는데 

그중혜 지도석안 學者가 w. lsard 로서 그는 

’50年代에 처 음으로 Regional Science Dept. 를 

Pennsy 1 vania 大學에 設置하고 나아가서 、學會도 

창럽 했 다. 이 경 우 Regional Science 란 經濟學 ‘ 

社會學 • 地理學 .A口學 둥의 協力下에 各種地

域問題블 다루어 政策決定에 이바지하려는 일종 

의 學際間應用科學的 性格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碩向이 되어가자 Lösch 니 Chri-

staller 같은 學者들에 판심이 쏠려간 것은 까論 

이고 득허 地理學者에게는 中心地理論이 關心을 

끌게 되어간 것이다. 그러고 이 경우， 마국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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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落이 없는 都市 一邊倒의 社會라는 사살도 注

意해야 한다. 

그러 냐 아무튼 Pragmatism 의 思i朝와 都市

一邊倒社會라는 알맞는 風土로 옮겨진 空間맑究 

는 ’50年代 以後 미국에서 急速度로 成長한다. 

-그간 마 국에 서 도 Hartshorne 型의 地域地理없究 

가 전연 흥미블 끌지 뭇하는 상태에 있었던 만 

큼 新進地理學者들은 새로 도업펀 空間陽究型의 

地理學에 廳了되어 갔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空間빠究는 深化짧展되어 이 른바 空間地理學의 

定立을 보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世界主

要國家로도 천파되어 反論이 제기되는가운데 하 

나의 湖流를 형성했다. 空間펌究의 深化發展內

容4로는 우선 假說위에서 이끌어지는 model 의 

作成이 나 檢定에 計量的 技法의 도업 을 큰 특-징 

]으로 꼽을 수가 있다. 새로운 地圖作成， 數式

-model, computer program 둥둥의 利用 流行

에나 檢定에 있어서의 各種數學의 둥장은 그에 

의 한 것A로서 地理學陽究의 천캐에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그러고 그런 計量的 技法은 단순 

히 地表面事象에 대해 척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다， 그것 에 의 해 空間縣序의 mechanism 을 

풀어 理論體系開發을 意圖하는 것 이 라고 주창해 

서 計量地理學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本A에게는 計量的 技法을 익히지 뭇한 탓안지 

도 모르지만， 그런 호청은 便宜的 使用以上의 

것이 뭇된다고 여겨진다. IGU 의 委員會 이름애 

도 quantitative methods in geography 로 되 어 

였다. 그러나 아무튼 計量的 技法의 도업에 의 

한 空間地理學發展은 눈부신바 았어 그것이 中

心地理論의 深化(例컨데 中心地理論에서 내세워진 

都市間隔의 檢證) .point pattern. network . trend 

‘ surface • spatial interaction • spatial diffusion. 

"spatial behavior 등동에 관한 分析으로 나타나고 

였음은 그런 方面의 精進을 쌓은 우리 교수들의 

가르첨을 통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다. 

× × × 

地域地理學과 空間地理學과의 판계를 어떻게 

알아두어야 할것안가를 살펴， 이야기의 마무리 

를 짓 고져 한다. 이 에 앞에 서 는 바， Christaller 

가 中心地理論을 내세울 혜의 주장과 空間地理

學의 定立을 동해 나타나고 있는 地理學者들간 

의 주창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들고자 한다. 죽 

前者의 경우 兩地理學志向은 補完的인 것으로 

본데 대해 後者의 경 우는 地理學昭究에 서 아주 

環境考察輔의 追放을 내세웠다. 부연하면 어느 

湖流이든간에 地域地理學은 多元世界를 類型地

域에 의해 포착할 것을 펀、圖， 그것을 담然環境 

乃至 A文條件을 含有하는 地理的 環境 對 人間

乃至 A間生活關係를 輔오로 삼아 밝힐 것을 志

向해왔다. 이에서 自然環境에 대한 對應은 ada

ptation(順應) • adjustment(適應)의 단계를 거쳐 

近代社會에서 보는 바와 같은 高度化 • 多樣化에 

이르렀다고 여겨 歷史的 接近을 중요시했다. 그 

래서 그런 對應自體가 文化라고 보고서 地域마 

다의 그런 個뾰的안 文化把握을 중시한다. 또한 

地域地理學에서는 地表面事象이나 地域에 관여 

하는 諸條件들이 밑접한 관련하에 작용해서 孤

立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綠合考察을 매우 중요 

시해왔다. 따라서 地域地理學의 경우는 蘇合科

學 • 境界科學이 라는 擺念을 주장할 뿐만 아다 라 

追究方法에 있어서도 field(野外)를 一次的으로 

내세워 이에서는 假設→觀察→分類→比較→記述

의 단계를 거치도록 한 후 類推過程을 통해 結

論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척이 되었다. 이에 대 

해 空間地理學에서는 A. K. Philbrick 에서 보는 

바， 人間生活에 대한 自然環境의 영향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더 라도 地理學은 그런 思考輔에 서 

離脫， 孤立化方法에 의한 抽象空間을 A間古據

의 輔에서 고찰해서 그런 抽象空間의 地域構造

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追究方法

에 있어서도 假說-model-檢定-解說-結論

理論의 이른바 計量的技法을 주장해서 이런 方

法을 쓰는 空間地理學만야 科學的地理學이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環境考察輔의 追放主張은 지 

금까지 環境考察輔의 地理學야 成功하지 뭇랬마 

는 첨을 주요근거로 내세운다. 

이 쯤되 면 空間地理學測의 一部思考， 즉 理論

構葉을 위해 環境考察輔을· 버 려 야 한다는 그렌 

思考는 地理學의 援小化블 가져올， 매우 걱정스 

러운 주장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고 

그런 思考는 地域地理學파 空間地理學은 出發에 

서 著想이 다르다든지， 그로 안해 한쪽은 野外

重視와 그에 맞도록 追究方法을 군상해온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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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른 쪽은 model 作成파 檢定을 중시해서 이 

‘에 알맞는 計量的 技法의 짧展을 이끌었다는 背

윗을 무시한 주장이라든지， 또 종래의 地域地理

學이 成功뭇했다는 判斷도 어떤 경우의 이야기 

이지， 그것은 그런데로 學問發展에 이바지해왔 

다는 사살을 모르는(? ) 소치라든지 하는 첨동 

을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동해 理解할 

것A로여겨진다. 요즘은함부로開發을펴는바 

람에 生態系가 파괴되어 오히려 人間生活을 뭇 

사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소리도 높다. 짜라서 

生態的 考察이 필요하다는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는데， 空間에 업각한 開發發想을 쫓는 종래의 

空間地理學으로서는 그런 고찰이 限界以上의 것 

염 은 까論이 다. 生態的 考察은 원래 地域地理學

의 追究블 통해 자라왔다는 것은 이마 살핀 바 

와 같다. 한펀， 위에든 空間地理學의 주장은 本

質的안 면에서도 不當하다. 즉， 地理學이란 地

表面에 전개되는 쿠체적안 事象을 안식 • 이해하 

려는데서 출발한 것안테， 法則을 내세우는 것은 

좋A냐 特珠法則에 근거 한 抽象된 空間論議나 

할 뿐 쿠체적인 事象을 안식 • 이해뭇한다면 그 

것이 地理學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거 해문이 

다. 空間地理學이 곧 地理學이 라는 주장이 나오 

면서부터 그것은 地理學에 대치될 수는 없다는 

강력한 反論이 각국에서 나온 것도 그런 服絡에 

서 이해해야 한다. 例컨데 韓國에서 地理學을 

천공할 뿐만 아니 라 地理블 또한 國民敎育課程

오로서 중요시하는 것도 韓半島의 山)11파 이에 

祖上들이 뿌리를 내려 生活空間을 펴온 파정을 

把握하고서 多元世界에서의 個性的 理解를 志向

하기 때문이라는 점꼴， 本人은 이야기의 첫머리 
에서 주장했다. 적어도 韓國에서 地理學을 한다 

면 韓國의 自 然 -A文 • 社會에 대 해 綠合的 觀
點에 선， 나름대로의 理解를 갖고 있어야 한다 

는 것이 本人이 평소에 품어온 생각이다. 또한 

實用을 내세우는 空聞地理學理論도 그런 理解위 

에 서야 올바른 결과를 낳아 제쿠살을 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空間地

理學은 計量的 技法의 도업 을 근거 로 科學性을 

내세우지만 그에서의 統計數f直란 원래 어떤 ß~ 
定된 角度에서 본 事象의 -떼面을 模寫하려는 

것으혹 그런 角度에 서는 限에 있어서 客觀的야 

람는 첨을 얄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空間地理

學의 統計數f直는 特定標識에 의 한 統計數f直 以土;

의 意味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_ computer 

의 경우에도 限界는 명백하다. 즉， computer 의 

경우 같은 것을 계속 되풀이하거나 (料金計算 座

席據約 등) 正確한 data 릎 근거로 한 高度의 計

算(宇댐科學의 경우) 등에서는 그의 成果는 驚異

的야다. 그러나 複雜하고 미묘하게 움직이는 사 

람의 마음에 관한 사항， 例컨데 選學의 結果플 

據測한다든지 할때는 이미 限界에 부맞친다. 그 

것 이 programming 作成이 不可能한데 기 언하 

고 있음은 꺼論이다. 짜라서 우리는 計量的技法

을 익히는 동시에 그것이 萬能이 아니며 그것에 

현혹되어 잘뭇 쓰면 오히려 虛像을 쫓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科

學的 認識이란 人間의 업己認識에 不過하다는 

論理가 되며 社會生活을 하는 A間이란 결국 歷

핏的 社會的 規制를 면치 뭇한다는 주장이 되싹 

가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는 地域地理學과 空間地理學의 바 

랍직스런 접속을 어떻게 꾀하느냐에 있지， 어느 

한쪽만이 地理學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 

이 나의 생각이다. 살제의 地域像은 地域地理學

이 志向해온 地域파 空間地理學이 志向하고 있 

는 地域의 千涉像에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本A

의 생각이며 앞으로의 地理學昭究는 그런 면으 

로의 努力이 要求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렌 

면으로의 前進을 위해서는 空間地理學은 단순히 

많存틀에서 實用寫主의 技術的 開發이라는 변을 

념어서 一般社會科學 理解 위에선 理論的 追究

에 힘써야 하고， 地域地理學 또한 歷史 • 文化追

求의 學問과 연계를 지으면서 類型的 接近에 客

觀性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 

에서 볼때 ’ 701건代에 들어 英 • 美國의 地理學界

에서도 空間地理學에 대한 批判이 일기 시작하 

면서 地域地理學再定立에 소리가 있어 지켜보고 

싶은 삼정이다. 한현， 地域地理學의 본고장띤 

獨速地理學界에서 역시 生態 • 社會地理學의 말 

전윤 꾀하는 동시에， 計·量化方法에 서면서 個

의 總和가 아난， 全體로서 의 千涉場댐주究에 地域

地理學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地理學陽究에 있어서 또한 엄청나게 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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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쏟아져 냐오는 現時點에서 그런 점에 밝지도 

뭇한 내가 地理學全般을 論한다는 것은 過愈안 

흠이 없지 않다. 그러나 本A의 생각이 地理學

흐름의 큰 테두리를 벗어냐는 것은 아니라고 보 

고서 이에 開陳했는데 잘뭇알고 있는 점이 있A 

면 ·뒤에 지적해주커 바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自然地理學(여기서 言

及을 뭇했지만) • 地域地理學 • 空間地理學의 말천 

을 위해 여러분들의 地理學에 대한 精進을- 싸라 

면서 나의 이야기에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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