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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 T若購의 地理論 짧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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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茶山 地理論의 班究必쫓性 

오늘날 韓國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解釋的

(hermeneutic) 地理學이 나 A本主義 地理學에 대 

한 가치부여와 이들 지리학의 도입이 이루어지 

고는 있지 만， 그래 도 大勢는 實證 地理學이 나 

計量的 接近쪽에 기울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學問的 분위기 속에서 약 180년전 韓

國의 어느 한 思想家의 地理論著들， 그것도 前

近代的인 논저들을 들추어 내어서 論議한다는것 

은 의의가 별로 없는 일로 인정되기 쉽다. 그래 

서 그런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朝蘇時代 地理學者나 地理論者의 著述에 대 한 

연구는 李重煥作 擇里志 연구외에는 사실상 없 

는 형펀이다. 실상 돗을 두고 신중히 찾아보면 

이 중환외 에 도 韓百讓， 李陣光， 鄭尙購， 申景露，

觀伯珪， 丁若觸， 金正浩 등 여 러 사람의 저 술은 

충분히 船究價f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韓國 地理學者의 절대 다수가 歐美의 理論， 擺

念， 그리고 아이디어들에 기울어져있고， 연구방 

법에 있어서도 實證主義(positivism)나 計量主義

에 기대고 있는 분위기에서 차분히 앉아서 우리 

의 古典들을 파헤치고， 거기서 당시 知識先人들 

의 논리나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정리 • 말표한다 

는 것은， 소위 船究動向에 어긋나는 것이고 심 

하면 시대착오라는 評判을 듣기에 적합한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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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 -------

4. 茶山의 地理思想

5. 結 論

지도 모른다. 그러나 흑시라도 일부 학자들이나 

마 그러한 思考를 갖고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地理學을 일단 社會科學의 한 分野로 본다면， 

한국의 지리학도 사회과학 타분야에서나 마찬가 

지로 ‘한국의 땅과 社會’에서 나온 先學들의 持

論을 찾아보고 평가해서 개념들을 정리하고， 우 

리의 실정에 맞는 理論들을 정립하는 데에도 힘 

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韓國地理學史 정리에도선학들의 제 개 

념이냐 아이디어들 또는 이본들을 고려하고 평 

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Á文-社

會科學 전반에 결쳐 자주 논의 • 진행되고 있는 

“온당한 韓國學 건설” 운동이 나 “학문의 정 당한 

士훌化” 운동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더욱 펄 

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法學， 社會學， 政治學， 經濟學， 文化A類學등 

에서 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운동이나 연구 

가 자주 행해지고 있는가? 그쪽들의 연구가 실 

증주의나 계량주의를 몰각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다. 한국사회를 A本的으로， 한국사 

상을 바탕으로， 韓國)、의 世界觀을 바탕으로， 그 

리고 歷史的으로 온당히 알고 해석하고 나아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각기 주어진 분야의 한국학사를 제대로 정립· 

제시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본다. 

지리학쪽에서도 지금쯤은 우리의 古典들을 활 



발히 분석하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내 정리 

하는 작업에 들어가야한다고 본다. 이러한 돗에 

서 펄자는 朝解時代 後期 實學을 集大成한 茶山

丁若購의 地理論著들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자한 것이다. 

특별히 다산의 지리논저들을 연구대상으로 삼 

은 것은 그의 논저들에 살려있는 지리적인 내용 

과 견해물은 오늘날의 한국 지리학자들이 음미 

해야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이다. 그외 

에 또한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앞에 

든 인문-사회과학 여러분야에서 다산의 엽적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각 해당분야 학자들이 다산 

을 훌륭한 地理著述家로 지적하고 있는 데 1) 우 

리 지리학쪽에서는 아무 논의나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타분야 학자들이 막연히 다산을 지리저 

술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분야 학문 

을 수행해 가는 가운데 그의 지리저술을 읽어보 

고 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학쪽에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은 지리 

학 초창기라면 몰라도， 한국지리학 4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다. 

2. 茶山의 思愚과 學問的 자세 

다산의 사상은 요약해 서 말하면 實事求是의 사 

상이다. 공허한 생각이나 말을일삼거 브다는現 

實에 입각해서 거기서 置理를 찾아내야 意義가 

있다는 사상이다. 그는 洛關論에서 말하기를， 

참 선비의 學問은 본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펀안하게 하며， 오랑케를 물리치고 財用을 넉넉하게 

하며 글월에 능하고 武術에도 능하여， 적당하지 않 

은 곳이 없는 것인데…어찌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1) 우선 몇개의 경우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절하고 읍(揚)하는 것만을 연습하는 것 뿐이리오 2) 

라 하었는 바， 이 말은 곧 조선의 종래의 학자 

들 특히 朱子學的 橋學者들이 하여 온 空論을 버 

리 고 利用， 훔生， 技術， 그리 고 富(나아가 國富)

를 존중하는 가운데 실제적 검토와 그에 근거한 

論理의 개발·전개， 그리고 物的 接近， 즉 物理

的 접근(종래에 풍미하던 道理的 접근이 아닌) 

을 크게 존중한 말인 것이다. 

그러면 다산의 위와 같은 사상은 어디서 由來

하었는가 ? 그 대 답은 地理學者보다는 哲學者，

歷史學者， 그리 고 思想昭究者들의 분석 에 서 찾 

아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고도 설득력이 있을 것 

으로 본다. 아래에서 그것을 잠시 보기로 하자. 

우선 18세 기 經世致用論의 大家 星湖 李鍵의 

사상적 영향을 들 수 있다. 이익의 사상은 당시 

實用追求論者나 일부 識者들에게 크게 받아들여 

졌는 데， 다산도 어렬 때(16세)부터 이익의 遺

觸들을 읽으면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李覆成은 다산이 星湖의 경 세 치 용학을 크게 숭 

상하였다고 보았고， 家門은 비록 성호와 반대되 

는 계파(南Á)에 속했지만 소속계파와 관계없이 

이익의 사상을 존중하였다는 것이다 3) 또한 李

佑成은 성호의 경세치용 사상을 다산이 충실하 

게 계승했다고 브았다 4) 

다음은 淸國을 통해 서 들어 온 西洋文物의 영 

향을 들 수 있다. 歷史나 思想 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약용은 20대 초반에 李蕭으로 

부터 西學(西敎)書를 얻어보았고， 또한 淸國경 

유의 서양 커술 • 서척의 영향을 통해서 天文，

層法， 地理， 地圖， 醫學， 망원경등에 관한 서양 

문물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인물들， 즉 李家煥

이나 李承薰과 가까히 지내면서 그들의 말이나 

文一平; 1939, 韓國의 文化， ζ西文化社， 서 울 pp. 32, 35. 
핸 더 슨， G.(김 동걸 역 ), 1958, “丁茶山論 思想界， 4월 호， p.145. 
李z浩， 1976, “韓國實學思想、擺說 韓國의 實學思想， 三省出版社， 서 울， p.27. 
韓永愚， 1983, “茶山 T若購의 史論과 對外顆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業， 知識塵業社， 서 울， pp. 
643, 661. 
金泳鎬， 1985, “與續堂全書의 텍 스트검 토 茶111핍究의 現況， 民音社， 서 울， p.23. 
韓휩빼， 1985, “茶山思想의 展開 上揚書， p.21. 

2) 景仁文化社(영 언)， 1982, 與續堂全書( 01 하 全書라함)， 서 울， 1集 12卷， 詩文集， 論， f갑댐論. 
3) 李寶成， 1972, “解題 茶山論驚， 6西文化社， 서 울， p.3. 
4) 朝蘇日報， 1986년3 월 29일 “茶山學의 意義"(전문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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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서적을 통해 서양적인 實用的 사상·지식을 

익혔고 그에 감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산은 西用， 즉 서양의 實

用主義라는 측면에서 실용성있는 經世에 관심을 

두었고 5) 道理보다는 物理를 우위 에 두게 되 었 

으며 6) 당시 淸나라에서 크게 일어났던 實用的

陽究 및 西洋思想 연구에 큰 신뢰 릎 주는 한편， 

반대로 추상적이며 道理寫主의 경직되고 배타적 

인 조선의 朱子學-性理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 

며 나아가 反朱子學的인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 
이다 7) 

결국 體面위주의 호論추구， 지배층 중심의 思

辯的 道理존중， 그리고 당시 극심했던 非備敎的

思想 • 學問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다산은 마땅 

치 않온 것으로 보면서 實用， 實質， 民生向上，

國富등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茶山의 학문적 자세는 대부분 그가 받은 영향 

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그가 강하게 지향했던 

實事求是철학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호論을 크게 배격하는 자세플 취했다. 

이는 전술한 非關敎的 사상 • 학문에 대해 당시 

유학자플이 크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일과 궤플 같이하는 것이다. 

다산은 現象이나 實在에 대해서 가능한 한의 

구체적 검토를 추구했고， 論理的 考證이나 檢

證， 그리고 논리적 비판을 하였다. 그러한 가운 

데에도 實用的인 것과 淳生的인 것을 크게 重視

하였다. 다시 말하면 應用的 學問에 관심을 많 

이 기우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순수학 

문적인 論著도 다수 내놓았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 

이러한 學問的 자세냐 宗冒는 후술할 內容들 

에 면연히 흐르고 있다. 그것들을 음미 • 분석 

하면 다산의 자세 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이다. 

5) 韓佑빼， 1985, 前據論文， p.21. 

3. 茶山의 地理關係 著述과 그 內容

본난에서는 그의 地理關係 著作勳의 著述理由，

論究方法， 그리 고 內容 및 性格을 논하고자 한 

다. 이 렇 게 함으로써 정 약용의 地理關係 著述의 

實相을 보다 더 넓고 갚게 알아낼 수가 있다. 

(1) 著述理由

다산이 지리관게 논저를 다수 내놓은 것은 크 

게 세가지 理由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그가 개인적으로 地理에 대한 考證에 섬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찌기 地理考證

을 열 심 히 수행 한 東國地理志의 著者 韓百讓의 

엽적을 높이 평가하여 존중하였고， 자신도 考證

的 方法을 통해 異見이 있어온 옛 位置， 옛 領

土範圍 등 지리에 대한 歷史的 考證에 심취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은 이미 27세 째인 1789년 施

行 內聞親試의 地理試驗 答案紙인 그의 地理策

에 일부나마 나타나 있다. 다산은 지려책에서 

“ ... 韓百讓 以首露王所 起金官驚洛 寫辯辰 此不

易之定論也"8) 라 하는 등 한백겸의 고증에 대해 

높은 신뢰를 주었다. 

지리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많은 문헨의 섭렵 

과 여러해의 시간이 걸려는 일인데， 이 차분한 

오랜 시간의 확보는 그의 長期에 걸친 유배생활 

이 가능케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긴 유배 

생활이 學者 茶山으로 하여금 방대한 고증의 저 

숨을 낳게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그가 地理自體와 그에 대한 학문인 地

理學을중요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社會諸般에 관한 호理를 

배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實用性의 확보쪽을 

중요시하었다. 다산은 땅의 바른 인식， 즉 地理

의 바른 인식을 통해 空理를 배격하는 것을 가 

李元淳， 1976, “朝蘇後期 實學者의 西學意講 韓國學報， 第 3 輯， p.223. 
6) 姜在彦， 1986, “T茶山과 西學 忠淸日 報， 1986년 9월 9일 . 
7) 헨더 슨， G.(김 동걸 역 ), 1958, 前握論文， p.146. 
蔡행松， 1978, “韓歸 T茶山의 反朱子學說 맑究 韓國學報， 第11輯， p.230. 
姜在彦， 1986, “近代에 이어진 茶山思想大學新聞， 1986년 3월 31일. 

8) 全書， 1集 8卷， 詩文集， 對策， 地理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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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있게 보았다. 그리고 경직된 道理論을 지양하 

고 淳生增大를 꾀하는 데에 있어서 地理가 차지 

하는 중요성을 포착하였다. 그돼하여 그는 地理

策에서， 王의 정책은 地를 말함에서 시작되고， 

地利로써 끝난다(聖策始言地理 終之以地利)고 

말했던 것이다. 한편 경직된 도리폰이나 名分論

은 그 연원이 朱子學에 있었고， 그 주자학은 中

國이 世界의 中心에 있다는 中國知識A들의 世

界觀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西洋의 기 술과 地理知識을 수용하는 

가운데 地體는 球形이고 9) 따라서 중국은 세계 

의 固定的언 中心地일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 

는 朝蘇의 識者들이 위의 경우처럼 지리를 온당 

하게 아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또 한가지 다산이 지리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은， 당시 사회가 農業社會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I당자체냐 땅이 

갖춘 利點(地利)은 국민경제상으로나 國富上 대 

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산은 바로 그 

구체적인 땅을 중시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生塵

性向上을 기하고 實用과 國富를 논하는 것을 가 

치있는 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자신 

의 農業關係 論說인 農策10)에서 地質， 地利， 士

地生塵性과 같은 것을 논한 가운데에 역력히 나 

타나 있다. 그는 地理之學은 王을 포함한 지식 

계 급인들이 알아두어 야할 중요한 學問이 라고 당 

당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11) 

물론 다산의 주장이 없었더라도 당시 사회하 

에서는 지식인은 天文과 地理의 지식에 통달할 

9) 全書， 1集 10卷， 詩文集， 說， 地헬圖說. 

10) 全書， 1集 9卷， 詩文集， 策問， 農策.

것이 기대되었다.찌 득히 조선조에서는 天地의 

B然、(物)과 인간의 倫理 • 道德(道)은 서로 떨어 

질 수 없는 것〔다만 道가 主가 되어서)이라는 

自然觀이 지배적이었거니와 13) 그러한 풍조하에 

서는 A倫， 즉 朱子學的 知識·道理는 물론이고 

영-(地)이 포함된 天地의 理致(자연법칙， 곧 物

理)도 잘 알아야했다. 그것이 바록 오늘날 우리 

가 생각하는 식의 自然現象이나 자연볍칙의 이 

해는 아니더라도 말이다. 

(2) 茶山의 論究方法

다산이 어떤 식으로 그의 論究를 폈는가는 여 

러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다. 필자는 우선 

그의 全集인 與續堂全書14) 에 실려있는 모든 論

述에 서 地理的언 것 19개 (단 題域考는 下位主題

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 만 性格上 하나로 보았 

다)를 뽑아서 比較해본 즉， 그것들은 學問的 論

說型， 證明型， 그리 고 建議型의 3가지 형 태 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 각되 었다. 그의 진술에 

는 記述的 方法， 假說檢證的 方法， 文歡에 의 한 

考證的 方法， 그저 자기 견해 나 제 언을 진솔하 

는 식의 방법 등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래 

도 어떤 體系를 잡아 정리 ·제시하는 데는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겠다고 보았다. 

1) 論說型 論究方法

이 방법에 의해 논구를 펀것은 地理策 15) 問

東西南北 16) 農策 17) 甲ζ論(一)， 18) 風水論(一)，

上同(二)， 上同(三)， 上同(五)， 19) 高句麗論 20)

百濟論 21) 遺東論 22) 東湖論 23) 鎭南人物政

11) 前據 地理策， r百代推 地理之學 {뽑者之所必務 王者之所必需」

12) 楊普景， 1987, 朝蘇時代 봅誌의 性格과 地理的認讓에 관한 맑究， 서 울大 博士學位論文， p.121. 

13) 姜在彦， 1986, 前獨論文.
場普景， 1987, 前揚論文， pp. 125, 127. 

14) 景仁文化社(영 인)， 1982, 前獨書.
15) 前揚 地理策.

16) 全書， 1集 9卷， 詩文集， 策問， 問東西南北.

17) 前揚 農策.

18) 全書， 1集 11卷， 詩文集， 論， 甲Z論(一).
19) 全書， 1集 11卷， 詩文集， 論， 風水論(一)， (二)， (三)， (五).
20) 全書， 1集 12卷， 詩文集， 論， 高句麗論.

21) 全書， 1集 12卷， 詩文集， 論 百濟論.
22) 全書， 1集 12卷， 詩文集， 論， 遺東論.
23) 全書， 1集 12卷， 詩文集， 論， 東湖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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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24) 送韓校理使熱序 25) 그리 고 龜界考寂26)의 

도합 15개 논설이다. 

위각 논설은 주로 다산이 수많은 책을 읽어 

얻은 지식과 自己見解 및 아이디어플 기초로 해 

서 정리한 學問的 또는 寶用上의 주장과 비판들 

로 구성되어 있다. 개중에는 地理策， 問東西南

北， 그리고 農策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이 한말이 

나 질문에 대해서 다산자신이 자기의 주장·논 

리를편것도있다.이런것은편의상 對問論

說型 논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논설헝 

논구에 포함된다. 

2) 證明型 논구방법 

여기에는 遺物이나 古文歡을 근거로 증거를 

대가면서 자기의 假定이나 주장을 증명 또는 合

理化해 가는 식 의 考證的 論究方法과， 어 떤 操作

的 作業이냐 裝置를 근거로 어떤 현상이 자신의 

가설-가정대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는 식의 

檢證的 論究方法이 포함된다. 

특히 고증적 논구는 다산의 地理昭究方法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는 자신이 생각 

했던 바 잘못된 地理的位置들을 옳은 위치에로 

바로 잡는 이 른바 位置考證을 그의 代表的 地理

書인 훌훌域考27)에서 많이 하였다. 검증적 논구방 

법은 地越圖說28)에서 地體가 구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였다. 

3) 建議型 논구방법 

政策是正 요구나 좋은 아이 디 어 를 당국자나 

王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산은 건의문을 다수 작 

성하였는 데， 그중 地理에 관계있는 것들도 있 

다. 通塞議29)와 應冒論農政流30)가 그것이다. 

다산은 前者를 통해서 A材登用에 있어서 특정 

지방 출신 배제는 부당하니 각지방 출신을 고르 

게 등용하라고 건의했으며， 後者를 통해서는 農

事운영에 地形을 고려하고， 간척 등 경지확대의 

중요성과 그 免鏡조치의 필요등을 건의하였다. 

이 상의 3가지 論究方法을 다산의 地理關係 諸

24) 全書， 1集. 13卷， 詩文集， 序， 領南A物많序. 

25) 全書， 1集 13卷， 詩文集， 序， 送韓校理使熟序.

26) 全書， 1集 15卷， 詩文集， 寂， 讀界考寂.

著述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데， 전체 19개 論 • 

著述중 논설형이 15개나 되어 절대다수를 차지 

한다. 이는 다산이 일생을 통해 꾸준히 技術， 思

想， 地理， 歷史， 그리고 文學관계의 수많은 책 

을 읽고 사색하는 가운데 자기의 학문적 지식， 

사상， 아이디어， 실용적 지식 등을 정리해낼 수 

있었고， 바로 그 정리된 내용들을 부단히 저술 

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3) 諸 著述의 編組上 地{立와 內容構成

1) 編組上의 地位

여 기 서 말하는 編組上의 地位란 茶山의 地理

的 論著들이 그의 여 러 學問分野중 獨立的이 냐， 

아니면 어떤 분야속에 끼어들어가 있느냐를 말 

한다. 이 地位를 살펴는 것은 그의 地理學이나 

地理論이 그의 諸論著중 어 떤 비 중을 차지 하고 

있느냐를 아는 데 의미가 있다. 가령 「詩文」分

野중의 「對策」內에 “地理的”인 것이 들어가 있 

다면， 그 지리폰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詩文에 

대해 2단계 아래의 從的인 지위에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詩文에 대해서 2단계 아래의 下位分野

가령 「農策」 논술內에 지리적인 것이 들어있다 

면， 이는 시문에 대해서 3단계 아래에 있고 또 

한 農業論에 대해서 地理論이 종적인 지위에 있 

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리폰이 독 

렵 분야나 독립 분야 次下의 下位分野로 되 어 있다 

면， 그 지리론은 본격적인 지리론이 되는 것이 

다. 예 를 들면 龜域考가 그러 하다. 

鄭寅普와 安在鴻이 펀집한 앞에든 여유당전서 

에 근거해서 다산 地理論著들의 펀조상 지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表와 같다. 

그 地位表중 “編組上 地位”난의 숫자(1"'4)는 

각 논저의 지위를 말하는 것인 데 1은 最高位

級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2는 최고위굽 次下의 

지위를 말한다. 1이나 2는 다산의 논저중 높은 

27) 全書， 6集 1"'4卷， 地理集， 遭域考(一)， (二)， (三)， (四).
28) 前獨 地첼圖說. 

29) 全書， 1集 9卷， 詩文集， 議， 通塞議.
30) 全書， 1集 9卷， 詩文集， 議， 應탑論農政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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菜山 地理論홉의 編組上 地{立

全 書 | 웰렇 l集짧號| 卷 I (選Þ) I 훌靈 | 짧擺앓 |뿜蠻I (蠻) I 비 -. 
--'"'-

1 l集 8卷 詩文集 對 策 地 理 策 。 3 詩조文됨集의 對策內에 펀 
2 " 9 " 策 問 問東西南北 O 3 

3 " " " " 農 策 A 4 

與續堂 4 !! 11 !! 論 甲ζ論(-) A 4 
시에문 펀칩조의됩 대책內 농책중 

全 書 5 " " " " 風水論(一) O 3 

6 " " !! !! !! (二) O 3 

7 " " " " " (三) O 3 

8 " " " " " (五) O 3 

9 " 12 " " 高句麗論 A 4 

10 " " " " 百 濟 論 A 4 

11 !! " " " 遺 東 論 A 4 

12 " " " " 東 湖 論 A 4 

13 " 13 " 序

*홍fU끓융t연 홍 F 界혐용 키i * A 考* 理* F f 앓한F@ 
A 4 

14 !! " " " A 4 

15 " 15 " 쫓R O 3 

16 " 10 " 說 地첼圖說 O 3 {시야바자로로운리죄장지처 下음리位범정에이 최 있고 강고위역，고 분 그가 
17 6 1"'4 地理集 遭域考四 。 1 또는 2 

(一"'1m)

18 1 9 詩文集 議 通 塞 議 A 4 

19 " " " " 應政冒論農流 A 4 

地位級에 속하는 것이다. 3은 제 1 위보다 2단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 內容은 純牌하 

게 지리적언 것 CO표로 나타냄)을 의마한다. 4 

는 내용 전부가 지려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가 

지리적 의미를 크게 지니고 있다는 것 CL표로 

나타냄)을 말한다. 그러나 그 펀조상 지위는 물 

론낮다. 

2) 內容構成

다산의 지리적 論著들의 내용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논함에 있어서， 앞의 19개 

논저 모두를 각각 다루지 아니하고 관련있는 것 

들끼리 몇개로 묶어서 살피기로 하였다. 어느 

한 논저에서 나온 주장이 다른 논저에서도 表現

方式을 달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서 

로 관계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地理

策 • 地種圖說 • 送韓校理使蘇序」처 럼 묶은 것이 
하나의 예이다. 

φ 地理策 • 地種圖說 • 送韓校理使蘇序

31) 註 11)의 原文 참조. 

地理策은 다산이 27세 때 내 각親試에 응한 탑 

안내용이다. 그의 地理 및 地理學에 대한 基本

的 關心거리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아는 데 중 

요한 몫을 하는 것이다. 

그속에 서 丁若鍵은 土地의 規模와 地形起~을 

논하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諸古士의 位置， 新

羅의 5名山， 고구려의 4京， 朝解의 地理的 位置

그리 고 조선의 지 형 상의 요충지 들과 國防과의 

관계블 논하었다. 특히 요충으로는 鳥鎭， 竹領，

秋風鎭， 南漢山城， 江華島 그리 고 울릉도를 들 

고， 이들의 국방상 중요성을 논하였다. 그러면 

서 國王의 政策 수립과 地理(地利)간의 밀접성 

을 강조하였다. 

中國에 대해서는 中國人의 方向觀， 5名山과 4 

名) 11 , 行政區域 劃定과 地利 및 人和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리고 다산은 地理에 대한 지식을 지 

식인의 필수요건이라고 지리책에서 주장했다 31) 

地鐘圖說은 地體가 球形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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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내용들로 되어있다. 地體가 구형이라는 

것은， 이미 1767년에 코페르닐스의 地動說이 소 

개되면서 實學指向의 뻐識A들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32) 다산이 만들어낸 새로운 說

은 아니다. 

다산은 그의 地種圖說에 서 濟1'11， 康律， 漢陽，

威興 그리고 穩城을 잡고 이들 각 地點과 北極

星간에 이루어지는 角度들의 서로 다름(남쪽 지 

점알수로 각도는 작다)을 근거로 地體가 球形이 

라는 것을 그렴을 그려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地球形의 증명은 오늘날의 地球科學에서도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33) 

또한 日本~印度에 걸쳐있는 여러 지점을 地

體表面上에 설정하고， 이들중 어느 한 지점에 

태양이 南中할 때， 다른 지점들의 경우에는 그 

태양이 남중하지 않는 것을 들어서 地體가 둥글 

다는 것을 증명해보였다. 

地體가 平面이 아니 고 球形이 라고 주장한 것 

은 당시 대단히 중요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지 

구가 球形이 라는 것을 받아들이 면， “중국이 세 

계의 가운데에 있다”는 說이나 주장은 폐기되는 

것이다. 球形에서는 어느 특정지역만이 세계의 

中央이 될 수가 없다. 어느 곳이나 보기에 따라 

서 中央이 되는 것이다. 이 地體球形說은 天文

學的-地理學的인 것1로서 中國이 무조건 “가 

운데 나라”일 수 없으며 34) 따라서 조선이 중국 

에 얽매어 지내서는 안된다는 다산의 대단히 중 

요한 意識 또는 주장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中國의 非中國 주장은 그의 甲ζ論(一)35)에 나 

오는 “地體正圓 海路無關”이나 “묘方位何常之 

有”라는 다산의 믿음에도 기초를 두고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地찮圖說은 다산의 地理觀과 

脫中國 思想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送韓校理使熱序는 교리 韓致應의 中國파견과 

관련해서 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정약 

용은 中國의 범위와 위치를 논하고 또한 한국 

(東國)의 위치도 논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소위 

中國이 라는 말중 “中”이 라는 것을 알 수 없고， 

東國중 “東”이 라는 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라고 

했다. 자기가 서있는 곳이 東과 西의 중간이고 

南과 北의 중간이 라면， 어 느곳이 든지 中國이 아 

니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中國이 中國인 것은 뚫·舞· 

禹， 場王의 좋은 정치와 孔子 • 굶子 등의 學問

덕분이라고 했다. 즉 聖A의 다스렴과 학문이 

있으면 中國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36) 

다산은 中央的 位置라는 것은 網對的이 아니라 

相對的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 상대적 개념도 

전술한 地體球形觀에 크게 기초를 둔 것이라고 

블수있다. 

@ 問東西南北 • 甲ζ論〔一) • 風水論〔一， 二，

三，五)

問東西南北은 다음과 같은 내 용들로 짜여 져 

있다. 北極과 南趣은 固定的이묘로 북과 남은 

그 자리가 제대로 잡혀진 것이다. 各 方位는 모 

두 사람이 정한 것이다.A.體는 左右로써， 室은 

向背로써 , 나라는 4門으로써 , 그리 고 中國은 4 

境으로써 방위가 정해진다. 동서남북의 4방위는 

모두 각기 어떤 것을 상징하도록 정해졌다. 즉 

東은 仁과 홉龍， 西는 義와 白虎， 南은 禮와 朱

養， 北은 智와 玄武를 상정한다. 나라를 건설하 

고 首都를 造成할 때 左顧右社， 즉 동쪽 宗顧

서 쪽 社覆瓚의 原理를 택 한다. 

甲ζ論(一)은 甲ζ因丁 등과 子표寅때등과 같 

은 시간(年月日時)을 정하는 體系를 처음에 논 

하고， 나중에는 기존의 方位定하는 일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다산은 不變의 북극성이 있는 북쪽만 고정적 

이고 기타는 非固定的이거나 從屬的인 것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東쪽 집의 西쪽은 西쪽 접 

의 東쪽이 되고， 南쪽 宮의 北쪽은 北쪽 宮와 

南쪽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서담북 方位의 

32) 全相運， 1976, “朝蘇學者들의 地轉說에 대 하여 韓國學報， 第 2 輯， p.245. 
33) 羅基昌(外)， 1984, 大學一般地球科學， 大學 敎材出版社， 서울， p.10. 
34) 前揚 送韓校理使蘇序， r其所謂中國者 폼不知其罵中 而所謂東園者 홈不知其罵東也」 
35) 前揚 甲Z論(-).

36) r有養舞禹陽之治 之謂中國 有孔頻思굶之學 之謂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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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對性을 주장하였다. 

다산은 또한 地種圖說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서 도 地體는 둥글다고 주장하고 또한 海路는 막 

힘이 없어서 37) 동쪽으로 계속 가면， 東로마제국 

의 西뿔에 닿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한 地點을 

기점으로 해서 東으로 계속 가면 西쪽에 가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東쪽은 木德、의 방향이고 

北은 水德， 南은 火의 방향이라고 보는 것도 不

合理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다산은 方位의 

不固定性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러 

한 方位를 사용하는 圖講術이 나 風水行寫 역 시 

옳지않다고 보았다. 

風水論(一， 二， 三， 五)에 서 정 약용은 風水장이 

나 地師의 說 또는 指示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 

는다고 말하면서 풍수설을 극렬히 비난했다. 가 

령 父母를 장사지내는 자들은 대개 地師를 찾아 

吉地를 찾아내게 해서 養를 쓰는 데， 이는 부모 

를 땅에 묻어서 福을 얻으려는 것이으로， 禮도 

아니고 孝도 아니라고 비판한 것 38) 이 그것이다. 

또한 무럼속의 썩은 빼가 좋은 터를 차지하고 

있다해서， 어찌 그것이 영웅호협의 사람도 하지 

못할 後孫에게 덕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시하였다. 그리고 地師가 큰 보배를 

구했으면， 왜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聊相의 집 

에 와서 그것을 바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39) 다 

산은 地師들이 讀體에 그려있는 묘지그럼만 보 

고 現場에는 가보지도 않고 걸흉을 판단하는 것 

은 허구요 속엄수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40) 

그러 면서 말하기 를 郭瓚， 道誰， 無學大師， 李

義信， 그리고 灌宗은 모두 風水師들인데， 하냐 

같이 죽음을 당하거나 孫이 없거나 子孫의 不出

世 등 박복한 일생 을 살았다고 하였다 41) 왜 吉

地를 택할 줄 아는 자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 

야 했는가라고 그는 물었다. 

다산은 풍수설을 도참설로 보는 가운데 , 그 

37) 註 35)의 本文爛原文 참조. 

38) 前揚 風水論(一).
39) 前揚 風水論(二).

40) 前揚 風水論(三).

41) 前揚 凰水論(五).

설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입장 

을 취한 것은， 그가 풍수설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陰陽이라는 것이 實在하는 것이 아니며， 

生成能力도 갖고 있지 않다고 믿 었고， 따라서 음 

양이 生成의 原理라고 할 수 없다는 자기소신42) 

에 근거한 것A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나 

입 장은 아마도 예 수會員 Ma tteo Ricci作 「天主實

義」에 서 太極의 始源性 否定 및 陰陽의 生成原

理 부정이 강렬하게 주장된 바 있었는데 43) 이 

주장의 영향을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음양의 생 

성원리를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서는 風

水가 무엇을 생성하고 더군다나 吉福을 갖다준 

다는 持論은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다. 

@ 훌훌界考寂 • 違東論

훌훌界考寂는 한국과 중국간의 國覆에 대한 논 

의 이 다. 주요 내 용은 압록 • 두만 양강이 韓中

국경오로 되기까지의 過程， 朝蘇정부가 威鏡南

道와 마천령 이북을 領土化(6鎭開設등)한과정， 

압록 • 두만 兩江의 長白山(白頭山)出源論， 백두 

산 일대에서의 國境下明性과 한중 양국간의 境

界作成(de1imitation 및 demarcation; 定界牌설 립 

포함)과정， 압록강 북쪽이 吉林地方內 鼎外播地

였고 그곳으로의 잠입 이 잦아서 중국측이 河川

에 임해서 防備시설을 갖출 것을 바랬다는 점， 

煩水가 대 동강이 아니 고 압록강이 라는 점 등이 다. 

現代 政治地理學의 境界論에서 보면， 境界作

成 過程과 交잦境界 相互作用 (cross-boundary 

interaction) 이 언 급된 내 용이 다. 

遺東論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즉 만주는 

고구려시대에 우리의 강토였다. 高麗 때 만주지 

방은 글안족의 害U擺地가 되었는데， 조선 世宗

世祖 때 6鎭地域까지는 개척했으나 결국 회복하 

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요동을 회복안한 것은 

多幸한 일이다. 왜냐하면， 요동은 華奏兩勢力의 

충돌지이기 때문이다. 오랑케들이 요동땅에 들 

42) 崔奭祐， 1986, “T茶山의 西學思想、 丁茶山과 그 時代， 民音社， 서 울， p.124. 
43) 上揚書，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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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기를 꺼렸다. 우리나라는 北에서 압록·두 

만강으로 중국과 접 하였고 3면은 바다로 둘러 싸 

여 있다. 이 상이 주요내 용들이 다. 

@ 훌훌域考(-‘， 二， 三， 四)

훌훌域考는 다산이 전 라도 康律流配중에 여 러 명 

의 제자를 동원하여 저술한， 項目別로 된 홀륭 

한 歷史地理書이 다. 다산을 地理學者라고 부를 

수 있는 力著이다. 이책은 자료모으는 데만도 

10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다 44) 

이책은 張志淵에 의해서 舊韓末(1905)에 大韓

훌훌域考45) 라고 이름붙여져 증보되었으며， 바로 

그 장지연의 애국충정어린 作品이라고 할 수 있 

는 大韓新地志46) 저 술에 크게 영 향을 끼 쳤다. 

대한 신지지는 다산의 강역고에 內容構成과 用

語使用을 크게 의존했던 것이다 47) 

茶山 훌훌域考의 주요 내 용은 한국의 古代諸國，

즉조선·三韓·決펴·議銀·蘇騙등의 영토， 

고구려 • 백제 초기의 首都들， 조선 8道 및 北路

〈함경 도) • 西路(평 안도)의 역 사， {貝水(大同江 ; 

앞의 훌훌界考寂에서는 압록강임)의 出源 및 位置

그리고 白山(백두산)의 위치 및 거기서 발원하 

는 諸河川 등의 地理로 짜여졌다. 

강역고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중요한 내용 

들은 다음과 같다. 

i) 三韓은 모두 漢江 이남에 있었다 48) 

ii) 馬韓의 首都는 益山이었다 49) 

iii) 바한은 三韓충 最彈園이 었는 데， 이는 漢江이 

남 땅의 좋은 氣候와 토지버옥성에 커초한 것이 

었다이 

iv) 朝蘇이라는 명칭은 zp:樓에서 나왔다. 그 명칭은 

평양의 옛이름이었다 51) 

v) 百濟 첫 首都언 愚禮는 본래 漢陽城의 東北쪽에 

있었다. 그 地點은 惠化門밖 十里지첨이었다 52) 

vi) 한성이란 서울의 漢陽洞을 말하며， 백제의 근본 

의 땅이다. 南zp:壞이란 명양의 2城충 남쪽성 즉 

長安城을 말하는 것이묘로， 한양이 고구려의 南

zp: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53) 

vii) 백두산은 不威， 蓋馬， 徒太， 白山， 太白， 長白，

白頭， 歌爾民의 8가지 異名을 갖고 있다 54) 

다산은 강역고를 씀에 있어서 韓中兩國의 다 

수 古文敵을 근거로 考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高句麗論·百濟論

고구려론과 백제론은 自然環境-Á間活動 關

係論과 首都位置-國家盛훌 關係論의 입 장에 서 

볼 때 , 특히 주목할만한 地理的 論述들이 라고 

할수있다. 

고구려 폰은 압록강 북쪽의 차가운 氣候와 그 

곳 사람들의 웅결하고 사나운 性格， 그곳에 자 

리잡았던 고구려의 長久한 國家持續， 고구려의 

平魔南遭과 短期存續， 도전받는 땅이 라야 국가 

가 오래 지속된다는 주장등으로 내용이 구성되 

어 있다. 

百濟論에 는 國家의 長久性과 首都位置간의 관 

계 , 백 제 의 漢江邊首都化는 地形上 天購의 金城

揚池， 곧 방비 가 아주 튼튼한 城池와 같은 곳을 

수도로 장은 것이고， 그런 까닭에 490여년이라 

는 오랜 기간 백제가 거기서 최강국으로 존속하 

44) 安秉直， 1985, “救民心書考異 "T茶山陽究의 現況， 民音社， 서 울， p.50. 
45) 張志淵補編， 1905, 大韓遭域考(上， 下)， 博文社， 漢城.

46) 張志淵， 1907, 大韓新地志(乾， 坤)， 徵文館， 漢城.

47) 강역고와 대한신지지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논문을 참조 바람. 
李相協， 1954, “童養張志淵先生 新天地， 7월 호， p.184. 
鄭품錫， 1983, “훌養張志淵 : 是日也方聲大哭의 구국충청 廣場， 9월 호， pp.125"'131. 
金泳鎬， 1977, “實學과 開化思想의 聯關問題 韓園史의 再照、明， 독서신문사， 서울， p.488. 

48) 前播 讀域考(一)， 三韓總考.

49) 上揚考(-)， 馬韓考.
50) 上獨考(一)， 三韓總考.
51) 上揚考(一)， 朝蘇考.

52) 前擺 讀域考(三)， 愚禮考.
韓永愚， 1983, 前揚論文， p.653. 
任德、淳， 1985, 서 울의 首都起源과 發展過程， 地理學論講， 別號 1, 서 울大學校 地理學科， p.34. 

53) 前播 覆域考(三)， 漢城考.

54) 上播考(三)， 白山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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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 技餘는 大平野 位置를 지니고 있어 

서 방비상 不利하여 외침을 쉽게 입었고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점， 그리고 建國者는 地形을 

살펴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굳건히 나라를 지키 

려고 애써야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된다는 주장등 

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특히 國之長久 多由定都55)의 理論은 ￡늘날의 

政治地理學에서도 중시하는 것이다. 

@ 東湖論 • 鎭南A勳政序 • 通塞議

東湖論은 글안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서 茶山

은 風土 • 氣候와 A間氣質간의 관계 를 北方의 

강성한 흉노·돌궐 ·몽고족과 관련지어서 주장 

하였다. 朝蘇은 아주 北쪽에 있지 아니하고 東

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禮를 숭상하고 어질며 

착하고 보았다. 

領南人物政序는 다음과 같은 地理的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新羅古地 영남지방은 

地形에 기초해서 그 범위가 정해진 것이다. 漢

水가 태백산에서 출원해서 洛東江이 되었다. 山

川風氣와 諸道(여러 道理)가 빼어나야 영특하고 

위대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 영남지방에는 退

、짧선생이래 선비들이 모두 예의를 숭상하였다. 

위의 두 논의는 風士와 A間性格간의 관계를 

강하게 주장한 논의라 할 수 있다. 

通塞議는 특정지역 사람들에게 막혀있는 官購

에의 길을 터놓으라는 논의이다. 다시 말하면， 

全國民의 社會的 統合(social integration)을 형 

성하기 위해서 특정지방 사람들을 차별대우해서 

는 안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통색의에는 西關(~安道)， 北關(威鏡道)， 海

西(黃海道)， 松京(開城)， 泌都(강화도)， 關東，

그리고 湖南地方의 A材를 쓰지 않고 버리는 것 

은 부당하다는 점 , 어 찌 天地가 精神을 모으고 

山川이 氣被을 훔毒하여 불과 少數者에 게 만 得

을 보게 하였겠는가라는 의문， 그리고 태어난 

처지에 근거해서 사람을 쓰거나 버리는 것은 부 

당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다산은 東西南北

지방에 구애되지 말고， 태어난 처지에 구애됨없 

55) 前揚 百濟論， r國之長久 多由定都 必能據形要之地」

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옳고， 그래야만 恨맺 

힌 사람들이 悲歌를 부르면서 방탕하게 지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以上의 잘 

옷된 것들이 바로 잡혀야 나라는 번창한다고 논 

의했다. 

통색의에서 다산은 바로 앞의 두 논의에서와 

는 달리 天地山J 11의 風土的 성격이 人格에 미치 

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自然、이 주는 利나 

德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또한 地方色을 가리는 것도 지극히 不

當하다고 주장했다. 

@ 農策·應릅論農政流 

農策은 다산이 王에게 제시한 農業方策의 내 

용으로 되어있다. 농업에 관한 그의 기본적 고 

려점들이 실려있고， 따라서 농업과 직결되어 있 

는 地理에 대해서도 언급이 비교적 많이 있다. 

농업에 있어서 茶山은 日光과 氣溫 등 天時를 

살피고， 토지비옥성과 토지성질 등을 변별하여 

地利를 利用하고， 경작지를 배분하고 영농을 하 

는 등의 A力운영을 하는 것을 3大 努力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대체 농사하는 방법은 天時에 因하고 地利를 분 

간하고 A力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낳는 

것은 하늘이고， 기르는 것은 땅이며， 成長시키는 것 

은 사람이다. 이 三才의 道가 모인 후라야， 백이랑 

에 농사짓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56) 

특히 天時論에 서 는 太陽의 直射 • 힘射와 관련 

해서 남쪽은 地氣가 뜨거워서 動植物의 急成長

및 多毛-多期作의 가능함을 베트남과 관련시켜 

논의했고， 地利論에서는 물만 대면 有用하게 쓰 

일 수 있는 :zp:地와 갯벌이 그냥 버려져 있는 것 

을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관련된 器具를 개말하 

고 水利를 얻으면 地利가 더 증대 된다고 주장하 

였다. 

이와 유사한 地利論 즉 地利가 최대한 발휘되 

도록 하면， 국민의 재 산이 풍족해 지 고 나아가 

56) 前揚 農策， r大批農之鳥道也 因天之時 分地之利 用A之力 故티生之者天也 養之者地也 成之者人也 三才之
道聚꿇而後 百敏之事可以無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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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輝도 확립될 것이라는논리는 그의 田論(三)57)

에도 전개되어 있다. 

다산의 농책은 地理學徒가 볼 때 커후， 지형， 

지질 등 自然環境을 잘 분석 • 파악해서 그에 맞 

게 농엽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 데， 이 

러한 자연환경-농업관계주장은 오늘날에도 농 

업분야에서는 크게 수용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 

고 地利증대 -國民豊足-孝佛中心 社會安定化 관 

계를 제시한 것도 당시(특히 농업사회 시대)의 

국가 • 사회 안정유지의 펄오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나， 그렇지 않은 평상의 사회라는 테두리 

에서 볼 때도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갯벨의 이용증대 펄오성을 주장한 것은， 

그가 한국 땅 특히 平野의 협소를 유감으로 여 

기고 국민의 살림을 고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執地쨌小를 안타7깝게 생각한 것 58)과 관련시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주장인 것이다. 

應릅論農政流는 농엽진작을 위한 상소문이다. 

농업경영자의 3不利(對士， 對商， 對工!lE)흘 지 

적하고， 이들 不利를 해소해서 농민의 單購함을 

제거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農器具를 

더 개말·개량하고 地勢를 살피고 水利를 증대 

시키며， 湖水를 막고 風向을 살펴 이에 대비하 

고 경지개간에 免規期間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비천함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 농정 소에 서 茶山은 鍵業活動이 광산 

지 역 에 사람과 물자를 끌어 들여 都市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였다. 그는 말 

하기 륜， “途安에 있는 金店(금광산)은 날마다 

캐는 금이 기와부스러기 같다. 물자는 수레에 

실려 폭주하고 사람들의 모임은 땀만 뿌려도 비 

오듯하고， 장막을 치듯 많아지며 ...... 각종 有用

物資는 塵에 벨려져 있고 쌓여 있어 완연히 都

둠과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過程의 포착은 

地理學上 중오한 포착인 것이 다. 金鍵→都市成

長論은 오늘날의 基盤活動(basic activity) 근거 

의 都市成長論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韓를 고르게 하기， 경지규모 適正化 등을 통한 

土地利用의 集約化， 이를 통한 토지생산성의 증 

대， 로지이용 配分의 適合化(가령 담배는 山地

에 심기)， 地形을 이용한 농업경영 및 농업용수 

확보， 徵鏡조정 에 의 한 fJt地鍵張論， 그리 고 前

述한 都市成長觀 등이， 지리학적으로 볼 때 주 

목할만한 내용들이다. 

4. 茶山의 地理思想、

국어사전 및 哲學사전에 근거해서 규정해보면 

思想(thought)이란 擺念化， 構成， 判斷， 그리고 

推理 등 “理性의 作用"(思堆作用)을 통해서 만 

들어지는 생각인데， 이는 어떤 見解， 觀點， 또 

는 擺念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직은 그 

時代를 움직이는 원동력 구실을 할만큼 기반잡 

히고 호소력 있는 것은 되지 못하여서， 主義

(ism)로까지는 인정될 수 없는 個A的 次元의 

생각이요， 견해요， 관점이요， 擺念을 말한다. 

地理思想(geographic thought) 이 란 사상에 형 

용사 “地理的”이 앞에 붙은 것이어서， 그 정의 

는 사유를 통해서 형성된 地理， 土地， 또는 地

域에 관련된 개언의 견해 또는 관점이라고 쥬정 

해 두고자 한다. 

위처럼 규정하고 보면， 다산의 지리사상으로 

서 중요하고도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CD 方位의 
相對性 思想(2) 自然、環境-國家存續 • 發展 關

係觀，(ID 자연환경-農業 關係觀@) 反風水 思

想，@ 反地域差別 사상을 틀 수 있다. 이 다섯 

가치를 필자는 다산의 5大 地理思想이라고 본다. 

(1) 方位의 相對性 思愚

다산의 지 리 사상 중 아마도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이 사상일 것이다. 이 상대성 사상은 甲ζ

論(‘)， 送韓校理使熊序， 그리 고 問東西南北에 

확연히 담겨 있다. 게다가 地種圖說이 이 상대 

성 사상의 理論的 뒷받침을 하고 있다. 

甲ζ論(一)에서 다산은， 方位란 물례와 中心

응치본농정소에서는 밭고랑의 효율화， 經과 (圍合)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그 성 

57) 全書， 1集 11卷， 詩文集， 論， 田論(三)， I人莫不盡其力 而地無不盡其利 地利興則 民塵富 民塵富則 風洛↑享

而孝佛立」
58) 前揚 田論(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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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固定不變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동쪽 집의 서쪽은 서쪽 접의 

동쪽이 되고， 남쭉 궁의 북쪽은 북쪽 궁의 남쪽 

이 될 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地點이나 

場所의 方位는 보기나 기준에 따라 다른 것， 즉 

相對的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주장하기를 4개의 방위중에서 固定

的인 것은 북쪽 뿐(북극성에 근거해서)이고 동· 

서쪽은 지역에 따라 방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묘 

로， 日 本이 반도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으며， 東로마제국이 반드시 서쪽에 있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소위 

따뭇함과 불붙음의 象徵인 朱뚫方位， 즉 남쪽은 

계 속， 남쪽으로 가면 南極에 이 르러 몹씨 추워 

서 앞에 말한 불붙음은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送韓校理使熟序에 서 도 이 상대 성 사상은 강력 

히 전개되어 있거니와， 다산은 중국(態나라)이 

무조건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소위 中國이 

라는 것은 그것이 가운데가 된다고 하는 바를 

알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소위 東國이라는 것도 

그것이 동쪽이 된다고 하는 바를 내가 알 수 없 

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東

과 西의 가운데이고 南과 北의 가운데이면， 어 

느 곳이든지 가운데가 될 수 있고， 또한 中國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산은 연나라가 “중국”이 된 것은 쫓 • 舞 • 

禹 • 場王의 좋은 정 치 와 孔子 • 굶子 등의 학문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묘로， 어떤 나라라도 정 

치-문화적으로 先進되면 “中國”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위치-지리적 中國觀은 부정하 

고， 정치-문화적 선진의 “가운데 나라”됨을 주 

목한 것이다. 

問東西南北에서도 동서남북 방위 설정의 기초 

를 北極과 南極에 두띤서 이 北과 南만은 고정 

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위치도 바로 잡혀진 것 

이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상과 같은 方位의 相對性 觀念은 필자가 보 
기에는 그의 地體球形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그의 지구도설에서 지체는 구 

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었는데， 지체가 구형이 

면 평면인 경우와는 달리 어떤 특정지 역이 가운 

례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 

위 중국도 고정적인 “가운데 나라”， 즉 “中國”

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방위 상대성 사상은 세계를 바라보는 視

角의 중대한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 

히 朝蘇시 대 에 敎理-思想的오로 중국에 펀 향되 

어 있는 한국 지 식 인들의 意識을 王體的인 쪽으 

로 바꾸어 보려는 데까지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사상은 비록 당시의 

時代的 思想， 곧 主義로 까지 진전 • 확립되어 

지식인들의 의식이나 행동을 바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오늘 한국의 뜻있는 지식인 

들에게는 위와 같은 茶山思想이 세삼 돋부이고 

意義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2) 自然環境-園家存續 • 發展 關係觀

이 關係觀중에는 @ 위치 • 지형-국가존속 관 

계 ,(g) 首都位置-국가지 속 관계 , @ 國~"$-地形
관계，@ 國彈-거후 • 土質 관계 등의 觀點들이 

포함된다. 方位의 相對性 思想 다음오로 茶山에 

게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리사상이다. 이 關係

顆 내 지 思想은 그의 高句麗論， 百濟論， 地理

策， 그리고 讀域考에 잘 나타나 있다. 

고구려론에서 다산은 압록강 북쪽 차가운 기 

후와 敵에 게 둘러 싸인 位置가 고구려 국으로 하 

여금 오랫동안 거기에 존속하도록 作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그곳의 추운 커후 때문 

에 사람들은 웅결하고 강성했으며， 게다가 四方

오로부터 敵의 첨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 

리잡고 있어서 국토방위에 힘써， 그 결과 거기 

서 오랫동안 나라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百濟論에도 유사하게 전개되어 

있다. 그는 백제가 中國으로부터의 침략에 가려 

진 위치에있었고， 그리하여 兵力은 약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국난을 당했을 때 결국 망하고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견해중에서도 기 

후와 국가존속·독립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아리토스텔레스의 견해와 상통한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너무 더운 곳은 정신이 약하고， 따 

라서 남의 나라에 예속되기 쉽다고 브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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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59) 

수도위치와 국가존속간의 관계관을 보면， 다 

산은 역시 고구려론에서 말하기를， n都城에서 

南選한 首都 平購이 방어선이 될만한 2개의 하 

천(즉 압록강과 청천강 ; 필자 견해)의 남쪽에 

위치해서 德政者가 안이한 마음을 가진 데다가， 

평양일대의 주민이 압록강 북쪽 주민과는 달리 

유순해서 평양을 근거로한 고구려는 압록강 북 

쪽을 근거로 했을 째 보다 오래 지속치 못하고 

망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백제론에도 또한 나타나 있다. 

그는 “國運이 장구하게 되는 것은 首都를 정하 

는 데 에 많이 연유한다. 반드시 수도는 地形上

의 요충지를 점거해야 한다(國之久長 多由定都

必能據形要之地)"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측면에 

서 볼 때 漢江을 끼고 있는 수도 關禮城을 버리 

고 平野의 가운데에 있는 부여를 수도로 택한 

것은 잘옷한 것이라고 했다， 부여는 평야에 자 

리잡고 있어서 100리 안쪽에 의지할만한， 또는 

가릴만한 울타리 구실의 지형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一國의 수도는실제상으로나 감정 

상 국가 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춧점이 되고 있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견해이다. 

國防과 地形간의 관계 관은 地理策에 서 발견되 

거니와， 다산은 韓國이 3面이 바다인 점과 주위 

에 敵이 많다는 점을 들어서 鳥鎭， 竹鎭， 秋風

領， 南漢山城， 강화도， 그리 고 울릉도가 국방상 

의 요충지라고 보았다. 이들중 대부분은 오늘날 

에 도 요충구실을 하고 있음은 물론인데 , 특히 

울흥도를 거론한 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이다. 

국가의 彈盛과 거후 • 토질과의 관계관은 훌훌域 

考의 三韓總、考에서 찾을 수 있다. 정약용은 옛 

三韓중에서 馬韓이 최강국이었는데， 이는 漢江

以南의 땅이 기후가 좋고 토질이 바옥한 데에 

연유한다고 보았다. 농업사회 단계에 있어서 國

富의 근본바탕은 농업이고， 높은 농업생산성은 기 

후 • 토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론 역시 아주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자연환경-農業 關係觀

자연환경과 농업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냐산의 견해 는 農策과 廳릅農論政歸에 잘 나타 

나 있다. 당시의 경제사회를 고려하면， 다산과 

같은 寶用主義 學者가 자연환경으로부터 天利

및 地利를 최대한 얻어내는 것을 생각하고， 이 

들 利를 농사에 직결시켜 국부를 이루려는 방향 

으로 자기의 思想을 펀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 

연스런 것일지도 모른다. 

농책에서 그는 農業經營의 3大 力點을 제시했 

는데， 그것은 日光과 氣溫 등의 天時를 살피는 

것이요， 로지비옥성과 로질 등의 地利를 이용하 

는 것이요， 그리고 A力을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중 天時와 地利가 자연환경에 해당된다. 그리 

고 그는 남쪽 지 방， 예 를 들어 베 투남 같은 곳 

은 地氣가 더워서 多期作 내지 多毛作이 가능하 

다고 하면서 水利와 地利를 잘 결합해야 農塵이 

증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응지흔농정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다. 地形을 살피고 水利를 증대하고 

風向과 湖水를 살펴서 농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 

고말했다. 

다산은 결국 자연환경을 잘 분석해서 그에 맞 

게 농업경영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본 것이 

다. 농업이 아직도 기후， 지형， 그리고 토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의 이 

관점 역시 가치있는 것이다. 

다산은 地利를 농업생산에만 관련지어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孝J閒向上과， 나아가 社會(國

家)安定化에까지 연창시켜서 보았다. 자연환경 

과 농업을 經世致用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서 

보았던 것이다. 

(4) 反風水 思想

反風水 思想은 甲ζ論(一)과 風水論(一， 二，

三，五)에 잘 나타나 있다. 다산은 풍수사상이나 

풍수법칙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풍수기법을 圖

讓雜術， 虛構의 속임수， 또는 耶術이라고 보았 

고， 따라서 그것을 따르고 믿는 자를 어리석고 

미혹하며 깨우치지 못한 자라고 했다. 이제 그의 

反風水的인 구체적 진술들을 몇개 부도록 한다. 

부모를 장사지내는 자들은 대개 地師로 하여금 吉

59) 任德淳， 1980, “政治地理學 發達史 짧究 地理學핍究， 第 5 輯，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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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를 찾아내게 해서 묘를 쓰는 데， 이는 무모를 땅 

에 묻에서 福올 얻으려는 것이므로 禮도 아니고 孝

도 아니 다(풍수론 一).

地師가 큰 보배를 구했으면 왜 자기가 차지하지 않 

고 聊相의 집에 가서 그것을바치겠는가(풍수론二). 

子午gp西니 乾坤良異이니 하여 適否를 살피는 자 

들은 奇門이나 六王 따위의 冊術을 배워서 方位를 

잡고 뀌신과 교접하커를 구하는 자이다(풍수폰 三).

郭建， 道設， 無學大師， 李훌훌信， 그리 고 灌宗등 凰

水師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당하거 나 孫이 없거 나 子

孫들이 출세하지 못한 박복한 일생을 살았다. 왜 吉

地을 택할 줄 아는 자플이 그러한 A生을 살아야 했 

는가(풍수론 五).

이상과 같이 신랄하게， 보기에 따라서는 감정 

격하게 풍수설을 비난했거니와， 다산의 이같은 

反風水 思想은 필자가 보기에는 그가 지난 陰陽

의 生成不能觀에 기 초한 것 같다. 

다산은 풍수설이 기초를 두고 있는 음양이 實

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生成能力도 갖고 있 

지 않다고 보았고 따라서 음양은 生成原理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다. 이처럼 陰陽을 부 

정하는 토양에서는 풍수설이나 그 技法이 자리 

를 장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 

면서 다산은 풍수장설이 크게 번지는 것은 결국 

세상사람들이 깨우치지 뭇하였기 때문이라고 보 

았고， 또한 그 설이 文學하는 선비들에게 까지 

번지는 것을 크게 개탄하였다. 

다산의 반풍수 사상은 또한 풍수설을 도참잡 

절로 치부한 데서 온 것 같다. 도참설은 거의 

신비주의적인 미신술이기 때문01 다. 풍수설과 

도참설을 구별해서 다산이 생각했더라면， 앞에 

소개된 식의 신랄한 비난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 

른다. 그리고 다산이 陰흰(묘지)風水 위주로 풍 

수설을 분석 ·평가하지만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反風水 사상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풍수설 에 는 國都風水， 陽基風水， 部落風水 등의 

說이 있기 때문이다. 

(5) 反地域差別 思想

지역간 차별대우에 반대하는 다산의 사상은 

通塞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작은 나라 모든 곳에서 A材를 발굴등용 

해도 부족할 것인 데， 하물며 여러지방 출신 인 

재들을 기피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그 

러 면서 다산은 西關〔平安道)， 北關(함경 도)， 海

西(黃海道)， 松京， ~L'都(강화도)， 關東， 그리고 

湖南 사람들을 등용치 않는 것에 대해서 특히 

유의 개탄하였다. 어찌 天地와 띠川이 어떤 특 

정 人間들에게만 혜태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다. 

그의 반지 역 차별 사상은， 地方이 든 가문이 든 

간에， 태어난 처지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哲學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산은 차별적인 用人을 버려 

야 사람들은 한맺언 悲歌를 부르면서 술이나 마 

시며 방탕하게 지내는 일(唯悲歌健斷 散酒而自

放)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 

를 발전케 하는 좋은 방법은 東西南北에 구애되 

지 말고， 遠近과 귀천도 가리지않고 똑똑한 사 

람이면 등용하는 일이라고 했다. 

위의 견해나 사상중에도 地域間 平等待遇 思

想은 동서 고금을 막폰하고 국가존속 • 발전에 필 

수척 으로 요구되 는 國民의 社會的 統合을 확보 

하는 일과 직결되는 사상이어서， 정치지리학을 

공부하는 필자의 눈에는 더욱 빛나보이는 것이 

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도 이 지역간 차별대우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고 또한 논의되고 있어서， 

다산의 반지역차별 사상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結 論

지 금까지 茶山의 地理的인 著述內容과 地理思

想을 중심 으로 하여 그의 地理論을 살펴 보았다. 

펼자는 韓國의 땅과 社會에서 생성된 다산의 地

理的 論理나 아이디어들이 韓國地理學史 정리상 

에도 의미있는 것들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지리 

학 정럽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 최 대 全集인 與獨堂全書를 자료로 삼아 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그간 소홀 

히 하여온 地理學에서의 우리 것 찾기에도 도움 

을 주리 라고 생 각하였다. 

다산은 實事求是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수의 

地理論著를 세상에 내놓았거니와， 그렇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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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첫째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 地理考證

에 심취했고， 둘째 地理와 그 學問인 地理學을 

淳生國富 追求 및 反초理主義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다산의 시대가 

農業社會였으무로 농업의 생산기반이요， 塵物의 

출처인 바로 그 땅이나 地理를 實學者， 더군다 

나 地理에 취미를 가진 실학자로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19개외 地理論著를 저술했는데， 그에 쓰 

인 방법 은 論述型 論究方法， 證明型 논구방법 , 

그리고 建議型 논구방법이었다. 이는 그의 지리 

논저 저술의 목표가 기존의 오류들을 시정하고， 

째로는 증명을 통해서 새로운 視野를 제공하고， 

또한 정책당국자에게 合當한 것들을 건의하는 

일이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197~ 논저중 본격적언 지리논저라고 할 수 있 

는 것은 훌훌域考， 地理策， 風水論， 훌훌界考寂， 問

東西南北， 그리고 地찮圖說이다. 다산이 다룬 

지리적 사항이나 내용은 韓國 古今의 諸國 또는 

地點의 位置， 한국의 山川 등 地形과 河川의 出

源地， 地體形狀， 4方位와 그 合理性， 방위 意識，

風水說의 미신적 측면， 北邊개척 및 韓中境界

作成과정， 三國의 首都位置와 選都問題， 자연환 

경이 국가말전， 농업생산， A間氣質 등에 마치 

는 영향， 地域間 차별대우 척결의 펄요성， 한국 

토지의 협소와 경지개간의 필요성， 기타 등이다. 

19개의 논저분석을 통해서 필자가 가려낸 5大

地理思想은 @ 方位의 相對性 思想， 즉 동서 남 

북의 방위는 보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상cî) 자연환경-국가존속 • 발전 

關係觀，Q) 자연환경-농업 關係觀，@ 反風水思

想，@ 反地域差別 思想이 다. 

다산의 地理昭究 내지 지리논의는 위치 및 지 

역 에 대 한 考證中心의 歷史地理 짧究， 생 산증대 

와 복리 증진을 강조한 훔生實用的인 地理論， 그 

리고 앞의 두 분야보다는 덜 뚜렷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國土의 歷史

性， 국가번영， 그리고 國民의 自主-自尊意識 고 

취에 역점을 둔 地理論(제나라를 바라보고 사랑 

하는 데 도움을 주는 地理論)의 3 分野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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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Dasan Jeung’ s Geographic 
Discussions and Researches 

Summar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Dasan Jeung’ s 

geographic and geography-related discussions in 

19th century, Chosun (Korea). Dasan was a 

very important pragmatical philosopher who 

had respected practical uti1ity, industrial tech

niques and skills, national wealth, and people’ s 

wealthy economic life strongly. 

Respecting these aspects above mentioned, 
Dasan wrote many geographic discussions and 

researches. The author of this paper found out 

19 geographic works from Dasan’s Collection 

of articles and books, Yohyoodang-jeunsoh and 

analized the works. From the analysis the 

author gained following outcomes. 

Dasan Jeung’s three forms (or methods) of 

description-discussion were discourse, veri fi.ca

tion, and recommendation. His geographic and 

geography-related works are historical, utilita-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1-16 

Duck-Soon Im* 

rian, and self-respectable in nation level. These 

three aspects were found out from his many 

works. Of many works, pure and semipure 

geographic ones are Gangyokgo (Study of 

Korea’ s Territory) , Jirichaek (Comments of 

Geography) , Poongsooron (Geomancy) , Gang

kyeigo (Study of Korea’ s Boundaries) , and 

Moondongsohnambook (Question of Cardinal 

Directions) . 

And Dasan’s geographic thoughts found out 

by the author are thought of relativity of 

geographical cardinal directions, viewpoint of 

natural environment-state survival and deve

lopment relationship, viewpoint of natural 

envronment-agriculture relationship, anti-geom

ancy thought, and anti-diferential thought in 

regional preferenc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1 6-


	1. 茶山 地理論의 硏究 必要性
	2. 茶山의 思想과 學問的 자세
	3. 茶山의 地理關係 著述과 그 內容
	4. 茶山의 地理思想
	5. 結論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