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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人文地理‘學의 思한짧 

1. 繼

2. 實證主蕭地理學
(1) Schaefer와 計量薰命

(2) 科學的 짧究方法論의 定著

(3) 實證主讓地理學의 發展과 變容

3. Å本主훌훌地理學 

1. 績

《차 

어떤 학문분야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그 학문 

이 중요시하고 있는 연구사조냐 그 학문의 주류 

를 이루는 패러다임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陽究思湖 내지 主흉흉 패러다엄의 성립배경 

• 본질 • 연구대상 • 연구방법 • 연구엽적 등에 대 

한 學史的인 服絡에서의 省察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昭究패러다임을 관통할 수 있는 

학문적 照明은 至難한 일에 속하기 십상이다. 

그것은 새로운 思懶의 圓購를 담은 출판된 문헨 

들이 新思湖의 片購에 불과한 경우가 일반이며， 

기존의 연구패러다임에 대하여 흑독하게 질타 

하는 改華指向論客들의 주장과 토본의 내 용들 

이 미처 정연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新패 

러다임이 繼起的으로 형성되는 예가 많기 때문 

* 誠信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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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 反實證主義와 A本主義

(2) Å本主讓地理學의 接近方法

4. 構造主義地理學

(1) 現實參與論爭과 急進論

(2) 構造主養地理學의 主要關心分野

5. 훨約 맞 結論

이처럼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에 관한 思湖的

고찰이 용이하지 않다는 일반적 시각에도 불구 

하고， 굳이 本橋에 서 現代A文地理學의 思湖에 

대해 論究해 보고자 하는 것은， 최근 현대지리 

학에 관한 논의와 소개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어 1) 차제에 필자도 일정한 관점에 입각하여 

현대지리학의 흐름을 개콸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는 진솔한 希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本小論은 현대인문지리학의 복잡하 

고 다기 다양한 諸論爭을 부각시 켜 또 다른 閒光

같은 歡智의 爭論을 제 기 하려 는 意圖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本橋에서는 1950년이후의 現代λ、文地理學의 

主愛思湖플 크게 實證主義地理學 • 人本主義地理

學·構造主義地理學 등의 세가지 패러다임으로 

이 해 하고， 이 세 가지 思湖가 地理學史的 服絡에 

1) 權容友， 1980, 近代地理學의 形成過程， 도서 출판 한울. 
金德、鉉， 1987, “景顆擺念의 展開에 관한 考察 慶尙大論文集， 第26輯 2號， pp. 345"'359. 
金相昊， 1983, “地理學의 本質 地理學論護， 第10號， pp.1"'14. 
金 仁， 1983, “地理學에 서 의 패 러 다엠 理解와 爭點 地理學論講， 第10號， pp. 15"'25. 
류우익 , 1986, “현대 지 리 학의 이 콘과 질제 현대 사회 , 6권 4호， pp. 246"'263. 
朴英漢， 1987, “國學으로서 의 地理學 : 現況과 方法의 模索 地理學， 第35號， pp.1"'9. 
鄭鎭元， 1984, “人閒主義 地理學의 理念과 方法 地理學論講， 第11號， pp. 79"'94. 
崔基構， 1983, “近代地理學 이후의 反實證主護的 認識과 方法 應用地論理， 6號， pp.1"'26. 
하비 著， 최병두 譯，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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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형성 변용되어 왔는가의 측면을 고찰 

해 보고자 한다. 

2. 實證主훌훌地理學 

(1) Schaefer와 計量훌命 

安息年 기간동안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 

표한 Hartshorne의 논문집 「地理學의 本質J2)은 

1939년 이후 美國地理學의 연구패러다임을 地域

主義(regionalism)에 f煩倒되도록 만든 典據가 되 

었다. 그러냐 戰後 地理學 世代에 이르러 地誌

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졌던 地域主義는 放漫性에 

흐를수도 있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상의 성격 i 

로 인해 새로운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 

은 기존의 地誌的 접근방법이 지역구분에서 너 

무나 임의적이고， 지역묘사가 인문 및 자연현상 

을 지루하게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지지적 

접근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 지표공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지적 연구방법 

은 학문적 가치가 크게 결여되고 있다고 비판하 

였다. 

이러한 비판적 분위기는 1950년대에 이르러 

Iowa大 경 제 학자인 Schaefer에 의 해 高湖되 었 다. 

나찌정권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면서 지려학자들 

과 학문적 교분을 나누었던 Schaefer는 Hettner 

類 지리학에 침잠한 Hartshorne의 표현과 해석 

을 정면으로 반박하었다. 흔히 計量 및 理論華

命의 기원을 추적하는 논객들에 의해 廳졌되는 

그의 논문 「地理學에 서 의 例外主義 : 方法論的

檢討」에서 Schaefer는 기존의 지리철학과 연구방 

법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論탑블 전개하였다. 

Schaefer 논문의 주요목적 은 기 왕의 지 지 연 

구논리플 뒷받침해 왔던 이른바 ‘예외주의적 주 

장’ 을 비 판하고， 論理的 實證主義 철학과 방법 

폰을 적용하는 새로운 지리학을 제시하는데 있 

었다. 

Schaefer가 주장한 이 론적 논리 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첫째로 社會

科學으로서의 地理學은 지표현상의 컬間的 分布

패턴을 法則化할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지리학은 현상 그 자체를 묘사하 

는 학문이 아니라 현상의 공간적 배열법칙을 밝 

혀내는 과학이라는 지적이다. 이러묘로 지리학 

은 자연 및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와 같이 고 

찰을 통해서 假說을 설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檢定을 한 후， 그 가설이 증명되어지는 法則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Schaefer늪 공간배열의 과학으로서의 지리학에 

반대되는 견해들을 例外主義者들의 관점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별한 지역에 대하여 연구해야 하는 연구주제 

상의 특수한 본질 때 문에 ‘科學的 方法論’ 을 사 

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질타하였다. 따라서 지리 

학자들이 예외적이고 특수한 이질적 현상을 통 

합할 수 있기 때 문에 여 타 과학자보다 우수하다 

는 주장은 온당치가 않으며， 바로 그 점에서 地

理學은 學問으로서의 獨自的인 立地設定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둘째로 예외주의자들의 견해를 學史的으로 고 

찰하면서， 이들은 지역내에서의 特徵的인 것 (the 

unique)에 만 집착하는 관계로 法則追求的(nomo

thetic) 인 科學的 方法論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 

다고 비판하고 있다. Schaefer는 Kant의 견해를 

추종했던 Hettner가 지리학은 지표현상의 특징 

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科學的 方法論

의 적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고 한 그의 주장은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 

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Kant 시 

대의 지리학은 과학적 체계를 갖춘 합리적 학문 

이 라기 브다는 대체로 삼라만상의 우주를 깊이 

생각해보는 일종의 願想論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합리적오로 판단하여 선택한 관련변수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諸法則을 개별적 상황에 적용 

하여 특징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과학 

자들이 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地理學은 오히 

려 法則科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 Hartshorne, R., 1939, The Natμre of Geography,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Lancaster, 
Pennsylvania. 

3) Schaefer, F. K., 1953, “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Ilination," Annals 01 
the AAG, vo1. 43, pp. 226rv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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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efer는 法則追求的 연구방법이 지리학의 일 

부분이 아니 라는 Hartshorne의 논리는 Hettner 

저작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비 판하였 다 Schaefer에 의 하면 Hartshorne이 

Hettner의 저 작물 가운데 法則追求的 관점 에 서 

이루어진 연구측면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arsthorne은 경 솔하게 이 러 한 측면을 무시 함으 

로써 어 느 정 도 地域主義(L김nderkunde)의 본질 

을 오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박하였다. 

셋째로 地理學이 휠間社會科學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 는 法則追求的 方法의 채 택 에 관한 諸代

案을 提示하고 있다. Schaefer는 지리학의 과학 

화를 위한 방법으로 實驗 및 計量的 方法의 적 

용과 지도블 이용한 상관분석방볍을 제안하였다. 

특히 Schaefer는 지리학에서 제시된 법칙과 ‘보 

다 성숙된’ 여다 사회과학에서 도출된 법칙 사 

이의 상이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전자가 形態論

的인데 반해 후자는 過程論的이 라고 전제 한 후， 

지리학자들이 만들어낸 형태론적 법칙으로 설명 

되고 있는 지표현상을 보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다른 사회과학으로부터의 과정론적 볍 

칙을 도출 활용하는 것이 필요히-기 때문에， 연 

구절차상 共同作業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과학으로셔의 지리학이 보다 法則追求的

인 方向으로 轉換되 어 야 한다는 Schaefer의 주 

장은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그 가운 

데 Hartshorne은 1954rv 1959년에 걷쳐 해혐朝園 

의 기 세 로 Schaefer의 논지 플 반박하는 네 차례 

의 反論을 전개하였다 Hartshorne은 Kant, 

Humboldt, Hettner의 저 작물을 재 해 석 하여 

Schaefer가 이 들 지 리 학자의 견해 틀- 올바로 파

악하지 뭇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녁학은 일 

정한 장소내의 特徵的언 現象을 통합해야 하기 

때 문에 個性記述的(idiographic) 인 分布科學의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천명하였다. Har

tshorne에 의 하면 Schaefer의 주장은 전 통지 리 학 

을 이 해 하지 못하는데 서 오는 科學決定論的 思

考에 불과한 궤변이라는 것이다. 

결국 Schaefer는공간패턴의 정형화를 위해 지 

리학이 보다 法則追求的인 연구 방법으로의 전 

환을 지 향해 야 한다는 規範論(normative view) 

을 개진한데 반해， Hartshorne은 지리학이 지표 

상의 특징적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個性記述

的인 관점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는 現實論

(positive view) 에 칩 착한 것 으로 해 석 된 다 4) 

死後遺文으로 발표된 Schaefer의 논문에 대 해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면 될수록， Schaefer가 

신봉했던 論理實證主義와 動L를- 같이하는 陽究思

懶가 더욱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不動의 패러 

다임으로 굳어져가게 됨은 現代地理昭究思懶上

의 아이러니에 해당됨 직하다. 계통적 시각에서 

의 지리학 연구는 특히 네개의 船究그룹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첫째는 McCarty를 중심으로 한 Iowa 연구그 

룹이 다. 경 제 지 리 학 전공의 McCarty는 Hook, 

Knos, Stafford, Linberg, King 등과 함께 經濟

學으로 부터 사회 과학적 방법 론과 이 론을 도출 

해 내었다. 이들은 경제활동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 理論의 開짧이 펼요하며， 관찰된 현상의 

원인규명과 현상간의 상호관련성 측정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면서， 다중상관분석 등의 統計的 技

法을 활용하여 입지패턴과 경제현상의 분포패턴 

을 분석하였다 5) 

둘째 는 Robinson을 중심 으로 한 Wisconsin 연 

구그룹이다. 지도를 이용하여 공간현상의 상호 

관련성을 측정했던 Robinson은 Bryson 등과 상 

관 • 펴귀분석 등의 동계적 기법을 적용시켜 공 

간현상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관련자료블 計量的

으로 處理하여 지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6) 

셋 째 는 Garrison을 중심 으로 한 Washington 

연구그룹이 다. 여 기 에 서 Ullman, Berry, Bunge, 

Dacey, Getis, Marble, Morrill, Nystuen, Tobler 

등 전후 인문지리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 

여 준 지리학자뜰이 활동하었는데 이들의 연구 

4) Guelke, L., 1978, “ Geography and logical positivism," ill Herbert, D. T. alld R.J. Johnston eds. , 
Geography aηd the Urban Environmeη t ， Vo1. 1, Wiley, Londoll , pp.35""'61. 

5) JohnstoJl, R.J., 1979, Gegoraphy and Geographers, Wiley, Halsted Press, New York, pp.49""'60. 
6) Robinson , A.H., et a1., 1961 , “ A correlatioll and regressioll analysis applied to rural farm 

~ensities in the Great Plains," Annals 0/ the AAG, γ01. 51, pp. 2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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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Schaefer나 McCarty의 논지 에 부합하는 

내 용들이 었 다 Washington 그룹은 도시 • 경 제 

지리학 • 엽지분석 • 교통 등의 분야에 광범위한 

관심을 보이면서， 경제학 등 여타 사회과학에서 

원용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가설의 설정과 검정， 

그리고 검정된 명제의 실제문제의 적용에 전력 

을 기울였다. 이들은 ‘檢定할 수 있는 假說的

命題’ 를 개 발하기 위 해 보다 다양한 數學的인 

基盤이 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선형모형으로부 

터 기하학의 저l 모형에 이르는 計量的 技法을 적 

극 활용하였다. 

넷 째 는 Stewart와 Warntz를 중심 으로 한 social 

physics 연구그룹이다. 이들은 상기 세개의 연 

구그룹과는 달리 自然科學으로 부터 연구방법을 

도출하였다. 천문학자였던 Stewart는 공간 내에 

서의 인구의 규칙적인 분포상태가 물리학에서의 

물질의 규칙적 배열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 

여 social physics 개 념 을 발전 시 켰 다. Stewart는 

社會現象도 물리 학의 기 초적 인 數學法則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都市順位法則

(rank size rule) , 인구포텐 살 모형 등을 제 시 하 

였다. 한면 Warntz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기 

초로서 距離의 개 념 을 중시 하여 macrogeography 

• 거리조락함수 • 중섬경향성 등의 개념을 제안 

하였다. 

Schaefer 이 후 보다 과학적 인 방법 론에 몰두 

하려 했던 이블 연구그룹에게서 공통적으로 나 

타냐는 한가지 연구방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數學과 統計學을 기 초로 한 計量的 技法을 활용 

하여 공간분포패턴의 볍칙성을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연구방법본상의 새로운 패 

러 다엄 은 計量華命(quantitative revolution)으로 

지 칭 되 었으며 , 計量化(quantification)는 1950년 

을 분수령으로， 그 이전을 傳統地理學으로 그 

이 후를 現代地理學으로 가늠하게 하는 新紀元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2) 科學的 鼎究方法論의 定훌 

計量華命 후 지려학의 본질과 연구방법상에 

7) Guelke, L., 1978, op. cit.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科學的 昭究方法論의 수 

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방법은 논지 

전개의 기초를 論理實證主義에 두고 있으며 이 

온구축의 도구로서 計量的 技法을 활용하였다. 

論理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는 19세기 실 

증주의 개념을 창도한 Comte의 견해를 기초로 

1920"-'1930년대 Vienna의 철 학자들에 의 해 발전 

된 現象에 대한 認識方法이다 7) 논리실증주의에 

서는 ‘縣序가 內在되어 있는 客顧的 世界’의 존 

재가 전제되어 있다. 이 철학의 핵섬적 요체는 

‘모든 法則은 반드시 客觀的 節次를 통해 서 證

明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현상의 관 

찰에서 추출된 假說은 객관적인 檢定을 통해 하 

나의 法則으로 인정되고 인정이 펀 법칙은 一般

的인 理論體系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8) 이때 모 

렐이 중요한 표현방법이 되어 가설설정에 이용 

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모텔은 지도·모형 ·방 

정식 등을 통해 질제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型(representation type)과 조건 및 통제 를 가하 

여 보다 단순화시 킨 型(ideal type) 등으로 나누 

어진다. 지리학에서의 모텔화과정은 공간현상의 

客觀的 觀察로 부터 비롯된다.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은 또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통제펀 조건속에서 假說을 세워 모텔을 설정한 

후， 이 가설을 檢定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一

般化된 理論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이론화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計量的

技法이다. 모델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는데 

는 數學이 활용되고 가셜검정의 과정에서 統計

學이 사용된다. 따라서 計量化는 새로운 地理學

(new geography)의 연 구방법 론장에 서 펄 수불가 

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방볍론은 지리학의 핵심적 연구방법론 

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두가지의 커다란 논란 

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 었 다. 

첫째는 지리학 연구방법론상에서 計量化가 차 

지하는 意、味와 機能에 관한 논쟁이다. 계량에 

대한 비판자들은 計量技法이 지리학의 모든 영 

8) Harvey, D. W. , 1969, Explanation iπ Geography, Edward Arnold, London,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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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며， 계량기법을 무차 

별하게 남용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어 

지리학을 위해 계량기법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계량기법을 위해 지리학이 존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질타하였다. 그러나 계량 

기법이 갖는 논리성과 효율성은 비판자들의 논 

지를 극복하고도 남아， 계량기법은 지리학의 가 

장 중요한 연구방법콘 가운데 한 요소로 정착하 

게 되 었 다. 計量;化의 논쟁 은 1963년 Burton이 

“지리학에 있어서 計量的 이콘추구의 方法論은 

이미 華命的인 것이 아니라 一般的인 것이 되어 

버렀다”고9) 선언하기에 이르면서 논쟁에 종지부 

를 찍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둘째는 지리학에 있어 法則化가 지니는 意味

와 投害U에 관한 논쟁이다 10) 지리학의 제현상을 

법칙화 이론화하려는데 대한 초기의 반론에서는 

법척추구자들이 환경결정흔적 사고의 隔世遺傳

的 變容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科學決定論(sci

entific determinism) 적 사고에 침 잠되 어 있 다는 

비판이 형성되었다. 법칙화 이론화에 대한 본격 

적인 논쟁은 Lukermann에 의해 제기되었다. 

Lukermann은 Warntz와 Bal1abon의 논문을 반 

박하면서， 다픈 과학분야에서 도출해낸 이폰화 

를 위한 假說은 經驗科學적언 지리학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그러한 假說을 檢定하는 것은 지 

리학의 이해와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해 Berry는 이론이나 모탤은 

일단 검정이 되고 나면 현상을 이해하고 기술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변호하였다. 그러나 

Lukermann은 임 의 의 가정 에 기 초한 모텔 이 라는 

허상이 경험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한 현상의 이 

해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反問하였다. 

King은 법칙화된 가설의 검정과정에서 기대치와 

관측치간의 편차를 분석해봄으로써， 전제의 오 

류를 알아낼 수 있기 때 문에 Lukermann의 懷

疑는 紀憂에 불과하다고 잎축하었다. 지 리 학의 

법칙화 및 이론화의 논쟁은 논란의 과정을 거치 

는 동안 科學的 陽究方法論을 더욱 더 널리 전 

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으며， 특히 科

學的 陽究方法論은 경제지리학과 도시지리학 분 

야에 가장 큰 영향을 마쳤다. 

과학적 연구방법콘은 컴퓨터의 보급과 통계적 

기법의 보변화와 맥을 같이 하면서 보다 널리 

확산되었다. 또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담고 있 

는 출판물이 전세계로 퍼지고， 진취적 기상의 

지려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論理實證主義와 計量的 技法에 

기 초한 科學的 陽究方法論은 지 리 학에 서 實證主

義地理學(positivist geography)의 연구방법 론으 

로 정착하게 되었다. 

(3) 實證主義地理學의 發展과 變容

실증주의적 접근에 입각한 지리학의 새로운패 

러다임은 그 연구대상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종래 지려학의 연구대상이었던 地域이 졸 

間으로 확대되었고， 計量化를 통해서 패턴과 프 

로셰스를 연구하며， 장이한 立地分布 패턴을 대 

조해서 ~般性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변화되 

었다. 

법칙과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科學的 陽究方

法論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인문지리학의 연구 

사조에는 좀 더 진보펀 지리철학과 방법론에 대 

한 열망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연구분위기는 초 

間論的 接近(spatial approach)과 體系論的 接近

(systems approach)이 라는 상호보완적 인 접 근방 

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첫째로， 공간론적 접근에서는 연구의 춧점을 

室間分析 (spatial analysis) 에 집 중시 켰 다. 호間 

理論(spatial theory)에 서 는 지 리 학의 핵 심 을 공 

간 • 공간관계 • 공간에서의 변화에 두고， 인간행 

동에 영 향을 미 치 는 중요한 요소로서 距離(dis

tance)를 강조하여， 거리의 개념과 거리와 관련 

된 제측면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Haggett는 공간배열과 이 배열에 영향을 마치는 

변수로서 距離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공간구조 

의 배열은흐름·통로·결철·계층·변·확산등 

9) Burton, I., 1963, “ The quantitatiγe revolution and theoretical geography," The Caπadiaπ Geogra
pher, τ01. 7, pp.151"'162. 

10) Johnston , R. J. , 1979, op. cit. ,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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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11) 

Morrill은 공간내에서의 인간행태를 이해하는데 

에는 거리·접근성·접적·규모·상대적 입지 

등의 다섯 가지 質的 측면이 있는데， 距離가 인 

간행태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12) 

호間科學(spatial science)에 관한 가장 큰 업 

적 은 social physics 연 구그룹에 의 해 설 정 된 연 

구노선이 었 다 13) 最小努力의 法則 (principle of 

least effort)을 주장한 Zipf에 의 하면 개 인 은 그 

들이 해야할 일의 양을 最小化시키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직해 냐가며， 이러한 행위의 하나로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노력 

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동률은 낮아진다는 것이 

다. 또한 Stouffer가 두 지점간의 이주는 두 지 

점 간의 거 리 못지 않게 介入機會(intervening

opportuni ty)에 의해 측정된다고 지적한데 반해， 

Ullmann은 두지 점 간의 이 동량이 상호 보완성 • 

개 입 기 회 • 교환가능성 등의 세 가지 개 념 에 의 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컬間論에 대한 연구관점에 관해 일각에 

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간의 개념과 관 

련하여 공간연구자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 

인 물은 Minnesota대 학의 Sack이 었 다 14) Sack은 

지리현상의 연구대상은 공간·시간·물질 등의 

차원이 있으며 經驗科學的 觀點에서 볼 때 이 

세가지 요소가 상호분리되어 연구될 경우 아무 

런 의미를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호間分離 

陽究者(spatial separatist) 들은 기 하학적 도식 으 

로 공간만 연구하고 있다고 비 난하였다. 

둘째로 體系論的 接近에서는 連緊性(connecti

vity)에 기초하여 복장한 지리현상을 명료하게 

추상화하는데 연구의 춧점을 집중시켰다. 1962 

년 Chorley가 體系論을 소개 한 이 후， 체 계 본은 

요소 • 요소들간의 관련성 • 체계와 환경과의 관 

련성 등 세 가지 측면에 기초하여 상호작용 및 

통합과학적 연결원리에 의해 논지가 전개되었다. 

Chorley와 Kennedy는 정 적 인 연 결 관계 를 의 미 

하는 형태론적 체계， 에너지의 연계적 이동을 

의미하는 계단식 체계， 연결요소간의 효과를 의 

미하는 과정반응 체계， 전체계의 통제기능을 의 

마하는 통제체계 등의 4개체계를 제시하였다. 

Bennett는 체계내 매개변수에 미치는 많은 외적 

요인의 효과를 측정하여 정책말전과 인간의 의 

사결 정 과정 과의 관계 를 규명 하였 다 Wi1son은 

흐름의 적 정 배 분화에 관심 을 보여 flow matrix 

에 의한 entropy 개념을 제시하면서 entropy 극 

대화 과정은 도시내 교통체계 분석에 적용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5) 

이상의 호間論과 體系論 가운데 체계론이 보 

다 記述的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 

심이 적었던 것으로 브인다. 그러나 공간론과 

체 계 론은 共히 實證主義 地理學의 昭究 內容과 

方法上에 짧展的 要素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 

이다. 

한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실증주의지리학 

은 내부적 공격과 외부적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 

는데， 전자는 이콘접근 방법에서의 수정을 가져 

와 行態論으로 발전하였고， 후자는 새 로운 방법 

콘과 지리철학으로 변용되어 人本主義地理學으 

로 전개되었다. 

실증주의지리학의 자체 반성콘자들은 실증주 

의지리학에서 제시했던 모렐群이 현섣을 설명하 

는데 不適切한 -面이 있으며 , 모델의 근거 가 

되는 원리들이 사회의 공간조직을 이해하는데 

適合하지 못한 떼面이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간내에서 어떤 패턴이 

형성되는가라는 문자l 브다 어떤 행동이 전개되는 

가라는 문제에 더 많은 관섬을 갖도록 만들었다. 

실증주의지리학의 연구패러다임에 대한 이상의 

11) Haggett, P. , A. D. Cliff, and A. Frey, 1977, Locational Analysis iη Human Geography, Ed ward 
Arnold , London. 

12) Morrill, R.L., 1974, The Spatial Organization 0/ Society , 2nd ed. , Belmont, Wadsworth, California. 
13) Zipf, G. K., 1949, H.κmaη Behavior and the Principle 0/ Least Eifort , Hafner, New York. 
14) Sack, R. D. , 1972, “Geography, geometry and explanation," Annals 0/ the AAG, γ이. 62, pp.61 rv78. 
15) Wilson, A. G. , 1976, “Catastrophe theory and urban modelling: an application to model choice," 

ßπνiroηmeηt and Plaηηfπg， vol. 8, pp.3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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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수정에 힘입어 공간적 프로세스면에서 개 

별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행태론적 접근 

(behavioural approach) 이 실 증주의 지 리 학의 새 

로운 연구방법으로 대두되었다. 

Wolpert는 行態論에 관한 여 러 대 안을 규뱀 흔 

적 접근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삐 

Wolpert는 자연적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환경 

에 놓인 농부들이 토지를 이용할 경우 사회경제 

적 환경의 측면이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설명하 

면서， 호間行態面에서 행동의 목적이 완전한 경 

제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유한성은 늘 존재 

한다고 지적하었다. Wolpert는 行態主義地理學

이란 인간행태의 기초위에서 지리적 이폰을 견 

합한 지리학이라고 규정한 후， 공간구조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태의 사회심리적 메카니즙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56년 Wooldrige에 의 해 사용되 기 시 작했 던 

mental map은 의사결정자의 인식내용을 지도화 

한 개념으로 Gould에 와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 

다. Gould에 의하면 인간이 주위공간에 대해서 

가지는 정신적 이미지는 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A間行態의 구조유형 과정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며 지각된 환경의 질에 대한 평가플 기 

초로 엽지행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1960년대 후반 H김gerstrand는 時間개 념 에 空

間개념을 접목시켜야만 실제 공간체계 내에서의 

人間行態가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時초地 

理學(time-space geography)을 자l 시 하였다. 

Pred는 오류플 뱀하기 쉬운 개인에 의해 불완 

전한 지식으로 입지와 투지이용이 결정됨으로써 

공간패턴이 무질서해 진다고 비판하면서， 경제 

인의 행태 • 공간입지이콘 • 개인이 속하는 그룹 

의 규뱀 • 경험의 수준 • 정보사용능략 • 학습을 

통한 말전정 도 등-의 요소기- 망라펀 行態매 트녁 

스에 따라 행태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었다. 

실증주의 지리학에 있어서 초間論 昭究者-들이 

新古典 經濟學派로 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반해 

서， 行態論 昭究者들은 경험적 내용을 보다 중 

시 하는 社會學 心理學 등의 사회 과학으로 부터 

깊은 암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行態主義地理學에서는 공간론적 접근에 

서의 모델群이 현실과 괴리되는 불합리성이 내 

재되에 있다는 점에 자극을 받아 이론의 근거가 

되는 經驗的언 관찰부면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 

하었다. 초間體系論的 接近이 확실한 가정에 기 

초하여 인간행동을 단순화시키고 그 원리에 따 

라 공간패 턴의 일반화를 추구하려 했다면， 行態

論的 接近에서는 귀납적 방법으로 공간행태의 

규명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 

태주의 지리학은 각 의사결정자들로 부터 資料

를 萬集하는 方法의 開發을 통해 인문지 리 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려학과 다른 사회과학과 

의 연계를 증대시킨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제까지의 논의과정에서 論理的 實證主義와 

計量的 技法을 강조하는 실증주의 지리학에서는 

호間論·體系論·行態論 등의 세 가지 연구패러 

다임이 크게 부각되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한편 실증주의지리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주요연구주제에는 中心地理論(central place 

theory) 土地利用패 턴 (land use pa ttern) 塵業立

地論(industrial location theory) 都市社會地區分

析(urban social area analysis) 호間相互作用論 

(spatial interaction theory) 등17) 經濟 • 都市 • 

社會 • 交通地理學 분야의 내 용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3. Å本主義地理學

(1) 反實證主義와 A本主義

실증주의지리학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계량적 방볍에 근본적으로 회의를 표명하는 일 

단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思堆

16) Wolpert, ]., 1964, “ The decision process in spatial context," Aηnals 0/ the AAG, γ01. 54, pp. 337 I'J 

358. 
17) Johnston , R.J., 1983, Philosophy aηdRμmaη Geography: Aη Introdκction tQ Contemporary ApþrQ-

(lches, Arnold , London , pp.31 1'J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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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 로서 의 A間은 個體마다의 독특한 個

性을 지녔기 때문에 연구접근방법이 다양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펀，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는 연구대 상의 有限性과 認용H體系의 硬直

性을 문제삼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反實證主義者들은 인문지리학을 좀 더 主觀性에 

염각한 A本主義的 觀點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논려를 앞세우며 실증주의적 시각과 服을 달리 

하는 새로운 지리철학과 방법폰을 제시하였다.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공격의 뼈門은 Wri

ght, Lowenthal, Kirk 등에 의 해 열 렸 다 18) 

Wright는 ‘geosophy’의 개념을 도입하여 主觀

的 觀點이 지려학 연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 

각과 배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는 A間이 경험하는 모든 活動이 그의 지리적 

지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主觀的 總驗

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Wright의 동료인 Lowenthal도 각 개인의 經

驗世界가 지리지식의 구축에 절대적일 수 있다 

는 면을 지적하였다 19) 그에 의하면 인간은 공 

동생활의 영역에서 보다 차라리 개인생활의 영 

역에서 경험하고 지각하는 측면이 훨씬 더 두드 

러지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험세계가 전체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個A的언 知覺은 각 개인 

의 認識體系에 독특한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英國지 리 학자 Kirk는 環境이 란 있는 그 

대로의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Á間의 知覺

作用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비로소 참가 

치를 지넌다고 주강하였다. 그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의 지표 그 자체를 의미하는 현상적 환경 

과 용口覺作用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행태적 환 

경으로 나누고， 비록 현상적 환경에 속해 있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행태적 환경에 속하지 않는 

환경적 사실들은 지리적 환경으로 간주할 수 없 

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들은 反질증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主觀性에 입 각한 環境에 대 한 認識을 강조함으 

로써 A間위주의 시각에서 지리학을 연구하려는 

새 로운 A本主義地理學(humanistic geography) 

의 船究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 
1--L. • 

(2) A本主義地理學의 接近方法

主觀的 認識을 토대 로 A間中心의 지 리 학을 

주장하는 A本主義地理學은 대 체 로 觀念論(ideal

ism) , 現象學 (phenomenology) , 寶存主義(existen

tia1ism)의 3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전개되고 있 

다고 간주된다. 

첫째 는 觀念論的 接近이 다. 1960년대 말 To

ronto大에 재직하고 있던 일단의 해석학적 관념 

론자들은 反實證主義的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 

리학이 특징적 현상의 집합현상과 연결되는 經

合的인 原理이지 결코 공간관계의 과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Harris는 역 사와 지 리 학의 목표는 종합에 있으 

며 縮合化 過種에서 개언적 이해에 근거한 觀念

的 方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 

Harris는 역사적 사실 뒤에 숨어있는 사상을 이 

해할 때 관념적 방볍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것 

처렴， 지리학에서도 觀念의 機能은 새로운 가치 

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景聽은 

인간활동에서 유래하고 활동의 저변에는 A間中

心의 思想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상 내지 관댐 

의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경관의 실체가 파악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학자는 이론의 주창자 

가 아니라 觀念의 世界를 현명하게 해석하고 이 

해 하는 사람이 라는 주장이 다. 

Guelke는 설증적 방볍에 의한 인식세계의 偏

俠함에 비판을 가함으로써 Harris의 견해를 지 

지하였다. 그는 실증적 방법을 사용해서 현상과 

관련된 일반법칙을 만들 수는 있으냐 관련된 모 

든 例에 그 볍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 

는 한면， 지리학을 법칙적용과학으로 규정한다 

18) Johnston , R.J" 1979, op. cit. , pp.125 ,....,129. 
19) Lowenthal, D. , 1961 , “Geography, experience, and imagination: towards a georaphical epistemo

logy," Aπnals 0/ the AAG, vol. 51 , pp.241…260. 
20) Harris, R. C. , 1971 , “ Theory and synthesis in historical geography," The Caηadiaη Geographer, 

γ01. 15, pp. 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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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인간행동은 가장 일반화된 형태이외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것도 인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 에 대 해 Chappell은 觀念論者들이 인 간활동 

에 미치는 環境的 制約要素와 영향력의 측정이 

지 리 학자의 소관이 아니 라는 Guelke의 논리 는 지 

리 학자의 位相을 下落시 키 는 자세 라고 반박하였 
다 21) 

둘째 는 現象學的 接近이 다 22) Husserl에 의 해 

체계화된 현상학은 지려학에 와서 일종의 解釋

學(hermeneutics)的 변종으로 인 식 되 고 있 다. 지 

려학에서의 현상학적 접근은 1925년 Sauer에 의 

해 시 도되 긴 하였으나， 1970년대 Relph에 이 르 

러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고 할 수 있다. 

地理學에서의 現象이란 經驗現象을 지칭하며， 

자기가 경험한 현상이 가장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는 현상으로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 

한 明證性에 기초하여 실증주의와는 다른 새로 

운 方法論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Relph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에 의하면 現象學的 接近방법의 요체는 인간 

이 겪을 수 있는 경험세계를 기초로 한 실재와 

현상의 본질을 특징짓는 요소와 인간의식 속에 

서의 경험세계의 역할을 기술하는 것이라는 설 

명이다. 

Tuan은 지리학이란 인간존재와 인간들의 노 

력의 結品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전제한 후， 

景觀을 연구하는 것이 한 사회를 고찰하는 것이 

며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엣센스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Mercer와 Powell은 토 

지이용연구만 하더라도 기하학과 각종 수식의 

나열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는 

가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그 토지를 점유하여 

자기들 생활에 적절하게 변용시킨 A間들의 意

圖와 관측자의 主觀的 利害가 더 중요하다고 개 

진하었다. Buttimer 여사에 의하면 실증주의와 

관념론으로는 인간들의 진솔한 삶의 본질을 분 

석 할 수 없오며 現象學的 認識만이 생 활의 구조 

적인 원동력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23) 

이에 대해 Gregory는 현상학적 접근이 사회적 

행동의 제약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학적 접근본자들은 현상학 자체에 기초한 지 

리적 연구방법론을 세우는데 전력하지 않고 질 

증주의 파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비난하었다. 

셋째는 實存主義的 接近이다. 현상학적 접근 

과 실존주의적 접근의 구별은 어렵지만， 대체로 

現象學이 선험적 엣센스언 經驗的 知識의 기초 

에 관련된 반면에， 實存主義는 언간존재의 본질， 

즉 인간들의 물리적 실체인 감정 감각을 통해 

실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춧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 각된다. 

Samuels에 의하면 A間은 輔外된 상태의 공간 

적 존재로서 자기가 소속된 장소로 부터 삶의 

근원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며， 경관의 이해는 

인간활동의 결과에 의해 나타난 성취상태와 공 

간적 배열관계의 實存的 本質을 파악하는 것이 

라는 설명이다 Jackson은 지리학에서 행해야 

할 실증주의적 접근은 개개인의 공간적 實存現

象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공간구조분석 

에 까지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었다 24) 

이 상에 서 논의 한 觀念論， 現象學， 實存主義에 

바탕을 둔 접근방법은 한결같이 A間中心의 地

理的 理解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본 

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리학의 연구는 

계량화의 물결이 멀 미치고 있는 분야， 특히 과 

거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형태를 연구하는 歷

史地理學과 시간 및 공간의 문제를 동시에 연구 

하고자 하는 時컬地理學 분야， 그리고 경관 • 장 

소·인간·자연·일상생활·생활의 질 등의 내 

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文地理學者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본주의지리학은 평가할 수 있는 範購가 뚜 

렷 하지 않고， 사용하는 言語擺念이 너 무 多樣하 

21) Chappell, J. E. Jr. , 1975, “The ecological dimension: Russian and American views," Aηηals 0/ the 
AAG, γ01. 65. pp. 144"'162. 

22) Johnston,. J.. 1979, op. cit. , pp.134"'140. 
23) Buttimer, A., 1976, “ Grasping the dynamism of lifeworld," Annals 0/ the AAG, τ0 1. 66. pp. 277'" 

292. 
24) Jackson , P. , 1981 , “Phenomenology and social geography," Area, γ01. 13, pp. 2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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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나치게 原子化된 王觀性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非社會的 特性을 너 무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판되고 있다 25) 

4. 構造主義地理學

(1) 現實훌與論爭과 急進論

197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 不確實性과 월남전 

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동요되었다. 높은 경제성장에 의한 번영의 果實

이 모두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뭇한 점에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전쟁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반발이 사회 각처에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 

회과학오로서의 지리학에 영향을 주어 지리학의 

연구대상이나 목적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 

러일으컸다. 

Ze1insky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변화에 주목하 

면서 地理學者의 社會的 홍與를 제창하였다. 그 

는 물질적 축적이 반드시 진보라고는 할 수 없 

기 때문에 성장의 그늘에 가리워진 여러가지 문 
제점들이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리학자들이 새롭 

게 가져야 할 문제의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었 

다. 따라서 지리학자들은 환경오염 • 인구과빌 •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대한 該斷者로서， 보다 

냐은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鍵言者로서， 문 

제점을 자각하고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는 유 

로피 아의 建設者로서 의 역 할을 담당해 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6) 

Ginsburg는 지 리 학에 서 사용하는 추상화된 이 

론들로는 현실문제를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 

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펀， 현실인식이 어렵다 

는 이유로 지리학자들이 현실문제를 외면하는 

자세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27) 

이러한 현실참여 논쟁은 대체로 지리학이 학 

25) Johnston, R. J. , 1983, op. cit. , pp. 84""86. 

문을 위한 학문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주요 社會

問題에 깊숙히 關與하면서 합리적인 解決方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다 

시 말해서 아카데믹한 지리학으로서는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합당한 해결이론을 제공해 주 

지 못하기 때문에， 지리학자들은 좀 더 진취적 

으로 현실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형성 
된 것이다. 

지리학자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논쟁은 크 

게 두가지 상반된 견해 인 漸進論(liberalism)과 

急進論(radicalism)의 차원에서 전개되 었다. 

社會參與問題에 있어 漸進論的 接近을 표방한 

그룹들은 민주적 자본주의 체재안에서 현재의 

많存縣序블 維持하는 한편， 정치 행정의 制度的

改善을 동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입장을 천 

지하였다. 이들은 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최소한 

의 복지수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면서， 복지수준의 지도화 • 사회문제의 이론적 

이해 ·새로운 환경콘 등에 대해 여러 代案을 저1 

시하였다. 

福社水準의 地圖化(mapping welfare) 작업 을 

통해 경제적 격차의 완화를 도모하려 했던 점진 

론자들은 훨因生態的 分析方法을 적 극 활용하여 

1970년대 사회복지 상태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사회공간적 다양성을 지도화한 

Knox, 법죄율의 공간적 분포와 해결책을 제시 

한 Harries,28) 의료기관의 적정배치를 예시한 

Shannon과 Dever 등이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컸 

다. 

사회 문제 의 理論的 理解(theoretical under

standing)를 위한 토론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 

었다. Cox는 인종차별 • 인구과밀 • 기능흔재 등 

의 불균형 현상이 극대화 되어 있는 미국도시의 

위기에 관심을 보여， 지역균형개발·인구재배 

치 ·수송개선 등의 균형화블 위해서는 호間的 

再組織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Coates 등은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는 공간정책적 차원보다 

26) Zelinsky, W. , 1970, “Beyond the exponentials: the role of geography in the Great Transition," 
Economic Geography, vo l. 46, pp. 499""535. 

27) Ginsburg, N. , 1972, “ The mission of a scholarl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γ01. 24, pp. 1 ""6. 
28) Harries, K. D. , 1974, The Geography of Criηze and Jμ stice， McGraw Hill,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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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組織의 再構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Smith는 복지 라는 주제 를 중심 으로 인 

문지리학을 재구성하여 복지의 공간적 다양성과 

均衝的 政策開發의 여러 기준을 준비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었다 29) 

새 로운 環境論(en vironmen tal ism)에 대 한 논 

의는 환경문제의 原因分析과 解決策에 대한 이 

콘적 접근에 춧점이 맞추어졌다. 환경문제를 야 

기시키는 원인으로는 급격한 연구성장과 기숨진 

보에 따른 지원감소 그리고 오염물질의 누적 등

이 지 적 되 었 다. Mikesell과 0 ’ Riordan 등은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리학자들의 각성과 자각 

을 촉구하면서 , 環境敎育을 통한 시 민 정 신의 

제 고와 초국가적 화합에 기 초한 새 로운 環境政

策의 開發을 제창하였다. 

이상에서 잘펴본 漸進論的 接近方式은 현존하 

는 사회질서 내에서 지리학자들간의 정보제공과 

공동작업과정을 통해 사회문제의 개선 내지는 

해결을 도모하려는 주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회참여문제에 대해 점진콘적 잔해와 배치되 

는 또 다른 견해는 急進論的 見解이다. 급진본 

적 견해 를 표방한 그룹-들은 社會主義 哲學에 입 

각하여 학문역 할의 근본적 인 再定立을 주장하였 

다. 

Folke는 지리학이 매우 철학적이고 기술지향 

적이긴 하나 만성적 사회문제 해결에 관해 설득 

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뭇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연구방향의 선회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30) 地理學에 마르크시즘의 도입을 公

式的으로 驚論한 Folke의 뒤 를 이 어 Harvey는 

마르크시즙적 논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리학이 

태동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Harvey에 의 

하면31) 마르크시즘 이콘은 인간의 생산수단 방 

법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구조를 심충적으로 理解할 수 있 

는 열쇠이며 자본주의 체제가 지니는 불균형의 

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代案이라는 것 

이다. 이러무로 지려학자는 마르크시즘을 창조 

적으로 수용한 훈 사회개혁을 위해 활동적 역량 

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eet도 불 

균형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점진적 머l 카니즘을 통한 조세 

정책은 띤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 

서， 無政府主義的 모텔에 의한 사회환경의 변혁 

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급진론자들은 실증주의 지리학의 방법론 

에 대해서까지 집중적으로 성토하면서 사회주의 

철 학에 기 초.한 構造主義地理學(structuralist geo

graphy)의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2) 構造主義地理學의 主흉흉關心分野 

구조주의는 언어학자 Saussure의 연구로부터 

시 작되 어 Chomsky의 變形的 構造主義를 거 쳐 

Lévi-Strauss의 社會人類、學괴- Piaget의 社會心理

學i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지칭한다. 지리학 

에서 사용하는 構造란 1차적 구조를 일걷는 것 

이 아니라 2차적 구조를 의미한다. 즉 지리학에 

서 사용하는 構造主義는 종래의 인문 및 사회과 

학이라는 분류를 넘어서 인간문화현상을 대상으 

로 하는 A間科學에 서 표출된 내 부구조를 파악 

함으로써 사상적 패러다임을 일관성있게 기술하 

고 설 명 하고자 하는 방법 본적 操作擺;念이 라고 

할수있다 32) 

사회 주의 철 학에 기 초한 構造主義地理學이 어 

떤 학문분야로 부터 영 향을 받았는가라는 문제 

에 대해서는 目下 로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 

진다. 그러나 지각을 통해 사물에 접근할 수 있 

고 실험적 활동에 의해 우리와는 독렵적으로 존 

재하는 構造에 接近할 수 있다는 事實主義(real

ism) 논리를 전개한 Bhaskar의 견해와， 사회과 

학에서 행동이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構造

主義的 視角이 요구된다는 Giddens의 주장， 그 

펙고 인간이 주체가 되며 支配로 부터 解放되는 

29) Smith, D.M. , 1977, H.μman Geograþhy: A Welfare Aþþroach, Edward Arnold, London. 
30) Folke, S. , 1972, “ Why a radical geography must be Marxist," Antψode， γ01. 4(2) , pp.13"'18. 
31) Harvey, D. , 1973, Social Jμstice aπd the City , Edward Arnold , London. 
32) Johnston , R.J., 1983, op. cit. ,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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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릎 지 향한 HabetrrH1S 중심 의 批判理論(crit
ical theory)은 구조주의 시 각을 견지 하늪 지 리 

학자들에게 상당한 엽향율 주었다고 잔주됨다33) 

構造主義 지 리 학자들의 주된 학문적 관심사는 

대체로 네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된 
다 34) 

첫째는 經濟地理學 분야로서 여기에서는 不均

衝開發(uneven development) 문제 를 집 중적 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개발은 

성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현대화 선진화를 지향 

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공간점유의 절대 다수 

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발의 과실이 

공펑하게 분배되어지는 측면의 분석이 되지 않 

고 있다는 비판이다. 불균형개발 문제에 관심을 

보이 는 構造主義 지 리 학자들은 구조주의 논리 에 

입각하여 도시내부의 불균형 개말 문제로 부터 

중심부 지역국가와 주변부 지역국가간의 불균형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법위하게 연구하고 있 
다. 

둘째는 社會地理學 분야로서 여기에서는 居

住地分化(residential segregation) 문제 를 중점 

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構造主義的 관점에서는 

토지사용패턴의 결정적 요언을 ‘거리의 마찰’이 

라는 추상적 개념이나 자유로운 시장 원리의 결 

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계급간의 갈등의 차원에 
서 해석하고 있다 Harvey는 반민지구 형성과 

도시의 토지이용론을 연구하였고， Castells는 마 

르크시즙에 입각하여 거주지 분화론을 전개하였 

으며 , Walker는 미 국의 교외 화현상을 구조주의 

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는 政治地理學 분야이다. 계량혁명의 영 

향을 늦게 받아들인 청치지리학 분야는 구조주 

의적 접근방법에 의해 극게 자극 받아 蘇生(re

vived)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構造主義 지리 

학자들은 자본주의와 다른 생산방식 내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한펀 1970년대 후 

반 이후 국가의 성격 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넷째는 歷史地理學의 분야이다.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은 과거의 역사지리적 공간 패턴을 해 

33) Johnston , R. J. , 1983, op. cit. , pp.99rv107. 

석하는데 있어 사실주의적 방법 • 변증법 • 시간 
지 리 학의 접 근방법 등을 제 공함으로써 변화의 

과정과 패턴을 보다 특징적으로 이해하도록 만 

들고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構造主義地理學은 실증주의 

지리학 및 인본주의지리학 등에서 접근할 수 없 

는 새로운 視角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현실문제 해결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룹은 漸進論的 見解를 가지고 이론적 代

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5. 훌約 및 結論

현대인문지려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 짧究패 

러다임은 다양하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공간조직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디자인 하거나 재구성해 보려는 끊임 

없는 상향의지가 지리학자들의 마음속에 용솟음 

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라고 확신한다. 

대 체 로 1953년 Schaefer의 등장은 傳統地理學

과 現代地理學을 구획 하는 분수령 이 되 었다. 

Schaefer는 Hartshorne類의 지 리 학을 例外主義로 

바 판하면서 지 리 학의 法則化 論理化 科學化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新古典 經濟學의 연 

쿠방법론을 원용하여 입지의 분포와 패턴을 연 

구한 Iowa大 그룹과 計量的 技法을 활용하여 지 

역 을 분석 한 Wisconsin大 그룹과 統計的 方法을 

이용하여 도시경제 현상을 연구한 Washington 

大 그룹， 그리고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원 

용하여 공간현상을 연구한 social physics 그룹 

등에 의해 수용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지리학 

은 計量華命의 時代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가설 

설정 ·논리실증적검정 ·일반화·법칙의 적용 등 

으로 이 어 지 는 實證主義地理學(positivist geo

graphy)이 형성되어 지리학은 논려실증주의에 

엽각한 法則追求的性向에 f煩짧j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실증주의지리학은 연구범 

위를 지역에서 호間으로 확대시켜 距離를 重視

하며 공간법 칙 을 추구하는 컬間論(spatial theory) 

34) Castel1s, M. , 1977, The Urban Question, Arnold, London. 
Johnston , R. J. , 1983, op.cit. , pp.114rv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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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통합과학적 관점에서 공간·시간·물질을 

중시 하는 體系論(systems theory)의 두 가지 측 

면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질증 

주의지리학은 內外部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內部로부터의 비판은 行態論(behavio

ralism)으로 발전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학 

심리학 등 인접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 

하여 洪水 • 居住地移動 • mental map. 時호地理 

學 등의 문제를 연구하었다. 

外部로 부터의 공격은 觀;念論 • 現象學 • 實存

主義 등 A文科學의 연구방법론을 원용하여 主

觀性을 강조하는 A本主義(humanism)로 변용되 

었다. 경관현상의 직관적 주관적 해석이나 인간 

중심의 인식론을 신봉하는 일단의 反實證主義者

들온 geosophy • 장소 • 역사현상 • 일상세계 등의 

문제 에 관심 을 보이 면서 A本主義地理學(human

istic geography) 을 형 성 하였 다. 

1970년대에 이르러 適正分配論이 대두되면서 

지리학자들의 지나친 아카데미음을 비판하는 지 

리학자들을 중심으로 現實參與 論爭이 전개되었 

다. 현실참여 논쟁은 기존의 체재를 그대로 두 

고 福社向上 • 均衝開發 • 環境問題改善 등을 통 

해 사회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漸

進論(liberalism)과， 사회 적 불평 등 문제 를 사회 

주의철학에 의해 근본적으로 개혁해 보자고 하 

는 急進論(radicalism)으로 나뉘 어 진행 되 었 다. 

급진본적 현실참여를 주장하는 그룹들은 사회 

현상의 단순 분석과 피상적인 치유방안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마르크시음 및 事實主義 • 辯

證法 • 批判理論 등 사회주의철학을 활용하여 개 

혁을 통한 지역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構造主

義地理學(structuralist geography)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50년 이후의 現代)、文地理學

의 思湖는 實證主義地理學과 A本主義地理學，

그리고 構造主義地理學 등의 세가지 연구패러다 

임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船究思湖가 언제 變容되 어 오늘날의 地理哲學과 

昭究方法論을 바꾸어 놓게 될른지는 어느 누구 

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간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生의 최대의 課題로 간주하는 

짧究者들의 수효가 늘어 나고 있으며 , 이 들에 게 

서 보여지는 강렬한 맑究意、愈과 굳센 意志 그리 

고 참신한 解決方法 등이 다양하고 활기에 넘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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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Summary;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has no single 

discip1inary matrix at the present time, there

fore, and has not had one during the period 

since 1950. Rather there have been several 

competing for a stable position, if not domi

nance, both within the discip1ine and beyond. 

Each matrix has its own branches with their 

particular exemplas and their leader who chart 

progress and seek infl.uence over the whole 

disci p1ine. 

Until the 1950s the regional concept and a 

regional approach dominated the endeavours of 

researchers and teachers. But then, a new type 

of work was initiated by geographers who were 

distressed by the lack of true intellectual dem

ands characterizing much research during the 

preceding decades. This was the positivist 

movement with its multiple origins in the 

United States. 

Over a decade or so, spatial science progres

sed in the manner described by Kuhnian 

‘normal science,’ sharpening i ts tools, testing 

and revising its theories, and extending its 

substantive sphere of infl.uence. A significant 

challenge to its status as orthodoxy came in 

the mid-1960s with a behaviourist approach 

that criticized what were seen as weaknesses 

in the axiomatic underpinnings of its theories. 

This challenge was met by incorporation and 

further modification of spatial-science theories, 
and the paradigm was only s1ightly de fl.ected. 

By the late 1960s, however, a further chal

lenge was developing. This was a behavioural 

Yong-Woo K won* 

approach, with a strong humanistic fl.avour, an 

apparently reductionist philosophy, and roots 

in the earlier, but by then widely discredited 

cultural, historical and regional geography. But 

no revolution occurred. The challenge was not 

defeated, however, nor did it lead to the esta

b1ishment of a new sub-discipline: instead, 
according to the bureaucratic procedures, it 

became established as a revolutionary enclave 

within the geographical corpus, making a few 

converts but not expanding substantially. 

A further attempted revolution was launched 

in the early 1970s, as the spatial scientists 

attempted to apply their expertise to solve 

problem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of western (and, to a lesser extent, Third 

World) society. Structura1ists, notably marxists, 
argued that spatial science provides only a 

surficial analysis of the spatial realization of 

socio-economic processes, an analysis which by 

its methods cannot penetrate, let alone compre

hend, those processes; without such comprehen

sion, social and economic change cannot be 

achieved, so spatial science is of no value in 

improving the average quality of life in the 

world. Thus the structuralists aimed at a revo

lution which would replace spatial science by 

something more realistic and capable of app1i

cation. They achieved no immediate success, 
however, despite a number of conversions, and, 

their debate with their adversaries defending 

the orthodoxy mad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literature of the mid and lat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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