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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本핍f究는 朝蘇後期 熹-學派 學者의 한λ1-맘안 李

:重煥의 地理思想-을 考察코자 한다. 지 금까지 얄 

려잔 그의 著書는 擇里志 이외에는 갚려진 것이 

없다. 그러묘로 本訊究는 擇里志어1 內在펜 中心

思想과 이 ‘띤想、을 전개 하71 위 랙 서 理論약얀 體系

릉 수럽 란 그의 地짧思想을 究펴코자 한꽉. 擇

里志의 먼역온은 몇까지가 았으-나 까장 최근에 

나온 추泳澤E딩의 만역 본1)을 참고로 란다. 

각즈꿇;煥은 1690年에 태 어 나서 1713추 j엽廣cSU ，펴 

에 lJi.弟하여 官識은 兵펀lE짧어1 이르렀다. 그러 

나 辛::E上網의 결과 1725 받 몇차레에 ;섣꽉 커Ij-읍 

암고 다픔해 12月 어1 鎬島로 j옆댐3되 았 다- 수 1727 
年 10)딘 아1 뜰려 났다 그러 나 그해 12月 섹 司띈; 

府의 彈쳤을 받아 다시 맏지역오로 하랜픽는 신 

서1 가 되났다2) 그후 二L는 델정 란 거 r꺼눴 01 섣證 

;t훨와 zp.~공펠릎- 저] 외 한 숲댐의 각-지 땅을 떠 룹약 

마니 는 신세 가 된것 갚마. 知랍찮j;펠이 높은 그 

는 ?난국윤 랍사하연서 自然과 人文現象-윤 혀1 리 

한 얀목으로 판찰하여 人間 居'8:地어1 關한 體系

的 저술을 랭하눴오니， 이것이 擇멸志안 것이다. 

韓댐에 았어서 擇里志 이전의 地탤때 現象어1 

돼 한 考웰은 風Zi~地단캘， 地方誌， 뚫~f별地팽의 3:짧 

型으로 나늘 수 있다. 

첫째， 風水:J;也湮는 a쏟陽五行說과 결부시켜 人

間의 居注地나 裵地의 선택에 은용펀 原始的안 

自然과 人問 關係論。1 마. 즉 風水地理.說은 士地

에는 1E氣나 生氣가 샀으려， 이 生氣는 一定한 

地形어1 응걸칩중한다고 가상하고 그 IE氣가 집 

중한 곳에 葉地나 휩地른 선정 하딴 本人 또는 자 

손이 뷰을 받는마는 것 이 마3) 이 ，펀;떨은 人間에 

대한 自然의 절대걱 영향윤논한것이다보겠다. 

둡째， 地方誌는 행칭주역석1 따 ~1- 각지인과의 연 

꽉 地勢， 뭘物의 ￡흘地 等 自然:} 人그낀現象윈 백 

과 사전식우로 나열린- 합쩔地뭔志은 듣수였다. 

中청集薦的 體制下에서 효파적 인 통치샤 국가 딸 

전윤쉰해서 섣깐 지녁 또는-국가 깐체익l 대한 

현살 파악이 -딘’-선구였、기 다i1 픔이다 부二 ,-,, 1 ,,1_ 
I ’/、 i. 

이늘 휩쩔地f훨志는 地펴 릅터述에 대딴 地필헐단? 

펠論황j주점 7} 쉴핍딘 것이었)으나 Jt니낌성이} 대-8} 상 

λ-、1 만 記述로 말口1 임-아 科템으로서의 地평딴 發

표정에 치초가 되었다고 란 수 있 

사1 쩨 , 歡핏地평는 地{파의 位뿔 彩態 크71 등슬 

나타L건 池휩製‘ f'F에서 엿봉 수 샀마. 이것은 國

土의 空f짧3펀、談석1 충요한 제기릎 막년하였다. 

이 와같이 譯탱의 전통적 地f뭘랐n끓찮은 記述의 /、&

태어1 려둘렀으나 풍부한 記述헬 체뚫파 덤然표끓 

境을 A閒IF 천함시컨 겸은 地월템의 發탤을 뤼 

1) 李重煥著， 擇멀志， 李泳澤 譯註， 擇里志， 三中혈 1975. 
2) 金潤坤， 淸置 李重煥， 賢學論議， 숲南大學校 湖南文化冊究所 1975. p.409. 
3) 李燦， 韓國地理學史， 韓國文化史大系 ßI C科學技術史) 高麗大學校 民歲文化冊究所 1975.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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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素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런 상황下에 서 地理的 現象에 대 한 記述어I 變華

을 가져온 것이 李重煥의 擇里志인 것이다. 

n. 擇里志에 關한 班究動向

擇里志여1 關딴 wf究는 주로 地팽탤者와 歷史

學者어1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힘j者는 擇里志

의 內容에 태한 解題른 겸하여 現代地運學的 觀

點에서 分析을 시도 하였고， 後者는 그 時代의 

歷史的 fJ:졸협 상황과 관련펀 현상을 파악코자 

하였다. 

前者어l 속하는 徐樹仁당는 「擇里誌冊究序說」

에 서 李重煥~1 t뿔里詩흔 現代地理學의 二元化와 

일치하는 一없地쩔學 地誌로 분튜하녁 후:~學的 

體系化릎 도5:..←판 점 을 늪σ1 평 가 하였 다. 그펴 고 

地理討 現象을논함에 있어서 自然環핸과 人댐生 

i핍파외 相互關係블 추극L한 地人相關論은 Ritter 

와 Humboldt 료마 앞선 것이라고 논술하였마4) 

그러나 徐樹仁E당는 擇里志에 전개된 人탬 • 짧찮 

關係論을 體系討으로 分析하지 뭇한 것 같다. 

盧道陽Ãi는 「八域志 「可居地」 解說」을 통하여 李

重煥~1 제시한 며居地의 立地條件을 해살한 후 

可居地의 差짧과 그 分布른 다루어 人問 居토地 

의 類펀分析을 시 도하였 다5) 

윤홍기 ￡는 擇里志에 關하여 두편의 논문을 발 

표라였다6) 二에 의하피 주-重煥은 人聞과 自然

과의 關聯뜨는을 기 반으로 한국에 있어 서 聚落의 

最適場所(optimal sites)를 말견코자 하였다. 이 

른 위 하여 淸鷹은 歷史的， 記述的， 地행的， 系

統的 approlch를 사용하였으며 , 특히 聚落의 立

地因子 중에 서 聚落이 자리 잡은 잔소의 상매 석 

利點을 증시 한 ;섭 과 環境知覺 (environrr:ental 

p2rception)을 예 감한 것 을 높이 펑 하였 다. 그러 

나 李重煥운 風‘-;j(地理說 (the id~as of geomancy) 

을 제거하지 못하고 決定論꾀 觀念을 흔히 강조 

하였다고 결론지우고 있다7) 

李重煥에 대한 歷史學者의 논평은 洪以燮E당야 

金潤坤E딩에 서 찾아 볼 수 있 마. 金潤坤많는 李i

重煥의 「擇里志J)와 淸陣 李重煥S)의 두펀의 논 

평이 있마. 그석l 의하연 이중환이 어느 한 곳에 

서도 그 자삼아 安住할 만한 곳을 말견하치 옷 

하였다고 말한 점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보 

다 아름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서 살아 

가라는 뜻 갇마고 하여 그 자신의 能動웹안 努

力과 주어진 현살에 태해서 最좋활을 마한 르는體的 

努力끌 강주하였 다10) 그러 고 李重煥은 그들 스 

스로른 위한 셉산활동떼 의해서 衣食을 해걸하 

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야른 위해서는 地탤따 ~떻境을 장 이용해야 펀다 

는 것이 그의 持論야요 思想이라고 평하였마1 1) 

이리하여 金潤坤많는 살제 정험을 풍하여 自我

의 띔覺에 도달한 추重煥은 우리 나라의 실지 실 

정 에 입 각한 살제 적 인 恩;양릎 추구한 實學VK 學

者들의 先댐휩者의 한-사담야하그L 펑하였마12) 

洪以燮F딛는 일찌 가 그의 「朝蘇科學史」에 서 7t 
文흥향후의 휩쭈물협를 인용하떤서 擇里志는 世宗 이 

후 中國式어l 의한 官擺地뀔誌의 전통에서 이탈 

된 近代的 地理휠로서 風7.)'(地理的인 安住꿇;드율論 

의 思?썽이 약간 가마 되 섯으나 地댄學으로서 의 理

論죄 構成을 지 닌 人又地運‘웰書라 하였 픽 1::) 그 

후 그는 최 근에 「擇里志에 나타난 字重煥의 地

理恩想(Yi Chung-h\':zn’s G~ogrεphical Tho핑ht 

in T’ aεngniji) J에 서 擇里志는 단순히 地理書로

서만 이해하기 보다는 그 시대의 정치현상을 버 

롯한 諸柱會的 狀況을 記述한 著書로서 읽 혀 져 
야 띈다고 역 설하고， 강즈重煥의 寫實觀(re 3. listic

vieN)과 그 시대 둔제에 대한 人本主義的 接近

法(hL’ mεnistic εppro.ìch)을 높이 평 가하였 다14) 

4) 徐樹仁， 擇里誌冊究序說， 地理學 第 1 號， 大韓地理學會 1963. pp. 83~90. 
5) 盧道陽， 八域志「可居地」 解說， 地理學 第 1 號， 太韓地理學會 1963. pp. 91 ~96. 
6) Yoon , Hong-Key, Taekri-Ji: A Korean Sett1ement Geography, Brigham Young University, 1971. 

Yoon. Hong-Key, Taengni-Ji: A Classical Cu1tural Geogra r:: hy of the Korean Settlement, 1975. 
7) Yoon , Hong-Key, op. cit. 1975. 
8) 金潤坤， 李重煥의 「擇里志J， 寶學冊究入門， 史學會編湖閒， 1073 ， PP.119~145. 
9) 金潤坤， '1홉늄뿔 李重煥， 實學論驚， 金南大學校 湖南文化冊究所 1975, p~.409~415. 

10) 金潤坤， 前揚활 1975, p. 411. 

11) 金潤坤， 前獨書 1973, pp. 126~127. 
12) 金潤坤， 前揚뿔 1975, p.411. 

13) 洪以燮， 蘇朝科學史， 正音효， 1949. pp.250~251. 

14) Hong l-so1), Yi Chung-hwan’ s Geographical Thought in T’aengniji , KOREA JOURNAL, Vol. 14, No.3 ，ν 

1974, P).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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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히 홍이 성 敎授가 외척의 챔업을 방애하키 위 

한 國防問題에 래한 現實的 해결책을 李重煥?1 
강구하였다는 첨을 밝힌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의 고찰이라 하겠마. 또한 홍이 성 교수가 擇里

忘의 基本思想을 utopia의 추구라고 본 첨 이 다. 

즉 法과 政府 맞 柱룡的 狀‘兄어1 있어 서 理想、劉

안 utopia의 추구를 택리지의 기본 사상으로 본 

것은 李重煥각 思想的 原流른 통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他實學者들야 理想편을 논함에 

있어서 품파 철서， 사회현상등을 중김석으로 다 

룬만딴 李重換은 오히려 場f ，~티셔1 중점을 두였다. 

이에 비하석 盧、훨陽 줬평는 사람이 살만깐 곳 

즉 可몹地7} 셔디인가른 논한 것이 擇멸志익 中

心恩想샤리-하여 15) 立地때안 面을 중시하였다. 

이과같이 그 狂월的 띔景과 場팎 중센서 어느 것 

드는體로 삼느냐페 짜러- 다소의 차이 가 있윤 수 

있냐. 휩價은 擇里판 主體로 하여 可居地각 立

地과 그 權造른 논한 점 에 서 李重煥익 뿔겨:‘멍想 

-은 最適生;콤空뭘꾀 i털求라고 보여진까. 택러지 

에 나다난 또하나익 主要면想은 國防침 뭘;略點 

~:어1 임각한 安保觀?1 다. 그러므로 擇里志익 基

本內容은 뭘適生居場꺼른 추구하기 위 딴 聚落立

地論과- 園창의 安全保障을 규현하기 휘 한 탱防地 

理論익 展開라 할 수 있다:;섭1iff究는 이 상-의 두 

主要j친容에 나타 난 李重煥의 地理思想과 그 形

成背뒀을 考察코자 한다. 

IIT. 擇里志으l 構成과 內容

擇조를志는 四民總論， 八道總論마 各論， r 居總

論， 總論의 네 부분우로 구성되셔 있마-‘ 四民總、

論에서 李重煥은 民에는 士農工商의 네 계급 

이 았으나， 이 는 本質的A로 平等하다고 보았마. 

그리고 「士大夫는 農工商의 業을 할 수 있어도 

農I商을 本業으로 하는 사란은 士大夫익 일을 

하지 뭇하는 까닭에 사대부른 중하게 여치게 되 

었다 J16) 하녁 신분의 차벨이 생겨난 동기흑 보았 

다. 이 안용둔에 나타난 다른 뜻은 士大夫간이 

도든 행위를 合理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人口集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士大夫는 

옛 성안의 뱀도를 잘 지키고 禮른 숭상하는 계 

급이란 첨에서 士大夫는 生의 保存을 위한 本龍

的 經濟活動 이 외 에 生의 만족을 추구하는 經齊

生쁨을 영위하는 集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觀點넥서 본례 士大夫른 分折의 對象

으로 선정함으로서 포괄적야고 보편적안 人閒居;

住地익 반地른 분석할 수 있게된되뿔價은 만 

족한 삼、쩍生活의 원쉰은富~1 며， 이른구하커 우1 

하여 인간은 살만한 곳을 키리치 않윤 수 없다 

고 하녁 理論i는}z의 方 f힘을 젝시하고 있다고 할 

수 았다. 

둔깨 부분은 八펄펀論다 平安폈， 威鏡꿇， 黃

}앓 i같， 江原道， 慶댐훨， 全羅道， 忠淸펀， 京앓쳤펄로 

극?一성 띈다. 그러고 各道른 地’파單펴로 나누어서 

自然 및 人文現象과 많史~.<; 띈댈을 記述하여 道別

地행〈現象을 설멍하였다. 1"八這總論」은 地誌의 序

論 部分으로서 韓똑의 關 f쥔的 位置와八j혈의 歷

딩3!펀 背볼맞 士大夫덕 形成原mt륜 기술 하였다l 

j효別 地 r맞現象어1 대한 分젠획 目漂는 人聞의 

팩想的인 居j:.地릎 말견하는테 두었￡커，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士大夫의 활등 장소와 富의驚 

生地 "1- 석디안 71 른 설병코자 하였다. 그러고 李

重煥은 핍內의 地或을 하천과 산맥에 의하여 區

分하고 人聞과 自然풍境間의 關聯;生의 입장에서 

地或의 特性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成鏡道」페서 「태조 7~ 장수로서 왕 

싸로 부터 왕우1 른 얻였으므로， 그른 도와준 공 

신들은 서북 방연의 맹장들이 많았더. 이마 냐 

라른 얻은 마음에는 서북 사람은높은자리에 등 

용하지 말과고 병령하였다. 그러므르 평안도아 

함경도 두 도에서는 삼백년 동안높은벼슬을한 

사람이 얹고 그런고로 서북 방면의 함경도 

약펑안도의 두도는갈만한 곳겨라할수없 

다. J17)고 하여 國家政策이 士大夫익 居住地 選

定에 마친 영향을 밝혔다. 

「忠淸道」에 서 차령 산액 의 북쪽은 「그 풍습이 

서울과 가까워서 벨로 큰 차아가 없으으로， 살 곳 

을 택하커에 가장 적합한 곳이뎌. JIO라고 하여 

狂會文化얘 類似性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 

향과 士大夫의 集中地안 서울과의 距離까 住居

i휠定에 작용한다고 보았디. 그러고 방어상 유리 

한 地點과 士地가 비 옥하고 物資交統에 펀리 한 

15) 盧道陽 역 , 택 리 지 , 한국자유교육협 회 1972r p).19 .....,20. 
16) 李重煥著， 擇里志， 李泳澤譯註 1975. p. 16. 
17) 李重煥， 前獨등흠(成鏡道編) pp.36-37. 
18) 추重煥， 前獨書c忠j뽑 j흘編) p.86. 

- 27-



찌점에 富가 축적됨￡로서 士大夫 7} 출현할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서}째 부분은 現代地理學의 聚落立地論어1 해당 

도] 며 , 1地運J 1生￥IjJ 1人心J 1山水」의 네 要素

를 聚落立地因子로 고려 하고 01 상적 인 聚落立

빼는 네 흉를素른 오두만족시켜야한다는것이다. 

「地탤」는 自然펴 條件오로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理， 朝 μ朝j(로 細分하여 고찰하였다. 

「生利」는 經濟여1 해당꾀며 「사람은 世上에 태어 

나면 벌써 바람파 이슬로 음식을 대신하지 뭇하 

며， 깃털로서 봄을 가리는 옷을 대신하지 뭇한 

다. 부득이 衣食 글 위 하켜 生業에 종사하게 펀 

다. 위로는 선조와 부모를 모셔야 하며， 아래로 

훌子， 없轉릎 거느려야 하니， 財利의 經營을 넓 

히려 하지 않을 수 없다. J19)고 하얘 生活을 영 

위하기 위해서는 원濟的 需要의 필요성의 역설 

하였다. 그리고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 

에서 솟아 나오는 것야 아니마. 그러므로 땅이 

킥릎진 것이 최상이며， 배와 수레， 사람과 물자 

가 모여 들어서 있는 물자와 없는 물자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야 그마음이마. J2이라고하였다. 

즉 이것은 農業과 商業의 最適地가 富를 축석하 

는 最上의 場所라는 것을 의미한다. 特히 農鏡

추E웰에서는 土地익 닝1 옥도가 財의 生塵에 가장 

중요하마는 것이다. 이리하여 李重煥은 벼 종자 

플 심어 수확되는 量을 기준으로 土地의 質을 類

型化 하였약. 즉 그는 1"당야 기릅치마는 것은， 

따까 오곡을기꾸기에 날맞고， 또목화재배에 얄 

앓는 곳을 말한마. 논에 벼종자 한말을 심어서 

해斗를 거듣수 있는 끗야 上士이고 4， 50斗른 거 

두는 곳은 마음이녁， 3)斗 이하안 곳은 땅이 매 

말라서 사람이 살 수 얹는 곳이다. J21)하여 비옥 

도른 可居地익 一홍를素로 삼았다. 

그마음에 좋요단 것 은 財貨의 交換場所라는 것 

이 다. 이 것은 李童;煥야 結節地點(nodl1 point)의 

機能을 안식한 것우루서 높이 펑가할만한 것이 

다. 더욱 나아가서 淸‘團은 財貨의 交換手段으로 

말， 수폐， 래의 장단점을 바교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地形條件下에서는 河川利用이 바란각 스렵 

다는 것이다. 그려무로 상엽적 이윤을 4슬 수 

19) 李좋煥， 前獨書(生利編) p.137. 
20) 李重煥， 前獨書〔生利編) p.138. 
21) 쭈重煥， 前獨書(~는 flj編) p.138. 
2z) 李重煥， 단끽 f홉뿔〔人tι、 ‘줍) P.162. 
23) 李重煥， ß1H흉끓 c표 댁 펴) p.221. 

있는 最適地는 강과 님 1- 다가 서 로 통하는 곳이 어 

야 한다는 것 이 다. 그 例로서 金海의 七星浦와 

江景 等을 제시하고， 物資의 交易量:，1 많 ò 면 많 

을 수록 富斗 增大되고， 相互作用의 정도가 높 

은 結節地點에는 큰 도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세 쩨 「人心」은 桂會的 因子에 해 당된다. 그는 

「마을의 안심이 착한 곳은 아릎마운 것이다. 안 

심이 착하지 않은 곳을 택하여 산→펀 이찌 지 

혜로운 일이라 하겠는가」라는 공자익 말을 인용 

하면서， 살만한 곳을 선택하는데는그지방의 풍 

속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劉里에서 

살고 싶으면 안심이 좋고 나쁜 것을 가리치 말 

고， 비 록 건조하고 습함이 얄맞지 않다 하더 라 

도 같은 색 목이 많이 사는 곳을 찾지 않오면 얀 

될 형셰이다. 그러함오로서 비로소 땅문하고 서 

로 이야기하는 기쁨이 있우면， 또한 문학을 연 

마하는 일도 한 수 있을 것이다. J22)하여 同質的

tl會集團內에 서 만01 communication이 자유로이 

이룩된마는 점을 밝혔다. 이것은 오늘날 狂會生

態學최 搬念의 일부라고 인식된다. 이와같이 李

重煥은 tl會的 因子로서 풍속도F 同-集휠펀의 對

話른 중시여켰다. 

네째 「山水」는 山水總論， 山， 山形， 海山， 山

水勝地， 四群山水로구성하여， 우리 나바외 自然

景觀과 한국의 공통적 인 聚落立地 類Z델을 記述

하였다. 前者는 단순히 自然景觀의 地域따 記述

에 거찬 것이 아니고， 自然의 아릎다운 월觀。1 

인간의 정신을 맑게하여 준다고 봄으르서 띈然 

景觀을 觀光資源 내 71 休養空間으로 암식하였다. 

그리 고 後者의 「짧居」에 서 「오직 시 넷 가어1 

것은 평은하고 아릎마우녁 채끗한 친치가 잊고， 

또 관개약 농장지를 경작하는 아익이 있는 까닭 

으로 바닷차에 사는 것은 강가아1 사는 갯파 갚 

지 아니하τj， 강가어1 시는 것은 시넷가에 사눈 

것 파는 마르마. j2 3)고 하녁 漢居의 우위 성 을 논 

하였다. 이와같은 멍、考는 이 시패의 ￡갚첼1폼動의 

主流가 農쫓안 ;섬슬 님1 롯하c~ λ聞과 덤然環境 

파의 心젤j긴 調和석l 님]증을 두셨거 다1} 문이라 보 

석진다. 

擇멸志의 네 젠 부분C난 總論은 結論어] 텍 당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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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냐라의 歷史룹 통하여 싸 족의 말생 과 겨1 

급의 형성을 살피고， 쉰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士

大夫 間의 I회合과 背反의 와중에서 안간이 설 땅 

은 어다안카 라고 自問하였다. 이것은 안간 사 

이의 不調뼈카 深化되면 살 곳이 없어진다고 경 

고하여， 그 時代의 政治 狂會相에 대하여 만성을 

촉구한 것이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살 곳을 찾 

아야 펀다는 의치의 표현으로서 士大夫의 理想

的안 可居地는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마. 

이러한 時代的 背景下에서 淸鷹은 그의 불행 

을 감수하벼 , 천국에 갤친 탑사른 풍하여 그의 

중요한 思想을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N. 李重煥의 地理思想

現代地理學은 立地와 環웰分/析을 기 만오로 하 

여 地域現象의 空閒的 結合을 연구하요로서 人

間世界로서 의 地球(the earth as the world of man) 

를 보마 合理的오로 이해하고자 한마24) 그러요 

로 地행學者듬은 地表上에 형 성 펀 諸現象의 立

地와 空間的 分布블 설멍하고 여1 견한 수 였는 웰 

論 開鍵에 관심을 카지마 25) 이러한 팩論윤 마당 

우로 現f\地理學者늪운 장차地表上어] 평성델 즙홉 

現象의 空間的 問題를 해결하녁 인깐헤꺼1 유용 

한 미래 싸겨]콘 설껴]코자 한다. 이러한 견지에 

서 칠폐 現代地理學은 諸現象의 j찮i웰:si: t펴약 좌중適 

쭈Jj用어1 관심-윌- 칩중시키고 있다고 분 수 있마26) 

극휴重煥은 01 마 18c에 人聞 居뜸펀의 :s'l.J:iil5}9? 
을 판-t}얘 뚫適:s'l t따問題릎 안식하겼마. 한월里志 

에 ?난개 득l 월本思想악l 뚫適E는f띈rE댐의 추구는 끊 

代地￡탤學이 추구하는 기 본 득표약 잎치 한다고 보 

석잔다. 淸灌01 추쿠딴 뚫適슨는}핀쓴블間은 휩然;;낀 

經濟的 1'3:빨 Z얀 섣i:{;광단b 諸條fi-을 f펑t덧면낀으로 얀 

족시켜 극순 수 았는 場맛안 텃야다. 그펴나 짧촬 

딸F뷰에 서 이 와같은 뭔펀떤안 場所의 i첼도린은 01 
려우므로 「사람은 바속판 토지파 넓은 뜯만괴- 지 

리가 아릎마운 곳읍 택하켜 칩같 짓고 사는것이 

를를 

좋다. 그러고 10리 밖이나 혹은 반나절이 걸리 

는 곳에마가 名山이나 아름마운 불이 있는 곳윤 

사서 매양 생각01τ나면 한벤썩 왕복하여 근섬을 

달래고 혹 유숙했다가 돌아올 수 있다변 이는 계 

승하셔 취할 수 았는 방엽얼 것이다. J27)라고 견 

론짓고 았다. 그의 生活空間은 住居빛生뿔空聞 

과 休養空潤의 효율적안 結合이라 볼 수 있다. 

i홉鷹이 추구한 最適生活空聞論과 安保論의 전 

개에서 現代地理學이 指 I려하는 基本的 地理思想

안 立地와 空問떼 相互作jf3， 人間 • 環境關{청， 地

域的 相異性의 懶;캅:을 발견할 수 았다. 필자는 

擇뿔志어1 論述판 그의 地팽思想을 구체 깎 C나 寶

{쩌j를 듣어 考察코자 한마. 

1. 立地와 훨間밟J 相互作用論

A閒生活은 알정한 場·所의 검유에서 시각되매 

이 점유판 장소에서의 생활이란 고랩을 의마하 

지 않고 삼호관현성윷 지난 생활을 의마깐다. 

고천 지 리 학에 서 地웰的 J맘想의 기 본안 ~J.펴는 

단순히 장소의 우1 치 만을 나타내 는 where가 아니 

고 관련성을 치술허-는데 사용-딘 철학-석 의미픈 

지 난 where 이 였 다.28) 그펙 무루 iL~띤짧;念은 site과 

situation이 라는- 펴패性-읍 내 \ï힌다 site는 그 장 

소 자렉 의 內펀낀 ;#편윌r 의 마 히-싹 , situation은 他

週-所와의 關聯性플 나타낸다29) ，"'7也한다는 것 

은 펀互깜돼곧 뜻칸마. 그파 요프- {?르펴f 섣까꾀 意

숲칩는 ?딴쩔당rf와잉~ 텅룹聯 ;EE 어} 서 갖슬 

그결과 諾줬↑'îHg點 (nod31 point) 이 딸성 쉰다. 

李휠;煥은 따居fE3튼 꼴설-침'6il :~ 석 서 二1- i，경‘ 5닥 

.s1 P''J띄얀 ↑보판 j{l2，평 강댄서等각 二순iii 시 켜 샅 ;::j 한 

으로서 site익 찮;승:윤 안식잔 껏 갚다(;긴픈 듬 

면 I r 居總論」의 ít펀필」섹 서 「칩 터 븐 /(j 타녁 띤 

1간드시 수주가 감치고 내부꾀 픔01 쉰치끼 곳같 

착얀하서 구한 꺼 석 다무{릇 사받은 

틴1- 0 1- λL는 것히더1 二[느으 11- 안키의 버려디큰 도 ^r---c /j}. U~ ν l ’ 。 ’ ~-tζ 니 /I .;ó-I ;;、 -

하늘이 작게 -:-3 이는 곳은 결코 살 긋이 옷관마. 

φ1 년 까닭으로 플(;1 넓 -슬수콕 터 는 더 욱 좋윤 곳 

24) Jan O. M. Boeak, Geography; its scope and spirit. 1965, p.79. 
Robert E. Dickinson , The makers of Modern Geography, London , 1969, PJ.277---8. 

25) M. Yeates,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Analysis in Economic Geography, Prentice-Hal1, 1968. :).1 
26) Peter Haggett, GEOGRAPHY: A MODERN SYNTHESIS, HARPER & ROW , 1972, PP.16"-'18. 
27) 렬꿇煥， 前獨書(뚫居編) pp.229"-'230. 
28) F. Lukermann, The concept of location in c1assical geogra :;:J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ican 

Geographers. Vo1. 51, 1961, p.194. 
29) Jan O. M. Broek, cp. cit.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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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펀마. 해와 달과 별들이 링-상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기후가고르케 알맞은곳 

이면 안채가 많이 태어나고 또한질뱅도역시 석 

다. J 3C )고 하였오턱 , I 시-방의 산야 말리 있 어 서 

평단하고 넓으여， 산객이 평;;;:]로 뻗어 내려 강 

괄슬 단나 그객서 터른- 만든 것j3")이 호조건이 

라 하-쉬 따形的 훨素픈 고려 하였 다. 또한 그는 

「무풋 달이 얀나는 c당은 자고료 살 곳이 옷띈 

다 집터는 특자리와 달라서 을은웹樣을갚 

할하는 갓이묘루 큰붙야 있는 곳ò 1 띤 렌-유한 집 

이 감고， 먼쉰하는 이픔난 촌럭이 찮다. 비록 산 

중이라도 역시 i핍 J( 극곤 01 모여드는 곳이라야 대 

른 삭아 오래도록- 살 터가 띈다. J32 )고 하여 聚

露立젠因子로서 둡의 풍--요성 읍 논하였 다 . 즉 그 

는 흘」뚱한 slte는 좋고 풍부한 칠.-01 흔재 해 야 펀다 

는 줬落立地의 첼:/'仁평짧푼 이 폐 한 것 같다. 이 

와같이 淸펼이 site픔 立池分析에서 고려한 것은 

전등걱 안 風水池理說?의 영 텅:이 마 3츠쉬 지 나， 암정 

장소의 自然펴 特賢을 다소 객관희-시킬려는 의도 

가나타나있마고볼수있다. 이란전에서 그는風 

水地理說을 원용하석 聚落立地에 서 自然뚱풍똥울의 

중요성을 인식히-여 ~j1 겨]화시킬려고 한것 같다. 

그마음一 李重煥야 인식 란 空웹펀 相互關聯;主과 

距離의 作用性을 살펴 파기로 한다. I ~居總論」

의 「生됨JJ에서 財物슬 구 할 수 있는 장소는 「래 

와 수폐， 사맏과 물자가 모여늘어서 있는 물자 

와 없는 물자릎 서후 바꿀 수 있는 곳J33) 이라 하 

여 人합 物的 資J젠이 集中하여 交換이 이 루어 지 

는 洗펠地點에 서 財貨의 획 득이 유리 하다고 보 

았닥. 이와같이 場所間의 相互關聯性을 인식하 

고， 그 관렐성이 말생하는 장소인 結節池點의 機

能을 안식한 점은 卓見이라 평할 수 있다. 

원래 初훨市場은 商品의 外的 交換에 의 하여 

발생 뇌 으로 平野와 li.쫓의 住民과 같은 相異한 

住民間의 혈界地點어1. 해안과 하천의 접합지점 

주의 동쪽은 물이 얄고 여울이 많아서 배가 통 

하지 못한다. 技餘， 恩律에 서 부터 바다픽 조수외

통-하기 시작하여 白馬江이하 鎭江 일대는 모두 

배가 통하여 이익을 얻는다. 오직 恩律과江景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바다와 육치 사이에 위치하 

여 금강 남쪽의 들관 가운데서 하나의 큰 도회른 

이 푼다. 비-닷 사람과 산공 사람이 모두 이 곳에 

서 끌건을 대다가 서로 바꾼다. 미1 년 봄과 여픔 

사석에 장은 생선꾀 해드는분 캘 례는 Bl 만내가 

은마흘어1 차득하고， 큰페 작은 배 가 밤괴- 낮으로 

돌꾀 -듭어 청구-에 담 같이 늘어서 있다. 한 달 

에 여섯먼싹 열리는 場어1 는 먼 곳과 가까운 곳 

에서 온 화듭이 무여서 쌓인다. J35)는 것이다. 

이러깐 추꿇煥의 관찰에서 본마띤- 이 당시 상엽 

은 상당한 수순에 이르렀던 것 같다. 나아가서 

그는 펴향쉬 띈然的 人文따 特性석 差휠;르 인한 

資源의 特化행象은 地域間의 相互frm을 말생시 

키며， 추틴표關聯싼iδ1 큰 地域알수록 財의 획득과 

富의 츄각이 많아진다는 점을 밝혔마. 즉 }행處 

i혈에서 「안면의 서북쪽 덕원의 경겨]안 바닷가에 

元'l!村야 았는데， 갯시一럼-들이 도여 갚며 고키잡 

고 해츠키1 는 것이 엽이다. 바닷갈 동북쪽으로 六

鎭파 -뚱하三로 六鎭과 바-닷가 여 러 고을의 상선 

들이 모두 이곳에 도여 머둔다. 대개 생선과 소 

금， i파菜， 마포， 마리 , 돼 지 가죽， 인삼， 相擺의 

재료가 푸두 이땅에서 생산되묘로 강원도， 황해 

도， 평안도， 서울의 여러 상인들이 모여 사고괄 

고하여 화불야 많이 쌓여 큰 도회른 이룬마. 주 

만들은 판고 사고하는 것 을 일삼아 부자가 된 사 

람이 많다. J36)고 하여 이 현상을 설병하였다. 

i뿜灌先生은 「경기도의 바닷가 마을은 비록 조 

수가 통하는 넷둡이 있어도 서울이 가까운 까닭 

오로 장삿배 가 크체 모이 지 않는다. J3ì)고 하여 

아구리 바마와 하천이 컵속되어 자연석 조건이 

유리찰 지라도 結節注이 큰 大都市에 인접한 結

에 市場이 형 성 된다34) 淸題은 이 터 침: 現象을 파 節t번點은 파줍의 칩 풍이 크지 않다는 점 을 고찬 

악하녁 구체석안 해를 뜰어 설명하였마. 즉 「충 

청도에서는 鎬江의 불 근원야 비록 말지마는 공 

하였다. 이것슨소위 urb .1n shadow 현상을파악 

한- 출릉딴 理論으로서 그의 뛰어난 관찰럭의 所

30) 추重煥， 前獨書〔地理編) p.134. 
31) 추重煥， 前웹즐첼(}쉰理編) p.135. 
32) 쭈重煥， 前揚활〔地理編) pp. 135~ 136. 
33) 李重煥， 前獨를좋(보利編) p.138. 
34) Brian J. L. Berry, Geogra:;::hy of market centers an :l retail d. istribution, Prentice-hal1, 1967, p.109. 
35) 추重煥， 前獨書(生利編) pp.141~142. 

36) 李重煥， 前獨書〈成鏡道編) p.36. 
37) 李휠煥， 前握펌(生￥Ij編)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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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庫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정치 경제 문화활동석 r=þ心地 르서의 漢

陽은 ftg地域과의 關聯性이 가장 늪은 지 역 으로 

서 最大의 富를 축석한 곳으로 보았다. 그러고 

이 漢場과의 距離가 가까울 수록 居초池후서 l:l~ 

땀직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차령산맥의 뷰쪽은 

서 울과 가까우으로 士大夫가 도여 사는 곳이 되 

었고， 한강 상류에 자리 장은 충주읍도 水上소j펄 

으로 서을과의 접측이 펀리하녁 土大夫의 거주 

지로서 석 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만대~ 서읍에 

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는 원주만 ::;1 아니한 사내 

부가 쉽게 살 수 없는 곳이라 하여， 두 지쉽긴

의 相互f'f用에는 距離가 크게 작용함융 밤혔마. 

李重煥先드는은 物資의 移動퍼1 서 運펀費릎 最小

化하기 위한 方法을 강구하녔다. 즉 상이한 交

通手段의 差異-에서 딸녕하는 運쉰費構폭를 설영 

한마. I물자른 옮기 어 바꾸는 망도는 神農과 필 

人의 볍이얘， 이러한 웹척이 없으면 재물이 생 

겨나지 않는마. 그려나 이러한 일에는 말겨 수 

레와 같지 않고， 수레가 배와 같지 않마.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 으무로， 수꾀 가 마니 

기 에 블펀하마. 온나라의 장사콰는 자는 모둔 말 

에마가 화물을 싣는다. 갈이 멀면 운송 비용 채 

문에 이익이 적어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례로써 

호}물을 싣고 운만하여 생 기 는 이 익 보다 뭇하마. 

~우리 나라는 동서 남의 삼연아 무두 바마이 고， 례 

가 통하지 않는 곳이1 없다. J38)는 것이마. 즉 장 

거리 수송에는 말 보다 수래가， 수면1 호다 배가 

운임 이 적 게 든다는 것으로서 오늘날 運/풍費構 

i뿔論과 일치하는 理論。1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理論을 國士環境과 결부시 켜 한국에 얄 

맞은 交通手段을 제 시 함으로서 , 實用을 추구하 

는 實學者의 띤모를 볼 수 았다. 山地 地形이 우 

세한 한국의 살정에서 하천과 바다릎 이용하는것 

이 펀리하으로， 財의 획득이 유리한場所는 강과 

바마가 서로 통하는 地域이라고 結論짓고 있마. 

淸鷹은 뚫適可居地는 site와 situation야 우수 

하여 財貨創벼이 유~l 한 장소과고 보았다. I상 

주는 일녕 洛場이라 부르며， 조랭 아래있는 거1 

일 큰 도회지이마.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으며， 

북쪽오로 조령이 가까와서 충청， 경기와 통하고 

동으로는 낙동강에 임해서 金海， 東泰와 통한다. 

말로 운반하거니 페어} 싶어 운송하는 걸이 남북 

오로 통하여 수륙고동의 집합지가 되었마. 이것 

은 무역하기에 쉰리하무호 이 71 땅에는 부유한 

사람이 많고 또한 야름난 선바와-높은벼슬을지 

낸 사닫이 많다. 」39)고 딴 것은 뚫週居댄地의 한 

헤리- 한 수 았다. 이와같이 휩많은 可居池의 選

定에 서 相팍i꾀 'L:){펴 (r21:3.tive lo::ation)흔 인식 함 

」뜨후서 空間펀 챔표 (lp}펀論석 피폈化어1 공한하였 

다고 평가 할 수 있마. 

2. 人間-環邊 關係論

人間-環-철關 係 (man-environment relations) 의 

擬念은 地짧띔想의 基本이 마. 地理學者들은 環

짧을 펴表上의 어느 한 지정섹서 안간을 둘러싸 

고 있는 諾條件의 성장體라고 본마40) 近代地理學

者둡은 주로 自然뚫境만을 環境으르 안식히-여 人

間과 自然간의 關聯j生을 분석하였다 Ritter는 

1864年 Icomparative geography J에 서 人間과 自然

現象間의 關係른 地理學의 댁~L'\原理라고 주장하 

였다41) 오늘날에 있어서도 Ackerman은 理代地

理學의 目標는 地表上의 人類따 법然環境 ö 로 쿠 

성된 광다}한 相互作用體系의 이해라고 한마42) 

이 와같이 人間-環魔 體系의 댄究는 地理學이 추 

쿠하여온 主要한 分野라고 플 수 있다. 

李重煥은 擇멸志에서 人間과 볍然環境間의 關

聯 i똥에 의하여 :til1域의 諸現象을 설명코자 하였 

다. 그의 A閒 • 覆境 關係論은 人間에 대한 自

然環境의 영 향， 창조력 을 가잔 人間이 自然에 마 

치는 영향과 석은， 그러고 環境知覺의 3類型i

로 分類한 수 있마. 

젓찌} 人間어l 매한 셉然魔境의 영향은 주로 그 

의 「地理」에서 찾아 플 수 있다. 예를 듭연 「우 
콧 수구가 영 성 하고 텅 빈 넓 은 곳이 면 바 록 좋 

은 밭이 얀 이 랑과 큰 집 천 간이 있 더 라도 대 

를 이어 살지 뭇하고 자연이 흩어지고 없어져서 

망하고 만다 돼파 달과 별들이 항상 환하 

38) 李重煥， 前握書〔生利編) PP.140-141. 

39) 李重煥， 前揚書(慶尙道編) p.65. 
40) Peter Haggett, op. cit. p. 10. 
41) Robert E, Dickinson, op. cit. P. 36. 

,42) E. A. Ackerman, Where is a research fronti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1. 53, 1963,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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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이치고， 바밤과 비약 차고 더운 기추가 고르 

케 〈닐-갖은 곳ë ì r펀 인제가 않아 티}어나고도한철 
병 도 석 다 무릇 땅에 生氣가 없고 걸한 기 

운이 gj 」LL간 인채 가 나지 앞는다. 」43)라고 한 것 

은 띈然끽 안간의 샘활과 인채 텍출어] 염향슬 미 

긴딘L는 자그二이다. 이것은 아각도 짧월決定論的 

인 )f~끽(þ쉽탤등장의 영향-뜯 받은 것삭다 보여진다. 

그더 고 1 r)텔戀論」의 「人心」헤 서 「우리 나라 八

道 각순테， 평안도는 인심이 순박하고맏획-석 첫 

해이고， 마음은 깅상도로서 풍속이 깐실하다. 

한걷드는 ;.:1 역석 요광캐와 접하고 있어서 벡성 

이 고두 성길산 굳고 사나우랴， 황해도는- 산수 

가 쉽한 끼닭이1 렉성의 성잘이 사납고 그묘결다. 

강쉰도는- 산갚 벡성둡안 만큼 어리석고， 천하드 

는 2交;줬함둡 숭상하여 그른 일에 쉽 처 움직 안다. 

강각도덕 도성 바갇 들관 마을둡은 꽉성의 재둠 

이 반약하고， 충청도는 세도삭 이익에만- 깐념하 

는꾀， 이 것이 八별 人心의 대 략이다. J44) 다-고 평 

하였다. 이것 역시 되然環혈이 人댐삼의 평성에 

자극-글- 줍 수 있다는 恩캉·의 표련이다. 그러나 

淸펼치 부언하기를 이갓슨 서만을 논한 :갓이지 

士大夫으1 픔속은 그링지 않다고 하였다. 쫓5;育‘程 

度가 늪고 펀황릎 合〕평的」즈료행 하녁 , ñ.뿔플 갖 추어 

썽촬찰수 있는 柱會階層안 ·上太夫는 덤然짧평어1 

외 하녁 人閔;生 c] 행 성 띈마기 보다는 웰會制똥 

나 규염 l석피l 서 人品。l 행성펀마고 본 것 같다. 

둡저 李할換의 담然어1 대 한 人間의 염 향을 살 

펴 부자. 1평안도」에서 「조선의 천성기에는 땅 

이 즙그二 벡/삼 ó] 많아 많은 산을 개간하였 ò 나， 

그후 석터 차원1 청나려- 눈사 때둔어1 땅이 많이 

황펴l 취 였、 마. 또한 왕씨 가 통암 단 후어1 는 많은 주 

민둡가 삼남 지망우로 옮겨가서 지금은 들은 넓 

오나 시-갚아 얹이 산에서 농사짓는 자가 드물 

다. 」45)고 하커 人口歡의 變化에 떠-루는 土:L~利

用狀;치의 變{c릎 관찰하켜 , 人짧이1 의 한 地表의 

變짧릎 마푸었마 그러고 「강원도」에서 「운교에 

서 부터 강릉府의 서쪽 대관령까지는 평지거나 

높은 영이거나를 꽉론하고 천은 팩빡한 나무들 

가운페 를 지 나가는폐 나필 운안- 하늘01 보이 는 

43) 추重煥， 前據書(地理歸) pp. 134--135. 
44) 좋重煥， 前據書〈人心縮) p.146. 
45) 추重煥， 前握書〔平安道編) p.27. 
46) 추重煥， 前獨書(江原道編) PP.54--55. 

낱이 없었다괜.폐 수성년 진부터 산과 들이 

오두 캐간되어서 농경지로 되고， 촌락들이 서로 

첩하여 한치의 수목이 없어졌다. 이와같이 마루 

어 료연 다른 마을 역시 이러힐-진대， 어진 임금 

의 성은윷 입어 사럼-이 전점 늘고 먼성함을 볼 

수 있A나， 산천은 역시 찮은 어려움갚 겪는다. 

옛난 안삼의 산지는 보통 鎭西地方의 깊은 두메 

였우나， 山童듣이 火田-알 만도느라고 들을 태움 

오로 인삼의 산출강섭 전 감소하고 래 먼 장마륜 

당하띤 산이 무너져서 한강어] 흘터 끌어가니 한 

깅- 괄이 쉽 켈 얄아깐다. J46)고 허-셨 다. 이 것 은 人

口펙피로 인한 土地의 執:地化現象을 記述하면서 

人댐씌 의 한 自然짧露의 變化過程을 고찰한 것 

이다. 그러고 닙1 록 산과 둡이 鏡地化하는 과정 

을 정치적 얀정으도 안한 人口增져디現象과 결부 

시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연파괴 현상 

을 애석-6] 석기고 있다. 또한 일정 환경 파괴의 

둔제 가 他現象에 끽날機的 ò 로 관련되 는 점 을 밝히 

고 있다 . 즉 이 것은 짧境的 不均衛(environmenta!

imb갚3.nce)읍 인식한 것으로서， 環鏡的 平衛

(environmεntal eq파librium) 을 침 해 하는 파괴 

(destruction) , 過度生찮 (overproduction) 과 狀龍

의 變化(change of sta te)와 같은 pro:esses의 搬

念47)을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李重煥의 人

間어1 외한 地表의 變鏡 파악은 높은 수준의 人

댐 • 뚫헐 關係論:)1 라 하겠다. 

또한 그는 「山水請」에 서 「山形」을 記述하면서 

「大돼에 섯、 는 八公山은 또한 돌로된 봉우리 가 옆 

우로 펜석 았고， 산의 동쪽과 서쪽에 시 넷물과 산 

이 자풋 아릎랍다. 다만 산 서 쪽에 Iμ城을 쌓아 

서 외적을막는풍요한鎭。1 되었는데， 이것이 아 

릎랍지 뭇한 침이다. J4S)하여 自然에 무질서석 人

工施設의 가미는-오히려 自然環境의 調和」를파괴시 

컨다는 것을 기숲가였마. 이려한 J땀考는 오늘날 

開驚過程에 서 파생 되 는 자연파괴 루 안한 不協化의 

問題해결에 도움을줄수있는卓見」이라블수있다. 

세 째 環境 知覺 (environm '2ntal perception) 의 

인식 이 마. r山水勝池」에 서 「바닷뜰아 푸르러 

하늘과 하나로 붙은 것 같고， 닥는것이 없 

47) John F. Kolars & John D. Nystuen, GEOGRAPHY, Mc GRAW-HILL, 1974. pp.385--389. 
48) 츄重혈， 前握좁〔山形l編)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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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닷가에는 마치 강변이나시넷가약같은작 

은돌과카야한암석이 언덕 위에 섞여 았어 푸 

른 물결 사이로 보알락말락한다. 해안에는 전체 

가 찬란한 눈 같은 무래 로서 , 짧으띤 바삭바삭 

하는 소리가 나꽉 마치 구슬 위릎 걸어가는 듯 

하다. 모래 말 위에 해당화가 찬갚찬제 피어 셋、 

고 군터1 군더l 소나두 숲이 측 늘녁꾀 하늄을 찌 

른 듯하다. 二L안 o 로 둡셔 가[칸 은득 마감-01 년 

하여 치1 상으1 시-람들이 사는 창지가 이떤 것인지 

알지 풋하커l 되고， 사둡의 형체가 c} 떻꺼] 셉줬 

는지를 얄 수 없도록 황홀하쉬 공중으로 떠오르 

고 허공을 결셔마니는 기분야다. 이 긋-읍 한먼 지 

나-간 사밤은 자연히 다-른 사람이 펴 야 10년이 념 

어도 안딴이l 산수의 기장아 난아 았다.」49)고 하 

여 「대저 山水러-는 것은 정신슬 기쁘저 하고 감 

정을화장하게 하는것이다.」50)고석고있다. 이 

것은 環境質에 대한 知學B~ J恩考라 참 수 있다. 

上즙리의 人聞-環짧 關係論의 展I뿔에서 고찰컨 

데 李童換은 짧境決띨論者가 아니 역 , 그 主體는 

어 디 까지 나 人間。} 고， 담然당줬짧은 人詞의 思考

어1 의해서 평가될 수 있마는 첨을 띈한 時代어1 

앞선 뛰어난 地環學;者였다-고 :성할 수 있다. 

3. 地域的 相異性의 認誠

Hartshorne은 地週學을 人問박界투서 의 地球

의 場所聞의 다양한 特性을 記述하고 說明하려 

는 학둔이 라고51) 정 의 한 것 은 t펀섣갖긴j 相異性의 

추쿠라고 할 수 있다. 近代t也짧學의 성럽 이천 

의 地챔에 대한 地理的 짧-젊는 단순히 行政區域

에 외 하여 境界를 나누어 諸地域휠뀔슬 記述하 

는데 불과하였 다. 우러 나라에 서 도 地方을 行政

區域別로 나누어 지방의 연혁파 人文 및 自然現

象을 個別최으로 거 술하여 治道上 유용한 政策

資料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 냐 李重煥의 八평t1f!誌는 단순띤- 地方誌的

성격에서 벗어난 地짧탤的 측감에서 地域現象을 

서술한 것이마. 즉 「平렇道」에서 「대체로 청천 

강 이 남읍 평南야 라고 하는폐 , 지 형 이 동서 가 협 

49) 李重煥， 前握書(山水勝地) p.212. 
50) 李重煥， 前據書〔山水勝地) p.229. 

소하마. 이 곳에 서 북쪽을 소위 淸北이 라 하는않/ 

~l 형이 동서로 연하여 해우 넓마. J52 )고 하여 1했 

川에 의하의 두채의 덤然地域융 구분하여 自然、

現象의 相異性읍 치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두 

지 역 칸의 7土줍文化약성 現象의 差異點도 다음과 갚 

이 서술하였다. 1淸南은 內꽤에 가7강고 풍속。I 

문팍윷 숭상C)1-나， 淸北은 풍속이 유치하고 무혜 

룹 숭상한다 1)핏鎬펄」어} 서 도 「한흥 이 북은 

산과 강야 쉽 악하고 풍속야 사나우며 , 줍고 땅 

이 머1 말라 곡식이라고는 오직 조와 보리뿔이다. 

벼는 석고 목화도 천혀 원닥 원주만들은 개가 

죽으로 옷을 만들이 엽고 겨울외 추위를 막으며 

굶주럼을 참는 것은 마치 여진족과 같'/1-. J54)고 

하여 一定 죄꾀域의 自然및 人文的 特h注을 考察하 

였다. 그리고 「江原道」도 태백산맥갚 경계로 東

部와 西部로 구분하였고， 1慶댐道」를 낙동강을 

경 계 로 하여 江의 동쪽을 左道， 西쪽을 右道로 

구분하여 「좌도는 r앙야 메 마료고 주만이 가난하 

여 비록 겸소하케 샅지단 문학하는 선마가많다. 

우도는 땅이 기 릎지 고 주민이 부유하켜 호사함을 

좋아하고 게 을려 서 문학에 힘 쓰지 않으으로 출 

흉한사맘이 적 다. J55)고하여 地域의 相異性을 人‘

文및 自然的 現象과 관련하여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李重煥의 地誌論의 특징은 첫 

째 81 록 道른 中心요로 地域現象을 論及하였A 
나 道이 하의 下部池域은 行政的 境界가 이 난 地

形的 훨素에 의하석 區分단 점이다. 두째 地域

區分어1 거친 것이 아니고 區分된 地域템의 特性

을 밖힌 것이다. 이것은 現代地理學이 추구하는 

地域的 相異1똥을 인식하였던 것이라 하겠마. 세 

째 地域J뾰을 人問-環境 關係따 측면에서 분석 

설명한 침이다. 이와같은 그의 地誌論의 많開는 

천국어1 결친 오랜 탑사→를 통하여 自然고]- 人文現‘

象에 대한 觀察야 그 71 초가 되었마-고 온-:;~. 즉 

地域間의 自然꾀 장애 로 안꽉켜 地域注民의 生

活이 相異.하다는 점을 그는 발견하였을 것이다. 

또한 淸灌은 地方現況을 상세 히 커 록한 T할擺地 

理誌의 內容에서 地域性을 파악할 수 있는 풍부 

한 資料른 수집한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려고 風‘

51) Richard Hartshorne, Pers)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hy, Rand McNally Com ;Jany , 1966, p.21 .. 
52. 李重煥， 前揚書〔平安道書) p.27. 
53) 李童煥， 前獨書〔平安道編) p.28. 
54) 李重煥， 前提書(威鏡道編) p.33. 
55) 李重煥， 前揚書(慶댐道編)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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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地理說이 韓國人의 思考에 마 친 영 향이 컸으 

E로 안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보아 

왔다. 그러므로 그의 人間-環境關係를통한地 

域現象의 설명은 이러한 바탕위에 自然과의 調

和라는 東洋哲學的 思考가 가미 되 어 그의 思想이 

형성 되었다고 思料된다. 

V. 李重煥의 國防地理論

李重煥의 國防地理論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地

‘理學的 측면에서 考察한 것이마. 즉 그는 地域

의特質 및 自然環境의 利用이 란 觀點에서 安保論

을 전개시컸마좁題의 安保觀은 首都防衛이마. 

이러한 思想은 中央集權的 관료체제하에서 國

또이 거주하는 首都가 곧 국가를 의미하묘로 首

都의 안전 보장01 곧 국가의 안전 보장이 라는 思

횡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댁리지에 나타난 그의 國防地理論을 例를 들 

어 살펴 보기 로 한다. I慶댐道」를 記述하면서 

r全道에는 城우로서 지킬 만한 곳이 없으나， 오 

직 칠곡만은 관아가 성곽 안에 있고만갈이나되 

는 산 위에 있다. 남북으로 통하는 큰 걸을 가 

후질러서， 要塞地로서 거대한방어지가된마. J56) 

고 하여 칠곡이 왜구의 침략을방어하기 위한제 

일차적 진지라고보았우켜. r임진년왜적이 북상 

하다가 대단에 이르러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지 

키는 군사가 없음을 염탐한 연후에 이곳을 통과 

하였고 조령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J57) 

라고 하여 전략석 가치가 있는지역에 군사의 배 

치가 없는 우방바 상태를 유감스렵게 여겼다. 

그라고 漢陽 북쪽의 방어 지점에 대하얘 논급 

하기블， I한양의 앞쪽에 큰 강이 막았고， 단지 

서쪽 한 걸이 황해도와 펑안도로 통한마. 도성 

A로 부터 서 쪽으로 五里쯤에 沙l뼈야 있 는데 , 

그 고개를 념으연 또 녹만헨이 있마. 당나라 장 

수가 이곳을 지나갈 혜 말하기를 한사람이 관운 

을 지카연 만 사람이라도 열 수가 없겠마 하였 

다두 고개와 훨歸廣은 모두 관문을 설치 

할 얀한 곳이다. 그러나 온 나라에 걸을 가로질 

러 판문을 만은 곳이 없는 까닭으로 천연적 인 험 

한 곳을 포기하는 것이나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56) 李重煥， 前握書(慶댐道編) p.62. 
57) 李重煥， 前握書(慶댐道編) p.64. 
58) 李重煥， 前獨編(京離道編) PP.121---122 • 
.59) 주좋煥， 前#홉編(京醫道編) pp.117---118. 

벽제령에서 서쪽으로 40켜리 가면 臨律 나룻터 

이마. 곧 한양의 북쪽 강 하류이여， 江뿜 남 

쪽 기숨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잔 성의 모양。1 

다. 또 서쪽무로 가는 걸목이고 강을 임하켜 걱 

이어지듯 험준하여 참으로 지키기에 좋은 곳이 

다. 성을 설치하여야 할 곳임에도 지금까지 축 

성하지 않으니 한스러운 일이마. J58)라고 했다. 

淸灌은 방어 문제를 自然環境의 적절한 이용과 

결부시켰다. 

李重煥은 海上防衛에도 높은 식견을 나타내였 

다. 즉 그는 漢場은 漢江을 통하석 西海와 직 접 

연결됨-으로 海上防衛없이는 漢陽의 방위가 어렵 

마고 인식하였단 것이마. I京鍵道」에서 그는 「육 

지가 끌나는 바닷가에 花梁鎭첨사의 진이 있고， 

이 진에서 바다 건너 십리에는大뭘島가있마 

섬은 토지가 버옥하고 백성이 많으며 남쪽에서 

오는 뱃갈의 첫 걸목이어서 강화와永宗島두섭 

의 바7같 문에 해망된다. 옛날에는 수군의 營이 

있었으나， 지금은 홈網에 옮기고 救馬場이 되었 

고， 지키는 군졸조차 없는 것은 심히 잘뭇된 알 

이마. 마땅히 화량진을 이 섬에 옮겨서 영종도 

와 더불어 의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마. J59) 

라고 論述하였 마. 이 것 은 대 부도가 首都防衛를위 

한 해상 방위망의 前進基地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마음 淸價은 首都의 방위와 직결되는 강화 

도의 전략적 위치른 가장 중요시하였다. 강화도 

는 서 울의 관문으로 외 적 의 방어 상 중요할 뿐 아 

니라 삼남 지땅의 組種를 싶은 배가 모두 이곳 

을 거쳐 上京하묘로 國防地理的안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기 혜문이라는 것야 

다. 李重煥은 강화도가 海上基地로서 의 가치 를 

自然地理的 特性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강화 

도는 조수 깐만의 차이 가 심하고 堆積物質로 안 

하여 만조가 아니딴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다. 

그러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지역은 암벡이으 

로 여기에 캘엣훌훌를 쌓아 방어하면 천연의 요새 7} 

된다는 것 이 다. 강화도는 오직 昇天浦와 마준 보 

는 건너쉰 한 곳만이 배를 정박시킬 수 있으묘 

로 승천포와 캅꽂도의 두 걸을 한-꺼먼에 지키면 

섬 바같은 자연적으로 된 요새라 하였다. 조정 

에서 강화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섬 주변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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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축조하였우나， 장마로 안하여 성이 무너지고 

)말았으며， 성을 쌓을 배에 평지의 수병에 흙과 

←폴로 메구어 기초른 다듬였 71 셰문에 강 기숨σ1 

모두 견고하여 사맘과 말야 통행할 수 있어 연 

안 40러 곳곳마마 배블 정악시킬 수 았게 되었 

다. 그러묘로 강화도는 전략석 기지르서의 차치 

를 상살하였다고 보았다60) 이와같야 야중딴은 

국가의 안천 보장상 필요한 천략석 거치의 펴池 

른 자연 환경 과의 관채 에 서 고참하묘로서 렐證 

-의 實學思想윤 전개시컸다고 볼 수 있、마. 

李重煥의 安保즙첨은 대마도야 慶짧問휩의 논술 

에서 깎극론을 피랙하였다. I대마도는 원래 왜 

국에 속해 았지 않도， 두나략 사이에 았어서 왜 

국이라 하여 우리 나라에서 쥔요딴 척하고， 우 

러 나하를 빙자하여 또한 왜국에처 중요한 척보 

이는 박쥐의 구살을 하녁 스스로 그이역플 취하 

고 있으으로， 토벨하여 신하로서 예속케 하는 것 

이 상책이마. 그렇지 않으딴 島主른 해마마 한 

차례싹 조정에 오게 하겨， 신하로서 복종케하연 

마땅히 상을 내리는 것으로 例른 삼아， 그 전과 

같은 액수를 주어 후하게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館을 지어주어 묵꾀하고 組脫른 살어마 주는 것 

은 마치 責을 헌납하는 것과 같아서， 名分이 분 

명하지 않으니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 

다. J61
) 하였다. 이것은 국가에 이익을 주지 뭇 

하고 손해만 끼치는 대마도에 대한 정벨폰을 내 

세우는 한펀 國家內에 자리잡은 異質集圖의 철 

수른 주장한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實學者의 

이와같은 적극론적 사고 방식의 실천이 아쉬울 

뿐이다. 

李重煥의 國防地理論은 양차에 걸친 外國의 첨 

략을 받은 결과 전쟁의 피해로 부터 벗어나서 국 

가를 보위할려는 삼會的 自覺의 所塵이며， 그가 

몸소 전국에 걸친 탑사 과정에서 침략의 방지책 

을 地理學的 觀點에서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의 결과를 體系化한 것이다. 

擇里志에 나타난 淸置의 基本思想은 最適生핍 

空間의 추구이려， 이러한 그의 中心思想은 現代

地理學이 指向하는 最適立地의 추구와 크게 다 

른 바 없다. 그는 自然강성 經灣的 tf:줍的 安保的

諸因子와 관련시 켜 理想的안 生活場所른 구하고 

자 하였으켜 , 最適居住地의 構造는 住居및 生塵

活動츠믿間과 休養空間의 효-울석 :설캅이라 보았다. 

李重煥은 -定場所의 內칩b꽉質과 f펀場所와의 낌웹 

聯 l빨。 l 라는 立地擺念어1 의하여 理J탤的암 聚落il.

t也른 分析하였 마. 特<51 주목첼 쉽 은 商業의 發

生과 그 活動場所에 대 한 論及에 서 結節 i生을 안 

식 한 점 과 2능通手段의 差뚫에 서 말썽 하는 運￡월 

費構造른 파악하여 우리 나라와 갚은 t떤理다낀 狀

況에서 바맘직한 交通手段을 제시하고서 成長t면 

點을 분석 설멍한 점이다. 그리고 大都市에 가 

까운 地點은 六都市의 영 향으로 結節뾰이 약화 

관마는 현상을 말견하무로서， 自然펀 條件 보마 

는 空짧的 距離최 要素가 都市的 聚落의 成長에1 

크게 작용함을 안식한 첨이다. 

人間-環境 關係論의 천개 는 人間에 대 한 自

然覆境의 영향과 自然에 대한 人聞의 영향오로 

大別할 수 있다. 비록 그가 人間에 대한 自然의 

영향을 論述하였으나， 이는 단펀석안 기술에 불 

과하며 , 그는 環境決定論者가 아니 라고 볼 수 있 

다. 李重煥은 自然에 대한 人閒의 영향과 適應

의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였마. 特히 그 

는 人口增加와 土地쭈Ij用과의 關係를 論하면서 環

境的 zp:衝의 문제른 인식하였;)얘， 환경 파괴로 

인한 生態系의 變化에 대 하여 우혀 를 나타내 어 

人間 • 環境 關係에 서 自然과의 調和릎 강조하였 

다. 그러고 그는 自然에 대한 人閒心理의 作用

性안 環境知覺의 擺念올 認知하였 마. 李重煥은 

地誌의 記述에 서 地形的 要素어1 의 하켜 地域을 

區分하여 地域的 相異性을 밝혔으며 , 人閒 • 環

境關係에 의 하역 地域性을 고찰하였 다. 李重煥

의 安保觀은 소극석 방위와 척극적 방위로 나눌 

Vf. 要約 및 結言 수 있으나， 그의 安保思想은 首都防衛論으로서， 

陸上과 海上防衛로 나누어 國防地理論을 전개시 

擇멸志는 李重煥이 官職生活을 하마가 당쟁에 켰다. 그의 國防地탤論은 自然環境의 석절한 利

희생되어 장구한 세월을 일정한 거처없이 각 지 用에 기초른 두였마. 

방을 답사하면서 自然과 人文現象에 대한 觀察 18세기 중-엽에 李重煥야 인식한 地理思想은地 

60) 李重煥， 前揚書(京轉道編) pp. 111 ~ 116 ‘ 

61) 추重煥， 前獨書(慶尙道編) PJ.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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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에 內在된 空團體系와 生態體系의 構造를 파악 

하고자 한 것이였으며， 그의 뛰어난 地理思想은 

世界地理學史에 서 중요한 地位를 차지 하게 될 것 

이 다. 이 와같은 그의 地理思想은 우수한 官擺地

理誌의 편찬오로 地理的 知識이 축적되었던 點

과 古來로 自然과 人問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 

고 있다고 안식찬 찬국안의 思考가 기초의 역할 

을 하였 다고 본다. 淸置의 地理思想 形成에 보 

다 중요하였던 것은 王辰 며子의 兩戰爭을 치릎 

후 「實用J . r寶證」의 精神과 自我의 自覺에서 나 

타난 主體的 認펴;에 바탕윤 둔 朝蘇後웹 實學思

想의 所庫이라 볼 수 있다. 李重煥은 國士와 그 

住民에 대한 직접적안 觀察에서 國土愛를 느꼈 

을 것이며， 自我의 自覺은 바로 國土愛와 결부 

되 는 것 이 다. 李重煥의 實學思想은 바로 國土와 

住民에 대한 實地實情의 파악에서 형성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韓國學의 定立을 위해서는 韓國

人의 地理思想을 考察할필요가 있으며， 特히 韓

國近代地웰學의 成立에 중요한 계 기 가 되 는 朝

蘇後期 實學者들의 地理思想에 대 한 ð날 까는 금 

푸의 과제 라 본마. 李重j煥의 地理思想小考는 그 

뚫論에 불과 한 것이다. 

(서 울大 狂會大 址팽똥科 1ft歡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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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Thoughts of Yi Chung-hwan, Korea n 

Human Geographer in the Eighteenth Century 

Summary 

Yi Chung-hwan, born in 1690, was a officer 

of the defense ministry. But he was exiled to 

a remote island in 1726 because of the political 

upheaval in Korea, and again expe11ed to a 

remote island area in 1727. When he was purged 

from the government, he left Seoul and travel

led in a11 the provinces of the country except 

Pyongan and Cholla provinces as far as his legs 

COJld cεrry him. 

Even though he did not travel according to a 

plan, he observed the people and physical envi

ronment of almost areas of Korèa 

Yi’ s biography is unc1ear regarding the life 

after his release, but it is believed that he 

completed his major work, Taengniji in 1750. 

Taengniji literally me:ms the geography of selec

ting a settlement. The book is based on Yi 

Chung-hwan’ s observations during some twenty 

years of travel on the Korean are 3.s. The imp

ortance of Tεengniji lies in the regional geog

raphy of Korea and the theory concerning the 

optimum location for sett1ement. Prior to this 

publication Korean geography was the choro

graphy written largely by the government 

agencies. But Yi’ s approach differed from this 

tradition. 

Yi Ch:mg-hKan’ s basic thoJght is the pursuit 

of the optimum location for human life. He 

analyzed factors of sett1ement location in order to 

pursue his th。그ght. _ Another thoJght is the real

istic solu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s.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aengniji 

The main content of Tεengnij i is focused on 

Young-han Park 

the discussion of favorable locations for ættle-

ments 

The book is composed of f。그r parts-Korean ‘ 

social hierarchy and the reason of selecting the 

favorable living place, analysis of light provi

nces of Korea, sett1ement locational fεctors ， 

and final discJssion of ideal place to live in. 

In the first part, he dea1t with the fo냐r c1as-

ses-gentry, farmers, craftsmen and merchants. 

He said that a11 people Kere origina11yequal in 

spite of the division of the fo따. c1asses. He 

analyzed the settIement location of the 

gentry, Sadaebu because the gentry pursued 

the economic wants_ He considered that 

the occuring place of Kealth was not egual 

on the areas. 

In the second part, he discussed the physical 

and human phenomena of the eight provinces

Pyongan, Hamkyong. H wanghae, Kangwon, 

Kyongsang, Cholla, Chungchong and Kyonggi. 

He utilized methods of historical destriptive 

and regional approaches. 

The third part of the book is the analysis of 

locational factors of sett1ements. LocationaL 

factors are considered physical geographic fac

tors (the Korean term chiri) , econmic conditions 

(saengni) , social and human reations (insim) 

and the natural scenery (sansu). Yi Chung

whan believed that harmony between four 

factors was required, and none of them could 

be neglected. But it seems that he considered 

eonomic condition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ett1ement location 

Six elements of the physical geC';n:raph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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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oltgoing direction of water f10N, shape 

ûf the plain, form of the mO 'Jntain, color 

'of the soil, principles of water floN, and 

facing mOlntains and facing water. Yi gave 

attention to the soi1 productivity and exchanging 

function of goods in the economic conditions. 

He considered the impact of the neighborhood 

,on human personality and social life as the 

sodal conditions. It seems that this idea is 

similar to the mojern social ecological tho 'Jght. 

The mind of people is inf1 :renced by the good. 

na ü:ral scenery. 

Yi Ch1Jng-hwan disclssed three settlement 

patterns in Korea-seashore, riverside, stream

‘side sett1ement 

,Geographicl1 thoughts of Yi Chung-hwan 

Modern geography is concerned with the na

iional deve리lopmen따1πt 0따f theories that e앉xp미la띠in and 

predict the spatial distribl‘i따‘ 

vario :1s characteristics on the surface of the 

,earth. Furthermore geographers pursue the 0φp

‘.t i디imiza따tion 0아f the dist야ri삐bì‘L따‘ 

;the va없rioα띠:1갱lS phenomena. Yi already recognized 

iÏt throJgh the analysis of the settlement loca

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His geograph

ical thoJghts are as folloNs. 

1. LoclÍion and spatial interaction 

The concept of location is fundamental to 

1geographical thought. Yi recognize :l the concept 

‘of site and situation. 

He considered geomorphological features, soil 

.conditions, water, and like in the selection of 

the favorable settlement. 

H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site in a cer

.tain place. 

Yi Chang-hwan emphasized the function of 

the transport-trading place as an economic fac

tor of the settlement location. He said that 

.higher interaction COJli be ac:}uire more goo:s 

.Ïn a place. The exchange of goods means rela

떼onships between places, that is, interac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dea is to perceive the 

concept of nodality. 

He considere ::l water transport was the che

apest me ::l ium on the long hauls: Transport by 

horse is not as goo:l as by cart, and cart tra

nsportation is not as gool as that by ship. If 

transport distances are more ircreased , profits 

are smaller beca딩se of increa3es of transport 

C03tS. Therefore water transport has more 

profits than land transport on the C03t strμc

ture of different transport me .iia. He also 

insisted on the utilization of water transport 

media beca:::se 0냐r cOlntry \yas more m :J Jntai

no"..:s. Yi pointed 01t that the nJdal place 

which was located near the navigable river 

connecting with the sea was the best location 

for a tra d.ing center. He percive:l that the no

dality of the center near the great city is very 

loN, thoJgh the center has goo:l physical 

conditions 

2. Man-environment relations 

Yi Ch:.mg-hwan’s thinking of man-environ

ment relations can be divide ::l three parts-the 

inf1uence of natural environment on man, the 

influence of man on his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erception. 

First, he pointe ::l 01t that the natural envi

ronment affected the h :lman life and human 

attitudes. It is the representation of environm

ental determistic ideas. This idea is to orig

inate from the Pungsu hypothesis, Korean trad

itional idea abo :1t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The Pungsu i ::lea is cal1ed Geomancy 

by Hongkey Yun, author of Geomantic Relati

onships between Cu1ture and Nature in Korea, 

1976. But Yi pointed O'Jt that the personal 

character of noble c1ass people was not influe

nc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 Seco:1d, Yi 

observed the 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He observed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growth and. land l'se, and envior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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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alance 

1 cOJldn’ t see the sky in the Daegwanryong 

a rea of the Kangwon province beca t: se of thick 

forests covering the mountion slopes and plains 

However, this area has been changed to 

the cdtivated farm land since several decades 

Many settlements were set t1ed in the area and 

people cut do',vn even the small trees. The 

popJlation is gradua11y increasing an ::l the land 

is beconimg overcultivated. 

Ginseng was mainly produced fro Yl1 èeep val

leys in the west of the Taeback mo:.mtains, bu 

the amo: . .mt of its pro띠::lu따lCt더ion gradu떠l떠a떠11피ly àecreased 

because mOiα’i따u찌mt떠ain p야eo얘ple b:‘그:1 rned the vegetation 

in the va11ey. 

The Han river is more and more shalloN 

because of the landslide anl sand depo3its in 

the period of f1ood. 

It can be said that he perceived processes of 

destruction, overproduction and change of state 

through which environmental e =luilibri끄n can 

be disturbed 

Thid, he belived that the bea.:.tiful natural 

scenery made people’ s mind c1ear and favorable. 

Therefore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atural scenery as the recreational space. 

3. Concept of arell differentiation 

Yi Chmg-h Nan de3cribej region:::J geography 

of Korea. He divide ::l areas according to major 

physical features such as relief and rivers instead 

of administrative boundary lines, and explained 

the areal differentiation bet\yeen areas on the 

base of man-environment relationships. 

Backgrounds of Yi Chung-hwan’ s geographi

cal thoughts 

First. Yi observed the human life and phys

ical environment through the travel of almost 

KOtean areas during some tT~，~enty years in order 

to search for the optimum site to live. 

Seocnd, the Korea suffered two foreign inva

sion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Under 

circumstances, there was a social wi11 to re

habilitation from the war damage and socio

economic confusion. A social wi11 appeared to 

Sirhak thought. Sirhak thought was a pragma

tic and realistic thought in the late part of 

the Yi dynasty. Itwas based on scientific i:'e 

as and utilities. Therefore Sirhak memb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conomic activity. 

Third, geographical knowledge and data had 

been stored in the exce11ent chorography \vritt 

en by government agenCles. 

FO "lrth, Kore:m people had been concerned 

with relationships between man an ::l nature m 

the selection of location because of inf1다ence 

of the Pungs만chiri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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