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25次 國際地理學會議 섬 포지 움 參席記

필자는 1984年 여름 파리에서 開{崔된 IGU 의 

심 포지 움 4 : Commission on Field Experiment 

in Geomorphology (以下에 서 는 地形學野外寶驗分科

또는 野外寶驗分科라고 略稱한다)에 參席했다. 參

考삼아 그에 배한 內容을 간추려 보고하고자 한 

다. 파리 會議의 2nd circular 를 받고 보나 프랑 

스 地理學의 특색을 나타내어 本會議前 섬포치 

움이 38個나 되도록 다양하게 꾸며져 있었으 

며 , 地形學關係의 것 만을 추려 도 環境으로서 의 

地形을 다루는 分科가 7個， 系統地形맑究를 다 

루는 分科라고 볼 수 있는 것이 7個나 되었다. 

그래서 그중의 어느 分科에 참가할까 망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정 野外實驗을 다루는 分科

플 비 롯해 서 심 포지 움 12 : The Significance of 

Peri-glacial Phenomena, 심 포지 움 29: Geomor

phological Survey and Mapping, 심 포지 움 36: 

Geomorphology of Rivers and Coastal Plains, 
성 포지움 38: Morphotectonics 풍 系統地形學을 

다루는 分科들은 모두 펠자의 參加意、愈을 불러 

얼으키는 것이었다. 그런테， 그 中의 섬포지움 

4는 섬 포지 움 場·所가 Strasbourg-νHeidelberg-→ 

Trier• Luxembourg 동으로 되 어 Rhein 江뿔에 

걸쳐 있는데다가 地形學의 野外實驗場에 의한 

追究라는 점 둥에 鍵T되어， 結局 野外寶驗分科

에 參加키로 했다. 나중에 circular 블 보니 野

外實驗分科를 주관하는 곳이 서울大 大學院을 

나온 吳慶變 • 姜永福 • 李俊善 諸君·이 留學하고 
있 는 Strasbourg 大學의 딩 然地理學船究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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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相 昊*

서 내 결정이 잘 되었음을 얄고 커뻐하였다. 

그리고 Strasbourg 大學에는 應用地理學맑究所 

와 업然地理學빠究所가 있을 뿐만 아니라 同大

學의 地理學科롤 이끌어 올렸고 또한 現在도 應

用地理學핍究所長의 자리블 맡고 있는 Tricart, 

J. 교수는 才氣넘치는 氣候地形學大家로서 얄려 
져 Strashourg 大學이 그런 일을 주관하기 에 척 

엄임은 꺼論이다(但， Tricart 교수는 海外出張中이 
어서 學會에는 不參) . 

野外實驗分科는 8월 20일에서 2성5일에 ;걸셜쳐， 
S않tras야bouπr탱g→He려ide려lb야er탱.장g-.Tr디ie앙r-→→Lμuxemb바u따lr뿔.용g 둥 

各地에 설치된 地形學의 野外實驗場을 답사하면 

서 實驗場의 살태와 그의 짧究內容을 듣는 일과 

參加學者들의 論文짧表를 위한 paper session으 

로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筆者는 field 資科와 

準備未及으로 이 分科에서는 짧表를 하지 않고， 

파리 本會議의 Section B 에 속하는 Theme 19: 

History of Geography 分科에 서 “The geogra

phic thought of Korea in 18th century"를 말 

표했다. 그 內容은 李重煥先生이 reine Geogra

phie 時代의 中心擺念으로 동장하는 natural re

gion 의 思考를 가지고 있었던 첨을 擇里志分析

빛 風水地理 • 風士思想 둥과 比較하면서 다훈 

것이었다. 地理學史分科의 말표시간이 예상파는 

달러 10分으로 단죽된데다가， 갑자기 國際舞臺

에 선상태여서 語學力 負困 둥으로 상당한 困感

을 치렸A냐， 參加者中에는 論文을 얻고 싶다는 

말을 건내오는 學者들이 있는 둥 판심을 보얘 

-111-



그렌데로 딩愚카 되었다. 이야기를 本軟道로 폴 

리면， 野外實驗分科는 據定대로 20 日에 paper 

.session (Strasbourg)의 진행 으로 시 작되 었 다. 野

外實驗分科에 登錄펀 學者는 82名안데， 參加A

員은 짧表場所안 階段式大形講義室을 다 채울 

정도였으니， 아마 正式登錄者以上으로 사람들이 

온 것 같았다. 地形學分科의 하나안 심포지움4 

의 參加A員이 이 정도이니， 이로 마루어 地形

學關聯分科들의 全體參加A員을 추정할 수가 있 

어 地形學隔究는 역 시 유렵 地理學界를 주도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섬포지움 4에서의 paper ses

sion 鍵表論文 및 Paris 本會議에서 의 地形學짧表 

論文(Section 1 : Natural Environment) 둥의 內容

어나 이에서의 質疑內容이 充寶했을 뿐만 아니 

라 鏡表場分圍氣 둥으로 보아 필자의 그련 느낌 

이 빗나간 것이 아님을 설캄했다. 第 1 次 paper 

session (Strasbourg 大學)은 午前 8 : 45에 서 午後 6 

시 념어서까지 진행되어 論文 18篇이 발표되었 

는례 , 內容은 천부가 splash, storm runoff, 

flood, debris mass-transportation, soiI creep, 

:soil shear, soil slow-movement, soiI horizon, 

soi1 water 둥 fluvial morphological process 에 

대한 野外實驗場資料中心의 흙究報告이었다. 이 

paper session 에 서 특히 들어 야 할 것 은 吳慶燮

君의 Caract화oistiques hydrodynamiques d’hori

zons d’origine cryogénique dans Ies formations 

superficielIes des Hautes Vosges(Hydrodynamic 

properties of cryogenic horizons in the detritic su

perficial formational of the High Vosges) 에 대 한 論

文寶表이었다. 同論文은 高度 900m 의 Voses 띠 

地頂邊平뀔地形올 中心으로 主로 W더rm 永期형 

성 으로 여 겨 치는 superficiaI formation 에 대 해 

그것 이 periglaciaI processes 에 의 한 것 엄 을， 

構造面 cryogenic structure((î) laminated s상uc

ture in granitic regolith @ microlaminated struc

ture of detritic sand formation @ laminated struc

ture of moraine @ braided network of “co표fes" 

헬 banded disposition of fine materiaI)을 偏光顯

微鏡觀察과 X-ray 分析 둥의 諸方法울 통해 밝 

힘으로서 明白히 했고， 또한 그런 地表層의 周

永河構造는 hydrodynamic properties 와 밀접 히 

j관련되었다는 사살도 提示했다. 

X-ray 分析에 의한 周永河過程의 ν구명은 Colo

rado 山地의 경 우， 미 국의 地球科學者들에 의 해 

試圖펀 바 있지만， 이렇게 高地地形面의 周永河

過程關聯올 地形的으로 結合考察하기는 吳君야 

쳐음C?)이며， 그래서 參席者들의 關心과칭찬을 

받았다. 日本짧波大學 名響敎授안 市川民는 흘풍 

한 弟子를걸렸다고말해， 필자도 칭찬의 소리를 

들었다. 野外實驗分科에서는 博士過程 在學者들 

의 論文훌훌表(日本 北海道大學 環境大學院 博士過程 걷E 

學者는 post-eruption sediment budget in a small cat

chment on mt. Usu 라는 題 目으로 發表)가 여 러 篇

있었는데， 우리의 大學院 博士過程水準도 빨리 

끌어올려야되겠다고切感했다.21 日에는버스에 

실려 Petite Fecht 江 流域에 속하는 部分의 Vos

ges 山地로 올라가， Strashourg 大學 自然地理學

數室에 서 設置해놓은 野外實驗場을 돌면서 mass

movement 와 hydrodynamics 測定의 現場說明 j 

올 듣고， 냐아가서는 吳君의 論文作成 field 의 ; 
露頭說明올 碩聽했다. 필자는 Strasbourg 에 도 

확하면서 1 日은 自動車로 Vosges 山地頂邊을 돌 

면서 吳君의 field 案內를 발은 후라， 興味는 머 

욱 高澈되어 永河 ·周永河現象에 대해 많은 공 

환가되었다. 

21 E밤도 Strasbourg 에서 지낸 參加者들은 22 

日 아챔 버스로 Heidelberg를 향해 달렸다.11 

時煩 Heidelberg 大學 地理學敎室에 도착해서 간 

단한 敎室說明올 들은 다음， 곧 Neckar 江의 上

流에 설치되어 있는 同大學 自然地理學敎室의 野

外實驗場路훌로 나섰 다. Neckar 江뿔의 아름다 

운 大學都市이 며 古都안 Heidelherg 의 情趣냐 

또 Hettner 가 Heidelberg 大學에 서 地理學핍鍵 
에 沈樓했었다는 回想에는 젖을 겨를이 없이 

Odenwald 웹面에 설치훤 實驗場으로 바로 彈行

軍하였다. 그러나 Heidelberg 古城을 비롯해서 

요든 建藥物이 또한 山地들이 온통 三壘紀 bun

tsanstein~로 되어 j한色一邊倒임에는 -驚했다. 

Neckar 江을 짜라 500m 以上의 山힘面에 올라 

野外寶驗場을 보니 讓想했던대로 地中水分의 순 

환측정， 매스무브멘트측정 둥의 測定設備71- 新

器材로 설치되어 빠究에 餘念이 없음을 보고 담 

塊와 부려움이 엄송함올 억제할 수가 없었다. 

22 日밤은 Heidelberg 古城이 있는 觀光地點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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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탤에서 보내게 되었으나 펄자는 몸에 據勞를 

느껴 古城一帶의 浪慢에 젖을 수가 없어 그대로 

잠을 채촉했다. 23 日은 午前 8시 30분에서 午後

6시 경 까지 Heidelbserg 大學에 서 第 2 次 paper 

session 이 있어， 22篇의 論文聽表가진행되었다. 

論文發表內容은 역 시 rill, fluvial processes, 

τavine， gu l1y, rainwash erosion, colluviation 

model, slope process, strt>;ambank erosion, 

nivation, catchment processes 둥 主要河川地形

營力을 野外測定資料를 중섬삼아 없究報告허·는 

점이 第 1 次 paper session 의 경우와 버숫댔다. 

다만， 第 1 次 paper session 은 Strasbourg 大學

팀 중심으로 영국， 폴란드 등에서 온 學者들의 

論文發表이었는데 대해， 第 2 次에서는 其他各國

에서 온 學者들의 발표안 점이 달랐다. 

23 日을 역 시 Heidelberg 의 호텔 에 서 보내 고， 

24 日 早朝出發하여 Trier 로 向했다. Mosel1e 江

뿜의 홉휩홉칩園中心으로설치되어 있는 Trier 大學自 

然、地理學敎室의 野外實驗場짧養를 위해서 였다. 

버 스가 Rhein 片岩山地를 돌면서 Mosel1e 江 힘面 

의 Trier 大學 野外實驗場에 도착한 것은正午煩 

이었다. 점심을 먹고 實驗場을 돌았는데， 여기 

서는 특히 簡짧我培를 위한 水分需給測面에 野

外實驗船究를 모으고 있어 안상척이었다. 예컨 

대 水道물을 끌어 올려 ÁI降雨施設을 하고서 

地中水分宿環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곳 

野外實驗場짧훌를 끝내고 시골의 情趣가 물씬 

느껴지는 호텔로 간것은저녁도늦어서안데， 마 

첨 Bochum 大學에 留學中언 金在漢君이 獨適A

學生파함께 찾아오F 있어 저녁 한해나마 이 이야 

기 저 이야기로 뭇깊은 時間을 보낼 수 있었다. 

이곳 호텔에서는 저녁 식사후에 밤늦게까지 參席

한 學者一同야 會同해서， IGU 에서의 地形學 本

part 運營을어떻게 할 것언가를 論議했다. 이것 

은 표式 schedule 의 하나로서 새로이 president 

와 secretary 가 선출되었으며， 議題는第25次本 

會議로서 끝나는 本 commission 을 어 떻 게 한 것 

인가의 문제였다意見은 IGU 內에서의 活動을 

앞으로 계속할 것안가， 아니면 別途로 學術會議

를 가질 것언가로 갈렸으나， 결국 IGU 內에서의 

活動을 계속하기로 하되 年次大會를 갖기로 해 

서 來年에는 英國 Manchester 에서 會同할 것을 

決定했다. 25 日은 野外實驗分科 schedule 외 마 

지막날로서， 早期에 一同은버스에 分乘해서 Lu

xemburg 로 달렸다. 同地에 設置해 있는 Am

sterdam 大學 自然地理學敎室의 野外實驗場짧훌 

블 위해서였다. 實驗場은 표俊을 덮고 있는 森

林內에 設置되어 gully 中心오로 i폴飯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에 짜라 土壞의 構造와 物理· 化學

的 成分 및 水分領環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定量

的으로 조사하고 있 었다. Amsterdam 大學 地理

學科가 地形 • 土壞學짧究에 精進하고 있는 점은 

듣고 있었으나 이렇게 큰 規模로 野外輝設까지 

를 벌여 昭究에 沒頭하고 있는 것올 보니 안식 

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Amster

dam 太學융 포함해서 西部 유렵 의 主要大學 地

理學敎室블의 地形學運營은 地表地形過程의 定

量的 分析을 중심으로 이룩되고 있는데， 그것은 

地形解析파 同時에 좁은 國土의 科學的利用， 다 

시 말해서 自然環境으로서의 地形利用에 地形學

船究를 直結시키려는 努力을 중심으로 이룩되고 

있음을 얄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더욱 確實히 

나타내고 있는 것은프랑스地形學빠究의 動向!?

로서 그것은 究明對象을 formation superficielles 

(superficial formation) 이 라고 내 걸고서 物理， 化

學的 方法을 導入， 그의 究明에 힘쓰는 동시에， 

그런 究明結果를 carte des formations superfi

cielles 및 carte géomorphologique 作成오로 。1

끌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super

fical formation 究明은 農 • 林業 둥의 發展計劃

作成이나 實雄에 有效함이 안정되어 프랑스에서 

는 單獨機關으로서 地形昭究所가 설치되어 있는 

가하면 地質圖內容의 1部로서도 formation su

perficieUes 가 導入되어 地形學者틀에 의한 內容

의 作成 • 執筆 둥이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보았 

던 것 이 다. 筆者가 이 런 地形學짧究傳統이 쌓아 

지고 있는 西歐地理學界의 動向에 부러 움을 느 

꺼 면서 , Luxemburg 에 서 의 地形學野外寶驗場路

훌를 마지막오로 다시 Strasbourg 로 발걸을 돌 

런 것은 25 日의 강陽무렵이었음을 적고서 本 報

告를 끝맺 는다 (1984년 10月 28 日 記).

• 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