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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제기 및 언구목적 

지리학에서 지역연구는1) 오랫동안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지리학사나 지리학 개 

론에서 지역연구가 지리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얘기되면서도， 막상 지역연구는 어떠 

한 것이며， 거기에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며， 그 

연구 방법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 보고 

자 하면 분명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편이다. 

요즘은 지리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지역연구라고 하는지 살펴 보면 살펴 볼 

수록 혼란스러 운 바가 있다. 현재 지 역 연구라는 

말이 사용되는 걸 본다면 ‘지역연구란 외국에 대 

한 모든 연구’ 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사실상 ‘외국 지역에 대한 

연구’ 일 뿐이지 전통적으로 지리학에서 얘기해 

온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지역에 대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교수 

총체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라는 의미에서의 지 

역연구와는 매우 다르다. 만약 앞에서 사용된 지 

역연구의 개념이 국내 연구에 적용된다면 한국 

또는 한국의 일부 지역에 대한 모든 연구가 지역 

연구가 될 것이다. 달리 얘기하자면 인문사회과 

학의 거의 전부， 그리고 자연과학의 상당 부분이 

모두 지역연구가 된다. 이렇게 정의된 지역연구 

는 하나의 독립된 어휘로서의 의미를 거의 상실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역연구’ 라는 말이 ‘어떤 

지역과 관련된 아무 것이나에 대해 어떠한 방법 

으로든 뭔가 한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한 지역의 총체적인 특성에 대한 연 

구’로서의 지역연구를 살리려면 ‘외국 지역에 대 

한 연구’로서의 ‘지역연구’와 ‘한 지역의 총체적 

특성을 밝히는’ ‘지역연구’ 가 구분될 수 있게 해 

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연구’ 와 ‘외국 지역에 대한 연 

구’ 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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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면 될 터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연구 대상이나 연구 주제， 연구 목표 또 

는 연구 방법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확실하 

게 다르고 연구 결과 얻어진 내용이 가치있는 것 

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이기 쉬우므로， 여기 

서는 위의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 

하기 보다는 지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지역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즉， 지역연구가 잘 이루어 

져 그 결과로서 그 유용성과 독자성이 확보되도 

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어떻게 연구 결과가 백과사전 

식의 분리된 항목의 나열을 넘어서서 통일성을 

가지게 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즉， 서울연구 

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자연환경， 역사， 인구， 교 

론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여 여러 가지 좋은 아 

이디어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역연구에 적용 

하고 실험하는 게 필수적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 지역(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시도 

하는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서 

인간생태학적 아이디어를 도입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4) 

11. 지역연구 방법론의 빈곤 

1. π|리학억|껴의 ]1\1역언구 

Vídal de la Blache로 대표되는 19세기 프랑스 

의 지역지리에서는 프랑스 각 지역의 성격이 인 

문과 자연적 요소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설명되 

었다. 이들은 풍토(m피eu) 와 경관(paysage) ， 그리 

통， 상업， 풍속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나 고 생활양식 (genre de víe)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열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의 ‘통일적 맥락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훗날 지방주의 

( Organízíng Concept) ’ 2)을 가진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그러한 ‘통일적 

맥락’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은 지역연구 

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아닐 수 없 

다. 또한 설령 그러한 주제 또는 맥락을 찾아낸 

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에 

대한 설명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과거 70여년전 

미 국의 Carl Sauer (1 925) 가 “경 관의 형 태 학 

(Mophology of Landscape) "3)이라는 글을 통해 

연구의 대상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기 

쁜 마음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Sauer가 

그러한 지침서를 제시한 지 벌써 70여년이 흘렀 

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지역연구 지침 

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침서는 하루 아 

침에 완성되거나 쉽게 그 유용성을 검증받을 수 

없으므로， 많은 학자들이 꾸준히 지 역 연구 방법 

적 이 며 개 성 기 술적 (ídeographic) 이 라는 비 판을 받 

게 되었다. 독일의 Schl니ter와 Hettner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Sauer (1925)는 지역연구의 대상 

을 문화경관으로 설정하고 연구대상이 되는 요 

소들과 그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 

로 많은 미국 지리학자들이 그의 제안을 따랐다. 

하지만 Sauer가 문화경관의 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문화가 형성 • 변화 

하는 역 사적 과정 (historical process) 을 추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변동 일반이론을 추구했던 것 

과는 달리， 문화경관 연구의 대부분은 각 지역 

문화경관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기술하는 데 머 

물렀으므로 이 역시 훗날 개성기술적이라는 비 

판을 받았다. Hartshome(1939)은 창조적인 종합 

을 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지역 

연구의 목표라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책에는 구 

체적인 연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1950년대 미국 Schaefer ( 1953) 의 예외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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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은 지역지리학의 퇴조를 가셔왔다. 그러 

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된 논리실증주 

의 비판과 공간이론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회의 

로 1980년대 들어서는 지역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Giddens (1979) 의 구조화 이론 

이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거론되면서 지리학 

계에서도 구조화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신’ 지 역지리학이 대두하였다(Johnston， Hauer, 

Hoekveld, 1990). ‘신’ 지역지리학을 주창하는 학 

자들은 신지역지리학이 ‘구’ 지역지리학과는 매 

우 다름을 강조하고 지역연구에 있어서 사회이 

론의 적극적인 적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 지 

역지리학을 주창하는 학자들조차도 구체적인 연 

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Hauer, Hoekveld와 J ohnston ( 1990 )은 지 역지 

리학 연구방법론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하고 있다. ‘구’지역지리학의 전통을 이어 받은 

지리학자나 ‘신’지역지리학을 추구하는 지리학 

자를 막론하고 선뢰할만한 지역연구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은 오늘날 지리학자들이 지역연구 

를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역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가 출판되고 있으므로 다 

음 절에서는 몇 개의 구체적 연구결과물을 분석 

하여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 

하여 보고자 한다 5) 

2. 지역연구 사려| 분석 

1) 1980년대말 90년대 초의 버클리 지리학6) 

1993년 출판된 “높은 땅을 차지 한다(Claiming 

the High Ground)"라는 책은 1989년 버클리에서 

같은 제 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 를 받은 Stanley 

Stevens의 책으로서 전통적인 버클리 지리학에 

근접하는 책이다. Stanley는 네팔의 티뱃 접경 지 

역인 룸부라는 마을에 약 3년 반 동안 머무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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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셔르파들이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왔 

는가를 조사했다. 그는 문화생태학을 연구의 기 

본 관점으로 채택하였다. 그가 조사한 지역은 동 

서와 남북 방향으로 각각 약 30킬로미터에 이르 

는 중규모의 지역이다. 그는 지리학의 핵심은 자 

연환경과 인간 정주 패턴의 관계를 다루는 생태 

학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 

계를 口傳되는 역사를 토대로 파악하려 하였다. 

그에 있어서 연구의 초점은 삶의 방식을 이해하 

는 데 맞춰져 있었다. 이 책에서 그는 네팔 룸부 

에 사는 셔르파의 지난 4세기 동안의 역사를 문 

화생태학적 관점에서 복원하려 시도하였다. 

그는 서론에서 문화생태학적 연구에서 그 동안 

환경에 대한 적응만이 강조되고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그 두 가지를 포함하는 연구를 위한 

개념으로 역동적 균형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인간의 역 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좁은 지 역 

의 셔르파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한 후에 다른 

지역의 셔르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서 세계 여러 나라의 고산지역 사람들에 대해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의 연구는 

문화생태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 

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스케일의 연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Stevens는 또한 

다양한 스케일의 사용은 공간적 차원 뿐 아니라 

시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서술함으로써 통시 

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 대한 

일반론적인 연구 두 가지 다 수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암 J하고 있다. 

그는 문서화동 역사가 빈약한 이들 셔르파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인터뷰를 행하였 

으며 그 결과를 시시콜콜하다고 생각되는 것조 

차도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는 대체로 신빙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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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개개인의 생애의 경험을 진술한 내용은 

왜곡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과의 

인터뷰， 그리고 기타 자료와 비교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Stevens는 셔르파들 뿐 아니 

라 자기 자신의 인식에도 편견이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자신이 완성한 원고를 셔르 

파들에게 읽어 주어 그들이 자신의 서술에 오류 

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는 셔르파들과 

의 인터뷰를 토대로 시대 구분을 하였다. 이 책 

의 초점은 셔르파의 생존전략에 맞춰져 있으나 

그가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은 정착사， 농업， 목축， 

신앙， 자원， 정부의 정책， 교역， 관광 등 광범위하 

고 따라서 연구결과도 500쪽이 넘는 방대한 것이 

되었다. 

“땅을 걸고 도박한다(Wagering the Land) "라 

는 책은 1992년에 출판된 책으로서 저자인 

Lewis가 1987년 버클리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출판한 것이다. Lewis는 1993년 

Price와 공동으로 미국 지리학회지 (AAAG)에 신 

문화지리학을 반박하는 글을 실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소장 지리학자이다. 그는 필리핀의 휴양 

도시인 바기오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이 걸리는 

아바탄이라는 도시에서도 멀리 떨어진 고산지대 

의 부기아스라는 작은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정 

하였다. 부기아스는 몇 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지 

역으로 동서로 2킬로미터， 남북으로 4 킬로미터 

정도의 작은 지역이다. 그러나 교역이나 교통로 

또는 축제에의 초대 범위 등을 조사할 때는 보다 

넓은 지역까지 고려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Lewis는 연구 중심 주제로 “경제 · 생태 · 종교 

와 자본주의적 변형 · 문화적 지속성 · 환경과의 

관련성을 들고 있다. 그는 서론에서 그의 이론적 

배경과 현지조사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 

고 있다. 그의 연구의 개념틀은 문화생태학과 정 

치경제학을 접합한 지역정치생태학 (regional 

political ecology)으로서 사회 적 갈등과 토지 의 척 

박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전통적 문화지리학으로 

부터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의 문화 

적 인식이라는 주제를 받아들였다고 서술하고 

있어서 그가 1993년의 신문화지리학 논쟁에서 

“전통적 문화지리학이 초유기체적인 문화를 상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통렬하게 반박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그는 이 책에서 “문화란 자율적 

인 초유기체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치와 경제 

에 속박되고， 개인과 사회집단간의 미묘한 상호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새롭게 만 

들어지는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그가 ‘신’ 

지역지리나 ‘신’문화지리학의 중요한 이론적 기 

반인 구조화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Lewis는 이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변화는 상세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보편적이 

거나 일반적이거나 영속적인 이론화를 추구하는 

모더니스트적 관점을 거부하고 口傳의， 특수하고， 

지방적이고， 그 시대에 독특한 것을 인간적으로 

수용하는 Toulmin (1990) 의 태도에서 영감을 얻 

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설 

명하는 “거대 이론(grand theory) "을 거부하고 

“예외적인 것， 불확실한 것”을 추구하였다. 그가 

여기서 거대 이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부 마르 

크시스트의 지나친 구조적 설명 시도나 이론에 

의 의존을 거부함과 동시에 일부 논리실증주의 

자들의 과학주의나 객관주의적 태도도 역시 거 

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Lewis는 그의 책 서론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견해도 밝히고 있는데， 그는 현지조사는 조사자 

가 주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을 동업자 

(collaborater)로 삼아야 주민들의 인식체계에 접 

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현지에서 

한 부부를 협력자로 정하여 항상 그들과 함께 다 

녔다. 조사과정에서도 그들 부부의 의견을 반영 

하여 원래의 계획에는 없던 종교 항목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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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한다.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인터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문서로 기록하는 데 익숙하지 않 

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회와 문화가 지속되는 현상과 세 

계 경제 체제에 흡수됨으로써 전통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 兩者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Lewis는 

1900년부터 1986년까지 의 부기 아스의 변화를 기 

록하고 있는데 제 2차 세계 대전을 중심으로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농업， 

사회관계， 종교， 정치， 교역， 상업화에 따른 변화， 

사회적 갈등 등을 문화의 지속과 변동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1995년에 출판된 “일본 주변부의 형성. 1750-

1920(The Making of A Japanese Periphery. 

1750-1920)" 이 라는 책 을 쓴 Karen Wigen은 1990 

년 같은 제목의 논문으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 

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 학자이다. 이 연구 

의 대상 지역은 일본 시나노의 분지인 시모이나 

지역으로 동서로 약 40 킬로미터， 남북으로 약 

30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연구의 목 

적은 이 산간 분지의 변화가 어떻게 19세기 일본 

의 정치경제적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Wigen은 이러한 변화 

는 이 지역이 일본의 주변부화되고， 일본이 세계 

경제 체제에서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가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일본의 자본주 

의로의 전환과 장소와의 관계를 다양한 스케일 

에서 조망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Wigen은 이 연구가 두 개의 접점을 가지고 있 

다고 보는데， 그 중 첫번째는 역사학과 지리학의 

접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초기 (early 

modern=도쿠가와 막부)과 근대 (modern= 메이 

지 유신)의 접점이다. Wigen은 이 연구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지리학과 역사학 

을 접합시키려 시도하였다.CD 인간과 토지 사이 

地理學論講 第29號(1997. 2) 

의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는 환경분 

석 (environmental ana1ysis). @ 사회조직의 공간 

적 패 턴을 추출해 내 는 공간분석 (spatial ana1ysis). 

@ 경험적 단위로서의 기능지역을 분석하는 지 

역 분석 (regional analysis). 

연구 대상이 되는 기간을 1750년에서 1920년까 

지로 잡은 이유는 1750년은 도쿠가와 막부， 즉， 

근대 초기의 중간에 해당하고 1920년은 근대， 즉， 

메이지 유신에 따른 변화 시기의 중간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 기간은 근대 초 

기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연구 대상 기 

간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일본이 단기간에 산업 

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도쿠가와 시대의 유산 

인지 메이지 유신의 결과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 

는 데 좋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또한 도쿠가와 시대 중반인 1760년대에 

실시한 교역에 관한 조사의 자료와 1900년 경에 

실시된 센서스의 좋은 통계자료가 남아있다는 

점도 분석 대상 기간을 1750년에서 1920년까지로 

설정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Wigen이 거시적으로 확인하고 

자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이 연구 

를 통해 일본에도 Gregory의 “산업혁명기에 경 

관이 엄청나게 변화했다 는 주장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둘째로， 일본 경제의 공간적 패턴이 주 

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한 사회 관계에 의해 만들 

어지고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셋째로， 이 지역의 

변화나 공간구조가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방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의 

변화가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한다. 이 책에서 Wigen은 시 

모이나의 일본 내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경관변화와 공간구조의 분석을 통해 설 

명하며， 이를 위해 시모이나의 운송， 교역， 산업 

구조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상 세 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구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CD 역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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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다규모 연구 @ 종합적 연구이다. 이 중 역사적 

접근은 전통적인 지역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졌 

던 것이다. 위의 세 사람 중 Wigen의 지도교수 

인 Michael Watts마르크시스트이다. 그러나 마르 

크시스트나 ‘신’ 지역지리학자들도 역사적 접근 

을 중요시하므로 Wigen의 연구에서 역사적 접근 

이 강조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들 세 명 모두에게서 ‘다규모 연구’ 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들 

이 같이 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생들이 자체적 

으로 조직한 문화생물지리학 세미나 시간에 안 

데스 산지 감자 품종의 다양성에 관한 육종학 논 

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논문에 다규모 

분석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고 세미나 시간에 

바로 그 다규모 연구라는 개념에 관해서 긴 시간 

동안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들의 연구에 다규모 연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총체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것은 버클리 

지리학(또는 전통적 지역지리)의 오래 된 전통이 

며 마르크시트적 연구에서도 자주 나타나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종합의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버클리 지리학적 태도를 가지는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은 앞의 두 연구에서는 주민들 

의 삶의 방식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심 

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Wigen의 

연구에서는 공간구조의 변화와 일상생활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또한 앞의 두 사람의 책에는 스케치나 사진이 많 

이 실린 데 반하여 Wigen의 책에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wis의 연 

구에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거나 

Wigen의 연구에서 경관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통적 버클리 지리학과 마르크 

시스트적 지리학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음을 보 

여 준다 8) 

이 밖에도 위의 세 연구에는 지도가 많이 등장 

하고 백분율을 표로 나타내는 정도 이상의 복잡 

한 통계 기법은 사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 

한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도 특정이다. 

2) ‘신’ 지역지리 

1982년 출판된 “지역의 변화와 산업혁명 

(Regional Transformation and lndustrial 

Revolution) "이라는 책은 ‘신’ 지역지리의 대표적 

인 학자 중 하나인 Gregory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 이 연구에서 그는 동서로 약 50킬로미터， 남 

북으로 약 80킬로미터에 달하는 영국 요크셔 지 

역을 연구지역으로 삼고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시 기 는 1780년에 서 1840년 이 다 Gregory는 요크 

셔의 모직 산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주제--노동 

과정의 변화와 정치문화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시도한다. 노동과정의 변화에 관 

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를 고찰함으로써 자본가들이 점점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치 

문화과정의 변화의 즉면에서는 국가 구조와 민 

중의 정치행위가 변화해 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는 서론에서 Giddens( 1979) 의 구조화 이론을 

연구의 기본틀로 수용함을 밝히고 Giddens의 구 

조화 이론 도표와 표를 그대로 옮겨 싣고 있다. 

또한 Thompson (1968) 의 “영국 노동계층의 형성 

(The Making of the English W orking Class) " 를 

선행 연구로 삼아 크게 참고하고 있다. 이 책에 

서 Gregory는 마르크시스트적 思考를 바탕으로 

하되， 노동자들의 저항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구 

조화 이론에서 강조되는 “인간의 주체적 역량 

(human agency)"을 다소 반영 하고 있다. 제5장 

에서 Gregory는 영국 議會古文書 중 하나인 

Chapman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 노동자가 겪 

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 

만 이 연구에서 인간은 주로 집단 또는 계층으로 

표현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요크셔 모직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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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공업에서 공장제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점차 자본가들에게 힘을 빼앗기는 

과정을 서술하는 내용이다. 

이 책에는 그림(지도 포함)과 도표가 92개 실 

려 있다. 그림은 대부분 지도로서 경제 통계를 

수치화하여 지도로 표현한 주제도이고 도표는 

대부분 간단한 통계 수치를 정리한 것인데， 이 

중 한 개의 지도와 한 개의 도표에 표준편차가 

나오고 다른 한 개의 그림이 1차 회귀분석을 이 

용한 그래프이다. 자료로는 영국 의회 古文書와 

당시의 지방 선문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 책 

에 지도가 수십개 나오지만 연구의 초점은 공간 

구조보다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의 관계 에 맞 

춰져 있다. Gregory는 이 연구에서 Giddens의 구 

조화 이론을 요크셔 모직 산업에 적용하는 데 급 

급하여 다소 산만한 구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1986년에 출판된 “장소， 행위와 구조(Place， 

Practice and Sturucture)'’ 는 버 클리 캘 리 포니 아 

대학 교수이지만 전통적 버클리 지리학자들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채택하는 Pred에 의해 쓰여졌 

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1750년에서 1850년 사 

이 스웨멘의 남부 Skane과 Osterln 지역에서 엔 

클로져 (enclsure) 가 일어남에 따라 이 지역 각 마 

을이 변화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지 

역은 동서로 60킬로미터， 남북으로 60킬로미터 

정도 되는 스웨멘 남부의 해안지대이다. 

그는 장소(place) 가 “되어가는(becoming) " 과 

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지역내의 여러 마을들 

이 서로 다르게 “되어가는” 과정과 이유를 구조 

화 이론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제 1장 

에서 “인문지리학을 연구하는 것은 장소에서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것 이며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것은 진행 중인 인문지리 (human 

geography in process)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이는 곧 인간 활동이란 時호間 현실 

( time-space reality) 상에 서 일 어 나는 것 이 라고 

보는 관점으로서 구조화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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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한다. 따라서 Pred에게 역사와 지리는 분 

리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간의 구조화 

는 사회적 구조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 

장하는데 이는 곧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공간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과 구조와 

의 상호관계 속에 항상 변화하는 것이라는 구조 

화 이론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러 

한 관점을 토대로 장소의 “되어가기 (becoming) " 

가 인간의 時청間 궤적 (time-space path) 의 연속 

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傳記(biography) 와 상호불 

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 

고자 하였다. 

그가 사용한 자료는 주로 2차 자료로서 1900년 

이후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변형시켜 사용했다. 그의 책에는 6개의 

표와 35개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그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책이나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그 내 

용을 토대로 변형시켜 그런 지도이다. 그의 연구 

목적은 스웨덴의 엔클로져를 새로 연구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물을 토대로 약간의 자료 

를 추가한 뒤 스웨멘 남부의 변화에 대해 구조화 

이론을 적용시켜 해석하는 것이었다. 지도는 주 

로 간단한 경제 통계의 분포도나 마을의 토지이 

용도이다. Pred가 이 책에서 엔클로져를 전후하 

여 연구지역 내의 마을들이 각각 다르게 “되어가 

는(becoming) "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룬 내용 

은 다양하고 방대하다. 그는 이 연구에서 울타리 

치기나 農作방식， 그리고 문화사회적 형태--음 

악， 민담과 詩歌， 마을회의， 언어--가 마을마다 

각각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씨로， 구조화 이론이 연구 수행에 

핵심적인 개념플-; 사용되고 있다. 구조화 이론 

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나 소재 또는 재 

료가 사용된다. 또한 인간의 주체적 역량(human 

agency)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활동이 사회구 

조나 기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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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둘째로 장기간의 기간을 연구대상 시기로 정하 

여 역사적 변화를 고찰한다. 셋째로， 구조화 이론 

과 같은 이론을 먼저 선태하고 현실에서 그러한 

이론적 설명이 타당하는 걸 보여 주려 한다. 넷 

째로， 연구지역이 중규모 이상이다. 다섯째로. 2 

차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 여섯째로， 지도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스케치나 사진은 사용하지 않 

는다. 일곱째로， 추상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여닮째로， 현지답사의 흔적이 거의 없다. 아흡째 

로. 51用 註가 매우 많다. 

한편 Gregory의 연구와 Pred의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도 나타난다. 즉. Gregory는 모직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과정과 생산수단의 

점유에 관심을 가지며， 고문서를 많이 사용한 데 

비하여. Pred는 장소의 “되어가기 (becoming) .. 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지며， 

2차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3) 지역연구 사례의 비교 

위에 든 80-90년대 버클리 지역지리학과 ‘신’ 

지역지리 연구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구방법이나 관점은 다음과 같다 9) 첫째로， 종 

합적으로 접근한다. 버클리 지리학자들은 주로 

주민들의 “삶의 방식 (way of life)'’의 설명을 궁 

극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렇듯 삶의 방식의 설명이 연구목표가 되면 필연 

적으로 인간활동의 다양한 측면이 다루어지게 

된다. 한편 ‘신’지역지리 연구에서는 구조화 이 

론의 영향으로 인간의 주체적 행위와 사회구조 

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행위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들에 연결된다. 따라서 인간활동 

의 다양한 부분이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고 이들 

을 인간과 구조의 관계 속에 집어넣어 인간의 행 

위와 사회구조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함으 

로써 인간의 삶과 인간 행위의 프로세스를 총체 

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화 

의 과정에서 장소의 속성이 변해가는 프로세스 

는 ‘신’지역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 

이다. 

둘째로， 역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버클리 

지리학자들은 과거 문화경관을 연구할 때부터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역사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서 현재의 삶의 방식 

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신’지역지리학자들은 이들이 주요 

관점으로 채택하는 구조화 이론이 행위주체와 

구조가 항상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접근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셋째로， 다규모 연구의 개념이 사용된다. 앞에 

든 사례들에서는 아직 다규모 연구가 체계적으 

로 전개되고 있진 않지만 다규모 연구가 필요하 

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버클리 지리학자 

들이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 

간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서술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현장이며 따라서 사 

람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작은 지역 또는 마 

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총체적인 삶 

의 방식을 설명하려 할 때 연구 대상 지역이 너 

무 넓으면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 

으므로 비교적 작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 

사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외부 지역과의 관계 

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고립된 지역은 거 

의 없으므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더 큰 지역 체계의 여러 조건이나 변화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다규모 연 

구라는 개념을 채택하는데， 이들은 다규모 연구 

에서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의 범위 중 소규모 

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중규모나 대 

규모의 여러 현상이나 구조는 가장 관심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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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 

는 데 필수적인 배경 정도로 다루어지는 게 보통 

이다. 한편， ‘신’지역지리에의 핵심 개념인 구조 

화 이론에 따르면 개개인의 행위 자체는 고유하 

지만 그러한 행위가 한 사회에서 여러 사람에 의 

해 비슷하게 이루어져 결국 사회구조나 권력구 

조 또는 의사소통구조 등이 형성되고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행위 주체의 구체적인 행위 양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해 소규모 연구를 하고， 행 

위주체와 대응되는 개념인 구조가 형성되고 변 

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이상 

의 연구를 하게 된다. 이렇듯 ‘신’지역지리학에 

서도 구조화 이론을 이론틀로 삼는 한 다규모 연 

구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초점은 중규모 이상에 

서 쉽게 파악되는 여러 가지 구조가 맥락으로서 

소규모 또는 微細規模에서 잘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와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밝히는 

데 있다. 

넷째로， 정교한 통계 방법을 사용한 가설 검증 

이 없다. 버클리 지역지리학에서 정교한 통계기 

법을 사용하지 않는 건 오랜 전통이다. 그것은 

몇 개의 가설 검증으로 한 지역 주민의 총체적 

삶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양상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지역지리학에서 정교한 통계 기법이나 가설 

검증 방식을 잘 채태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 

에서이다. 즉， 매우 많은 요소들이 구조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으며， 구조화 이론 자체가 논리실증 

주의에서 개개 인간을 추상화하여 하나의 단위 

로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 

한 통계 기법이나 가설 검증의 회피는 버클리 지 

역지리학과 ‘신’지역지리학의 연구 결과가 지나 

치게 서술적이거나 관념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제공한다. 

다섯째로， 지도를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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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 지 

역의 여러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여러 요 

소의 공간적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클리 지역지리학에서는 지도 

상에 수량화된 내용을 표시하기보다는 질적인 

속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신’ 지 

역지리학에서는 수치， 특히 경제적 지표를 지도 

상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앞의 사례에서 나타난 버클리 지역지리학자들 

과 ‘신’지역지리학자들의 연구 방법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버클리 지역지리학자들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오랜 기간 현지 

조사를 하고， 주로 후진국이나 산간 與地를 연구 

지역으로 하며， 현지에서 직접 취득한 일차 자료 

를 많이 사용하고， 현지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 

고，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주민 

들 자신의 해석을 토대로 자료를 해석 또는 분 

석하며， 사진이나 스케치를 자주 사용하고， 논문 

이나 책에 說明註를 많이 다는 경향이 있다. 이 

에 비해 ‘신’ 지역지리학자들은 구조화 이론을 

토대로 구조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현지 조사 

를 오래 하지 않고， 주로 산업화된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하며. 2차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내용 

이 추상적이고， 난해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연구자가 주민들의 입장을 상정하여 자료를 해 

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진이나 스케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引用註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4) 지역연구 방법론의 문제점 

위에 든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연구는 지금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연구에는 

아직도 논리실증주의에서의 통계기법을 사용한 

가설 검증 방법과 같은 확고하고 보편적으로 수 

용된 방법론이 없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역연 

구를 처음 시작하는 지리학자들은 대단한 어려 

움을 겪는다. 물론 “지역연구는 예술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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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버리면 간단하지만， 만약 확고한 방법 

론을 확보하지 않으면 소설과 같은 논문에 대해 

서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도 어렵게 된다. 또한 지역연구 

에서 얻어진 연구 성과도 신뢰도가 낮아 다른 사 

람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므로 방법론 부재는 학 

문적 축적과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위에 든 연구 사례 중 버클리 지역지리학자의 

연구의 경우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 주민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민의 삶의 방식을 설명 

하기 위해 조사한 여러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핵 

심 적 맥 락(organizing concept)을 어 떻게 찾아내 

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라는 느슨한 아우트라인만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자에게 각 지역에 맞는 최선의 핵심적 맥락을 추 

구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상적인 핵심적 맥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지리학자들이 연구하기 

도 쉽고 지역지리학도 탄탄한 토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신’지역지리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 구조화 이론이라는 이론 내지는 관점을 가지 

고， 인간이 주체로서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살 

아가는 삶의 양상을 설명한다는 막연한 제시만 

으로는 지역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지역지리학자들에게 주어진 중요 

한 과제， 즉， 현대도시롤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위에 든 연구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사례연구를 정밀 

하게 해부하면 유용한 연구방법이 많이 나오겠 

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도시연구의 핵심적 맥 

락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시 

도로서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을 제시하 

고자한다. 

III.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1.인관맹태학의 역^PO) 

1) 생물학적 접근 

미국에서 생물학적 생태학이 태동한 시카고(시 

카고 대학)에서 인간생태학이 시작된 것은 우연 

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의 인간생태학을 처음 

시작한 시카고학파의 주요 개념은 생물학에서 

도입되었다. Park와 Burgess (1921)는 생물학적 

개념인 共生， 경쟁， 移住， 분리， 자연도태， 전문화， 

조직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생물학 

에 기반을 둔 생태학자들 가운데 생태학적 관점 

에서 인간사회에 대해 생태적 설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환경위 

기’ 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간생태학을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Adams (1935) 와 Darling 

(1951)은 인간사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생물 생태학적 방법론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다학문적 연구로서의 인간생태학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다른 種의 생물들이 무의식적으로 상호 

의존이나 협력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달리 의식적 

으로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생물학 

적 생태학과 인간생태학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물학자들은 대체로 인간생태학에서 @ 인간 

을 다른 동식물 군집을 포함하는 생태계에서 지 

배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의 하나로 보긴 하지만 @ 다른 동물과 

는 달리 자연환경 뿐 아니라 인공환경 내에서 창 

조적이고 독특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본다. 

Wi1son(1975)으로 대표되는 일단의 사회생물학 

자들은 현대 인류의 대부분의 행위가 오랜 진화 

의 과정을 거쳐 선택된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유 

전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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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과거 환경결정론의 논리와 유사한 점이 있 

으나， 최근 들어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 

간 행위나 성격에 생물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이 뇌신경학 또는 생물심리학 등에 

서 밝혀지고 있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게 현실 

이다. 이 밖에도 인간의 행위를 동물행동학적 관 

점에서 관찰하고 설명하는 연구(Morris， 1967) 나 

인간의 남녀관계나 기타 사회관계의 형성과 변 

화에 여성의 性的 구조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고 주장하는 인류학자의 연구 (Fisher ， 

1983)도 등장하여 인간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고 

찰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2) 지리학에서의 인간생태학 

Humboldt도 이미 생태계의 개념에 대해 이해 

하고 있긴 하였지만 지리학에 있어서 생태학적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근대적인 시도는 1922년 

Barrows의 연설에서 비롯된다. Barrows(1923)는 

1922년 미국지리학회의 회장으로서 기조연설을 

행하였는데， 그는 “지리학은 인간과 자연환경과 

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즉， 인간생태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환경의 영 

향을 구분하고 지리학의 연구 대상은 환경의 영 

향(=환경결정론)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이 

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이 연설은 지리학을 생태 

적 개념으로 표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그 

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 팽배했던 환경결정론으 

로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리학계에 큰 영 

향을 주지 못하였다. 

Sauer(1925)는 Barrows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거나 생태학적 용어를 많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경관의 연구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 생태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Sauer의 제자인 

Thomthwaite( 1940)는 인간생태학이 모든 학문 

분야의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리학 

자， 사회학자， 인구학자， 인류학자， 사회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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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자연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 지리학에서의 인간생태학은 

방법이나 연구 주제가 불확실한 분야로 남아 있 

었으나 1960년대 중반에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Eyre와 Jones (1966)는 계량혁명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위해 Barrows의 연설과 같은 제목， 즉， 

“인간생 태 학으로서 의 지 리 학 (Geography As 

Human Ecology)"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 

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Stoddart ( 1967) 등에 의 

해 채택된 계량적 인간생태학의 도전을 받았다. 

Stoddart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리학 

에서의 인간생태학은 버클리 학파의 일부 학자 

나 Butzer(l976) 등에 의한 인간과 환경과의 관 

계 해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소수의 학자들만이 에너지나 자원 흐름의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연 

구 대상 지역의 규모나 연구 대상 기간의 역사적 

스케일의 차이， 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의 

복잡성 여부 등이 계량적 자료 수집의 용이성 여 

부와 결합되어 연구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 

고 볼 수도 있겠다. 

3)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인간생태학 

사회학계에서 최초로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한 

학자로는 Park와 Burgess(1921)를 들 수 있다. 

사회학자들 가운데 인간생태학을 발전시킨 대표 

적인 학자인 Hawley(1968)는 공동체 구조에 대 

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인간생태학을 연구 

한 다른 사회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직 

( organization) 을 강조하여 공동체 를 생 태 적 목적 

(=생존)을 위 F 조직단위라 보았다. 그는 인간 

생태학의 특징으 흔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D 

조직은 개체군(pop버ation)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 조직을 개체군 

의 속성이라 보고 개체군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 

는 것.@ 조직을 대체로 자립적인 전체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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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φ 조직은 평형상태를 지향한다고 보는 것. 

그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다음 다섯 가지의 

생태적 조직 원리를 추론하였다Q) 상호의존의 

원칙，@ 중추기능의 원칙，@ 분화의 원칙，@ 

지배의 원칙.@ 同形 추구(isomorphism) 의 원칙. 

인류학자인 Steward ( 1955) 는 생물학이나 지리학， 

그리고 사회학적 연구와 구별하기 위해 문화생 

태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일반적 원 

칙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류학적 설명을 위한 방 

편으로서 생태학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는 이 

를 위해 문화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다음 세 가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Q) 자원을 획득하기 위 

한 기술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자원을 이 

용하는 데 채택되는 행위 패턴을 분석한다.@ 

이러한 행위 패턴이 문화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문화생태학에서는 기술， 물질문화， 

생산양식， 문화형성 및 유지의 물질적 조건 등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문 

화생태학은 일종의 문화유물론이 되고 초점은 

생산과정과 주거지 사이에서 사회문화적 삶이 

형성되는 조건을 파악하는 데 두어지게 된다. 

심리학에서 중요한 경향 중 하나는 실험실을 

벗어나 통제되지 않은 현실세계에서 직접 관찰 

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의 보급이다. Barker 

와 Wright (1955) 가 캔자스 주의 소도시에서 어 

린의 행태를 연구한 논문이 이러한 연구의 시초 

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캔자스 

대학에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점차 환 

경심리학， 생태심리학， 심리생태학 등 다양한 용 

어로 지칭되는 이러한 경향의 연구가 진전되었 

다. 섬리학에서 생태적 연구의 대상은 통제된 실 

험실에서의 행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의 다양한 

행위의 흐름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접목을 시도하는 학자는 아 

직 많지 않지만 경제학과 생태학 사이에는 유사 

점이 많다. 우선， 둘다 그리이스 어원인 oikos 

(eco: house 또는 habitat, 즉， 거주지)를 공유하 

고 있다. 둘째로， 둘다 체계 분석 (systems 

analysis) 에 관심을 가져 개인(또는 상품)과 種

(species) 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체 체계를 구성 

하는가를 다룬다. Boulding ( 1966)은 생태학과 경 

제학 사이의 다음 다섯 가지 유사점을 제시하였 

다: φ 둘다 개체 자체 보다는 집단(또는 種)의 

일부로서의 개체에 관심을 가진다. 생태학에서는 

개체군(population) 이 연구 단위가 되며 경제학에 

서는 개체군에 해당하는 상품집합(populaton of 

commodities) 이 연구단위가 된다.@ 둘다 일반 

평형 (general equilibrium)을 중요시한다. 경제학 

에서의 가격 체계의 평형은 생태학적 평형과 비 

슷한 개념이다.@ 다양한 種 또는 이에 속한 개 

체들 간의 교환체계가 핵심적이다.@ 발전이나 

천이의 개념이 개체군의 성장이나 그와 유사한 

개념인 재화의 축적으로 표현된다.@ 경제정책 

이란 경제체계에서의 인간에 의한 일종의 교란 

(disturbance) 현상으로서 생태계에 있어서 외부 

요인에 의한 교란과 유사하다. 

Bates (1964)는 경제학과 생태학은 결국 한정된 

자원이 서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분배되는 과정 

에 대한 연구이며 따라서 생태학은 자연세계의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ells 

등(1931)은 일찍이 생태학은 경제학을 모든 생활 

세계로 확대한 것이며 따라서 경제학은 인간생 

태학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의 생 

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학과 생태학은 상반된 것으로 인식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환경주의자들이 경제 

적 성장은 삶의 질과 모순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태학자들은 오랫동안 외부의 영향이 

나 시스템의 한계가 시스템 내의 성장에 주는 영 

향을 인정하였다. 경제학자들도 이제 그 한계를 

인식하여 시스템의 한계와 외부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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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 있어서 생태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 

들은 아직 많지 않지만 생태적 접근을 시도하는 

정치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Sprout와 

Sprout(1956)는 정치학에 생태적 관점을 도입한 

학자들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란 환경 

이라는 배경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았 

다. 특히 이들은 “세계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상호연결성 또는 생활망(web of life) 이 

강조되어야 하며 더 이상 독립성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Pfaltzgraff ( 1968) 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특정한 정치 체계의 환경은 바로 외부의 모든 

체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정치학과 

생태학이 평형을 기초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다는 착상에서 비롯된다. 즉， 생태학은 자연적 공 

동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힘에 대한 연구 

라고 한다면， 정치학은 인간 공동체 사이에 작용 

하는 힘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 

는 것이다. 

4) 인간생태학의 분류 

기존의 학문 분류를 무시하고 인간생태학 연구 

를 구분하자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의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라든가 ‘인류의 위 

기’ 등과 같이 인구의 증가나 자원 사용의 증가 

에 따른 식량이나 기타 자원의 부족 그리고 공해 

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문제점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둘 

째로는 인간의 자연환경에의 적응의 측면을 주 

로 다루는 연구를 들 수 있는데， Human Ecology 

라는 학술지에 실리는 문화생태학적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로， 인간사회의 연구에 생물 

학적 생태학에서 생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그 

개념이나 이론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체， 평형， 경쟁 등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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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으로 사용하는 시카고 학파의 연구와 

사회지역분석 연구가 포함된다. 넷째로， 인간의 

심리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생태심리학 또는 환경심리학적 연구를 들 수 있 

다. 여기에서는 환경지각， 작업환경， 과밀화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연 

구의 중심축으로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연구가 있다. 여기에는 인간과 자연환경 

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문화경관에 대한 연 

구， 인간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여섯째로， 사회과학의 종합으로서 인 

간사회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시도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아직 주로 그러한 방향으 

로의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의 주장과 이 

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편 

이다 11) 

2. 인관생태학적 찌역언구의 쩌|안 

1)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의 재발견 

Barrows ( 1923)는 “인간생태학으로서의 지리학” 

이라는 글을 통해 지역연구에 있어서 통일적 맥 

락을 부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간생태학을 제 

시하였다. 그는 자연환경만을 다루거나 인문적인 

요소만을 다루어서는 지리학이 학문적 독자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토 

지나 자원의 이용， 문화경관 등을 연구하자는 원 

론적인 수준의 방법론 제시에 그치고 있다. 

Sauer( 1925) 는 지리학 연구의 본질은 지역연구 

에 있으며 그 연구 목적은 한 지역의 여러 현상 

을 조사한 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문화경관의 연구 

를 강조한 것은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의 可視的 형태인 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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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관찰하는 것이 과학적 지역연구의 첫걸 

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문화경관 자 

체가 궁극적인 연구대상이나 연구 목표는 아니 

었다. Sauer의 다른 연구들을 보면 그가 경관 자 

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로 

표현되는 문화의 형성과 역사적 변화 과정에 초 

점을 맞춘 걸 알 수 있다. 

Eyre와 ]ones(1966)은 “인간생태학으로서의 지 

리학: 사례를 통한 방법론”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인간생태학적 연구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 

것은 훌륭한 시도였으나 불행히도 주로 농촌 지 

역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관계를 다루었 

으므로 그러한 접근 방식을 오늘날 산업화된 도 

시사회의 연구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된다. 

신지역지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조화 이론은 인간생태학적 관점과 유사한 점 

이 있다 12) 즉， Giddens(1979) 의 구조화 이론에서 

주체 (agent) 는 인 간생 태 학에 서 주체 (organism) 로 

서의 인간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며， 구조는 사회 

적 환경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구조화 이론의 

해심은 주체(=인간)와 구조란 그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항 

상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고 동시에 변 

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생태학에서 환경의 

개념이 자연환경으로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환 

경에까지 확장되는 경우 거의 유사한 관점이 된 

다. 또한 인간생태학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 

용이 한 장소 또는 지역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과 유사하게， 구조화 이론에 

서도 주체와 구조가 時空間(time-space) 이라는 

현장을 매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므로 둘다 지 

역 또는 장소라는 요소에 끊을 수 없는 연결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는 기 

본적으로 진화론에 기반을 두어 역사성이 강조 

될 수 밖에 없고， 구조화이 론도 주체 와 구조가 

항상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動的인 프로세스를 강조하므로， 기본적으로 역사 

성이라는 주제를 공유한다. 그러나 인간생태학이 

건 신지역지리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주제 

를 설정하고 어떻게 연구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2) 확장된 인간생태계 모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연환경만을 환경으로 고려하던 고전적 

인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현대 도시인의 삶을 설 

명하는 데는 미흡하다. 인간이 자연환경이나 A 

工環境의 영향을 받는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생물이긴 하지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주 

위의 특별한 자극(예: 말， 문자， 상징)을 받아들 

여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思考하며， 善惡 판단을 

할 줄 알며，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행위한다. 또한 다른 동물에 비해 

환경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도 크다. 그렇지만 

인간이 여전히 환경의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 

다. 그런데 인간은 물리적인 환경 뿐 아니라 다 

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 주어진 장소에서 기대되는 행위， 어려서 부 

터 훈련되고 주입되는 윤리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려변 인간이라는 존재 

가 지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여러 조건을 토대로 행위하는 존재라는 

결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란 기본적으로 행위주체(생물)와 환경으 

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인간이란 위에 서술한 대 

로 복잡한 존재이므로 인간을 생태학적으로 설 

명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그러한 복잡한 속성 

과 그러한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 

할 수 있도록 환경의 개념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도시인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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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문명사회나 농존의 연구에 비해 사회적 

인 환경의 중요성이 현저히 커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대 도시인은 농촌 주민이나 비문명 

사회의 소속원에 비해 자연환경에 의한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현대 

도시인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확장된 인간생태 

계 모델을 구성해 보았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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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텔에서 인간은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 

지환경， 행위환경， 형이상학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그러한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환경은 인간에게 제약을 

주지만 인간은 환경에 의해 주어진 제약 아래서 

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조차도 인간의 의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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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장된 인간샘태계 모델(LEE， 1991 , 9) 

* 뒤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태계임. 
** 앞의 생태계와 뒤의 생태계 사이의 관계는 사회관계임. 
***후주 13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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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폭 바뀔 수 있기도 하다. 그림 1의 확장된 

인간생태계 모텔은 행위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 

하고 그러한 인간에게 작용하는 여러 환경을 도 

표화한 것이다 13) 

3) 제한요인의 법칙:통일적 맥락의 발견 

생태학적 개념 가운데 제한요인 (lirnitìng factor) 

라는 개념이 있다(Odum， 1971, 221). 이것은 원 

래 생물학에서 “식물의 생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생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 중 가장 부족한 원소 라는 리이비히의 법칙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을 생물체로 본다면 이 

러한 제한요인의 법칙이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도시사회의 인간에게는 단지 자연환 

경적 요소만 펼수적인 것이 아니라 기타 사회문 

화적인 요소도 필수적이므로 자연환경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망라한 필수요 

소들 가운데 가장 결핍되는 것이 한 사람 또는 

한 집단， 달리 표현하면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의 생활에 결정적인 제한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칼라하리 사막의 부쉬맨의 생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틀의 자연환경， 수렵 · 채 

취 생활， 가족관계， 신화， 축제 등과 같은 요소를 

항목별로 설명한다면 이는 지역연구를 하는 사 

람들 모두가 비판하는 ‘일관성이 부족한 지역연 

구’ 가 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여러 가지 필수 

요소 중 물이 부족하다는 사하라 사막의 건조성 

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들의 자연 생태계나 지형 

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양식을 일관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대도시사회에서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자연환경적인 제한요소만을 핵심적 맥 

락으로 고려하려 한다면 그 설명력에 한계가 있 

을 게 뻔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도시민들의 삶 

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연환경적 요소 뿐 아 

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들까지 고려하는 게 필요 

하며， 그 가운데 가장 부족한 요소를 발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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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제한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데 통일적 맥락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 

예를 들어， 오늘날 서울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서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찰을 토 

대로 그 제한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 

늘날 서울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몇 가지 현 

상을 예로 들어 보자. 서울 사람들은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교통체증， 주차난， 비싼 주택이나 

토지 가격， 비싼 상가 임대료， 출퇴근 시간에 숨 

막힐 정도로 붐비는 지하철， 이런 것들을 주위에 

서 쉽게 보거나 자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주 

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택의 소유는 

지상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서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공통적인 것 

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인구과밀현상일 것 

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구과밀은 인구의 급격한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상대적인 토지(또는 주 

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서울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토 

지를 제한요인으로 설정한다면 서울 사람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서울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 연구 

자가 개별적인 관찰과 경험， 그리고 해석을 통하 

여 다른 제한요인을 설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하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의 핵심 

적인 제한요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지 

역연구를 전개한다면 적어도 연구의 통일성의 

결여에 대한 근심은 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하나의 제한요인이 서울의 모든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안락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돈이 많고 장거리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토지의 부족에 따른 문 

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강박관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의 규모에 따라 



서도 제한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여의도의 경우 

섬이므로 다리의 존재 여부에 따른 다른 지역과 

의 접근성이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 한국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국제 수지 

가 한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따 

라서 해외로의 수출， 또는 해외 상품 판매시장이 

제 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한국 농촌 

의 경우 과거에는 경지가 제한요인이었다면 70년 

대 말 이후에는 노동력이 제한요인이 되고 오늘 

날에는 농산품 판매 시장이 제한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가설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 

인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역연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힘들며，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적인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제한요인 

을 찾아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제한요인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식 

물이나 동물의 경우 실험을 통해 제한요인을 찾 

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기 힘드므로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 밖 

에 없다. 연구대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 

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共感、할 수 있게 된다면 제 

한요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경관:관찰을 통한 발견 

문화경관의 개념이나 유용성에 대해서는 그동 

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 

한 것은 문화경관의 연구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보다는 경관연구를 통해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 

로 보고 그 해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경관의 독해는 자칫 잘못하면 

문학평론이나 영화비평과도 같은 스타일에 치우 

쳐 사회과학에서 부수적인 위치에 머무를 가능 

성이 높다. 최근들어 서울 경관의 독해를 시도하 

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 중 많은 부분이 

地理學論護 第29號(1997. 2) 

문화평론에 가까운 내용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 

다. 그러한 경관 독해도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긴 

하겠지만 지역연구가 경관 독해에서 그치지 않 

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 

는 방향으로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경관 독해란， 전통적인 지역연구에서 경관 

연구를 지역 문화를 설명하는 첫 단계의 방법으 

로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도시 산업 사 

회의 연구에 있어서도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본격 

적으로 설명하는 시발점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광화문 일대에 

대한 관찰에서 대규모의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 

는 것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측에서 권력을 과 

시하여 국민들로부터 경외섬과 충성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에서 그치기 

보다는 그 지역이 600여년전 한양 定都 때 권력 

의 중심지로 채택된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권력 

과 경관과 한국의 정치 · 사회 · 경제사 등을 체 

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아쉽다. 

문화경관의 관찰은 현대 도시 사회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 방법이다. 그것은 경관의 

관찰을 통해 그 지역의 특징이나 그 지역의 사 

회 · 문화적 변동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P. Lewis(1976) 에 따르면 경관 연구의 가 

장 기본적인 가정은 “경관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내부적인 사회 · 문 

화 · 경제적 프로세스는 필연적으로 외형적으로 

표현되고， 역으로 외형상 나타나는 변화는 뭔가 

내부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달리 얘기하자면 경 

관이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경관 

도 다르다. 또한 경관은 역사적이다. 한 지역의 

경관이 하루 아침에 생겨나거나， 또 다시 하루만 

에 완전히 없어지거나 완전히 바뀌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경관에는 필연적으로 그 지역 주 

민들의 삶의 역사가 반영된다. 미처 우리가 인식 

하지 못하는 사회변화도 경관에는 반영되는 것 

이 보통이다. 따라서 경관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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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그 지역에 대한 정보와 연관시키면 그 지역의 새 

로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Sauer (1925)는 그의 글에서 문화경관을 

可視的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제한한 바 있지만 

현대 도시 사회의 연구에 있어서는 비고정적인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매일 출퇴근 시간에 나타나는 특정 지역， 

또는 도로에서의 교통 체증은 고정적인 것은 아 

니지만 그 지역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 

가 된다는 점에서 경관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 

이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장마차나 노점도 

그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상 

점의 간판이나 행인의 의상도 좋은 관찰 재료가 

된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 경관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그 지역 

문화의 이해를 위한 관찰 재료로서는 충분한 가 

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심지어는 유행가나 놀이 

도 지역연구의 관찰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 

유가 없는 것이다. 

생태학이 기본적으로 한 지역 내의 생물체 집 

단을 포함한 여 러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 한 관찰 

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관의 

관찰과 경관의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 연구는 인 

간생태학적 지역연구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지역의 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즉， 연구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맥락은 그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맥락 

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부분의 성격이 전체의 성격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에 대 

한 설명과 전체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계 전체에서 작동하는 원 

리가 서울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든지， 서울 전체 

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서울의 한 부분(그것이 지 

역이든 사회 · 문화 · 경제적 요소이든)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전체의 성격이 각 부분의 성격과 전혀 무 

관하게 형성될 수도 없다. 따라서 부분은 전체의 

맥락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원리가 중요한 메커 

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고， 전체에서는 부분에서 

작동하는 원리 이외의 원리가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각 부분의 성격이 다른 부 

분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성과 특수성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연구에 

있어서도 연구 대상 지역의 규모를 한 가지로만 

설정하기 보다는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설명을 

각 부분에 대한 설명과 병행하여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 

5) 다규모 연구:부분과 전체(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전체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서 

생태학의 원리 가운데 “창출특성의 원리 (The 울 전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의도나 광화문 일 

principle of emergent properties)"가 있다(Odum， 

1971, 5). 이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산소나 

수소와는 전혀 다른 물이 라는 분자의 특성 이 나 

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출 

특성은 부분의 단순한 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사회에 있어 

서도 작은 집단，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가정의 집합체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지역연구 대상 

대， 또는 봉천동의 재개발 지역， 동대문 시장 등 

과 같은 특징적인 소규모 지역에 대한 연구를 병 

행함으로써 서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깊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도 서울이 독립 

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보다는 한국의 수도로 

서의 서울， 세계체제의 일부로서의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소규모 지역의 연구에 있어서는 장소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다른 어느 것보다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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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즉， 특정한 장소의 오늘날 특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그 장소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역사적 이해를 통 

해 그 지역 문화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문화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N. 결론 

인간생태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특 

히， 인간의 자연환경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기초로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하지만 한 지역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는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도시사회에서의 삶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뿐 아니라 사회 • 문 

화 • 경제적 환경 등도 환경의 개념에 포함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역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확고하고 

유용한 지역연구 방법론의 빈곤을 지적하고， 그러 

한 방법론의 빈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경관관찰 

을 통해 제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일적 맥락 

으로 삼아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인간생태학적 지 

역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론 

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역연구가 수행되면 이러한 

방법론의 유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註〉

1) 지역연구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역 지리학과 호환가능한 의미 

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여기서 ‘통일적 맥락 이란 1922년 12월 당시 미 

국 지 리 학회 회 장이 었던 Harlan Barrows가 미 시 

간 주 Ann Arbor에서 열린 미국 지리학회 개막 

地理學論蕭 第29號 (1997. 2) 

식에서 강연한 학회장 기조 연설로서 다음 해 미 

국지리학회지 (AAAG)에 실린 “인간생태학으로 

서 의 지 리 학(Geography As Human Ecology)" 라 

는 글에 등장하는 ‘organizing concept' 란 용어를 

번역한 말이다. 

3) Carl Sauer가 “경 관의 형 태 학 (Morphology of 

Landscape) "이라는 글을 통해 靜的 (static) 인 문 

화경관의 연구를 주장한 걸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가끔 있는데， 필자가 Sauer의 다른 논문들 그리 

고 그가 R.J. Johnston 등과 주고 받은 편지 등을 

읽고 종합한 결과， Sauer가 그 글을 통해 제시하 

고자 했던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역연구의 

첫 걸음으로서 문화경관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Sauer의 연구 방향은 기본적으로 H. 

Barrows가 1922년의 미국 지리학회 기조 연설에 

서 제시한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와 일치한다. 

다만 생태학적 개념의 성급한 도입이나 무리한 

일반화를 경계하였을 뿐이다. Sauer는 문화경관 

분석을 통해 연구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R.J. Johnston에 보낸 편지에 

서 쓴 표현을 사용하자면， ‘문화 과정 (cultural 

process) ’ 을 밝히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가 그의 연구에서 역사 

성을 강조한 데서 잘 나타난다. (Sauer, 1925). 

Sauer가 그의 학문적 생애에서 일관되게 생태적， 

역사적 주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글 

을 모은 다음 두 권의 책의 내용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LeigWy, 1., ed., 1963, Land and Life. 

Callahan, B., ed., 1981, Seleded Essays 1963-

1975, Carl O. Sauer. 

4) 이 글에서 필자는 초점을 산만하게 할 위험을 줄 

이기 위하여 연구 대상 지역의 경계선을 설정하 

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았다. 

5) 지역연구 결과 i 가운데 소위 ‘구’지역지리학의 
중심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미국 버클리 캘리 

포니아 대학에서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지난 

몇년 사이에 출판된 책 세 권과 ‘신’지역지리학 

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을 수 있는 두 지리학자 

의 저서를 사례로 들었다. 여기에 들지 않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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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물 가운데도 훌륭한 지역 연구가 많이 있다. 

미국 역사 상의 문제들을 농업기술과 생태학적 

관점에서 풀어나간 Earle(1992) 의 연구， 네텔란드 

식민통치 하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농업 변화 

를 생태적 관점에서 설명해 낸 Geertz ( 1967) 의 

연구， 한국 서해안 어촌 주민의 삶을 서술한 

Brandt( 1971) 의 연구 그리고 브라질의 수도 브라 

질리아의 성립 과정을 해설한 Holston ( 1989 )의 

연구는 그 좋은 예이다. 

6) 버클리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문화지리 

학은 실질적으로 지역연구였다. 왜냐하면 그 곳에 

서의 문화의 개념이란 “삶의 양식”이고 이는 정치， 

경제나 종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7) 그러나 Stevens의 진술대로 문화생태학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을 수도 있고， Lewis나 Wigen이 

구조화 이론을 통해서 그러한 아이디어을 받아들 

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그 밖에 Lewis와 Wigen이 부부 사이인 것도 아 

이디어나 정보의 교류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9) Wigen은 전통적 버클리 지리학의 영향과 신지역 

지리의 영향 (Watts와 Pred를 통해)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버클리 지역지리학과 ‘신’ 

지역지리학을 비교할 때 어느 쪽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10) 인간생태학의 역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Y oung (1974)을 보라. 

11)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 Steiner & Nauser 

(1991) 을 들 수 있다. 또한 Young(1983) 의 Intro 

-duction 부분에도 이러한 견해가 실려 있다. 

12) Giddens(1979, 78)는 구조화 이론의 개념을 설 

정할 때 열역학적인 시스댐 이로을 토대로 하였 

다. 그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桓常性

(homeostasis) , 자체 조절 (self-reg버ation) ， 피 이 드 

팩 (feedback) 이 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데， 이 는 생 

태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생태학에서는 항 

상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평형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불행히도 Giddens는 생태학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듯하다. 인간을 추상적인 존 

재로 전제하고 사회구조의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되면 열역학적인 시스템의 개념은 매우 부적절 

한 것이 되고 생태계의 개념이 적절하게 된다. 

Giddens가 열역학적 시스댐 이론에서 도입된 개 

념을 토대로 행위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려다 보 

니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생태학은 행위주체로서의 생물체와 환경과 

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행위주체로 

서의 인간과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과의 관 

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생태학적인 개념이 열 

역학적 시스랩에서 도입된 개념보다 구조화 이 

론에도 훨씬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생태학 

적 개념을 도입하면 구조라는 개념은 사용하기 

힘들게 되고 대신 환경이라는 개념이 채태되게 

된다. 생태계에서 환경은 기본적으로 억압하는 

요소보다는 생물체(주체)의 생존과 활동을 뒷받 

침하는 자원으로 인식된다. 단지， 때때로 환경요 

소 중 일부가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특 

히， 인구가 과밀할 때 ... 

13) 그림에서 실선은 힘이 작용하는 걸 의미하며 화 

살표는 그 방향을 나타낸다. 뒷 쪽의 점선은 다 

른 사람의 생태계를 나타내며 앞의 생태계와 뒤 

의 생태계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 

모텔에서 물질과 물리적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를 적절히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식물생태학이나 

동물생태학， 심지어는 바위의 생태학까지도 표 

현할 수 있다. 

14)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역연구에 통일적 맥락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필자가 오랫동안 자 

선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여러 현상을 

관찰한 끝에 얻어진 것이다. 개인의 행위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강렬히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 이 강박관념 (obcession, psychological 

complex) 이 되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게 된 

다는 관찰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집단적으 

로도 그러한 강박관념이 형성되는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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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Human Ecologica1 Methodology 
in Regiona1 Stu바es 

Jeong-man Lee * 

Summary 

There is a confusion in defining and conducting regional study. The most serious problem in 

regional study is that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methodology for research. Although a ‘new’ 

regional geography has been suggested, it is still vague what the ‘new’ is. It also does not provide 

any efficient and generally acceptable methodology. The works of ‘new’ regional geography tend 

to be either an introduction of structuration theory or an application of sociaI/culturaI/spatial theories 

to smaller areas (Iocality /locale) . 

The author, however, considers that a universal application of general theories to places is not ideal 

for the explantion of the reality, the life of people. Although structuration theory has some potential 

in explaining the lived world, its effectiveness can be much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human 

ecological perspective. To conduct a successful regional study, one needs a coherent and concrete 

organizing concept which binds together vital aspects of people' s life in the region and gives insight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gion. The human ecological perspective provides a powerful tool and 

useful concepts for the coherent and profound explanation of the people’ s life within the context of 

human agency and environmental plasticity. 

The author suggests to use the concept of limiting factor in finding the organizing concept. The 

logic is that as the most needed but unattainable resource(s) become(s) an obsession to people, 

finding the limiting fador is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the people. Observation of 

cultural landscape is the first step in the search for the limiting factor.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 to non-physical--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s to 

deal with the complex modern urban industrial society. It is also recommended to conduct a 

multiple scale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smaller parts within the context of the larger area 

and vice versa 

Key Words: human ecology, limiting factor, cultural landscape, multiple scal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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