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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흉約 및 結論

心의 魚點이 다르면서도 두 地理學은 실제적으
로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文化地

1. 文化 • 歷史地理學의 發達

理學者이면서
地表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文化屬性 또는

歷史地理學者안 경우가 많다. 특

히 美國의 Berkeley 學派는 文化地理學과 歷史

文化景觀을 연쿠 대 상으로 하는 地理學의 한 分

地理學을 同一視 한 혜가 많다1)

野릎 文化地理學야 라고 부른다. 文化地理學者는

유로 Sauer 계통의

個人的안 差異는 있으나 無形的안 것보다는 有

接近보다 時間的안 즉 歷史的안 接近에

形的안 文化屬性， 즉 家屋， 道路， 親地 등에 더

고 있고 現在」보다도 過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판심을 가지고 있고 또 都市보다도 村落， 옳業

있기 혜문이다 2) 여기서 歷史地理學과 文化地理←

그 중요한 이

文化地理學者플은 空間的인
置重하

社會보다는 傳統的안 社會에 깊은 판심을 갖는

學을 같이 다루제된 것도 위와 같은 그 分野와

다. 歷史地理學은 어떤 對象에 의하여 區別되는

연판성에 기안한 것이다.

地理學의 分野가 아니고 그 接近方法에서의

分

文化地理學은 1920年代에

類이 다. 歷史地理學은 地表의 空間的안 構造에

化되기

대한 판심보다도 時間的 變化 또는 過去의 狀態

는 독일의 Otto

에 대한 復元에 연쿠의 魚點을 두고 있다.

分

시작했다. 文化地理學의 思想的안 源流
Schlütter (l 872"-'1952) 에 서 찾아

볼 수 있 A나 현재의 文化地理學의 主流는 Carl

文化地理學과 歷史地理學은 그 陽究對象과 關

*

A文地理學에서

Sauer (1 889"-' 1975) 에 서

시 작된다 3) 종전의 A文

서 울大學據 社會科學大學 敎授

1) Sauer 에서 서작되는 Berkeley 學派에서는 歷史地理學을 文化의 歷史 (culture history)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 냐 Andrew Clark 는 넓 은 의 마 의 Sauer 學派이 면 서 도 cuIt ure history 는 historical geography 라고 불
러 야할 것 이 라고 하였 다
(Andrew Clark , 1954, ‘ Historical geography," American Geograþhy-Inventory and Prosþect , pp. 70-105.)
2) Sauer 자신이 歷史地理學이라고 부른 예는 매우 드물며 그의 美國地理學會 회장 연설이었던 ‘ Foreward to.
historical geography ," Annals 01 A. A. G. vol. 31 (1 94 1), pp. 1-24，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3) Sauer, Carl 0. , 1925, ‘ The morphology of landscape , ’ University 01 Calilorm'a Publicatioηs i r:
Geograþhy , vol. 2, no. 2, pp. 19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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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地뭘學에서는 凡世界的이고 同時的안 면에 훗점

文化過種， 文化的 適應을 文化生態學的 업장에

을 두고 있었으며

서 강조하게 이르렸다 6)

通時的이고 類型을 달리하는

文化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였다. 1920年代

文化歷史地理學은 핍究者의 수와 學會活動 등으

에 서 1950年代의 文化地理學은 類型을 달리 하는

로보아 美國， 英國，

文化， 文化地域， 文化의

고 있다. 美國의 歷史地理學은 일만척으로 Sauer

起源地 (culture hearths)

등에 ;庫點이 두어졌 ξL며 매우 선택적안

主題에

한정된 연쿠활동-이 진행펴었다. 이 시거의 主要
主題는 民家와 취 략， 植物의
家畵 ft ， 農業， 環境에

에 서 시 작되 는 Berkeley 學派와 Clark 에 서

시

작되는 Madison 學派로 區分펀다. Berkeley 學

f'f物化와 動物의

派에서는 時代的안 斷面보다는 起源파 傳播過程

대 한 生態學的 接近등 01

을 通時的으로 연구하는데 魚點을 두고 있고 歷史

였으며 1950年代末까지 根本的안 見解의 변화는

초래 되 지 않았다. 그러 고 基本的안 文化地域에
대 한 大學敎材는4) 1950年代에 바 로소 나오게 되

었다.

的안 기 록보다도 人類學的안 자료와 現地짧표어l
치중하고 있다. Madison 學派에서는
的 斷面에 關心이 크고

歷史的안

어떤 時代

記錄에

의한

塵業華命 이후의 변천과정에 魚點을 두고 있다.

1960年代 初期의 꿇國 文化地理學의 方向파 主
題는

日本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

Wagner-Mikesell 의

文化地理學 論文集5)이

Berkely 學派에서는 주로 原住民의 文化를 다루
고 있는 것파 좋은 대조가 된다 7)

英國의 歷史

-잘 말해주고 았다. W agner- Mikesell 은 文化地

地理學은 歷史家들에 의 하여 大學에 서 강의 가 시

-理學의 主題블 文化， 文化園， 文化景觀， 文化의

작되었으며 地理學者에 의한 歷史地理學의 Wt 究

歷史 (culture history) , 文化生態學의 5개

는 Mackinder(1902) 의 大英帝國에 대한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풍극적으로는 모두 文化景觀에 魚

연국8)

에서 시작되며 地域맑究에 있어서 歷史地理的안

點을 두고 있다. 文化地理學의 선택척이고 절충

方法을 널리 사용하였 다9)

주의적안 한정된 主題는 1965년경부터 무너지게

후에 는 Darby 에 의 해 서 Domesday Book 의

제 2차

世界大戰 。 l
자

되며 文化 전체에 대한 多樣한 댐주究分野가 시작

료블 기초로하는 英國 歷史地理의 大作이 완성 되

되었다. 인간은 環境 그 덤體보다도 어떤 人類

었 다. Baker 10 )에

集團이 共有하고 있는 環境知覺에 짜라서

內容의 1/2이 英國에 관한 것이고 主題別로 보

환경

의 하면 英國 歷史地理學 昭究

에 適應 또는 쭈Ij 用한다는 견지에 서 있는 環훨知

면 農業， 村落에 대한 연쿠가

覺船究， 計量化， 法則追求에

다. 時代別로보면 19세기 및 그 이후가약 40% ，

의 한 非人間的 地

理學에 대한 反作用으로 시작된

A↑生地理學 (hu

manistic geography) , 資本主義의 모순에 대 한 社會
正義를 들고 냐오는 radical geography 등야

18세 기 가 약 25% 이 고，

中心이 되고 았

西紀 1000 l건 이 전이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日 本의 歷史地理學은 京都大學의

文

地理學科를

化地理學의 새로운 분야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

창설한 小川珠治(1 870-1941) 에서부터

리고 文化景觀의 형태적안

현재도 歷史地理學者의 主流는 京都大學派에 속

연구에서

深度있는

4) Sauer School 의 계 통을 따르는 文化地뻗 펠의 大學敎材는 Russell , R. J. and Kniffen ,
Culture Worlds , Macmillan Co. 1s t. ed. 이 며 系統的안 文化地理가 아니 고 世界地理를

시작되며

1951. F. B. ,
通한 文化地理學

敎材이다.

5) Wagner , P. and MikeseU , N. ed. , 1962, Read샤gs t" η Cμ ltural Geogr 때 hy ， Univerity of Chicago pres ,
특히 이 책 의 In trod uction 은 文化地理學의 擺念파 主題에 대 하여 명 확하게 밝히 고 있 다.
6) Spencer, J. E. , 1978 , “ The growth of cultural geography ," American Behavioral Scz" e η Ust， vo l. 22 ,
no. 1, pp. 79~92.
Denevan , ~VV. M. 1983 , “ Adapt 3.t io :1, variation , and cultural geography ," Professional Geographer ,
vol. 35, no. 4, pp. 399 -,- 407.
7) 李燦 外， 1981 , “大學院 地理學科 敎育課程 發展을 위한 판究 地理學論養， 제 8 호， pp. 9.-14.
8) Mackinder , H. J. 1902, Britai η and Bri it" sh Seas , New York , Appleton.
9) James , P. E. and Martin , G. J. 1981 , All Posssible Worlds , pp. 217--219.
10) Baker, Alan R. H. , 1977, “ Historial geography ," Progress in Geography , voI. 1, no. 3, pp. 465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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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짧究內容은 先史地理， 親:地類型의 하나안

「條里 J ，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에

이다.

발생한 「新

田」에 대한 陽究가 集中的안 관섬을 끌고 있으
며， 村落， 판개， 교통로‘

공엽， 행정주역의

(1) 地理學史
韓國地理學 目 錄 1 1)에 의 하면

밴

천등이 주제가 되고 있다.

地理學史에

관채

되는 論文數는 약 40여펀으로 나와 있고 그것뚱

우러 나라의 文化·歷史地理學的 연쿠는 史學，

내용별로 보면

書誌， 地理學史(一般)， 傳記， 方

考古學， 建葉學者 들에 의하여 먼저 시작되었으

法 • 理論， 地圖學 등으로 우분하고 있다. 그좋

며 地理學者들에 의 한 땀究는 1960 1간대

이 후에

韓國地理學發達史와 직정 관련되는 것은 書誌에

시 작된다. 大學에 서 의

후반에

2펀， 地理學史 一般에 6펀， 傳記에 1 펀， 地圖이1

서 1970년대에

강좌도 196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안 강의가 시작

25펀으로 도함 35편에 이 르고 있 다.

되었다. 이러한 연쿠의 역사가 짧은 판계로 연

가장 판수가 많은 부문은 古地圖의 말달에 관

쿠분야에서도 文化 • 歷史地理學의 일부만을 담

한 연구로셔 논문만이 아니고 圖錄파 간략한 地

당하고 있다.

圖發達史를 포함한 單行本 12)이 나와 있 다.

國古地圖」는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없는 古地圖i

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간략한 解.說이

2.

國內 昭究動向과 諸問題

r韓

포함되어

있어서 本格的안 昭究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다. 盧 ij浪植 14)의 西洋地理學의 東漸에 대 한 연

우러 나라에서는 現代地理學에 대 한 歷史가 짧

Matteo Ricci 의

坤與萬國全圖(1 602) 의 우

은 관계로 文化 • 歷史地理學 分野의 연쿠도 아

쿠는

리 냐라에 의 傳來 이 후

Ferdinand Verbiest 의 坤

직 成熟期에 이료지 뭇하고 있다. 따라서 이 分

與全圖 등의 世界地圖의 傳來 경위를 상세히 밝

野 전체에 걸쳐 연쿠가 이루어지지 뭇하고 있고

히고， 우러나라 地理學에 마친 영향을논하고 있

船究가 시작펀 분야에서도 아직 論爭을 벌일정

다. 地圖發達 천만을 볼 수 있는 略史15)는 았￡

도로 왕성하지는 뭇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나 深度있는 古地圖의

연쿠는 시작에

불파하다

기에 들어서서 文化 • 歷史地理 분야에 대한 관

고 말할 수 있다. 특히 韓國

심이 높아쳤고 특히

우러 나라의 古地圖 뿐만이 아니 고 同時代의 中國

大學院 學位論文파 小봐學

者들의 增加는 밝은 앞날이 기대되고 있다. 이

또는 日本과의

小考에서는 지금까지의 빠究成果에 대하여 整理

그리고 古地圖의

해보고 그 問題點을 찾아 고찰해

問題點의 고찰과 論評은 문제의

보려고 한다.

본질상 필자의

古地圖의

연구는

관계에서 考察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筆寫本이며 같은 類

型의 j펴圖아면서 상당한 차이릎 가지고 있을 혜

가 많다. 이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

主觀的안 견해가 포함될 수 밖에 없음을 천제해

정한 地圖의 연쿠와 더불어 같은 계동의 異本과

둔다.

의 比較昭究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뭇하고 있다.

짧究動向과 諸問題는 펀의 상 地理學史， 文化
地域， 文化景觀， 史的地理學，

過去의

地理， 環

例를 들면 鄭尙購‘ (1679-175 1)의 東國地圖는 1700、

年代에 그 原本이 만들어졌오나 그 後孫들에 의

境知覺 등으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地理學史

하여 계속 수정되어

는 엄격한 의마에서

속하

寫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補完되어

지 않으나 실제적우로는 文化 • 歷史地理學 분야

鄭尙廳型 지도의

연구는 各種 異本파의 比較對;

외 학자들에 의해서

照가절살히 요구띈다.

1l)
12)
13)
14)
15)

李짧錫， 尹正淑，

文化 • 歷史地理學에
대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

온 地圖이고 또 그것을 筆

1982 , 韓國地理學 目 錄， 寶普짧， pp. 65--69.
1977, 韓國古地圖， 249p.

韓國圖書館핍究會，

歷史學者中에는 李困憲 박사， 科學史學者中에서는 全相運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盧順植，

1969, “西洋地理學의 東漸，” 大邱敎育大學 論文集， 제 5 칩， pp. 225-255.
1977, ‘韓國古地圖의 發達， ”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昭究會， pp. 183-230
韓國地誌 總論， 建設部 國立地理院 ， pp.107-142.
李燦 • 崔在和， 19801 ‘韓國地圖發達史
李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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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 해문어l

우러 나라의

地理志냐 몹誌를 중심으로 하는

-學史의 연쿠는 古地圖 陽究에

1:1

1교하면

地理學

블 같이하고 멕시코와 중앙아머1 리카를 라틴아에

리차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고 1963년에 공포한

者들에 의한 船究보다도 史學者들에 의한 연쿠

「중학교 교육파정」에서는 세계지리에서

카 더많다. 地理學 측면에서의 연쿠는 李重煥의

쿠분을 전적으로 벗어나서 世界의 文化地域區分

擇里誌와 世宗實錄 地理志15)에

대한 연쿠가 중

을 채 텍 하였 다 21) 즉 西南아시 아와 北部아프라

요한 부분오로 되어 있다. 그러나최근에 펀誌 16)

카를 回敎園으로 같이 다루고， 시베 리 아와 중앙

연쿠에 의한 學史的 接近은 地理學 측면에서의

아시아블 유럽문화권으로 같이 다푸었다. 그 뿐

大陸別

새로운 시도로서 그 기대가 크다. 地뀔E 學者의

만 아니라 북극해 연안의 둔드라 지역을 극지방

傳記的안

으로 떠l 어서

연쿠는 이 마

言及된

李重煥파， 李며

壽 17) 박사의 鄭尙購와 金正浩에 대 한 연쿠가 있

다.

하나의

문화지역으로 다루고

다. 1963년의 교육과정 파 각종 검 안정 교과서 의
내용은 제 1 차 교육과정 (1955) 에

그러 냐 地理學者들에 의한 朝蘇時代 특히

實

學派學者들의 地理學에대한공헌연쿠는 거의 없

1:11 교하면 많읍

차이블 보여주었다. 우러나라의 지역쿠분에서도
道別 行政區域을 바탕으로 하는 지 역 쿠분에 서 言

는 상태 에 있다. 通史的안 一般 韓國地理學史는

語·풍습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에

略史的안 연쿠 18)가 있을 뿐이고 單行本은 아직

둔 지역쿠분이

나온 바 없다. 大韓地理學會 創立 30週年記念 심

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지엄

“地理學

았

제 2 차 교육파정

기초를

시기의 교파서

30 年(1 945'"'-' 1975) 의 며顧와 展

文化屬性에 의한 우러 나라의 文化地域 區分은

望" r地理學」 제 13호 특집 은 1945년 이 후 30年間

張保雄22)의 民家에 의한 地域區分을 들 수 있다

의 韓國理地學 천만을기록한것 A로韓國地理學
史연쿠의 가장큰엽적의 하나이며 李짧錫·尹
正淑 19)의 「韓國地理學 目 錄」은 書誌的언 면에 서

地理學史에 공헌한 두드러진 엽적야 될 것이다.

張保雄의 區分은 우러 나라의 民家型을 複列型民
家와 單列型民家로 나누고 그 分布地域을 地圖
化하였다. 現地짧훌가 불가능한 판계로 北部地
方은 주로 1945년 이천의

日 A 學者의 昭究를 바

탕으로 하였고 中部 및 南部地方은 本 A의 現地

(2) 文化地域

路좁와 여 러 陽究者의

文化地域 (culture area 또는 cultur region) 에

대

술하고 있다. 특히

成果를 援用하였 다고

이 論文에서 높이

71

評價되는

한 개념을 우리냐라에 도업한 뚜렷한 증거는 中

점은 韓國의 民家를 中國 및 日本의 民家와 판

學校 社會科 地理 敎育課程과 敎科書에 서 찾을수

련시켜 東洋文化園의 알부로 보고 있는 점이다.

있다. 즉第i 次敎育課程(1 955)20)에서 아메리카

全國的언 규모의

와 태평양 단원에서

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地域區分의 기준에 있에

종전의 대륙벨로 북아메리

카와 남아메카로 쿠분하던 것을 마 국꾀- 카나다

서

民家型에 의 한 區分이 으로 어

개략이나마 各民家型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

15) 盧道陽， 1963, “八域志 「可居地」 解說
地理學， 제 l 호， pp.
91-96.
朴英漢， 1977, “淸澤 李重煥의 地理思想에 關한 맑究
騎 山地理， 제 4 호， pp. 25-36.
16) 楊普景， 1983, “ 16-17世紀 몸誌의 編鎬背景파 그 性格 地理學， 제 27호， pp. 51-7 1.
- - - , 1983, “햄購時代 地理書昭究 序詢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pp. 568-582.
- - - , 1982 , “慶尙道둠誌 編幕의 끓i 移
몹誌、-慶尙道編， 韓國地理志 護書， 亞細亞文化社， pp. 3........ 30.
17) 李며壽， 1961 , “鄭尙廳의 東國地圖
雲誌， 1 권 l 호， pp. 5-16.
, 1965 , “地圖， 地志의 集大成者로서의 古山子 金正浩，’ A 物韓國史 4 권， pp. 207-220.
18) 李댔， 1968 , “韓國地理學史
韓國文化史大系 科學技術史， 제 3 권， 高大民族文化맑究所， pp. 681-724.
權新、在， 1976 , “地理學-現代地理學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제 2 집 , 高大民族文化핍究所， pp.193-235.
19) 李짧錫， 尹 IË 淑， 1982 , 前揚書.
20) 문교부， 1955, 중학교 교파파정， 둔교부령 제 45호 별책， 단기 4288년 8월 1 일 제정， pp. 104-114.
2 1) Russell , R. J. and Kniffen , F. B. , 1951 , Culture Worlds , Macmillan , 에 서 사용한 區分을 일부 수정 라
여 사용하였음.

22)

張保雄，

1980 , “韓國의 民家型分類와 文化地域區分， ” 地理學， 22 호， pp. 41-58.
- - - , 1981 , 韓國의 民家昭究， 寶품짧出版社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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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比率이 言及되치 않아 讀者틀을 풍금하게 하

은 도움을 주고 있다. 三國史記의

고 있 다. 筆者 23)는 中部地方의

民家形態船究에

대로한 文化境域에 판한연구는歷史· 言語學측

서 東西 22km , 南北 18km 의 머} 쉬 (mesh) 를 京

면에서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그中 都守

廳道， 江原道 全域과 慶尙北道， 忠淸南北道의 北

熙 29)의 “百濟前期의

部일부에 걸쳐 만들고 (92 멧슈) 각메쉬마다 各民

麗， 新羅， 百濟의 政治的 세력 멈위와 高句麗，

家型의

新羅， 百濟系 古地名의

分布比率을 산출하고 地圖化하였다. 이

古地名을 토

言語에 판한 핍究”는 高句

分布關係를 地圖化하고

離湖

있다. 즉 高句麗 계통의 대표적인 地名語尾를 갖

地方파 關東地方의 文化地域의 경계를 經驗的언

는 忽 • 骨 계통의 地名 48개， 新羅系 地名語尾

資料에 의하여 설청하려는 試圖에 있었다.

안 火 • {j(; 계통의 41개

論文의 主 目 的은 民家型의

分布에 의 하여

地名， 百濟系 地名語尾

方言에 의 한 우러 나라의 地域區分은 1945년이

언 夫里 계동의 10개 地名의 分布類型은 현재의

천의 小용進平24)의 연구가 있 으며 우러 나라블 全

文化地域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를 주고있다 30)

羅， 慶尙， 京離， 威鏡，

文化地域 연구에서 各地方文化의

平安， 濟싸I 方言으로 구

연쿠는 그

분하였 다. 京離方言은 京離造와 忠淸南 • 北道블

기초가 되고 있다. 특히 各地方大學中心의 맑究

포함하고 있 A며 威鏡道의 永與이 남고1- 全羅道의

所와 各種 地方文化 開發船究活動 31)에 文化 • 歷

英朱那도 京離方言園에 소속시켰다. 國內에서는

史地理學者들의

金亨奎 25)

李秉根26)

年 이후에 설질적 昭究活動이 展開펀 韓國의 地

學者들의

연쿠가 있다.

李翊燮 27)등

탤i 0'펀- 및

言語

地理學者에 의한 言語

참여 와 공헌이

理學은 地域陽究의

기 대 된다.

1960

段階를 거 치지 않고 系縮的

地理學的 昭究는 아직 시 작에 불파하며 鄭鎭元28)

안 핍究願向을 밟-게되었다. 이러한 파거는 地域

의

的 연구의 축척을 어렵케하였고 文化地域에 판

村落地名 분석의

결과블 地圖化한 論文이

한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있다.

鄭鎭元은 中部以南의

우-러 나라 地名 8만 2천

개 의 村落名 중 골， 말， 실， 울， 목(項)， 정 (훔)，

(3)

文化景觀

뜸 등에 관한 村落名의 接尾語를 갖는 地名을 분

文化景觀이라는 개념은 地域이라는 캐냄과 같

석하고 地圖化허-였다. 위의 語尾를 갖는 村落名

이 學者들에 짜라서 見解의 차이 가 많은 用語이

외 分布類型을 살펴보떤

다. 여기서는地表에 어떤 性格을주는事象과그

‘팔’과 ‘말’ 겨1 똥의 地

名은 中部地方에 集中分布하고

있는데

대하여

‘실’계통의 地名은 慶尙道지역에 集中現象을보
이고 있다. 이 論文에서

어떤 地域區分을 시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分布類型으로써

文化地

域 설정에 충분한 시사블 주고 있다.

로 한다. Schl디ter 와 Sauer 에 의 해 서 地理學의

맑究對象으로 格上된 景觀 (Landschaft，

古地名을 바당￡로 過去의 文化地域을 연군한

landscape)

은 area 또는 region 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
으면서 具體的안

論文은 현재 의 文化地域의 근원을 찾아보는 데 많

23)
24)
25)
26)
27)
28)
29)

事象間의 關係 및 空間的안 組織을 뭇하는 것으

地表의 事物 (thing) 그

關心이 크고， 事物 또는 事象 (feature) 간의

딩體에

상호

판계 (assocìatìon) 를 時間파 空間을 포함하는 2 次

李 傑，

1975, “中部地方의 民家形態 찜究觀要
地理學파 地理敎育， 4호， pp. 27--40.
1944, 朝解方言의 빠究， 上下， 岩波書店.
金亨奎， 1974 , 韓國方言땀究， 서 울大學校 出版部.
李秉根， 1980 , “韓國의 言語
韓國地誌 總論， 建設部 國立地理院， pp. 32--39.
李翊燮， 1981 , 鎭東， 鎭西의 言語分化， 서 울大學校 出版部
鄭鎭元， 1982 , “韓國人의 環境知覺어1 關한 없究-村落名의 分析을 中心으로
地理學論護， 9호， pp. 59--79.
都守熙， 1982 , “百濟前期의 言語에 판한 빠究
百濟빠究， 忠南大學校 百濟핍究所編， 知識塵業社， 1982 ,
pp. 268--32 1.
小홈進.zp.，

30) 都守熙의 論文은 中部地方의 百濟語 地名의 究明파 南北間의 言語的 複合性을 밝히는데 魚點을 두고 았으
나 6 俠의 상서1 한 古代 地名分布圖는 文化， 歷史地理的 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펠 것이다.

:U) 新羅文化에 대한 핍究는 오랜 歷史릎 가지고 있으나 百濟文化에 대하여는 1970年代 이후에 활발해졌다. 忠
南大學校의 팝濟文化 맑究所는 1970 년 이래 「百濟돼究」블 年刊으로 發行하고 있다. 百濟文化昭究院에서는
百濟판究論著總贊 第 1 輯(1 982) ， 第 2 輯(1 983) 윤 出刊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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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的으로 보려 는테

傳點을 두고 있 다. 景觀은

것이 없다.

딩然景觀파 文化景觀으로 區分되나 文化地理學

文化屬性의 연구로 言語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에서의 關心은 담然景觀이 A 間 또는 文化를 통

언어는 ‘종로’，

해서 이룩되는 文化景觀를 주요 主題로 삼기 때

로의 표지판과， 도시 의 상점 간판의 숲은 可짧的

문에 여기서는 文化景觀에 한정시키기로 한다.

언 언어 경관의 대표적인

文化景觀의 연쿠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地

‘광화문’，

‘통일로’와 같은 도
것이다. 어떤

도사의

사진을 보면 건축 양식， 거리의 車種類， 行人의

表에 人間이 만든 事物 즉 人造物 (works of man)

모슴 둥으로 그 도시의

에 關心이 크다. 그리고， 人造物로 구성되는 文

있다. 그러나 그 사진에서 상점의 간판 또는 도

化屬性 (cuIture

trait) 과 그들의 有機的안 結合으

로 나타나는 文化複合 (cuItural complex) , 더

모를 크게하면

규

文化地域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

로 표지판을 읽을 수 있다면 한층 더 정확하게
그 도시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李賢英34) 의

韓國都市의 言語景觀의

연쿠는 서울， 부산， 목

포， 충북의 永同， 울릉도의 道洞에 분포하는 中i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으로서 의

소속 국가를 추정할 수

文化景觀의 연쿠는 文化屬性

民家， 鏡地類型， 農具 그러 고 文化複

心商街의 4500개 商號 간판을 분석한 것으로 언
어경관의

지역적인 차이를

밝히고 있다.

며3 重

合으로서의 聚落， 交通路 둥에 관한 연쿠가 있

盛35)은 우러 나라의 天主敎와 改新敎의 敎會名에

다.

대하여 어휘쿠조와 分布類型에 판한 연구를 통

民家에 대한 연구는 文化屬性 중에서 가장 연
쿠 논문의 펀수가

많으며

하여 言語景觀의 지역적 특색을 밝히고 있다.

張保雄 32)의 「韓國의

文化複合에 대한 文化景觀의 연쿠로 農村景觀，

民家 昭究」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의 종합적 산

民雄部落， 都市景觀，

물이 다. 民家짧究의 대 부분은 平面構造에 판한

관한 논문들이 있 다. 柳濟憲 36)은 韓國의 천통적

交通路의

景觀變選 둥어f

연구로서 複列式 田字型과 單列式 一字型， 二字

인 村落景觀의 연쿠에 서 村落立地의 選好， 集村

型-，字型，

과 散村의 형성파정， 家屋파 特地둥을

口字型 동의 쿠조， 기능， 분포 둥

다루었

이 주가 되고 있다. 平面構造에 대한 民家型의

다. 村落立地에 서 특히 漢居 또는 ‘골型’ 촌락의’

起源과 傳播에 판한 연쿠는 우리나라의

立地를 現地路흉를 통해 文化生態、的안 立場에서

方파

滿洲地方에 대한

實地짧훌가

北部地

섣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集村의

형성과정에 대한 事例

불가능하고 맑究者의 數가 척어 아직 그 시작에

船究는 形態的안 면에 치우치지 않고 過程에 깊은

불과한 상태이다 33) 民家와 판련되는 울타리，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執地類型에서도 논과 밭

장독대 , 座向， 建葉材料 등에 판한 연구는 부수

의 一般的안 類型의 差異를 地圖化하고 있 다. 李

적으로 이루어지고있을 뿐이다. 民家에 대한生

文鐘 37)의 연구에서는 農村을 住居空間으로서의

態的언 판찰은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家屋과 生塵空間으로서 의

우러 나라의 中 • 高等學校 교파서 에 잘 나타나고

고 農村景觀을 분석 하고 있다. 특히 住居空間으

~地를 한 單位로 보

있다. 특히 氣候에 대한 適應 형태로 나타냐는

로서 의 家屋에 서 本建物파 부속건물의 판계 , 本

防風林， 지붕의 경사， 家屋의 높이와 門戶의 크

建物에 대 한 內部 zp:面構造의 變選， 觀地의

기， 洪水地域의

모， 形狀， 各農家의 -親地分布 둥에 춧점 을 두고

터돋움， 多雪地域의

우데기 둥

에 대한 핍究가 있다. 그러나 文化的 背景의 差
異에서 오는 民家型의 연쿠는 아직

32)
33)
34)
35)
36)
37)
38)

규

있다.

특기할만한

南宮 燈 28)은 萬煩江流域의 灌漸施設과 鏡地類

張保雄，

1982 , 前揚書.
張保雄， 1980, 前握 논문에서 우러나라의 複列式 民家를 中國 및 日本의 家屋型과 比較 연관시킨바 있다.
李賢英， 1979, “韓國都市의 言語景觀， ” 地理學파 地理敎育， 제 9 집 , pp. 61-77.
申重盛， 1983, “宗敎的 言語景觀의 分布類型에 관한 연쿠
誠信핍究論文集， 제 17집， pp.85-107.
柳濟憲， 1979, “農村景觀의 形態的 핍究 : 뿔州 利川地方을 中心으로
地理學論靈， 제 6 호， pp.96-115.
李文鐘， 1980 , “農村村落의 形態와 構造
公州師大論文集， 제 18집 , pp. 525-543.
南宮 健， 1975, “萬煩江流域 水利地域의 水利慣行파 農村
地理學파 地理敎育， 제 5 집
pp.1-47.
- - - , 1983 , “開拍村의 文化地理學的 댐주究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pp.49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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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路와 景觀變化는 文化地理學의

쩔， 千招事業에 의 한 開招村의 文化景觀에 판한

연쿠주체

수 펀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특히 在來式 狀와 現

로서 잘 선택 된다. 崔永俊43)의 鎭南路의 景觀變

代式 원水池， 灌i없用具， 灌漸水路와 歸地類型을

化에 대한 연쿠는 道路標識， 士地￥11用， 山城파

포함하는 積作地域의 文化景觀의 구조와 변천을

關門 둥은 물론 交通路와 居住地化에 짜르는 排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고 開招村 짧究

作植物파 植生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1 983) 에서는 日本農民의 移住로 이루어진 開招

다루고 있다. 특히

交通路에 짜르는 植生의 파

村의 構造와 解放後 生活主體가 韓國人으로 바뀌

괴와 새로운 植物의

傳播 • 定著에 관한 고찰은

면서 어떻게 景觀變化에

우러나라 文化景觀의 연구에서는 처음야라고 생

文化의 傳播 및 生態的안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면에 서

고찰하고 있

각된다.

다.

同族部落

또는

民族部落에 대 한 文化景觀의

昭究에는 張保雄39) ， 金德鉉 40)등의 연쿠가 있다.

4) 뾰的地理學

張保雄은 全南地方의 同旅部落의 立地的 특색과

歷史地理學을 過去의 어떤 時點에 서 時代펴안

宗家， 洞堂， 爾關， 書院， 훔聞， 뽕훔 등에 판한

斷面을 復元하는 過去의

構造와 기 능이 다루어 졌 다. 金德鉉의 논문은 安

地理的안 事象 또는 景觀을 靜的안 것 으로 보지

東地方의 훨寶李民， 義城金民，

豊山

않고 변천하는 過程으로 보고 時系列的안 接近

柳.EE;， 全州柳民의 宗家가 위치하는 士族村落의

을 하는 史的地理學으로 나눌 수 있 다. 文化地

형성과정과 立地 그리고 關敎와 i관련되는 文化

理學에서는 이러한 織的안 캡근을 文化的 歷벚

安東權.EE;，

地理 (past geograp:1Y) 와

월觀을 분석 복원한 연쿠이 다. 특히 備敎的안 村

(culture history) 라고 부르고 있 다. 그러 나 이 곳에

落立地로서의

서 는 Darb y 44)가 말하는 史 的 地理學파 Berkeley

‘漢居’와 士族村落의 文化景觀 類

學派의 文化的 歷史블 같이 다루기 로 한다. 그

型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聚落의 文化景觀에 관한 연구는 一般的언 취

리고 文化景觀의

연쿠에서도 그 변천과정을 言

꽉지리학 논문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특

及하게 됨으로 때로는 文化景觀의

히 吳洪哲4 1)의

또史的地理學이 될수있다. 여기서는그연쿠

제주도의

취략형태， 禮山地方의

果園村落 맑究， 姜大玄 42)의 漢江下流 핍籃原 聚

의 魚點에 의해서

落맑究 둥을 들 수 있다. 漢江下流 ~E 藍原의 취

엇을 경우에는 文化景觀의

락 연쿠는 文化生態的안 立場에서 이 지역의

的地理學에 포함시켰다.

自

然과 A 間과의 相互關係에서 이루어지는 醫室村

즉 史的안 변천에 중점을 두
연구라 할지라도 史

우리나라에서의 史的地理學의 빠究內容은 農

防風林， 제

業， 農器具， 水運， 理念(ide이ogy) , 大꿨媒體 (mass

對備한 2층집 , 土地利用， 취 략의

media) 둥의 文化屬性 또는훨素에 대한 것과， 文

외 터돋음(盛士뿔地)，
방， 漫水時에

연쿠이면서

數台(피수대)，

立地 둥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뿔만 아

化複合으로서의 聚落에 대 한 起源파 傳播 또는

니라 이 지역은 都市化의 영향으로 현재는 다시

변천둥A로 쿠분될 수 있다.

볼 수 없는 歷史的언 記錄이 되었다.

農業의 起源파 傳播에 대 한 鼎究에 는 李 燦45)

39) 張保雄， 1983, “湖南地方 同族部落의 構造와 技能， ’ 地理學， 제 27호， pp.15-30.
40) 金德鉉， 1983, .ß:;族村落의 形成過程파 立地 및 關敎文化景觀 : 安東地方 士族村落을 중심 A로， 서 울大學校大
學院 碩士學位論文， 52 연.

41) 吳洪哲， 1974, “濟州島의 聚落形態에 關한 地理學的 빠究， ’ 地域開發 論文集， 慶熙大 國土蘇合開發 핍究所}
pp.41-62.
- - , 1977, “禮山地方의 果園村落 빠究， ’ 地理學， 제 16호， pp.35-53.
42) 姜大玄， 1966, ‘漢江下流퍼藍原聚落의 特質 地理學， 제 2 호， pp.14-26.
43) 崔永짧， 1983, “鎭南路의 景觀變化， ’ 地理學， 제 28호， pp.1-17.
44) Darby, H. C. 1957, ‘ The relations of geography and history," Geograþhy i η the Tweη ties Century.
Griffith Taylor, ed. , 3rd ed. pp.640-652.
,15) 李 燦， 1963, “積作의 歷史地理的 考察 : 起原과 傳播에l 關하여
地理學， 제 1 호，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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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文鐘 46)

崔永俊47)둥의 논문이 있다. 李 燦은 積

南宮 鍵48)의 在韓華橋의

연구는 江華條約(1 8

作의 起源地블 野生積의 塵地이고， 地形的안 多

76) 이후 서울고} 開港場을 중심으로 華橋人口가

樣性파 季節에 따르는 雨期와 乾期가 뚜렷하고，

증가되 며 그후 地方으로까지 확산되는 과정 을 살

벼농사에 관한 語薰와 ~作方式이 多樣한 東南

피고 그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아시 아로 생 각하고， 1900 1칸대 초까지 에 천세 계 에

李麗源49)의 A 쫓我培 地域에 판한 연쿠에서는 開

경작지를 據大시킨 傳播過程을 추적하고 地圖化

城A 옳 재배가 江華島에

하였다. 李文鐘의 연쿠는 우리냐라에의

文歡과 現地體훌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傳播 受容되는 파정을

來에 판한 연쿠이고， 崔永浚의 논문(英文)은

*쉽作傳
新

그리고 江華에서 다시 城싸I

石器時代의 中央 아메리카에서의 植物의

- 連川 • 抱川과

강원

作物化

도， 충청남도 지방으로 我培가 확산되는 파정도

(domestication of plants) 에 대 한 것 이 다. 崔 永俊

분석하고 있는 농작물의 起源파 傳播를 다룬 전

은 이 논문에 서 新大陸의 많은 植物의 作物化를

형적안 연구이다. 같은 起源과 傳播에 관한 연

이룩하고 文化의 起源地블 이룬 멕시코의

열대

쿠로서 申重盛50)의 韓國基督敎의 傳來와 分布形

고원지대의 過去의 환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옥

態에 관한 논문이 있 다. 羅壽承 5 1)의 鎬江水運에

수수 (maize) ， 애머랜드 (amaranth) ， 조 (foxtail mil-

관한 3펀의 논문은 京쏠線， 湖南線 開通 이전과

et) , 콩 (phase이us vulgaris) , 긴호박 (spuash) 동의

이 후의 i可港聚落， 內 l뿔水路， 河港市場園의 변천

주요 경작식물의 기원과 콜램부스 이천의 경작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1970 1관대 말까

과정에 대한 文敵파 現地路훌를 통한 연쿠이다.

지의 考古學， 植物學， 歷史學 및 地理的

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資料블
傳播
에 판한 연쿠는 考古學， 農業， 遺傳學， 植物學
광범위하게 안용하고 있다. 農業의 起源과
둥 多學問的안 主題로서

地理學에서는 어떤 部

특히 鐵道開通 이전의 소금 商園의 복원과 파정
朴秀秉51)의 매스마다어의 空間據散과金英聲52)

의 3-1 運動의 空間據散에 관한 연쿠는 전통척언
起源파 傳播에 관한 記述的안 댐주究가 아니 고 빼

門에서 제 1 차적안 공헌을 할 것안가가 장차의

新(innovation) 의 空間購散54)을

문제일 것이다.

析的안 연쿠이다. 朴秀秉의 연구는 텔레 13 1 천 섬중

文化要素의
在韓華橋 ，

史的 變選過程을 밝한 論文에는

A 藝我培， 韓國基督敎의

傳來， 鎬江

理論化하려 는 分

像機와 라디오 受信機블 素材로하여
과에 따라 根源地에서부터

時間의 경

어떤 過程으로 우라

水運， 三一運動， 大꿨媒體 둥에 관한 論文이 았

나라 國士空間에 據散되는가를 얄아보고， 또 據

다.

散類型의 변화를 통해서

國士의 空間構造의

變

46) 李文鐘， 1977, “積作의 起源파 傳播에1 關한 考察，’ 公써‘I 師大 論文集， 제 15 집， pp. 207-222.
- - - , 1978, “韓國짧農觀의 起源파 傳播에 關한 考察， ’ 公州師大 論文集， 제 16집 , pp.181 ........ 195.
47) Choe , Youn-Joon , 1983, “ Domestication of plants in Neolithic Mesoamerica ,"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pp. 523-558.
48) 南宮 健， 1980 , “在韓 華橋의 文化地理的 핍究， ’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10집 , pp.60-82.
49) 李聽源， 1980 , “ A 藝我培地域의 形成과 傳播에 關한 7iff究，” 地理學， 제 22 호， pp.87-10 1.
50) 申重盛 ， 19M ， “韓國基督敎의 傳來와 分布形態에 關한 맑究，’ 地理學파 地理敎育， 제 3 칩， pp.1-29.
51) 羅壽承， 1979, “開港期 鎬江 內陸水路 河뿔聚落의 地理的 빠究 (1899 ........ 1910) , 公州 敎大論文集， 제 15집， pp.
79 ........ 92
- - - , 1980, “鎬江水運의 變選에 關한 地理學的흙究， ’ 公 ，，[‘l 敎大 論文集， 제 16집 , pp.73-93.
- - - , 1981 , “鎬江水運 河港市場園의 變遭어1 關한 빠究 : 河港聚落盛養블 中心.Q...로 公州敎大 論文集， 제
17집 , pp. 91-114.
52) 朴秀秉， 1977 , “韓國 매스마디어의 空間樓散어l 관한 빠究， 1945-1977," 地理學， 제 16호， pp.55-77.
53) 金笑聲， 1979, “ 3 - 1 運動의 空間據散에 關한 빠究， ’ 地理學， 제 19호， pp.27-40.
54) Diffusion 이라는 用語는 文化地理學， A類學 등에서 오래천부터 使用해왔￡며 傳播라고 쓰여왔다. 그러고
物理學에서는 diffusion 을 據散이라고 써왔A며 傳統的안 文化地理가 아니고 理論地理學的 측면에서 空間
組織 (spatia 1 organization) 을 연쿠하는 사랑들이 據散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딱라서 傳播와 據散은 같
은 用語로 使用하고 있￡나 歷史的이고 오랜 時日이 걸리는 것을 傳播， 流行의 據散과 같 0] 短時日內에 이
루에지는 것을 據散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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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化相도 파악하려

하고 있다. 金英聲의

3-1 運動이 어떻게 據散되어

연쿠는

갔는가를 國史編幕

計劃 이 후(1966'" 1982) 로 냐누어 분석 하고

化하였다. 그라고 연쿠자는 景觀의
통해서 機能파 都市의

委員會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쿠이다.

地圖

形成過程을

形成力안 社會的 成因을

文化複合體로서의 聚落에 대 한 變選過程에 魚

찾아보려 고 하고있 다. 李惠恩의 Detroit 發達에

點을 둔 史的地理 또는 歷史地理的 연쿠로는 李

대 한 歷史 地理的 船究는 1805년에 Territory of

짧錫55) ，

滿59) ，

楊善景56) ，

李惠恩 60)등의

李瑞錫의 京離地方

玉漢錫57) ，

南相顯 58)

李廷

연쿠가 있다.

舊뭄聚落에

Michigan 의 首都가 된

이 래 담 動車工業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 1920 1건 까지의

관한 핍究는

交通路의 변천 이전의 舊몸聚落의 復元파， 변천

口 , 交通， 製造業 등의

商業， 人

發達過程을 時系列的으

로 다루고 있다.

이 후의 훌退 過程을 類型別로 다룬 논문이 다. 論
文의 내용상으로 보면 過去의 地理에 속하기도

(5) 過去의 地理

하나 變選過程에 力點을 두엇거에 史的 地理學에

一般的으로 歷史地理라고 하면 過去 어 떤 暗

서 다루었다. 楊普景파 李廷滿의 맑究는 同族部

代의 地理를 復元하는 것을 돗할 혜가 많다. 뜩

落의 事例맑究이며 村落의 起源에서 現在까지의

히 유럽의 歷史地理學界에서는 Darby 의 Domεs

취 락의 形成過程， 網地의 據大와 土地利用의 벤

day Geograph y 6D와 같이

어떤

時代의

地理뜰

천， 住民生活의 變化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고

복원한 연쿠가 많다. 우러나라에서의 연쿠 내용

두 논문이 모두 家讀와 地籍圖， 古文書의 이 용파

을 보면 史的 地理學에 바 교하면 過去의 地理어l

:릎期間의 現地路흉에 기 초를 두고 있 다. 南相顯

관한 論文 수와 연쿠자의 수도 적은 편이다. 過

.외 北韓難民 開招村의 연구는 6-25동란으로 발

去의 地理에서 연쿠되는 주제에는 朝蘇時代의 農

생한 難民 開招村의 分布와 金環地方의 9 個 開招

業파 交通路， 峰緣， 山城， 行政區域 등이 있고，

村을 事例地域으로 時系列的으로 分析하였다.

어떤 地域을 포괄적으로 復元하는 연쿠도 있다.

-특히 開招村의 形成， 發達過程， 家屋 및 聚落構

朝蘇時代의 農業의 復元 연쿠에는 盧道陽62)의

造， 社會 • 經濟 • 文化的안 득색 등에 魚點을 두

15世紀 짧蘇의 塵業에

고 있다. 玉漢錫의 馬山市 景觀의 形成過程에 관

昊63)의 李朝前期의 水田農業 빠究와 韓國農親文

한 짧究는 馬山浦 時代에서 현재까지의 景觀 벤

化의 生態的

천을 開港期(1 899"'1913) ，

朝蘇時代의 士盧物， 玉漢錫65)의

日帝時代， 제 2 차 經

濟開發 計劃 이전 (1945'" 1966) , 제 2 차 經濟開發

행}究가

대한 船究가 있고， 金相
았다. 그러고

元慶烈 64)의

朝蘇時代의

水

利事業에 관한 논문이 았 다. 盧道陽의 15世紀 朝

55) 李짧錫， 1968, “舊몽聚落에 관한 맑究 : 京幾地方을 中心으로
地理學， 제 3 호， pp. 31--44.
56) 楊普景， 1980, “半月 面 四멸 同族部落에 판한 빠究
地理學論盡， 제 7 호， pp.29--52.
57) 玉漢錫， 1982, “馬山市 景觀의 形成過程어l 關한 맑究
地理學， 제 26호， pp. 15--51.
58) 南相騎， 1982, “全北 金握地方의 北韓 難民開招村에 관한 핍究，’ 地理學파 地理敎育， 제 12집， pp. 43--60.
59) 李廷滿， 1983, 元平村의 景觀變化어l 對한 핍究， 서울大 大學院 碩士論文， 80pp.
ûO) 李惠恩， 1983, “ Detroit 發達에 대 한 歷史地理的 陽究 : 1800--1920, ’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pp.466--49 1. 이 論文은 同著者의 Hae U n Rii, 1982, Ge η esis ， Early Groωth ， and lmpact of the TransportaUoη System 0η Detroit , 1805--1900, Department of Geography, Michigam State University,
(Ph.D. 논문)의 內容 1 부를 요약한 것 엄 .
‘ 61) Darby, H. C. , 1952, The Domesday Geography of Easterη Englaη d， Cambridge.
62) 盧道陽， 1969, 十五世紀 朝蘇의 료용業에 대 한 地理的 考察， 慶熙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 - , 1968, “ 15世紀 朝應의 農放業
明知大 論文集， 제 2 집 , pp.143--189.
-~， 1969, “ 15世紀 朝廳의 水塵業
地理學， 4호， pp.1--7.
63) 金相昊， 李朝 前期의 水田農業 昭究-租放農業에서 集約的 農業으로의 轉換 文敎部 學術助成費 빠究報
告， 1969, “韓國農鏡文化의 生態的 昭究-基底農鏡文化의 考察
社會科學論文集， 제 4 집 , pp. 81--122.
64) 元慶烈， 1981, “ 16世紀 朝蘇의 土盧物 分布에 대 한 地理的 昭究， ’ 社會科敎育， 제 14호， pp.38--5 1.
뼈 5) 玉漢錫， 1983, <<朝蘇時代 農業水利의 立地어l 판하여 慶尙道를 중심 으로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
學社，
pp. 559--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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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의 塵業을 위시한 3펀의 논문은 世宗實錄地理

를 作成하고 各峰爆를 地形， 氣候的안 立場에책

志， 慶南道 地理志、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5世紀

그 效用性을 評價하고 았다. 山城에 판한 연쿠

朝群의 農救業， 水塵業 둥을 復元한 것으로 전

로는 盧道陽70)， 李俊善71)둥의 연쿠가 있고 옛 行

형 적 안 過去의

政區域에 대해서는 李聖學72>의 연쿠가 있다.

地理이 다. 金相昊의

2펀의 論文

은 모두 韓國의 環境的 要因을 고려 한 生態學的

안 立場에 魚點을 두고 있다. 朝群前期의

單純한 文化要素에

限定되지 않고 어떤

地域

水田

에 있어서 過去의 地理的 현상 전체를 復元하는

農業은 世宗實錄 地理志， 東國萬地勝寶， 慶尙道

연쿠로 崔永俊73)의 仁川에 관한 연쿠， 李俊善74}

續擇地理志、의 史料릎 中心으로 水田農業의 상태

의 南l場의 古代中心聚落의 追麻， 元慶烈75)의 江

를 파악한 것이고， 韓國 農藉文化에 대한 연극L

原道 地域에 대한연쿠가있다. 崔永俊의 연쿠는

는 先史時代

仁川의 開港(1 883) 前과 後의 海뿔線파 취 락분포，

末期에서

古代初期의

農朝-文化를

文化 生態學的 立場에서 推論한 論文이 다. 元慶

臨海聚落 濟物浦，

烈의 朝解의 士塵物 分布는 新增 東國與地勝寶의

街地 등을 復元하고 地圖化한 연쿠이 다. 古文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地圖化한 연쿠이다.

古地圖 동의 文敵資料와 장기 간의 현지 답사를 통

玉漢錫의 朝蘇時代의 水利事業에 관한 연쿠는 慶

해서 이루어진 전형적안 ‘過去의 地理’에

外國 A 祖界， 士地利用，

市

대한

尙道 續擺地理志 등 古地志資料를 중심으로 그

論文이 다. 李俊善의 南陽地域의

立地를 분석한 것이다.

山城파 發鋼된 遺物， 古境群 등의 分布와 古文

交通路의 復元에

대한 연쿠에는

崔永俊66)의

鎭南路， 洪慶姬 • 朴泰和 67)의 !關站의 分布， 李惠
恩、68)의 Lansing 의

交通路， 元慶烈69)의

繹爆에

없￥究는 周邊의J

書 資料를 中心으로 三國時代에 서 統i新羅時 ft:
에 걸치는 당시의 中心聚落의 立地블 追麻한 것
이 다. 그러 고 이 中心聚落이 바로 三國時代에 서

판한 論文이 았다. 崔永俊의 연쿠는 鎭南평의 復

統一新羅時代에 中國과의 交易基點의 기 능을 한

元과 機能에

黨項城76) 일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重點을 두었고， 李惠恩의

연쿠는

Lansing 야 近代都市로 成長하게된 1870"-'1900

사이 의 交通機關 및 交通路의 변천을 분석하고 都
市成長파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洪慶姬 • 朴泰和의 연쿠는 大東與地圖에

나타나

元慶烈의 연쿠는 朝縣後期의 江原道의 地理를
復元한 것 A로 行政區域， 1;종爆網，Á. 口 , 親地의

4개 항목에 걸쳐있다. 18.19世紀의 地理를 理解
하기 위하여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15世紀

는 羅站을 地圖化하고 各羅站에 대 한 立地 및

의 世宗實錄 地理志、의 資料와

안접

1교할

1:1

수 있 도록

도읍과의 판계블 밝히고 있다. 元慶烈의

A 口와 鏡地의 分布圖를 각각 작성하고 있다. 道

隆爆에 판한 연쿠는 世宗實錄 地理志， 新增東國

別로 過去의 地理를 復元하는 作業은 우리 나라

瓚地購聲， 大東與地圖를 자료로 하여

全體의 歷史地理 연쿠에

峰1緣網圖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

66) 崔永俊， 1975, “햄繹時代의 績南路 R좌究，’ 地理學， 12호， pp.53--82.
67) 洪慶姬， 朴泰和， 1981, “大東與地圖에 나타난 羅站의 分布와 立地， ’ 慶北大學校 師大敎育맑究誌 23집 ,
pp.67--84.
68) 李惠恩、， 1983, “美國 Lansing 市의 交通體系에 대 한 評價， ’ 地理學， 27호， pp.91--105( 英文)
69) 元慶烈， ]978, “朝購時代 峰爆網에 대한 考察 : 地理的 떼面에서의 接近，’ 社會科敎育， 11 호， pp.28--35.
70) 盧道陽， 1979, “百濟周留城考，’ 百濟文化빠究院
71) 李浚善， 1980, "新羅黨項城의 歷史地理的 考察， ’ 關東大學論文集， 제 8 집 , pp. 273--290.
- - - , 1982, “江陸地域의 古代山城 地理學， 25호， pp.15--27.
72) 李뿔學， 1971, “韓國行政區域에 關한 歷史地理的 맑究 : 高麗時代에 대 하여
우암 최 영 호 교수 송수 논문
집 , pp.455--478.
- - , 1971, “韓國行政區域에 關한 歷史地理的 맑究， 統一 新羅時代에 對하여 , ’ 敎育大學院 論文集， 제 2
칩 , 慶北大 敎育大學院， pp.1--14.
73) 崔永俊， 1974, “開港을 前後한 仁川의 地理的 考察， ’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2 집 , pp.1--38.
74) 李俊善， 1980, ‘古代 南陽地域의 中心聚落에 關한 빠究
地理學핍究， 제 5 집 , pp.345--37 1.
75) 元慶烈， 1983, ‘ 18. 19世紀 江原道 地域의 歷史地理的 考察， ’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pp.445
--465.
76) 李慶善， 1980, 前擔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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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다. 연구자가 말한 바와 같이 地圖化에
져도 道別圖는 小縮R의

있어

全國圖보다 훨씬 說明

的이다.
위에서 言及한 5개 분야 외에 環境知覺 (environ

서

1980년래에는 지금까지의

부분척안 연구가

종합되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펀다. 長篇
論文 (monograph) 또는 著書 수준의

짧究物!로는

盧道 i場 교수의

塵業 짧究

十五世紀의

朝蘇의

mental perception) 과 風水地理에 대한 論文이 數

(1 969) , 韓國1 펙壽館 굉주究會編 韓國古地圖(1 977) ，

篇있 다. 環境知覺 (environmental perception) 의

張保雄 교수의 韓國의 民家陽究(1 981) 등이 았다.

연

연극L

2) 憐接科學파의 유대 가 아직 마 약하다. 人類

를 들 수 있다. 李文鐘의 3편의 논문은 모두 洪

學， 歷史學， 考古學 등은 文化 歷史地理學에 서

쿠에는 李文鐘77) ，

李熙院 78)

水에 대한 住民들의

鄭鎭元79)등의

perception 에 대한 연주로

다루는 문제룹 같이

빠究할 빼가 많다. 그러면

덤然淡害에 대한환경지각의 연쿠이고， 李熙'1兌의

서도 學問間의 淸報의 交流 및 共同빠究에 았어

연쿠는 居住地 選好룹 통해서 본 韓國大學生들의

서 일부블 제외하면 픔기할만한 것이 없다. 學

환경지각을 연쿠한 것이다. 鄭鎭元의 연쿠는 우

問의 寬界는 염의적안 것에 불파하기 해문에 冊

리 나라 村落名의 接頭語와 接尾語에 나타다는 韓

究主題블 밝히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他分野의

國人의 환경지각을 분석한 것이다. 風水地理 思

연쿠는 오히려 권장받아야 할 것이다. 部分的안

想은 韓國人의 덤然觀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交流가 이루야지고 있는 것으로 地理學史 부둔

思想으로 環境까口覺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崔昌

에서 歷史學과의 연계， 民家 연쿠에서의

祚80)는 風水地理에 대한 여러 펀의 논문이 았으

考古， 民 f삼學， 農業의

며 지금까지의 연구블 종합한 單行本이 곧 出刊

植物學， 考古學，

될 것￡로 전해지고 있다.

地j或에서의 言語學， 廳史學파의 연계， 史的 j也理

起源 둔제 에 서

農學， 言語-學과의

와 過去의 地理에 서 특히

建葉，
生態學，

연계， 文化

歷史 .Á 類學과의

연

쳐1-를 둘 수 있다.

3) 地理學 分野에 서

훌約 및 結論

3.

등l휠햄命의 영 향을 가징

적 게 받은 분야가 文化 • 歷史 地理學分野이 다.
韓國의 文化 • 歷史地理學 연쿠동향을 통해서

그리고 社會科學的안 새로운 技法에서도 導入이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

가장 늦은 곳이 文化 • 歷史地理學야 다. 이 分野

과같다.

의 득성관계로 불가피하마고 말찰 수도 있겠오

1) 文化 • 歷벚地理學 昭究블 전체적으로 볼 때
f아직 部分的안

연쿠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안

포괄적 연쿠가 나오지

냐 資料 처리의 새로운 기법파 社會科學的안 方
法의 導入은 程度의

差는 있겠으다 받아들이게

뭇하고 있다. 이러한 결

될 것 A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地理

파는 연쿠자 大部分의 쟁}究經歷야 짧고 수도 많

學 I전의 他分野와의 方法-論的안 交流는 바람직하

~1 않아 당연한

다고본다.

현상이 라고

생 각펀다. 그러 나

1970년대 후만에 1:11 교적 안정기에 들어섰고 專攻

朝蘇王朝實錄의 일부 자료가 61 마 콤퓨터에 수

學者의 수도 닙l 교적 빡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어

록되고 있는 점으포 01 루어 文化 ‘ 歷史地理學에

77) 李文鐘， 1972,
---‘, 1974,
- - , 1975,
pp.177 ...... 186.
78) 李熙、’뾰， 1977,
1978, “ Mental
79) 鄭鎭元， 1982 ,
SO) 崔昌祚， 1978,

“漢江의 洪水와 그에 대 한 適應類型에 관한 연 구

池理學， 제 7 호， pp.24 ...... 39.

“四江大 유역 주민에 대 한 Perception 연구
地理學， 제 9 호，
“鎬江퍼籃原 聚落住民들의 洪水에 대한 適應形態어1 판한 빠究
“居댄選好의

pp.56'"""'66.
公州師大 論文集， 제 13집，

Menül Map 에 관한 연구
펴理學， 15호， pp.27'""-'56 ,
Map 에 판한 考察
地理學論盡， 제 5 호， pp.66'""-'74.
前獨書 (註 28).
“陰켠風水에 대 한 地理學的 解釋
地地學論뚫， 제 5 호， pp. 91 ,..., 99 ;
~---， 朴英漢， 1978, “風水에 대 한 地理學的 解釋 ; 陽氣風水블 中心으로 P ， 地理學， 지117호， pp.91'""-'99.
- - - , 1980 , “圖鐵書類上의 土地觀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地理學論盡， 제 7 호， pp. 1""14.
- - , 1982, “風水說 座向論上의 吉~判斷에 관한 繹學的 解釋， ’ 地理學， 제 26호， 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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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資料롤 入力시켜 大量의 資料를 쉽게

들의 國譯事業이 천캐되고 있 A나 빠究者로서약

쏘리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다고 본다. 그러냐

요쿠률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文化 • 歷史

이러한 非 A 間的이고 -‘般的안 類型의 追求에 그

地理學에서 벤역펀 자료， 또는 필요하면 他A의

치지 않고 個別性 또는 特珠性을 追求하는 文化

도움을 밭아 연쿠를 진행한다면 外國學者 7} 韓

歷史地理學的안 천동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國文敵의 해독 능력없이 韓國을 짧究하는 것과

이런 점에서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實地路훌의 천통은 더욱 강조되어

5) 文化 • 歷史地理學者들 사이의 학문연쿠의1

야 할 것이다.

4) 文化 • 歷史地理學에 서 는 地理學의 다른 分
l憐接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地理學會릎 동

된다. 이 러한 특수성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좀머 밀접하고 활

野보다 歷史的언 資料와 동일 文化園內의

國 자료를 많이 사용하게

은 東洋긍國 共通 文語언 漢文의 연쿠블 불가피

하게 하고 中國語，

내용과 의사를 교류할 수 있는 制度的안 모임이

발한 연쿠활동을 위해서

地理學會 내에서라도

日 本語의 解讀力도 필요하게

分科 모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모임은地

된다. 한글 世代가 현재의 文化 • 歷史地理學 연

理學內에서의 專門化를 촉진시키는 촉매가 될 것

쿠의 主力이 되고 있는 우리 냐라의 現況￡로 볼

이다.

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중요한 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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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and Perspectives o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 phy in Korea

Chan Lee*

Summary;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are
all human geographers who have developed

graþhy 01 Korea in 15th Ceηtμry by Do
Yang Rho, Old Ma þs 01 Korea by Korean

a distinct point of view as to time and
space.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Library Science Research Institute, and Folk

have different objectives and approaches
each other, if not implicitly, however they
have closer relationships with compare to

Research trends may be summerized that
there are little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such as anthropology, history, and ecology
except some studies. It is also true that

other fields of geography, both interested in
more time bond than space.
This review deals with five headings such
as History of Geographical Thought, Culture
Areas, Cultural Landscapes , Culture History
or Geography behind History , Past Geography, and a brief mention of environmental
perception. Within the five headings, studies
on cultural landscape and culture history
have been more active than other three
headings mentioned the above.
Due to a short history of research activitÌes and a limited number of research workers in Korea they cover a part of the
fields , and most of are short papers except a
few monograph or book length studies.
Monograph or book length studies are Geo-

Houses in Korea by Bo Woong Chang.

there are little influence by the quantitative
techiqu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with compare to other branches of geography.
Recently ,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since
later part of 1970s. Also increasing interests
in studies on Oriental Languages such as
classical Chinese and Japanese are noted for
their emphasis on the studi않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of Korea in the
realm of Oriental Culture. They have not
established yet a institution in which they
can communicate their research activities
each other more effectively besides geographers meeting in general.

Joumal of Geo graphy, 10, 1983.12. pp.4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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