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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1 Thoughts and Descriptions of Korea of Carl
Ritter on Erdkunde
Jae-Wan Ki m
요약 : 리터는 세계지지를 쓴 최초의 지리학자이다. 그는 1817년부터 1859년 죽올 때까지 19권 총 2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방대한 책인 Er，따unde를 썼다. 18세기 후반에 태어난 리터는 당시 학문의 전문화가 진행되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지리학의 새로운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였다.

Erdkude 기술체계를 보면 리터는 全體者를 지구로 보고，

대륙올 1 개체로 보고， 그것을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基幹과 股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
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각 대륙의 해안선과 면적의 비율올 계산하여 대륙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고찰하였다. 수직
적 차원에서는 대륙을 고지대， 대지， 저지대로 3구분하였다. 코리아는 리터의 Er따unde에서 아시아 대륙， 고아시아
와 저지의 점이적인 형태인 臺地로 속하고， 중국 북부， 산동반도와 함께 속해 있다. 코리아에 대한 기술자료로 중

국과 일본의 지리서， 예수회 선교사 기록， 서양 선박의 한국 근해 탐사 기록， 하멜표류기 둥이 사용되었다. 그는 코
리아에 관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출처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기술하였고 자료 사용에 신중을 기

했다. 그는 코리아에 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한 기술에서 우선 반도의 형태(長方形의 直四角形)， 남북축과 동서축의
길이， 면적을 고찰한 다음 기후와 의식주 생활 관계， 동식물과 식생， 산물， 통계 자료， 정부조직을 기술하였다. 이것

은 제목상으로는 Erdkunde의 일반적인 지역기술체계를 따르지 않았으나 내용상으로는 일치하고 있다. 한국에 대
한 기술에서 리터의 지리사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는 부족하지만 코리아에 대한 문헌을 총망라하고 분류하여
각 출처를 비교하는 방법을 썼고， 특히 코리아 반도와 이탈리아를 비교하면서 지리와 역사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목적론 기술은 거의 없었다. 또한 리터의 기술은 문헌이 부족한 시대에 사료로서 가치가 있고， 더구나 외국언이 코
리아를 보았다는 데 가치가 있다. 리터의 Erdkunde에 담긴 사상은 리히트호펜과 라우텐자흐 둥 독일 지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인 미국인 지리학자인 기옷을 통해 日本 明治時代 지리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연쇄적으로

개화기 최남선， 김교신의 지리 인식에도 영향올 미쳤다. 따라서 리터의 지리 사상의 연구는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의 한국 지리학사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地理學 (Erdkunde) 비교 방법 基幹 願節 목적론적 견해， 유기적 전체

Abstract : Carl Ritter is recognized as the founder of modern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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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까 이번에는 Erdkund 체계를 파악하고 싶은

1.序論

욕심이 발동하여 이 책 전체의 핵심 내용을 기록

筆者가 칼 리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

한 서문을 읽고， 기술 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

는 1990년대 박사과정에 들어 간 지 얼마되지 않

도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Erdkunde는 내 앞에

아서였다. 우연히 地理學史를 원던 중에 칼 리터

그 모습을 서서히 보여 주었는데， 그 감동은 지금

의 大作 Erdkunde 속에 한국에 대한 기술이 었다

도 잊을 수 없다.

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에 찬 筆者는 서울

近代 A文地理學의 創始者인 칼 리터에 대한 연

대 도서관 6충 舊藏圖書 書庫에서 Erdkunde 原典

구는 그의 死後 많은 후배 지리학자들에 의해 이

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 리터의 저서에 대한

루어져 왔다. 특히 칼 리터 탄생 200주년이 되는

간접적 인용만을 접하다가 原典을 접했을 때 기쁨

1979년에는 칼 리터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 업적

은 형언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장식체

을 낸 獨速 地理學者 한노 벡(Beck， H.) 에 의해 소

로 된 독일어 문장은 알파뱃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책자1)가 발간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박영한의 리터

않았지만 나는 나름대로 한 문장씩 영문 알파뱃으

의 Erdkunde와 地理思想에 대한 간략한 소개 2) 이

로 옮기면서 번역 작업을 시도하였다. 한국에 대

용규의

한 기술은 80페이지 분량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번

Erdkunde의

역에는 수개월을 요하였다. 번역 작업을 끝내고

연구들은 칼 리터에 대한 傳記類 연구 수준이었다.

칼

리터의

生灌와

業績 3)

한국 부분 번역 4) 퉁이

있다. 물론 이

1) B잉<， H. , 1979, Car1 Ritter : Ge띠us of Geography , Dietrich Reimer Verlag, Berlin.
2) 朴英漢， 1990， ‘칼 리터의 Erdkunde와 지리사상 土地鼎究， 제 1 권， 제 4호， 한국토지개발공사， pp. 136-146.
3) 이용규， 강성우， 1990, ‘Car1 Ritter 生灌와 業績 南山地理， 第 5號， pp.69-79.
4) 뎌r1 Ritter(김재완 譯)， 1994， “산악 반도국 코리아 지리 · 환경교육， 第 2卷 第 1號， pp.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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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근대 지리학의 효시를 개화기의 선각

히는데 一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자인 崔南善， 金敎信 둥의 저서를 통해 구명하려

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칼 리터의 독일어 原典

는 연구에서 칼 리터의 지리사상이 종종 언급되기

인 Erdkunde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2 만

도 하였다. 권정화는 전통 지리학의 개념틀이 일

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분량이므로 전체 탐독은

본을 통해 수입된 서구 지리학의 방식으로 대체되

불가능하고， 지리사상이 잘 축약되어

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5) 그는 칼 리터의

部分과 한국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리학이 그의 미국인 제자인 기용 (A. Guyot) 에

그리고 칼 리터 이후 많은 지리학자들의 칼 리터

게， 다시

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日 本 明治 時代의 地文學者들인 內村鍵

있는 序論

르， 失律昌永， 小顧文次郞 둥에게， 최종적으로 최남

선과 김교신 동의 지리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n. 리터 地理學의 成立 背景

다. 특히 칼 리터의 지리학 가운데 類型學은 한반
도의 형태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은숙

은 비슷한 맥락에서 김교신의 지리사상을 지리학

1.

힘흩와敎育

적 단원 (unit) 에 대한 개념， 지리학적 현상에 대한
목적론적 결정주의， 국토의 위치에 대한 정치지리

칼 리터는 알랙산더 폰 흉볼트 (Alexander

von

적 개념 동으로 요약하고， 이는 칼 리터의 지리사

Hurnboldt) 보다 10년 늦은 1779년 8월 7 일 獨進 東

상에

部의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6) 두 사람은 개화기

크베들린부르크( Quedlinburg) 에서

출생하였

지식인들의 저서를 통해 지리사상의 영향 계보를

다. 아버지는 그 地域의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筆者는 칼 리터의 한국

大帝 (Frederick

에

한국에

아 (Anna Am때a) 의 개인 내과의사이었다. 어머니

대한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

엘리자뱃 도르테아 (Elisabeth Dorothea) 는 옛 姓이

라고 생각한다.

메소브 (Messow) 인데 잘레 (S없le) 강에 인접한 칼

대한 지리인식은 오히려

Erdkunde의

the

女修道院長인 프레데릭

Great) 의 누이인 안나 아말리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첫째， 칼 리터의 생애

브 (Calbe) 의 衣類製造業者 家系 出身이었다. 칼 리

와 지리학의 사상적 배경을 살피고; 둘째， 칼 리

터는 비교적 좋은 행운을 타고 났다고 볼 수 있는

터의 지리사상을

데，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家系 둘 다

Erdkunde

체계와 내용에서 확인

근변하고， 건강하고，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고， 셋째， Erdkunde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특정

그의 고향 마을 크베드린부르크는 탁월한 상업

과 그 기술의 지리적， 역사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국 지리학계가

기능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겸비한 곳이었다. 또한

수용해 온 서양지리학의

이 도시는 작센 (Sachsen) 公國의 土臺로서 신성로

지리사상을 原典의 이해를 근거로 하여 직접 접근

마제국의 玉壘를 갖고 있었다.10세기와 11 세기 초

해 봄과 아울러 당대의 지리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이 都市는 知的 生活과 크리스트교 信찌 中心地이

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편협하게

지리 인식을 파악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

었다. 그리고 루터 (Luther) 의 出生地인 마그데부르

하면， 서양의 지리사상을 간접 인용된 문헌으로부

크

터의 이해에서 탈피하여 原典을 읽고 분석함으로

인 괴팅엔 大學， 敬處派 都市인 할레 (Ha1le) 둥이

써 서양 지리학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

가까이 있었다.

(Magdeburg) , 아이스레벤 (Eisleben) ， 주요 大學

5) 權正和， 1990, ‘崔南善의 初期 著述에서 나타나는 地理的 關心 : 開化期 六堂의 文化運動과 明治地文學의 影響，’ 應用
地理， 第 13號， pp.1 -34.
6) 李恩淑， 1996, ‘金敎 ê의 地理思想과 地理學 方法論
朝解地理小考」를 중심으로，’ pp‘ 3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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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랄 시절 비교적 부유한 리터의 집에는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구츠무츠(Johann

한 중점교육 내용이었다. 여기서

칼은 튀링엔의

Christoph

구릉과 숲의 자연에 친숙하도록 교육받았고， 이는

Fri，뼈1ch GutsMuths) 라는 가정 교사가 있었다. 뒤

칼로 하여금 지리학에 흥미를 갖게 하였다. 그는

에 언급하겠지만 구츠무츠 가정교사는 리터의 성

선생님들로부터 A 間과 멈然의 統一性 (unity) 에

격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가 38

관한 개념을 배웠고， 그 주변지역에서 볼 수 있는

세의 젊은 나이에 急遊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웅이

튀링겐 발트의 언덕과 낮은 산지 둥의 다양한 경

시작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츠무츠는

관들을 통해

무보수 가정교사로 일하였는데， 이 점이 훗날 리

diversity) 의 개념을 학습하게 되었는 데 이러한 교

터에게 뜨거운 감명을 주었다.

육적 배경은 후에 리터의 지리적 사고의 기틀이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unity in

그런데 이 때 리터의 가족을 구하는 손길이 뻗

되었다. 잘츠만의 영향이 없었다면， 리터의 지리학

어 왔다. 그것은 바로 敎育者 잘츠만(5.외짜lann)

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에서의 신의 계

자신이 세운 학교에 리터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시， 암기 공부와 단순 자료 수집 및 비과학적인

었다. 당시 잘츠만은 독일 동부의 튀링엔 발트 기

죽은 지리학에 대한 비판， 이 모든 것이 잘츠만의

숨

고타( Gotha) 의

발터스하우젠

영향이다. 특히 그의 영향으로 자연 속에서 顯示

(Waltershausen) 근교 쉬 네 펜탈( Schnepfenthal) 에

하는 神의 폰재를 인식하는， 평생 동안 그의 사고

루소(].

방식의

1.

남동쪽

Rous않au) 精神에

입 각하여 빠愛學校

바탕을 이룬

目的論 (Teleology )의

a홈흉가

(Philanthropinum) 을 운영하고 있었다. 범애학교의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리터는 쉬네펜탈에서 地圖

교육 목표는 학생들을 건강하고， 능력있고， 친절하

製作 分野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지도 그리는

고 행복한 시민으로 교육하는 것이었다. 잘츠만에

능숙한 솜씨는 훗날 그의 지리학 연구에 크게 도

영향을 미친 루소의 교육 사상은 기계적인 암기식

움이 되었다.

수업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타고난 잠재능력을 계

세계무대에서의 끊임없는 변화는 지리학에 대한

발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스위스 교육가

당대의 홍미를 자극시켰다. 1761-1767년간 독일인

요한 페스탈로찌는 루소의 아이디어를 더욱 더 발

카르스탠 니부르는 아라비아를 여행하였고， 제임

전시켜 명쾌한 사고는 사물의 세심한 관찰에 기초

스 룩(J하nes C∞k) 이 세 차례 의 세 계 항해 (1768-

해야 하고， 언어가 지각과 조화되지 않으면 아무

71 , 1772-75, 1776-79) 로

위 대 한 해 양탐험 가로서 명

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아이디어를 주장하였

성을 얻었고， 이

다 7) 잘츠만은 무엇보다도 루소의 교육 실천 아이

(Johann Reinhold Forster와 Georg Forster) 도 참여

디어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況愛學敎에

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행 관련 문헌이 많이 출판

리터를 입학시키는 한편 리터의 가정교사인 구츠

되었다. 이러한 여행 관련 문헌의 발행은 地理的

무츠를 지리교사로 초빙하였다. 학교 교육에서는

知識에 대한 목마름의 반영이었다. 폴스터는 지구

아이들의 본성에 어울리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인

상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연의 특

간의 행복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

성을 직접 접하고， 예리한 관찰력과 과학적 태도

교육 내용은 순수이론보다는 실용에 중점이 두

항해에는 독일인 폴스터

父子

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면서

어져 계몽교육， 신체단련， 미술교육， 종교교육이 중

분류하고， 그 분류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고， 因果

요시 되었다. 또한 과학과 함께 천원의 여행도 또

關係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8) 이러한 그의

7)

J킹nes， P. E.

&

M하ψ1

G. ]., 1981, All

P，없b1e

World : A History of

Sons, p .126.

8)

李喜演， 1 댔， 地理學史， 法文社，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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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second edition, John Wi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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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이 리터에게 영향을 주었다. 1785년에 유스투

회색의 먹으로 명암이 표현된 산이 나타나 있다.

스 페르테스 Oustus Perthes) 는 고타에 地理鼎究所

또한 도시， 정치적 경계， 농업과 임업에 이용되는

(Perthes Institute) 를 세웠다. 그리고 알렉산더 폰

지역， 생산지가 표시되어 있다.
1804-1807년에

흉볼트 (1799-1804) 는 에이메 봉플랑과 함께 아때

리터는

‘유럽， 지리적-역사적-통

리카 열대지방을 탐사하였다. 홈볼트는 지리학 이

계적 기술’이라는 제목의 종합적인 두 권의 책을

론과 탐사여행을 바탕으로 자연지리에서 당대 지

출판하였다. 위에

리학 개념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지리를 연구하는

sc바19) 의

많은 사람들의 배경 하에 어련 칼 리터가 지리학

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고려 측면에

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서 뷔싱과 칼 리터 저서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

언급한 두 권의

책은 뷔싱 (B

r國家地理學J (Staatsgeographie) 과 밀접

1796년부터 2 년간 할레 대학에서 라틴어， 헬라어

이 존재한다. 또한 두 사람은 연구방법에서도 매

를 배웠고， 지리학과 역사학 관련 서적을 탐독하

우 비슷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지리학의 구체적

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학생들과 같이 프랑크

인 목표의 정의， 주제들의 체계적 배열， 문헌 자료

푸르트 주변을 답사하였다. 이와 같은 현지 답사

의 비판적 평가와 응용면에서 유사하다. 序文에서

과정을 통해 관찰자로서 능력을 배양하였다. 그리

그는 자신의 책에 첨가시켜야 할， 이미 언급된 地

고 그는 경관 스케치를 잘 했는데， 이것은 장래 연

圖敎育集에서 유래한 地圖冊(아틀라스)를 소개하

구를 위한 야외관찰을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였다. 이

법으로 남게 되었다.

탈피 하지 못했지 만， 두 책 모두 地理敎師의 수업

트 (Fr，때dπt

am

만 흘벡 (Bettman

전통적인 수법을

교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후 리터의 생애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을 이

또한 1806년에 쉬네펜탈에서 발간된 附圖의 제

룬 사건은 1798년 10월 프랑크푸르트로의 이주였

다. 그는 신성로마제국의

유럽지지들은 여전히

목은 〈유럽에 관한 6장의 지도> (Sechs

멈由都市인 프랑크푸르

Karten von

M때1) 에서 부유한 銀行家 베트

Europa) 이었다. 이 지도첩은 두 개의 기복지도와

집 에서 15년 동안 두

4개의 주제도로 구성되어 있다.4개의 주제도 가운

Hollweg)

아들의 가정교사로 비교적 안정된 환경하에서 생

데 세 개는 상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개는 경

활하였다. 그는 수년 후에는 유명한 해부학자 펌

제지리에 관한 것이다. 2 장의 지도가 있는 유럽의

머링 (Th. S mmering) 의 아들의 지도를 맡게 되었

작은 자연지리지도첩에 6개의 帶로 된 삼렴과 재

고， 이 기회로 펌머링과 친교를 맺고， 그로부터 실

배작물의 분포，

상록수과 총림의 북한계가 그려

증과학 방법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比較解

져 었다 9) 리터는 序文에서 지도의 발간 목적을 독

制學은 훗날의 비교지리학에 성립에 크게 영향을

자들에게 전체 땅의 생생한 모습， 땅의 천연물과

주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인공물，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

라인란트와 스위스의

하는 데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심하

고， 상세한 관찰을 하였고， 지질학자 에벨 (EbeI) ,

리터는 구츠무츠와 논의 후 1 년 만에 홀로 ‘地

해부학자 펌머링， 교육개혁가 페스탈로찌와 교분

表의

을쌓았다.

그것들의 고유 법칙에 따라 대륙 (Erdtheile) ， 지역

1800년 초 그는 王題別 歷史地圖， 즉， ‘1512년경

自然的 區分’을 인정하였다 : 전체 지표는

(Gebiete) ,

지구( Districte) 로 분할된다. 그럼으로써

게르만 국가의 신성로마제국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리터는

대한 지도’를 계획하였다. 그 기본도에는 하계망，

(Naturgebiete) 의

“기억을

위한

모음”에서

아이 디 어 로 발전하께 되 었다. 그

9) PescheL 0. , 1865, Geschichte der Erdkunde bis auf A, v. Hurnooldt und Carl Ritter, M때chen， S. 615.
「껴

)

딩然地域

Ca r1

Ritter 의 著書 Erdkunde 에 담긴 地理思想、과 韓國에 대한 記述 考察

가 깨달은 關係 (Zusammen벼nge) 는 분석적인 지

피해 홀벡가의 자녀들과 함께 스위스로 여행하였

도에서 표현되었다. 하인리히 페스탈로찌와 알렉

다. 여기서 그는 생생한 알프스 자연과 접함으로

산더 폰 흉볼트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이 작업을

써 浪漫主義 自然感情을 북돋우었다고 전해진다.

완성하였다 10) 이 아틀라스에는 山服

· 植生 · 氣候

더우기 그 때 이페르댄에서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

와 관계되는 載培植物 · 動物의 分布 등이 보이고，

로찌를 만났다. 페스탈로찌 감화 하에 그는 ‘자연

「領域의 個性J (Individuelle

에서 가장 위대한 것’ 을 보았고， 그 자신이

des Raumes) 을 표현하

‘우주

기 위한 새로운 묘사가 엿보인다. 지리적 소재는

와 하나임’ 을 느꼈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의 存

지금까지와 같이 모아서 서술하는 상태로부터 기

在’는

능적으로 생각되는 과학 수준으로 높아졌고， 땅은

다. 그는 합리주의 사고를 넘어 갚은 크리스트교

‘담然의 構造‘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

인간에게 작용하고， 주민은 땅에 작용하고， 양자는

본질에

불가분하게 맺어져 歷史와 地理는 늘 일체로서 파

계몽주의의 냉정함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불

악된다 11)

리는 배경은 바로 여기에도 있다. 동시에 그는 페

또한 그는 에트나 산과 테네리페 사이 북유럽

접근하게

스탈로찌의

되었다. 리터

지리학이

「類型 J(Typus) 사고로부터

단순한

큰 자극을

단면도를 그리고， 그 곳에 식생， 만년설， 농업의 한

받았다. 그의 r一般地理學』어1 대한 構想은 이것을

계와 호수， 고개， 도시의 고도를 나타냈다. 그럼으

계기로 새로운 태동을 시작한 것이다.

로써 그는 유럽 산맥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게 되
었다. 아틀라스에 그려진 起代地圖(산맥

단면도

r一般地理學 敎程J (Handbuch
Erdkunde

der allgemeinen

oder die Erde, ein Beitrag zur Begr

는 훗날 高地帶， 低地帶， 臺地의 지리적 분포를 파

ndung der G∞graphie als Wissenschaft) (1809) 은

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책은 여전

홈볼트의 친구로서 지질학의 근대 학문으로 발달

히 유럽 국가의 지리학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

에 기여하였던 부흐(L.

의 연구를 처음에 계획한 대로 계속할 가치가 없

필된 책이다.

다고 생각하였다.

이 論考도 前代의 地理學으로부터 탈피 라고 보기

1806년

리터는 처음으로 흉볼트와 접촉하였다.

에는 미숙하여

von Buch) 의 격려 하에 집

‘科學으로서 地理學’을 싹 트게 한

부흐의

비판으로 이

책의 짧刊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동안 그는 담然地理에 관한

중지되었다. 그러나 리터 자신이 기술한 바와 같

책의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다. 리터는 그 책들을

이 이 책은 페스탈로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통해 많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

페스탈로찌 정신에 입각하여 지리학을 기술하였던

흉볼트와 지질학자 부흐 (Buch) 의 影響은 아시아

것이다. 확실히 여기에는 자연과 제현상 가운데서

1卷 序文에서 아시아 산맥 체계 형성에 위 두 사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법칙을 탐구하려는 자

람의 관찰을 인용한 데서 나타나 있다. 부흐는 독

세가 싹 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개

일에서 산맥 방향을 기초로 하여 3개의 산맥체계

의 관찰로부터 전체의 종합이나 체계화로 향하는

를 구별하였다. 특히 홈볼트의 중남미의 산맥 체

과학적 조작만은 1817 년 大著에서 처음으로 선명

계는 아시아 산맥 체계 형성 설명에 결정적인 역

한 형태로 나타난다.
1810년 리터는 프랑크푸르트에 신설된 박물관의

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807년에는 그의 인생과 학문의 획을 긋는 하나

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8월 초 독일의 참화를

명예고문이 되었다. 박물관 고문으로서 경험은 28
년

베 를린 地理學協會( Gesellschaft

10) Engelmann, G., 1966, ‘Carl Ritters Sechs Karten von Euro맹，" Erdkunde, Band X X, pp.1 04-105.
11) 水律一郞， 1974, 近代地理學 m 開옮者 t::. ζ , 地 A書房，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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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이가 되어 있었다. 소쉬르의 毛髮 滿度計와 픽

Berlin) 을 창설하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임

zu

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1-38.

테의 좁-度計가 새로운 자연관찰 도구가 되었다. 또

되었다. 그는 2년간에

걸쳐 종교개혁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학

한 그는 스위스에 대해 많은 책을 저술한

문을 중심으로 中世史를 공부하였다. 그는

당시

Ebel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 데， 그는 리터의 지

미술과 건축에 대하여 많은 강연을 하였다. 그는

리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리터는 여기서 문

건축물의

形態

학， 물리학， 화학 강의를 청강하였다. 그리고 그는

‘本來의 것’

교회활동도 하고， 이페테른에서는 페스탈로찌를 도

素材 (Materie) 를 초월한 全體의

(Form) 나 構成 (Konstruktion) 가운데

1. G.

(Eigentω띠iche) , ‘卓越한 것’ (V ortrefliche) 을 탐구

와 일을 하였다. 또한 그는 확트인 시야와 망원경

하려고 하였다. 이

을 이용하여 몽블랑의 전경을 그렸고， 직접 학생들

언급 가운데에는 페스탈로찌

思想과 괴테 思想이 강하게 땀服되어

을 이끌고 야외관찰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12년

있다고 볼

뒤인 1824년에 그 자신의

수 있다. 당시 그는 괴테의 대표적인 자연과학 저

기록과 경험을 토대로

서인 r色彩論J(Farbe띠ehre， 1810) 을 펌머링과 함께

이 지역을 기술하였다. 그는 여기서 다양한 개성을

읽었다. 괴테는 시칠리아 여행 중 식물관찰에서

가진 여러 지방에 관한 原體驗 (Urerlebnisse) 을 쌓

영감을 얻었는데， 그 개념이 바로 ‘근원현상(根源

았는 데 이것 자체가 근대지리학을 만들어 낸 원

現象)’ 이다. 이것은 전체로서 현상 내에 있는 것

동력이 되었다. 後年에 그에 의해서 중심 개념이

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곳에서 일반적인

된 것은 ‘地理的 領域’ 인데， 이 개념은 페스탈로찌

것을 도출하고， 마지막에 原現象에 이르고， 그 곳

나 헤르더의 사고에도 흉볼트의 사상에도 분명히

에서 전체의 기본원리를 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리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13) 즉， 멈然이나 A 間의 背後

고 r色彩論』 속에 들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에 있는 精神 (G잉st， Gott) , 형성력을 가진 인간 (sch

은

pferische Menschen) ,

‘多樣性 속에 單一性’ 과

다 12) 특히

‘量과 質의 結合’ 이

담 然 衝動 (Naturbetrieb) 등에

‘다양성 속에 단일성’은 그의 과학 지리

관하여는 이미 당시 思想界에 대개 공통적인 사고

학에 기본을 이루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이고， 다양

가 있었지만， 담然과 A 間 그리고 神의 3者가 統一

한 事象들 사이의 결합의 질을 언급하는 상호관련

된 場으로서

(Zusarnme따뻐19) 과 통한다. 상호 관련 아이디어

한 것은 리터가 최초이다 14)

는 리터 지리학의 저변에 흐르는 개념이라고 할

리터가 스위스 여행에서

수 있다. 그는 1811 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폴스터의
r小冊子J (Srnall W ri피19s) ， 헤르더의

생명력

‘地理的 領域’이 었다는 견해를 피력

얻은 경험은 2가지인

데， 하나는 길드려지지 않은 자연과의 직접 접촉

있는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대한 교육 개혁가 페스탈

著書， 홈볼트의 著書， 레오폴트 부흐의 노르웨이와

로찌와의 만남인데， 前者는 그를 合理論者에서 浪

랩란드의 여행기를 읽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독서

漫主義자로 변화시켰고， 後者는 크리스트교 신앙

덕분에 言語學， 歷史學 地理學은 그의 평생 연구

심을 갚게 하였다 15)

를 결정하는 삼위일체를 형성하였다.

리터는 1813 년 6월 귀국하였다. 마침 自由戰爭의

그 후 리터는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는

절정기였는데， 홀벡 부인의 바램을 받아들여 흘벡

제네바와 이탈리아 여행을 하였다. 당시 제네바는

의 차남 아우구스트를 데리고 괴팅엔 대학의 문을

이론과 장비 제조의 결합으로 근대 산악 탐사 중

두드렸다. 여기서 그는 지리학， 역사학， 교육학， 물

1993, “괴 테 의 멈 然世界 接近과 地理學에 의 寄與
1974, 前揚書， p.11.
14) 上揚書， p.11.
15) Sin띠1Uber， K. A., 1949, “Carl Ritter, 1779-1859," Scottish
12)

金在完，

地理敎育論集 제 30호，

pp. 80-91.

13) 水律一郞，

Geograph1떠1 Ma뿔zine，

7

•

VoL75, p.156.

Carl

Ritter 의 著書 Erdkunde 에 담긴 地理思想과 韓國에 대한 記述 考察

리학， 화학， 광물학， 철학， 법학 강의를 수강하였다.

差異가 역사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특히

펌머링의 추천으로 리터는 이 屆指의 괴팅엔 대학

地球t 에서 各 大陸의 分布(水半球 · 陸半球)와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제네바와 괴팅엔에서

形觀(水平願節)와 構造(重直映節) 둥에 관련하여

의 생활은 그에게 언어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킬

고찰하였다 17) 그러나 리터가 헤젤과 크게 다른 점

기회를 주었고 문학， 역사， 자연과학， 특히 지리학

은 고찰의 대상인 데， 헤젤이 끝까지 地理를 통하

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하였다 16) 괴팅엔에

여 A 間精神 本然의 상태를 탐구한 반면에， 리터

서 지금까지의 자료를 정리하고， 지리적 제현상의

의 관심사는 歷史와 地理의 關係 그 자체이었고，

체계화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리터는 평생의 大作

여기서 제유형에 관한 ‘比較’ 方法이 ‘關係’ 學으

Erdkunde의 집필에 착수하고， 이어서 1817년 제

1

로서 地理學 方法論으로 등장하였다.얘) 1820년 베

판의 發刊에 이르렀다. 이 책의 출간으로 지리학

를린 대학의 전임강사로 초빙된 리터는 대학교수

은 비로소 과학의 지위를 공인받게 되었다

(F때 professor) 로 임명되어 평생동안 지리학의 근

그는

페스탈로찌

學校의

校長，

바이마르

대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전념하면서

그의

(W많nar) 王如의 敎師， 김나지웅 교사를 역입하고

Erdkunde 19卷， 20，()(X)페이지를 출판하기 시작하였

1819년 9월 두더쉬타트(Duderstadt) 의 누이집에서

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랑케(L.

릴리 크라머 (L패 Kramer) 와 혼인하였다.11 월에

von Ranke) 가 베를린대학에 초빙된 때도 비슷한

r入門書J(Vor떠lle) 의 印빼가 끝났다. 이 책은 가장

시기인 1825년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아마 가장 평가받지 못한

리터는 1817년과 1818년에

Erdkunde

첫 두 권을

책으로 남아 있다. 그는 고향 프랑크푸르트의 市立

출판하고， 10년 후 1832년이 되어서야 아시아에 관

김나지움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1820년에는 쉬타인

한 2판을 출판하였다. 이어서 1833년부터 1859년까

(Freiherr von

St많1)

빌 헬름 홈볼트 (Wilhelrn

Humboldt) ,

戰爭史家

클라우제 비 츠 (C.

von

지 거의 매년 출판하여 통 19권 21 부를 출판하였

v.

다. 1859년 발간 책은 미완성인 채 남아 있다. 그

C1ausewitz) , 그나이세나우 (Gn않nau) 둥에 추천되

는 저술뿐만 아니라 육군대학에서 세계지리와 역

어 베를린 대학과 육군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었다.

사학 강의를 하였다. 그가 1859년 별세할 때까지

그는 1820년 4월 1 일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되기

40년 동안 베를린 대학에서

전까지 고통스러운 ‘過聽期’를 보내야 했다.

그 밖에도 리터는 프러시아 사관학교에서 전쟁사

講義 J

W. F.

였다. 그는 地理學과 歷史學의 科學協會의 일원이

Hegel)이 1822년부터 r歷史哲學

(Vorlesungen

보냈다.

를 강의했으며 사관학교의 연구 책임자도 겸임하

그런데 베를린 대학에서는 헤르더 철학을 승계

한 헤젤 (G.

강의하면서

었고， 프러시아의

ber die Philosophie der

알베르트 왕자의

개인교수이기

Geschichte) 의 序文에 「世界史의 地理的 基廳」

도 하였다. 대학에서 그의 강의를 듣고 지리학을

(Geographische Grund1age der Weltgeschichte) 를

공부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흉볼트가 전과

붙여 發刊을 시작하였다. 헤겔은 여기서 자연환경

학계의 황제로서 지낸 반면에， 리터는 많은 제자

을 高地 · 씀地 · 핍海地의 類型으로 나뉘 었는데，

를 기르고， 그의 사상을 계속하여 발전시켰다. 이

리터는 이 방법을 답습하여

멈然環境(특히 地勢

점에서 리터는 홈볼트보다 훨씬 큰 영향을 지리학

高原 · 山地 • 低地 · 山麗의 4類型)과 A 間活動과의

에 남겼다. 리터의 강의는 저서의 불명료한 문체

關係를 地域間의 比較를 통해 검토하고， 地理的

와는 달리 매우 뛰어나고 영향력을 지년 것으로

16) Tro11, c., 1960, “The Work of Alexander von Humlx>ldt and Carl Ritter," Advancement of Scienæ, VoL1 6, No.4, p.449.
17) 野間三郞， 1952, 地理學 m歷史 k 方法 :A 文地理 -tf ~ -j-- )v , 大明堂， p.1 56.
18) 上揚書， p .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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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고 잘 조직된 것이었다.

2.

1-38.

리터 t也理學의 思想的 背景

그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폴란드의 지리학에
대한 지적 추구를 자극하였다. 리터의 제자 중 유

그의 지리 사상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명한 인물로는 엘리제 르클뤼， 빼트로비치 세메노

성립하였기 때문에 리터의 지리사상을 이해하기는

프-티안싼스키， 제프레모프， 아놀드 기훗， 프레데

쉽지 않다. 여기서는 리터의 지리학에 영향을 미

릭 드 루즈몽，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 폴 비달

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우선 딩然

드 라 블라쉬， 알랙세비치 크로포트킨 왕자， 드미

地理學者 흉볼트 (Humboldt) 는 리터 지리학 자체

트리 니콜라예비치 아누친 둥이 있다. 엘리제 르

의

클뤼는 1849-50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리터의 강의

리터는 흉볼트의

를 들었고， 1856년에 r地球』라는 제목으로 2권의

學) 搬念을 수용하였다. 또한 흉볼트의 남미 산맥

책을 썼는데 리터의

에

외에

그는

巨作인

영향이

많이 보인다. 이 책

r 新世界地理 J (Nouvelle

19 권으로

출판하였다.

리터의

확립과 체계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統-體’ 職念과 ‘類型學‘(體生

대한 연구는 리터의

r地理學J (Erdkunde) 에서

산맥체계를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Geographie Unive얹lle) 라는 책을 1876~94년에 걸
쳐

방법론의

또한 리터는 18世紀의

멈然哲學의 영향을 강하

지려학

게 받았다. 리터에게 영향을 준 자연철학자는 칸

(Erdkunde) 과 권 수가 같다. 기 훗은 리 터 의 가장

트 (Kant) , 헤르더 (Herder) ， 뷔싱 (B sc바19) ， 웰링

뛰어난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Sche바19) 등이다. 현재까지 헤르더나 칸트의 영

멈然地理와 地質學 교수로 재직하며 리터의 사상

향은 무시되거나 만족스럽게 평가되지 못하였다.

을 고수하였다. 또한 리터는 러시아 지리학회의

칸트의 리터에 대한 영향은 헤르더를 중계로 이루

창립에 기여를 했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는

어졌다.

언급한 티얀스키， 세메노프， 아누친 둥이

먼저 리터의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헤르

다. 역사가 페르디난트 그레고르비우스 r獨速 A 의

더 사상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인문지리학

위에서

노래」의 著者 하인리히 호프만 폰 팔러스레벤， 정

에 대한 헤르더의 영향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치경제학자 빌헬름 로쉐， 바바리아왕 막시밀리안

수 있다. 첫째는 제 민족의 부분적 고찰에서 인류

2세 둥이 있다. 그 외에 강의를 경청한 사람은 알

를 종합적 관찰으로， 둘째는 우연한 주석에서 하

핵산더 폰 흉볼트， 헬무트 폰 볼트케， 칼 맙스， 시

나의 총괄적 서술로， 세째는 단편적 세계사에서

인 빌헬름 라아브， 막스 스티르너， 프러시아 장관

진정한 인류사로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19) 그는 인

알브레흐트 폰 룬이다. 이런 변에서 리터가 후세

간 및 역사의 자연조건에 의존성을 한충 광범위하

에 미친 영향은 그가 저술한 방대한 저서에 의해

고 포괄적인 안목을 갖고 고찰하였다.

서만 아니라， 그가 양성한 수 많은 제자들에 의해

리터는 헤르더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인간과

자연의 밀접한 결합으로 생기는 현상을 지리학의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알렉산더 폰 흉볼트가 먼저

연구분야로 제시하였다. 헤르더는 리터의 신학적

遊去하고， 이어서 4개월 후 칼 리터가 80세를 일

목적론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는 데， 그는 인

기로 9월 28 일에 遊去하였다. 1 년 사이에 지리학

류사의 목적은 인간성의 실현이라는 전제하에 이

의 두 巨 E 이 무대를 떠난 것이다. 같은 해 찰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神은 A 間에게 양示를 줌

다윈의 r種의 起源 J (1859) 의 저서가 나왔다. 이럼

으로써 역사의 내적 동인이 되고， 또한 자연은 인

으로써 지리학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역사의 외적

1859년 5월 6 일에

19)

飯흙浩二，

1935,

“地理學史 m 諸問題 (1) ," 地理學評論， 第 11卷 第 10號， p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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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 역사 등 모든

뷔싱 (Anton Friedrich Büsching) (1 724-1793) 은

것이 자연에 내포되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는

신학자， 지리학자， 교육자인데， 개인적으로 지리학

유기적인 자연관을 주장하였다.

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근대

또한 헤르더는 피히테， 웰링， 헤켈 등의 영향을

받아

지리학의

‘統合體’로서의 지구를 목적론적인 견해와

스트라보 (Strabo)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지지서를 저술하였는 데， 그 가

연관시켰다. 그리고 그는 심충적인 연구가 자연에

운데

서 神의 計劃 (di때le design) 의 증명으로 이끈다고

Erdbeschreibung) (1754) 이 다. 그의 지 역 지 리 학 연

주장하고， 지표에 관하여 정보의

구에서 중심 주제는 A 間인데， 宗敎的-神學的 性

확대와 수집을

요구하였다 20) 또한 헤르더는 역사학의

기초로서

대표적인

格이 강하다.

地誌書가

r新地球記述 J (Neue

뷔싱이 생태적 접근보다 자연에 대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한 인간의 영향에 중심을 둔 점은 칼 리터와 유사

에서 환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하는 것이

하다. 그러나 리터는 뷔싱과 달리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 r歷史哲

관련하여 자체가 중요하며， 인간은

學思想~J (Ideen zur Phil∞ophie der Ges대ichte) 에 서

혹은 A類를 위 한 ‘敎育場’ 으로서 부여 된 자연세

인간이 식물 혹은 동물인한 그는 자연에 종속되지

계에서 자연 자원을 이용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않으면 안되고， 각 동물이 요소， 기후 둥의 본질적

있다고 주장하였다 22)

멈然이 인간과
‘居住地’로서

인 居所를 가지고 있는 것같이 인간도 그들 땅에

헬링(Sche바19) 의 멈然哲學은 有機體的 自然觀의

서 양육된 민족에게 땅은 소중하고 땅으로부터 멜

組織化이다. 그는 칸트와 피히테 두 사람과 대립하

수 없음을 느낀다고21)하였다. 여기에서

면서 浪漫主義者로서 우선 스스로 멈然에 대한 흥

헤르더가

사용한 기후(Klima) 개념은 넓은 의미의 자연환경

미를 갖고， 그것을 독일 국민 과학에 주입하였다.

또는 風土를 의미한다. 즉， 인류도 생물과 마찬가

또한 그는 自然科學과 哲學의 유대의 절단을 막고，

지 로 지 구라는 一全體 부분으로서 존재 한다는 것

素朴한 經驗論이나 사실의 평범한 집적에 완강히

이다. 헤르더의

반대하고， 哲學的 형想을 완전히 배제하였다펀)

영향을 받은 리터는 한편으로 자

연과 인간의 상관관계， 다른 한편 인간과 인간의

근대 지리학의 탄생과 19세기 전기 낭만주의 사

역사 사이 상호관계에 관심을 갖고， 지표의 모든

조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헬링과 리터

현상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

가 활약하던 19-世紀는 前期 浪漫主義 思i朝가 風摩

하여

노력하였고， 지구를 有機體로 보아 大陸과

하던 시기이었다. 이 시기 동안 헤르더류 둥의 장

國家들을 부분들의 관계에 의해 결합된 단위 혹은

대한 유기체설적 세계관을 매개로서 지리학이 성

‘개별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리터의 사

립하였다.A 間과 엄然과의 直觀的인 交感， 歷史와

고는 헤르더 (Herder) 의

그 무대의

영향하에

인류사와 지구

目的論的 統一， 그것들이 당시의 낭만

(Erdnatur) 의 관계를 맴돌고 있었다. 위에서 본 바

주의 사조의 매개로서 지리학 영역에 심겨진 것이

와 같이 헤르더가 리터의 지리학 사고에 가장 큰

었다. 리터가 지구에 갖추어진 자연적 제 요소가

20) Bowen, M. , 1981, Empiricism and Geographical Thought : From Franαs Baαn to Alexander von Humboldt, Cambridge
Ulliversity Press, p.217.
21) Schwind , M. , 1960, “ Die Ge땅ap비schen ‘Grundlagen’ Der Geschichte bei Herder, Hegel und Toyn뼈，" Erdkunde,
Band X N, Heft 1, S. 6.
22) Büttiner, M. and Jäkel, R., 1982, ‘ Anton Friedrich B sching 1724-1793," in T. W. Freeman(ed) , Mansell Publishing
Lirrúted, Geographers BiobibHograpm떠1 Studi양， VoL6, pp.7 -15.
23) 飯훌浩二， 1936, ‘地理學史 m 諸問題 (2) ，" 地理學評論， 第 12卷 5號，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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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제민족의 이동， 그들의 법률이나 풍속 및 지구를
무대로 하는 주요한 역사적 현상 일체에 미치는

또한 18世紀末의 괴팅엔 대학 중심의 純햄.地理

요소의 영향’을 지적하는 경우에 이 A 間-自然 關

學 運動은 리터가 근대 지리학을 성립하는 토대를

係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준비한 것은 이

마련하였는데 도움을 주었다. 순수지리학 운동의

낭만주의적 해석이라고 생각된다.찌)

가장 큰 공헌은 바로 국가의 경계， 그 영역을 대

괴테는 독일 최대의 문호로 유명하지만 한편 위

신할 자연적

경 계.

‘地域統一體( Erdraurneinheit) ’

대한 자연과학자이었다. 그는 사물과 현상을 보고

개념을 발견한 사실이다. 이 운동의 가장 두드러

관찰하는 방식과 기술에서 리터에게 영향을 주었

진 특징은 그 이전까지 주로 지역을 구분하여 기

다. 괴테의 관찰 방식은 체계적 관찰에 기초한 것

술하는 데 있어서， 주로 政治 · 行政的 區分을 토

이 아니라 경험을 뛰어 넘어 일반화로 진행시키기

대로 하여 연구해 오던 전통에서 벗어나 보다 실

위하여 전체로서， 몇몇 전체로서， 대 전체로서 현

제적이고 불변적인 자연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하

상의 내적으로 구상된 이해에서 출발하여

‘根源現

여 지역을 구분하려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는

象’까지 밀어 부쳐서 마침내 전체의 근본 원리에

점을 손꼽을 수 있다 26) 순수지리학 운동에 관계한

도달하는 것이다.영) 즉， 자연의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프랑스의 뷔아세 (Buache) ，

대상물을 보고 다

루는 괴태의 방식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전체 관

독일의

찰에서 부분 관찰로 진척시키 나가는 것이다. 이

초인네 (Zeune)

가터 러

(Gatterer) ,

호마이 어

등이다. 특히

(Hommeyer) ,

초인네와 뷔아세는

연구 방식은 범然哲·學에 기초한 방식이고， 리터의

하천유역을 지 리적

아시아 지역구분도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는 지역을 구성

그리고 이 지역구분 방식은 헤트너의 지역구분에

하는 제현상의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

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지리 사상은 r詩와 훌

였다. 그라뇌 (Gr따lÖ) 의 기술에 의하면，낀) 純뽑地理

實J

學派 以後에도 뷔허 (Bucher) 와 빌헬미 (Wilh바ni)

이

(Wahrheit und Dichtung) , r 西 東 詩 集 』

(Westöst1icher Diwan) ,

r빌헬름 마이스터

遍歷時

地域統一體 (Erdraurne바leit) ’

둥이 국가의 경계와 다른

바뀌지 않는 멈然地域

代J (Wanderjahre) , r色彩論J (Farbe피ehre) 등 저서

(natürliche

에서 많이 눈에띈다. 특히 r 이탈리아 기행』에서는

한다. 이들의 사고 가운데 자연지역 구분과 지역

그가 본 것과 체험한 것을 기술하였는 데， 이 것

구분에서 계충성 개념은 리터의 지지 기술에 큰

은 후의 수 많은 여행 기술의 원형이 되었다. 그

영향을 주었다.

Länder) 으로 지 역 구분을 주창하였다고

리고 그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식물을 보고 관찰한

그 외에도 어릴 때 영향을 준 루소와 페스탈로

‘根源現象’ 개념은 칼 리터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

찌의 교육사상이 그의 지리학 체계 확립에 지대한

다. 그 외에도 괴테는 자연지리학에도 관심을 갖

영향을 미쳤다. 페스탈로찌의 교육개혁 아이디어

고， 지형을 연구하고 논문을 내기도 하였다. 리터

는 리터로 하여금 지리 교수법의 문제와 지리 연

는 이탈리아 여행 중에 괴테의 r色彩論』을 읽었

구 방법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野間츠郞은

고， 항상 괴테의 시집을 갖고 다녔고 또 유명한

페스탈로찌의 지리학에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

r빌헬름 마이스터 편력시대 j 를 불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괴테와의 종교적인 차이 때

24) 上揚論文， p.25.
25) von Schrnitthenner, H., 1937, “ Carl Ritter und Gæthe,"
26)
27)

1992, 전게서， p.l 32.
戶田秀雄， 1932, ‘景觀區分{二關才장一考察

Geographische ZeilÆhnft,

이희연，

地理學評論， 第 8卷， 第 3號 .P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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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탈로찌는 A 間 本性(Menschennatur)의 내부적 힘

대 저서인 Erdkunde를 저술한 것이다. 따라서 필

의 개발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육은 ‘A間

자는 이 책에서 리터의 지리사상을 엿볼 수 있다

엄然(Menschennatur)’의 깊은 지식 위에 성립해야 하고，

고생각한다.

교육 기술은 ‘엄然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

페스탈로찌가 지리학에 강하게 영향을 준 분야는 교과

로서의 지리학의 취급방법이다. 그롤 통해서 ‘純*후엄然地

1IT.

Erdkunde 속에 담긴 地理思想과
릅鐵體系、

誌’ (rein physische 타dbeschreibung) ’ 개념이 지리 교수법
에 들어 가게 된다. 直觀은 모든 인식의 절대적인 기초로

서 인죠멸 포함하는 전 분야 일상경험의 범위가 인간의

1.

i함動섣思考

교육에 필요한 모든 수ε멸 제공하는 것이었다.... 인간
자연의 불변， 영원의 법칙에 기초하여 행하려는 그의 순

칼 리터는 일생 동안 많은 책을 저술하였으나

수인간의 형성은 불변의 자연에 주어진 지표에 의해서 지

그의 지리사상과 방법론올 포팔적이면서 가장 깊

지의 기준을 구하려는 지리학의 움직임과 조응한다..

이

또한 페스탈로찌의 교육 사상은 지리학에 있어서 지표의

(Kosmos) 와 比眉되는 地理學 (Erdkunde) 이다면 地

모든 현상의 통일을 구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센

理學 (Erl따runde) 은 그의 대표적 저서이고， 지구 각

있게

투영시킨

저서는

홈볼트의

宇庫誌

지역(유럽은 제외)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대상
또한 페스탈로찌 방법 원칙은 자연 스스로가 인

으로 그 지역의 土地와 事象에 대해 논리적 셜명

간에게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순수하게

을 행한 뛰어난 世界誌로서， 1817년 1 권을 시작으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여 모든 측면에서 정신의 계

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1859년까지 총 19권

시까지 계속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29) 리터는 생

을 집필하였고， 그 분량은 총 2만페이지에 달한다.

생하고 깊게 이것을 수용하였고， 이것은 그의 지

그리고 이것은 전 地理學 文歡에서 단 한 명의 저

리학의 방법에 큰 자극을 주었다. 페스탈로찌 방

자에 의해 쓰여진 가장 방대한 책이다. 다만 이

법의 영향으로 리터는 r 일반 지리학의 편람 : 학

책의 분량을 넘는 방대한 저서는 그의 프랑스A

문으로서

弟子

지 리 학의

성 립에

allgemeinen Erdkunde

여er

기 여 J (Handbuch

zur gr ndung der Geographie als

der

Elisée Reclus(1830-1905) 의

r新 世界地理學j

ein Beitrag

(Nouvelle G∞，graphie Universelle) 19권 이 다. 이 책

Wis똥nschaft)

은 1876-94년에 걸쳐 파리에서 출간되었는데， 리터

die Erde

(181이라 불리는 일반지리책를 저술하였다. 이 연

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리터의

구는 그의 생애 저서의 뿌리가 되었다.

Erdkunde는 삽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르클뤼 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리터의 지리사상은

서에는 수 백개의 스케치 지도， 지도， 삽화가 들어

당시의 풍미했던 많은 사상의 영향 하에서 이루

있어 실제 분량에는 리터의 Erdkunde가 르클뤼

어진 것이다. 그의 지리사상에 영향을 준 사람을

저서를 능가한다.

손꼽는다면， 우선 홈볼트， 헤르더， 뷔싱， 젤링과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변에

있어서

같은 자연철학자들， 뷔아세 동 순수지리학파， 괴

Erdkunde는 근대지리학의 발천을 위한 여러 가지

테， 교육가 페스탈로찌 퉁이다. 리터는 이들 사상

개념을 담고 있다. 즉， 중세지리학의 기독교적 세

을 받아들여 자신의

계관을 基輔으로 宇固와 世界에 대한 百科蘇典式

방식으로 이들을 용해하여

28) 野間三郞， 1962, 近代地理學 m 湖流， 大明堂， pp.1 49-15 1.
29) von Schmitthenner, H., 1937, op. ó t., S. 170.
3이 野間三郞，

1962, 前揚書， p.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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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記述하던 宇固誌、 (KosmograpÌÙe) 의 성격을 극

딩然體系’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복하고， 18~' 1!}世紀에 걸친 諸科學의 전문화 내지

‘一般的’ 은 地球의 記述을 말한다. 그것 이 모든

독립화 경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방법론에 의해 서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관계

술된 地理書였으며， 또한 중세 이후 神政的 國家

없이 지표의 각 부분과 각각의 지표 형태와 관계

哲學이 후퇴하면서 성립한 단위국가의 기술형태를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바다에 위치하건， 육지에

띤 政治誌、로서 지리학을 극복하고자 대두된 한충

위치하건， 문명국에 위치하건 동퉁한 관심으로 그

근원적인 지지 기술의 대상으로서 自然地域에 대

것들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하면 자연의

한 연구를 주창한 괴팅엔 대학 중심의 순수지리학

모든 필수적인 형태의

(Neue Geographie) 운동의 연구성과 및 다양한 논

담然體系를 고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리를 체계적으로 수용한 저술이었다 31)

‘比較’ 라고

Erdkunde

말하는

기본유형으로부터 우리는

경우

그는

比較解휩j 學

(vergleichende Anatomie) 과 유사한 비교과학에서

는 당시 여러 지역에 대하여 풍부한 자료를 기초

로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 지리학의 기초가

‘比較’를 염두에 두었다l'i) 펌머링과 갚은 교우관

되는 일반과 비교， 지리적 개체， 공간과 지역， 지역

계에 있었던 그는 펌머링을 통해 해부학 방법론으

의 고유성， 지역적 원리，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결

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지리학을 지구의 생리

합관계 둥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 비교해부학으로 부르고， 山水， 永河 둥을 地球

리터의

신방법론 핵심은 공간개념， 비교-일반의

特珠의 器官으로 지구에 대하여 독특한 기능을 갖

방법론， 그리고 지역 설명에 있어 역사적 요소와

고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예는 단적으로 이

목적론을 결합한 점이다 32)

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비교해부학에 있어서는

각종 동물의 기관의 형태의 비교를 통해 동물의
1)-般 및 比較方法論

체계를 밝힐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사고는 리터가

Erdkunde의 副題 “A 間에 대한 담然과 歷史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연철학의 목적론적 견

의 關係 : 一般 比較地理學”은 18세기 이래 문제

해를 넘어 實證的 形態學 내지 類型學的 方法이라

가 되어 온 것으로 오늘날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 말 할 수 있다. 즉， 리터는 이 ‘比較’라는 말에

리터는 그의 “一般 比較 地理學”을 명백히 自然地

서 단순한 철학의

理學이라고 부름으로써 18세기 후반의 경향을 따

내지 類型學의 방식을 구상하였던 것이다.킹)

입장을 넘어 지리학에 形뺀學

랐으나 자신의 지리학 자체가 물리적， 화학적 힘

한편 일부 사람들은 자료의 비판， 음미가 비교라

뿐만 아니라 인간적， 이성적， 도덕적 성질을 포함

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대별로 일정 지방의 자료

하기 때문에 일반 비교지리학이라고 그의 연구를

를 배열하는 것으로부터 어느 지방의 시대적 비교

명명하였다펀 여기서

‘일반적， (allgemeine) 은 단순

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비교라고 하는 사람도

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은 법칙적인 것， 즉 構成物

있다. 하르트손은 리터가 자신의 선배 地理學과 차

의

‘基本型’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별을 두기 위하여 比較地理學을 사용하였다고 말

31)
32)

上揚書，

33)
34)
35)

36)
37)
38)

‘地理學의

pp.l36-137.
p.l 43.
Beck, H., 1979, op. cit., p.87.
Ibid., pp.87-88.
野間三郞， 1962, 前揚書， pp.66-67.
依田豊， 1927, 7 Á #)(; 1- è: 1) 、") T)ν( 下) , 地理敎育， 第 7卷 第 5號， p.40.
水律一郞， 前揚書， p.l 5.
Hartshome, R., 1939, ‘ The Nature of G∞graphy，" A. AA.G., VoL 24, Nr. 3, 4, p.59.
上揚書，

,‘

‘

Ca r1 Ritter의 著書 Erdkunde 에 담긴 地理思想과 韓國에 대한 記述 考察

하였다 38) 위와 같이 비교지리학 내지 비교 방법에

몇몇 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각 학문으로부터 나온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이해하기 쉽고， 방법론적으로 부정확한 덩어리로

페셀 (Peschel)에 의하면 ‘比較’라는 의미는 당대

제공하고 있다.

지리학이 비교를 게을리하고 평면적 서술에만 그

2단계는 모든 관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비교

치는 경향인데， 19세기 초 대규모 과학 개혁 흐름

하는 比較 段階 (compara디ve

에 따라 하나의 비교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찰하기 쉽게 만드는 보편적 비교 방법이다. 리터

갖고 있었고， 그가 보는 바에 의하면 리터의 비교

의 (6장의 유럽 지도> (Sechs Karten von Europa

는 여러 대륙의 형상 비교에만 그쳤다 ll) 그는 리

ber Producte , physicalische Geographie und

터가 사용한 ‘비교’ 용어는 비교법을 의미하는 것

Bewolmer dieses Erdthei1s) (Sclmepfenthal,

이

상사성

2단계의 특색을 갖고 있고， 완전히 國家地誌、 내지

(homologies )를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필자의

統計地誌、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여 유럽을 인과

견해로는 페셀은 지형학자로서 리터의

적으로 파악하는 인과관계적 사고도 엿보인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제

형태의

‘비교’라는

용어를 지형학의 입장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1806) 는

3단계는 모든 가능한 조건들， 전체의 결과， 자연

그런데 근래 압축되는 견해는 비교 용어가 페스
탈로찌의 학문 연구방법에서

stage) 로서 재 료를 통

연유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이 표출하는 모든 관점으로부터의

자연의 필연적인 경로에 의해 구축된 체계가 형성

다음의 기술은 벡(Beck) 의 견해를 옮겨 본 것이

되 는 일반적 인 단계 (genera1

다 40) 리터에

자연에 존재하는 것처럼 일반 체계의 확립을 말한

있어서

‘比較的 方法’ ( vergleichende

stage) 이 다. 즉， 그것 이

Me삼lode) 은 지구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넘어 한

다. 리터는 2 단계와 3 단계의

단계 높은 과학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이 비교적

연구를

지리학으로서

그의

‘일반 비교 지리학’이라고 불렀다. 3단계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스탈로찌 방법

에서 드러난 것은 모든 가능한 조건 하에서 보편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比較 方法’ 은 그 당시 유

적으로

행하는 경향과 일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allgemein Gesonderten nach allenm chlichen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그들 자

B어ingungen) , 즉 인간이

신의 연구 방법을

인정되는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 (das

아닌 「自 然J(Natur)

자

‘비교’ 라고 불렀다. 리터는 비

체가 명령하는 전체의 견지로부터 「自然」의 필연

교 아이디어를 스위스의 이페테른(Ifetem) 에서 페

적 추이에 의한 構成이라고 부를 수 있는 全體의

스탈로찌로부터 얻었다. 이 사실은 이미 젊은 날

結果 (das Res띠.tat

리터의 r스위스 日記』에서 엿볼 수 있다.

개별적인

사실들을

얻는

초보적인

단계

(elelmentary 앞age) 로서 전체적으로 분류 정리된

帶를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독일 자연철

학의 테두리를 넘어 근대 실증과학으로서 성격을
갖게 되었다.

재료에 대한 초보적 인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침으로써

학문이

G때zen) 이 다.

결국 리터 지리학은 종래의 便覺地理學와의 連

과학의 순수한 방법론에는 3단계가 있다. 1 단계
는

des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리고 벡 (Beck) 은 리터의 비교지리학은 역사

지리적 방법과 그의 공간관계이론에 기초한 時間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개팔적으로 설명하는 단계

圖式의

(Stoff-Ubersicht) 이 다. 리 터 의 著書 중에서 이 단

지리적 관계이론은 단순한 기술을 피하고 엄청난

계에 머무른 것이 r유럽 地誌J(l804) 이다. 이 책은

양의 지리적 자료를 극복하기

1935, ‘地理學史 m 諸問題(1)，" 地理學評論， 第 11卷 第 10號， p.1 4.
&•(, H. , 1979, op. cit., p.1 11.
41) Beck, H. , 1979, op. cit., p.1 18-119.

39)

飯훌浩二，

결과로 보았다. 그의 공간관계이론 혹은

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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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覺’으로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도입하려고 시도

속하든， 혹은 어떤 형태 (Formen) 로 구성되든 지상

한 것이다꺼) 후대의 지리학자들은

에 충전되는( irdisch

‘비교’라는 의

하였다. 즉， 리터는 地理學의 대상을 ‘현間의 物質

미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많이 해석하였다.

的 充瓚’

2)

erf llte) 한 다루어야 한다’ 고

(Dinglich Erf llung der Erdraum) 이 라고

정의하였는 데 이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間(Ramn) 觀念

구체적인 지역의 의미를 갖고 있어 景觀이라기 보

고대 지리학은 2가지 방면으로 나란히 진행되었
는 데， 하나는 톨레미 (Ptolemy) 의 地圖의 數學的

다는 오히려

固훨과 補修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라보 (Sσab이의

‘地域相’ 觀念과 가깝다 45) 近代 地理學은 바로 물

토지의 자연과 주민에 대한 기술이다 42) 스트라보

질의 충전된 어떤 지표 공간을 그 종합성에서 전

의 전통을 이은 사람이

체 로서

바로 칼 리터이다. 그의

‘景域’

혹은

고찰하는 것 이 다.

‘地理的 複合體’

또는

‘地理的 複合體’

휴은

가장 큰 성취는 空間을 강조하고 공간의 지리적

‘地域相’

개념을 처음 사용하고， 지역， 개별지역의 특이성，

그는 자연경관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식물경관

지역들 사이 관계에 의거 지표의 기술을 처음 시

이고， 이것이 자연경관의 종합적 표현으로 보았는

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Erdkunde의 序言에서 地

데， 리터는 그것을 인문지리학에 도입하였다앤)

理學을 다음과 같이 정 의 하고 있다.

觀念은 흉볼트가 사용한 개념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單純한 定義는 중대한 의미를 갖

고 있지만 또한 難解하고 多意的이다. 리히트호펜
이

지리학은 특히 지표룰 다루는 것이고， 또한 지역성의

리터의

정의를

받아들여

‘物質的

充瓚’

상호 기재 및 관계도 취글한다는 점에서 역사와 구벌된다.

(마19liche Erfi피ung) 으로 해석을 시도했는 데

리

역사학은 사건의 상관 내지 사물의 관련과 발전을 연구

터가 생각하는 地表의 諸現象 즉 海洋， 大陸， 山폼，

기술하는 것이다.잉)

河 JII ， 平野， 動植物， A 間(塵業， 聚落， 文化， 歷史)

은 ‘物的’ 가운데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다. 즉， 헤
또한 그가 이러한 一般-比較 類型學의

르더의

대상을

‘風土’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지표에 한정한 것， 이것은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하트손 (H따tshome) 는 리터의 정의

다. 그가 이 정의를 내린 이래 지리학은 그 대상

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의

논의에서

미혹되지

(Richthofen) 이 다시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드디어

아니고， 또한 지표에서 발견되는 대상이 걸코 아니고， 오

지리학은 전문화의

된 것이다.

히려 지표의 지역이 서로 관련되고， 또한 지구와 관련된，

결국 그 이후 지리학의 행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지역을 채운 현상으로부터 나타난 특이한 성격에 따라 연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리터는 나름대로 지리학

구되어야 한다.‘7)

다음과

같이

(geographische
間을， 그것이

42)
43)
44)
45)
46)
45)

수용한

이러한 地誌的
지표는 그 것의 단순한 구분처럼 스스로 연구되는 것이

을

立場을

않았다.

리 히 트호펜

( chorogische)

시대로 접어들게

정 의 하고

있다 44)

‘地理科學

Wi앓nschaft) 은 주로 地表의 諸호
地上的으로 (irdisch)

어떤

리터의 정의는 그가 계속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담然界에

‘事物 存在의 同時的 1#存로서 地表面’을 문제화

Dickin9Jn, R. E. , 1969, The Makers of M여em Geography, p.3.
機뼈 優， 1933， “地表 t:: 關才&地城科學 èL -C{j)地理學

Dickin 9Jn, R. E. , 1969, op.

地理學， 第 1卷， 第 2號，

cit. , p.86.

授邊 光， 1933， “景觀發達 k 景觀分析(下)，" 地理敎育， 第 17卷， 第 6號，

p.35.
1930, “A文地理學φ特性 地理學評論， 第 6卷， 第 7號， pp.218-219.
Hartshome, 1939, op. cit., p. 57.
線貴勇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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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하는 데서 역사학과 구별된다. 바야흐로 地理學은

A 間과 自然의 關係를 파악하는 방법 자체가 ‘有

전통적인

機體的 全體’의 擺念인데， 이 개념은 리터가 헤르

‘地球의 學問’을 잘라 버리고， 다양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표의 연구에 매이고， 그

더， 괴테， 헤겔의 사상으로부터 숭계한 것이다.

前方에는 확실히 근대과학의 一寶을 담당하는 길

이것은 자연을 하나의 전체 (das G때용)로 보는

이 열렸다.

철학으로 부분은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는 부분에

그리고 리터는 연구 대상을 확정한 후 지리학

잠자고 있다는 사고이다. 페스탈로찌나 흉볼트 사

의 연구 목적을， Erdkunde를 구성하는 局所적， 형

고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서는 자연과 인간 사이

성적， 물질적 세가지 요소의 결합 정도에 대해 領

에 절대적인 대립은 없다. 그런데 리터는 地域을

域의

두고

有機體로 보고， 그 部分의 個性을 파악하려고 하

있어서 뚜렷히 구분

였다. 왜냐하면 부분은 전체의 8훗節이고， 전체는

固定된 形觀， formell은 각 대륙의

어느 의미에서 부분에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여

原理 (räurnliche Prin깅p) 을 밝히는 데

있다 48) 즉， topisch는 地表에

되는 大陸의

變化 形뺀，

기서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관련하에서 전체성

다른 現象과 관련되는 한 각

에 관해서 관찰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부분의 척

지방의， 無機 · 有機 .A 間의 諸現象의 分布와 상

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리터는 지표의 일부분으

호관련이다.

로서

물 · 大氣 · 嘴火

둥 流動하는 것의

materiell은 地表의

領域의 原理는 다른 諸科學이 구하는 事物의 原

‘地理的 個體’

들고 있다. 이

(geographisches Individuurn) 를

‘地理的 個體’ 는 밖으로 자연 경 계

理 (sachliche Prinzip) 와 다르다. 확실히 각각의 事象

에 한정되고， 안으로 자연 경계에 조화를 保持하

은 자체의 法則을 갖고 있다. 그러나 地理學 考察

고 있다 50) 이와 같은 地域의 個體性 또는 固有性

對象은 諸事象이

에 관한 개념은 Zeune와 Forster의 思考에서부터

상호관련되고， 지표면의 특정을

짓는 것에 한정된다. 즉， 리터에게 중요한 것은 地

비롯된 것으로서， Kant의

表를 채우는 諸事象이 A類의 古據와 관계하고， 독

과 유사하다. 리터는 地理的 個體 類型을 大陸

특한 인간의 거주지가 되는 곳이다. 따라서 지표를

(Erdtei1e) 에서

한정하는 단원은 단순한 無機的 自然의 틀이 아니

영 역 복합체 인 상태 에 서 체 계 (Lndersystem) 를 인

라 다양한 자연현상과 인류의 발전 역사가 因果的

정하는 동시에 이것들은 단순한 딩然의 所與가 아

으로 서로 관련된 장소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니라 인간의 창조가 더해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단지 눈을 끄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무원리적으

‘全體性’

(Ganzheit) 개념

구하고， 각 대륙보다 하위

수준의

따라서 리터는 地域區分의 1 차적 분류단위를 대

로 배열， 기록하고， 지역의 내용을 소홀히 하고 단

륙으로 보았고， 각 대륙들은 유사하게

지 그 경계의 설정과 구분에 중점을 두었던 당시

있다는 연역적 기틀 위에 각 대륙 내에서의 2차적

의 所謂 ‘統計地理學 (Aggregatgeographie) ’을 거부

인 분류단위를 자연적 경계 즉 산지에 의해 세분

하고， 이에 대신하여

화하였다. 리터가 인식하고 있던 지역단위인 대륙

적인 총체적

‘내적으로 결합된， 한층 과학

형성되어

지리학 (G않amt-Erdkunde) ’을 구한

개념은 발생학적인 복합체라기보다는 개별적 단위

리터는 지역의 전체적 성격， 즉， 그 개성의 파악을

지역의 복합체였다. 바꾸어 말하면 상호연관된 현

중심문제로 삼았다 49) 그는 지역을 구성하는 개개

상들이 결속되어 있는 단위지역으로부터 귀납적인

의 현상과 지역 전체와의 관계를 유기적 부분과

과정에 의해 위계적으로 전체적인 구조와 특성에

그 전체

도달하는 개별적 단위의 복합체로서 대륙을 개념

48)
49)

관계로서

Dic닝nson，

이해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R. E. , 1969, op. cit., p.39.
Landschaft 0)懶念

松井 勇， 1937， ‘~.:L. )ι7]"

5이 縮實勇彦， 1잃0， “地理學::於&文化 m 意味

地理學評論， 第 12卷 第 4號，

地理學評論， 第 6卷 第 4號，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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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72.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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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그러나 방법적 고찰에서는 소지역에까

점차로 이것들을 정밀하게 흉내나는 순서를 취하

지

고， 그 卷末에 토지공간의 일반성에 미치고 있다.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地域

單一體

(Erdraume바leit) ’ 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방법론을

이 귀납적 연구틀은 서술에도 강의에도 철저하게

세우고， 제현상의 인과적 고찰 위에 과학적 지지

지켜지고 있다. 全地球로부터 土地갖間을 이끌어

를 건설한 공은 잊지 말아야 한다.

낸 과정은 Erdkunde 서문， 일반지리학 및 유럽 강

Hetlner는 지리학 연구 대상으로 첫째， 地理的

의에서도 보인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당시 당然哲

複合體나 體系(예 : 河川體制， 大氣個環， 賢易地域

學 思想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리터가 지구를

등) 둥을 이해해야 하며， 둘째， 공간적으로 배열된

하나의 유기체로 본 것과 대륙을 제 1 개체로 파악

다양한 현상집단 간에 상호의존도를 고찰해야 한

한 것은 헤트너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다고 하였다 51) 헤트너는 특히 개별적인 현상의 분

리터는 지구상 개체의 일반적 유도는 전체로서 대

포 자체는 그 지역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 거의 중

륙까지 머무르고， 헤트너처럼 地方， 景觀， 場所까지

요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른 현상들과의 상호

이르지 못한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리터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

의 Erdkunde에서는 중앙고지 · 계단지방 · 주변평

다. 이는 헤트너가 리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야 지방 및 해양으로 격리된 섬 둥을 2차적 자연

보여주는 대목이다. 리터와 헤트너의 멈然地域 개

지역으로 구성되었을 뿐이다.

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리터

리터는 엄然地域 區分의 구분 기준으로 지형으

는 아시아 序言 52) 에서 취급방법에 관해서 다음과

로 삼았는데， 이는 氣候 · 排水 · 動植物 둥은 지형

같이 밝히고 있다.

에 의존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었던 것

이다편 그러나 기후는 사실 지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도에 의존한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공간적， 즉， 특정 지역성의 개개의

것 가운데 엄밀한 방흥을 정하고， 그런 후에 상호의존하는

3) 地理學에서 歷史的 要素

집단 가운데 개별현싣뻐| 따라 힘의 작용 및 공간 범위 가

리터의 지리학에서

운데 법칙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또 다<y<한 집단을 결합시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리터의 地表職念은 停止

키는 각 지방의 물리적 관계 및 유기체나 생물에 대한 기

한 無時間의 平面은 아니다. 그는 지리학에

능 상의 관계 · 일반 기술· 구성법칙에까지 높여가야 한다.

서
즉， 그가 강조하는 것은 개별로부터

역사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있어

역사적 요소는 단지 地表의 性質이나 事象의

출발하지

사실내용을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역사적 고찰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방법만이 자연지역을

을 통해 비로소 토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

大著

다고 하였다. 그는 嘴火·地震·暴風雨 둥에 의한

Erdkunde는 실로 이 방법에 따르고 있다. 그 증거

규정할

자연의 변화 뿐만 아니라 大地 위에 서서히 일어

로 아프리카 경우 개관이 없고， 아시아의 경우 짧

나는 변화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Erdkunde에서

은 개관을 구성하고， 개개의

지형， 민족의 거주지 위치， 기후 기타 자연은 동일

48)
49)
50)
51)
52)
53)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경관에서 출발하여

cit., p.39.
1937, “ E 오 jν 1f Landschaft o)懶念 地理學評論， 第 12卷 第 4號， p.72.
縮實勇彦， 1930, 전게논문， p.46.
Dickinson , R. E., 1969, op. 따.， p. 118.
Erdkunde 제 2판， 제 2권.
縮貴勇彦， 1935, 地理學方法論， 地 A書館， p.l 78.
Dickinson, R. E. , 1969,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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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역사적 현상， 가

련시킨 증거는 Erdkunde 와 Erdkunde 첫 권 이후

령 민족간 전쟁， 민족 이동， 무역 활동 둥과 연계

1820년 유럽 국가 역사에 대한 r入門書J(Vor뼈lle)

되어 있다. 이것은 정확히 역사의 지리적 해석이

둥 여 러 곳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그의 1820년

다. 그의 Erdkunde에는 주요 상품이 되는 재배 식

저서에 나타나는 移動論 (Bew맹mg:허ehre) 은 그 후

물， 목재， 광물의 文化史와 經濟誌가 포함되어 있

리터의

다. 작물의 재배와 소비 및 교역에 관한 역사적，

(Moritz Wagner) 에게 계승되었다. 바그너는 1868

영향을 받은 지리학자 모리츠 바그너

지리적， 민족적 분포 전파라는 사실이라고 할 수

년

있는

‘生塵誌’

내놓았다. 이 이론은 그의 학생 라첼 (Ratzel)을 통

(prod뻐te따rund1iche Monographien) 라고 볼 수 있

해 더욱 발전하였다. 라첼은 그의 저서 rA 類地理

다. 리터에 의하면 여기서 생산물은 공업적 노동

學J( 시투트가르트， 1882) 에서 바그너의 이주법칙을

에 의한 산물로서 모든 인공물， 자연의 형성물， 광

인류 지리학에 적용하고， 이주법칙을 세계사의 지

물， 야생 동물， 야생 식물， 천연 산물， 재배작물， 가

리적 이해를 위한 기본이론으로 간주하였다.닮) 여

축을 포함한다 54) 그 예는 Erdkunde 13편 아라비아

기서도 리터의 라첼에 대한 영향이 보인다. 왜냐

기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록편에 아라비아 특

하면 리터의 Erdkunde 저술 목적이 바로 세계사

산물인 커피， 낙타， 대추야자의 원산지와 전파를

이해를 위한 지리적 기초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

기술하고 었다. 그는 커피가 원산지인 이디오피아

다. 또한 인구집단의 이동에 의한 역사적 변화의

에서 출발하여， 여기서 홍해를 건너

사실을 영역의 위치관계와 연관시켜 고찰한 것은

기록이

있다.

이것은

리터의

아라비아로

‘有機體 移住 法則’ 과 1870년

‘隔離 法則’ 을

전파되고， 이것이 다시 레반트(지중해 연안)와 투

라첼의 A 類地理學 (Anthro∞geographie) 에

르크 제국에 유입되고，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 사고는 20세기 전반에

고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전파뿐만 아니라 생산

는 헤 트너 (Hetlner) 나 쉬 미 트헨너

물에 대한 이용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의 민족이나 문화 이동에 관한 논문에도 받아들여

이러한 전파 개념은 그의 시대에 앞서는 개념이고

졌다.

있어서

(Schmitthenner)

공간적 개념에 대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이다

D 흉勳연 텀的論的 世界觀

또한 인간이 영위하는 文化景觀을 언급하고 있

Erdkunde의 밑바탕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

어 이는 후세의 경관 개념에 접근하는 것으로 20

은 종교적 •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여기서 목적론

세기 경관지리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한 예

은 지구 전체에 사는 각 민족의 도덕상 기능에 대

로 리터는 사탕수수의 확대에 대한 연구에서 지리

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고， 그의 사상의 역사학적，

적 변천과정을 심충분석한 공간 모텔을 만들었다.

지리학적， 교육학적 뿌리의 용해로도 볼 수 있다 56)

리터가 역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 목적론이 페웰이후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되어

아시아 연구이었고， 그의 지리적 연구는 역사 연구

왔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1815년에 쓰여지

를 위한 건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후기 저서로

고， 1817년에 간행된 Erdkunde 序文에 신앙을 강

갈수록 역사학에 대한 흥미는 더욱 더 강해졌다.

하게 강조하는 몇 부분이다. 그는 분명하게 다음

위와 같이 그가 역사학과 지리학을 밀접하게 관

과 같이 쓰고 있다 :

54) von Emst Plewe, 1979, ‘C떼 Ritters “Pr;여따ct.e띠runc피che" Monographien
irn Rahrnen s잉ner wissenschaftlichen
Entwicklung," Ge땅검phische Zeitschrift, jg. 67, Heft 1, S. 21.
55) Beck, H. , 1953, ‘ Moritz Wagner als Geograph," Erdkunde, Band lX, Heft 2, S. 126-127.
56) Troll, C. , 1959, “Das Alexander-v.-Humooldt-/Carl-Ritter-Ged chtnisjahr 1959," Erdkunde, Band 13, Heft 1, 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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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과학적으로 설명

자연체계롤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사실의 배열

은

하나의

거점을，

하나의

이 념적

2) , 1-38.

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리적 사실에

배경 (idealer

대해 리터는 g 的論的으로 해석하였다.

Hintergrund)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통해서만 경험

적인 것(Em pirische)을 관련시키고， 다양한 것을 죽이는 자
연체계에는 없는 통일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우주에서의 지구의 유일성과 독특성

이와 같은 이념적 배경 형성은 가설이라든가 이론이라든

둘째， 지구가 인간의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

가 혹은 그것을 어떻게 불러도 의식하든 아니하든 관계

다는칩

없이 인간측면으로는 전체에까지 도듭녕}지 못하는 것이다.

세째， 거대한 지리적 사실(-例 : 세계의 주요 대륙들
의 차이점 )511)

여기서 일컴는 ‘理念的 背景’ 자체는 신에게 통
한다고 그는 명 언한다. 또한

R. Dickinson 과

이상과 같이

o.

리터는 神學的 · 텀的論的 思考를

Howarth는 리터의 목적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바탕으로 하여 상호관련된 멈然과 A 間사이의 모

견해를 피력하였다.

든 현상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통일체의 질서와
법칙들은 신성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 수립될 것이
라는 관점에서 지리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지리학의 범위와 목적에 관한 리터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그의 목적론적 견해인

페웰 이후 리터의 목적론적 사고에 대한 강한

데，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반영에 불과한 것이

비판이 많았지만， 오히려 리터의 목적론적 견해를

지만， 그의 勞作 全體 性質을 규정하고， 그의 사후에 지리

옹호하는 입장도 만만치

학의 진보톨 가장 방해한 요인이 되었다. 리터는 지구를

이름에

않다. 리터에서

목적론

의해 불리어지는 것은 독일에서

헤르더

인류의 필요에 완전히 적합한， 가장 특징있는 부분에 이르

(Herder) 이래 우주 내지 지구에 대한 자연철학적

기까지 神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체라고 믿

전통일뿐이다. 리터의 목적론적

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육체가 정신을 위해 만들어진

귀착되는데， 즉， 인문현상을 신의 질서에 따른 것

것처럼 地球는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의 전체 勞

이라고 해석하는 점이다. 헤르더 (Herder) 의 歷史哲

作의 훌低에 걸쳐 있는 중심적 주제는 토지는 사람들에 있

學의 아이디어는 A 間을 자연의 발전과 함께 파악

견해는 헤르더에

어서 하나의 거주지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이 짜여지

하려는 것인데 그 곳에서 자연은 단지 所與로서가

는 자료 자처|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구성은 인류를 완전

아니라 자연을 생성하는 힘이 요구되고 있다. 그

히 길들이고 보호하기 위한 플랜에 명백히 부합하고 있고，

힘은 궁극에서

선이라고 불리고， 자연의

諸大陸의 分布와 形狀 그리고 그들의 상호 관련은 인류의

신의

이해된다. 이 사고는

이익을 위한 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문구가 비교

웰링(Sche바19) 의 최종 논쟁의 영향을 보여준다.영)

지리학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 그의 견해는 철학적인데 그

리터는 웰링의 영향으로 인간을 유기적 지역 단위

방법은 체계률 정비하는 의도는 있었어도 인과 관계를 추

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인간을 보는 것을 허락치

구하려는 의도는 없고 기계적인 것이었다.찌

않고， 인간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았다. 위에서 기

질서로서

질서는

담然神學者

술한 바와 같이 그의 목적론은 리터의 사상이 자
리터는 지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과학으로

연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 시대의 조류에 따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철학적， 즉 목적론적으

른 것이고， 이것은 리터 뿐만 아니라 홈볼트에도

57) 飯훌浩二， 1955, A 文地理學說史， 日 本評論新社， p.38.
58) Hartshome, R., 1939, op. 디t.， p.60.
59) 飯훌浩二， 1935, “地理學史 m 諸問題 (1) ，" 地理學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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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데， 굳이 리터만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29년에 브리태니카 百科難典에서
을 쓴 밀 (H.

‘地理學’ 부분

R. M퍼)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결국 리터의 목적론은 사실을 위반한 것이 아니
라 구성하는 원리가 아닌 조정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실제로 리터는 그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
어서

목적론적

견해보다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계획 (design) 논쟁 혹은 목적론은 크리스찬 신학자들

따른 분석에 치중하였다. 또한 목적론적 기초 관

사이에서 호의적인 추론 형태가 되었다. 目的論은 웰리

념에도 관계 없이 순수한 과학적 관찰이 실현된

(Paley)의 텀然神뿔에 의해 이루어진 바와 같이 지구의 모

경우도 과학사에 보이고

든 거주자들과 환경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목적성을 강조

초 관념이 리터 추론 전부를 절대적으로 왜곡시켰

이 경우에 목적론적 기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지구는 인간의 필요롤 충족

다고 속단하기 는 어 렵 다.없)

시키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쟁은 묵시

리터의 목적론적 사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

적으로 받아 들여지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거의 모든 지리

정적 평가가 반반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리터

학자들에 의해 공공연히 인정되었다. 칼 리터는 분명히 그

의 목적론은 헤르더， 웰링， 뷔싱 둥 당시 자연철학

것을 인정하고， 그의 통합원칙으로서 받아들였다Iil)

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 풍미했던 사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리터의 과학적 지리학 방법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목적론은 당시 지리학

지 방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인정되었다. 뷔싱 (Büsching)

위에서 리터의 Erdkunde 속에 담긴 지리학 개

이 리터의 목적론적 사고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념을 비교， 공간 개념， 역사적 요소， 목적론 셋으로

그는 18세기 후반 지리학자， 신학자， 교육자로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을 포함하여 리터의 지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에게 길을 여는

리적 개념을 총괄하면 7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63)

것이라고 말하고， 리터와 같이

첫째， 리터는 지리학을 선험적 이론이나 합리적인

지리학을 창조된

‘모든 것의 종합’으로 보았다.

원칙의 입장에서 기초한 과학이 아니라 경험과학

또한 Erdkunde 序文 속에 보이는 그의 세계관

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지상 현상의 공간적 배열

대해서만 비판하고， 同書의 본론 중 항목에서 보

에는 결합 (coherence ) 즉， 흉볼트와 리터가 말하는

이는 과학적

상호관련 (Zusarnme떠꼬ng) 이 존재한다. 세째， 지리

태도에 주목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

다. H. Wagner는 리터가 목적론적 세계관을 신봉

학은 지표의

지상물로 충전된 지역의

연구이다.

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도 개개의 경우에도 숙

네째， 지리학은 事象들이 지역에 함께 존재할 때

명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또한 라첼도

지표 事象과 관련된다. 다섯째， 리터는 지리 연구

리터의 목적론적 근본 관념이 리터의 전체 추론을

의 내용과 목적에 관련하여 통합적인 견해를 갖

빗나가게 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고， 모든 연구를 인간에 춧점을 두었다. 여섯째， 리

이 주목된다. 그리고 리터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터는 독특한 지리적 단위(Individuen) 개념을 갖고

신념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료 출처에 대한 그의

있다. 일곱째， 리터의 철학적 관점은 목적론적이다.

리빙스턴은 리터의 지리학에 대한 공헌을 다음

지리적， 역사적 평가는 순수한 과학적 과정이다.

60) Mill, H. R., 1929, Encyclo맹어jaB때m때， 14납1 eds (London : The Encycbpa어ja αmpany) ， Vol 10, p.1 47.
61) Bü따ler， M., and Jäkel, R., 1982, Anton Friedrich Büsching (1 724-1793) , in T. W. Freeman(ed.) , Geographers
Biobibho웰Iphi<갱15t따l업 Man sell, Vol 6, pp. 9, 13.
62) Ratzel, F., 1921 , Anthropogeographie 1 , S. 67-68.
63) Dickinson, R. E. , 1969, op. cit., pp. 42-45.
64) Li띠맹stone， D. N., 1994, The Geographical Tradition
Epirodes in the History of a Contested Enterprise, Blackwel1,
Oxford UK & Cambridge US A, p.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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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여) 다양성 속에 단

로지

일성이라는 견해을 가진 리터는 지리학을 정보의

1832-1838 년 동안 6권을 집필하였으며， 1838년부터

차가운 암송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차라리 전체 땅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859년까지 11 권을 집

의 살아 있는 모습， 그것의 자연물과 인공물， 자연

필하여 모두 19권으로 집성하였다 67)

지형과 인간 생활을 표현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Erdkunde 의

칼 리터는 그의

책을

집필하는 데

1-38.

전념하여

저서 Erdkunde에서 국가들을

가장 중요한 추론이 자명해지는 그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각 대륙을 세분한 제 단원 내지 제

결합된 전체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였다.

지방을 취급하여 큰 진보를 가져왔다 68) 기술단위
를 국가로 다루지 않고 주요 지형에 따른 대륙구

Erdkunde의 記述體系으14좋徵

2.

분으로 한 것은 당시 유럽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정치적

경계는 쓸모없게 되었고， 이는 기술적 지리적 데

리터의 대표적인 저서이면서 그에게 명성과 베

를린

대학

교수직을

가져다

Erdkunde 이 다. Erdkunde의 原題는

irn

Ver따ltni

Menschèh,

준

것이

allgemeine

이타를 지형으로 기준으로 재조직할 토대를 마련
하였다.

<Die Erdkunde
d않

그러나 그는 Erdkunde 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vergleichende

지역(한국도 소개되었음)만을 다루었으며 자신이

zur Natur und zur Geschichte
oder

바로

Geographie, als sichere Grundlage des Studiums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

und Unterreichts in physicalischen und historischen

지 않았다. 홈볼트가 그의 거작을 저술한 방법과

Wissenschaften>65) 로서

‘自然과 A 間의 歷史와 관

는 달리 리터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관찰한 사실

련된 地球科學 : 또는 딩然科學과 歷史科學의 껴升

들을 토대로 하여 저술하였다. 이와 같이 리터는

究와 講義를 위한 굳건한 基鍵로서의 一般比較地

간접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가 보지도 못한 장

理學’으로 번역될 수 있다. 리터는 Erdkunde가 분

소들에 대해서 기술했지만 매우 정확하고 생생하

명히 지리학의 과학으로서의 위치를 확보시킬 것

게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크

이라고 주장하고， 그의 선임자의 책들보다 이 책

라머 (Kramer) 가 논평하기를 리터가 보지 못한 장

이 우월함은 나의 목적이 어떤 선임자들보다 단순

소에 대한 기술은 생생하고 정확한 반면에 그가

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열하는 것이 아

자주 보았던 장소에 대한 기술은 오히려 열의를

니라 모든 자연의

결핍하고 있다 59)

다양성에 흐르는 일반 법칙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66)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이 책

총 19권으로 된 Erdkunde 가운데 제 1. 2권은
1817-1818년에

쓰여진 것으로 역사를 쓰기

을 크게 분류해 보면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위해

음을 알 수 있다.

지리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 1 권

은 1822년， 제 2권은 1832년에 수정하여 재판을 내

1. 아프리카(색인 포함， 1 권)

었다. 1831 년 이후 그는 다른 직책을 그만두고 오

2. 동아시아(중앙아시아 산맥， 시베리아， 중국，

65)

66)
67)
68)

69)

The Sc:ience of the Earth 띠 Relation to Nature and the History of Mankind α General Corn탱m디ve Geography as
the Solid Foundation of the Study of , and Instruction in, the Physical and Historical Sc:ience.
Dickinoon, R. E. & Howarth, O. 1. R., 1933, op. cit., pp.1 52-153.
이 희 연， 1992, 前書揚， p.1 55.
江村太郞， 1960, 地理學本質論， 新地理學講座 第 2卷， 朝용書店， pp.1 59.
]arnes, P. E. and Martin, G. 1., 1981, op. cit., p.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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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색인， n-N 권)

그의 이론적 진술에 따르면 그의 구분은 기복(특

서아시아(투라니아(우랄)와 이란， 메소포타미

히 하계의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였다)에 따라

아， 색인， VH-권)

이루어졌다. 그런데 리터에 의하면 이 대륙， 지방，

4. 아라비아(색인， - X 111 권)

지역으로 분할된 곳， 즉， 지표 각자 고유 법칙이

5. 시나이 반도， 팔레스틴， 시리아(색인， X N- X

각 지방의 기후， 산맥， 토양， 따라서 또한 광산물，

W 권)

식물계， 동물계 특유의 성질에 작용하고 있는 것

6. 소아시아， 미완성(색인， 미출판， XV1II- X IX 권)

으로 동일한 영향이 이들의 자연적 지방의 주민에
도 표현되는데 이러한 사상은 페스탈로찌의 감화

Erdkunde는 이상에서

구성되어

언급한 것처 럼

19권으로

아래 성립한 것이다 71)

있으며， 20，000페이지에 달하는 광대한

그는 個體인 大陸을 水平映節과 훌直被節로 나

저서로 그 내용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각 지역에

누어 생각하였다. 基幹이나 願節이라는 용어에는

대한 지지적 기술이다. 유럽에 대한 기술은 없고

대륙을 하나의 몸체로 보는 사고의 냄새가 풍긴

아프리카에

대한 기술은 1 권이고 나머지 18권은

아시아에 대한 기술이다.

다. 그의 말을 빌리면 지리학은 지구의 생리학， 비
교해부학이고， 山水， 永河 둥은 지구 특수의 器官

방법과 과제를

으로 지구에 대하여 각각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

밝히고， 이어서 전세계의 地誌를 묘사하려고 하였

다고 한다. 인체에 있어서 그 골격이 기초가 되고

다. 그는 멈然環境(특히 地勢-高原 · 山地 · 低地 ·

체격， 용모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 같이 각지의 지

山魔의 4類型)과 A 間活動과의 關係를 지역간 비

체 구조가 그 나라의 역사적 발달을 선도한다고

교에

말하고 었다.η)

리터는 인문지리학 과학으로서

의해서

검토하고， 지리적인 차이가 역사적

차이를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헤겔의 사상을 리터가 발전시킨 것이다.

그는 또 지구상 중요한 현상은 자연 및 인류 위

에 그 상호 일치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견해

Erdkunde에 나타난 내용은 먼저 대륙 단위를

로부터 그의 지리학은 전체를 통일체로서 표현한

기준으로 그 하위 소지역에 있어 여러가지 자연

다는 것에 도달하였다. 즉 자연 및 인류의 통일적

조건과 인간의 역사 및 토지 환경에 둥에 관한 설

발전을 탐구하는 것이 지리학의 목적이다.

명이다. 대륙 단위 구분에서 칼 리터는 자연철학

또한 일반적으로 山服이라든가 高原이라든가로

과 목적론적 사고를 통해 전통적인 대륙 구분을

불리는 起代의 현상에 관하여도 그 절대적 고도와

정당화하였다. 1806년 논문에서 리터는 지표를 그

상대 적

고유의

대륙 (physika1ische

(Hochland) , 低平地 (Tie뼈nd) ， 臺地 (Stufen뻐ld를

Erdteile) , 地方(Gebiete) ， 地區(Díst따cte) 로 나눌 필

구별하고， 이것을 명확히 정의하였다꺼) 좀 더 구체

요를 기술하고 있는 데

‘地表의

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연구한 대륙

純繹區分’ 에 반대되는 것이다， 70) 그는 정치적 국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을 귀납적인 방식에 의해 하

보다 ‘natural 빠ld’를 사용하는데서 순수지리학의

나의 전체적인 지역체계를 수립하였다. 바꾸어 말

운동을 따랐지만 그는 하계에 의한 단순한 구분이

하면 그는 각 대륙이 유사한 평면 위에서 형성되

나 산맥에 의한 지나친 구분 절차는 반대하였고，

었다는 사고를 연역적으로 전제한 후에 지형적 분

70)

법칙에

野間三郞，

따라 정밀하게

1964,

前揚書，

이는 Lindner의

고도를

p.85.

71) 上揚書， pp.85-86.

72) 依田 豊， 1927, ‘ 7Á#Jν l-( 1 )/'TJv( 下)，" 地理敎育， 第 7卷， 第 5號， p.41.
73) 上根書， pp.1 03-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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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3 권에서는 Erdkunde체제를 비교적

류에 따라 고지대와 고원， 산지， 저지대， 단구지대

잘

로 세분한 후 이들 세분된 각각의 지역을 다시 더

따른 것은 동남아시아부분이다. 자세히 살펴 보기

세분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각 세분화된

로 한다. 1 장의 제목은 ‘통킹， 코친 차이나， 캄보디

지역을 또 다시 더 세분화하여 계충적인 지역체계

아， 현재 코친차이나 개관’이다.

를 수립하였다. 귀납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지

역체계는 다양한 현상이 결합된 최소단위지역에서

1. 構政 王國 또는 캄보디아 정부， 남부 지방

부터 계충적인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전체적 구조와

2.

크기를 가진 개별적인 복합체인 대륙이라는 지역

3. 섭정 왕국 또는 통킹 정부， 북부 지방

단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4. 海f읍 諸島

코친차이나 수도권， 중부지방

5. 氣候

일례로 그의 지역구분 체계를 보면 l 차적인 분

류인 대륙을 단위지역으로 구분한 후 제 2차적 분

6. 지세， 금속 자원

류로 우선 첫번째로 평균 4.(xx) ~5，뻐피트 고도지

7. 植生

역을 고지대와 고원으로 구분하였고， 두번째로 산

8.

지는 다섯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세번째로 고도

9. 상업과 공업

가 400피트 정도인 대부분의 유럽평야와 같은 저

10. 정부조직

지대로 구분하고， 마지막 네번째 그룹은 고지대와

11.

인구수와 종족

저지대 사이의 점이지대인 단구지대로 구분하였다.

12.
13.

안남인， 즉， 통킹과 코친 차이나인

이와 같은 분류방법을 기초로 하여 리터는 각각

동물 자원

보고 : 중국 연대기에 기록된 통킹， 코친 차

의 대륙을 지역단위로 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접

이나， 캄보디아 고대사

근방법은 종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지역을

A.

연구하는 방법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역기술 방

보디아史

통킹史

B.

코친 차이나史

c.

캄

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리터는 이러한 지역구분

체계방식에 따라 세분화된 각 지역을 대상으로 그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지형， 기후， 자원， 식생，

지역의 地形과 河川流域을 記述하고 이어서 氣候

동물， 경제， 정부조직， 인구 순으로 기술하고 뒤에

와 主要 塵物， 그리고 A 口 등을 기술하였으며， 역

역사적 사건이냐 탐험가의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

사적 기록이나 탐험기행 기록도 포함시킨 후 전체

국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自然地域에 따라 구

지역에 대한 요약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기술을 매

분한 점이 돋보인다.

듭지웠다. 그러나 리터는 다양한 현상 집단들이 공

後述할 부분은 筆者가 Erdkunde의 原文을 해석

간적으로 결속되어 있고， 상호의존되어 있는 방식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아시아 부분의 기술체계를

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가 대륙을 4개의 단위로 구분한 예는 아프리
카에서 잘 나타난다 :

살펴

보기로 한다. 리터는 아시아를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는 아시아 대륙에
는 핵이 크게 두 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이다. 하나는 동아시아의 몽골 고원이고， 다른 하

1. 高 아프리카 혹은 臺地

나는 이란 고원으로 이 두 개를 基幹으로 보았다.

2. 단구상 땅， 고지대와 저지대의 점이지역， 하곡의

이 두개의 경계는 티뱃 서부 혹은 동 이란의 서

대부분포함

쪽， 동경 88-90도 사이 인더스강 Atto다{(북위

34

3. 아틀라스와 바르카의 고립된 高原

도)과 기혼강 북쪽 하구(북위 37도) 사이에 있다.

4. 북아프리카 低地

東部 高아시아 형태는 아프리카 고지대같이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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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양이 아니라 아니라 마름모꼴 혹은 불규칙한

(2) 인도차이나 南部 海뿔 ; 시암 王國(泰國)，

사다리꼴 모양에 가깝다. 西部 高아시아의 형태는

말레이 半島

북서쪽으로 장방형의 사각형 모양이다. 그리고 다

지리학 (Erdkunde) 아시아 대륙 고찰에 대한 이

시 동아시아를 비교적 고도가 높은 고아시아와 대

론적

지와 저지 아시아로 구분하였다. 동부 고아시아를

(Ein1eitung) 에 잘 나와 있다. 도입 부분은 84페 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대지와 저지

지에 달하는 많은 분량으로 아시아 전 대륙을 개

는 水系와 半島(被節)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배경

설명은 제 2 권

아시아 1 부 도입

것은 마치 우리 몸이 몸체와 팔다리로 구성된 것

끄는

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서아시아는 크게 6개로

Dimensionen) 과 重直的 次元 (Ve띠떠1 Dimension) 이

나뉘어지고 기술체계는 동아시아와 같다. 서아시

다. 大陸의 水平的 考察에

아가 차지하는 분량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많은 것

(S떠mm) 과 敬節 (Glieder) 로 나누고， 그것들 상호

은 리터가 구입한 자료의

면적의 비율을 수량적으로 산출하였다. 서문에서

양에 기인한 것 같다.

리터의 지역구분에서 특이할만 것은 인더스강 유

부분이

大陸의

水平的

次元( Horizontal

있어서

그것을 基幹

리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역을 서아시아로 포함시키고 있고， 태평양 島 d與를

기술하지 않고， 인근 반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우선 아시아 대륙의 훌확(Stamm) 을 사다리꼴(Trap강)

우선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4권의 장의 구성을

로， 그리고 유럽을 삼각형으로 보고 있고， 아프리카는 地節

살펴 보기로 한다. 제 4권 (Asien) 3부의 구성은 다

이 없는 대륙으로 보았다. 아시아 대륙은 지절을 제외한

음과같다.

면적은 1 또，1XXl 평방 마일으로 전 대륙으1 1/501 고， 유럽 대
륙은 전체의 1/3로 훨샌 더 크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기

東部 高아시아의 低地로 漸移 類型， 혹은 그것

간이 지절보다 훨씬 더 넓다.

의 水系와 臺地(東部와 南部)

는 공동의 대륙 중앙의 대부분을 여전히 제외시킨 채 남아

따라서 지절의 더 높은 문화

있다. 반대로 유럽에서 지절은 이미 유럽 대륙의 훌幹에

가. 東 아시아臺地

(1) 아무르水系

(2)

대한 지절의 우위훌 나타내기 시작하여 그리스와 이탈리아

:

아무르의

3개

계 단형

의 수준 높은 문화가 정점에 도달하였다. 지절의 필수불가

(Landschaft) , 아무르강 하류， 사할린 섬， 캄

걸한 영향은 대륙의 더 큰 해안선 발달이다.....

차카반도

가 유럽으1 5배가 되고， 아프리카가 유럽의 3배 이싣1-0 1 다.

中國 河川體系

: 黃河， 황하 북부 북중국 경

.

아시아

해안선 길이는 이 면적 상황과 전혀 ~옹하지 않는다. 아

관(북경 부근， 산동， 동) , 황해， 산동반도， 황

시아는 해안선 길이가

제운하 북쪽 부분， 발해만， 장강 체계(大江，

아프리카는 3，때이다. 유럽의 해안선 길이는 아프리카으|

양자강) , 남부 체계， 남중국지역 지절(운남，

그것보다 4배 더 길다. 왜냐하면 유럽 각 37 평방 마일에 1

귀주， 광서， 광동， 복건)， 중국의 남부 諸島

해안 마일이다. 아프리카가 각 1 밍 평방 마일， 아시아는 그

7,700 지리 마일이나 유럽은 4,D:l,

중간이다. 아시아는 물론 총 길이 면에서 엄청난 크기에도

나. 인도차이나 남쪽의 R훗節

불구하고， 그 대륙으1

(1) 인도차이나 東部 海뭘 ; 통킹， 코친차이나，

다. 그러나 유럽은 가장 작은 크기를 강고 있지만， 유럽은

캄보디아，현 코친차이나 帝國 懶觀

105평방 마일당 1 해안마일에 접근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해안선이 발들}하고 있다 74)

74) Ritter, C., 1818, 마e Erde, im verh ltniss zur Natur und αr Geschichte des Menschen 여er 왜gem앉1e vergl잉chende
Geographie, als sichere Grundlage des Studiums und Unterrichtes in physikalischen und historis다len
Wissenschaften, 1 auf. 2 VoL , S.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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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부터 그는 대륙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을 대표하는 것인 데 대륙을 고지대， 대지 (Stufen1

계산하였다. 위와 같이 수치를 매개로 비교하려는

änder) , 周邊低地나 半島， 島興를 2차적인 자연지

경우도 단지 해안선의 연장만을 취급한 것은 아니

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까지 연역적으로 구분하

다. 그는 기타 유역면적， 산악의 봉우리 및 평지에

고， 그것보다 하위의 단위인 지리적 지역을 만드

대한 산지의 평균고도와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는 작업은 관찰과 자료의 비교 검토로부터 귀납적

본질적으로 대륙의 성격에 기여하는 대륙의 수평

으로 구성하였다. 용어 정의에서 고지대는 산맥과

적 차원의 상황은 섬 혹은 대륙으로부터 완전히

고원을 포함한다.
아시아에서

분리된 6것節이다. 그는 대륙과 섬과의 관계를 인

구성을 보면 히말라야， 티뱃， 몽골

둥 지방을 高아시아로 간주하였고， 동부아시아 황

류사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의 길이와 폭에 따른

하， 양자강 유역， 만주， 북중국 지방， 인도차이나

수평적 차원은 본래 지리적 차원인 데 공간의 수

반도를 臺地로 보았다. 요약하면 그는 아시 아 대

직적 차원 즉 물리적인 차원은 반드시 대륙의 형

륙을 2개의 高地帶 (Hoch land) , 4개의 다양한 山服

상과 작용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기후 지대

體系 (Gebirgssystem) ， 127R 의 臺地， 6개의 低地로

와 살아 있는 유기체는 그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이

총 24 개 의

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고지대， 저지대， 대지 구분이

다.π) (표 1).

담 然類型 (Naturtypen) 을 도출해

내었

그리고 아시아 高地帶 (Hoch-뻐ld) 에서는 2차적

결핍하고， 유럽은 너무 좁은 공간에 나타나기 때

자연지역 구분 기준으로 山系， 山服이 사용되었고，

문에 고찰에서 제외되었다.
最小’

중국에서는 하천체계가 주 자연지역 구분이 되었

(Minimum von Hemmungen) 와 ‘妹害 最大’ 개념

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본을 기술하지 않았다

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수에즈와 파나마 지협은

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이 섬으로 되어 있어 리터

북쪽 세계와 남쪽 세계 사이의 방해 최소 매개로

의 연구 構圖인 高地帶， 臺地， 低地의 類型에 맞지

서 유용하고， 동쪽 세계와 서쪽 사이 방해 최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하(지협)의

기능을

‘妹害

아시아 水系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

통해 특정지워진다 75) 또한 그는 陸半球와 水半球

이디어가 번뜩인다. 아시아 저지

라는 개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기술에서 우선

基幹은 아시아에 2개가 있는 데 하나는 東部 高

하천 유역별로 지역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러면서

아시 아 (ös비che Hoch -Asien) 이 고， 다른 하나는 西

각 하천체계와 그 지역의 문화를 결합시켜 설명하

部 高아시아 (westliche Hoch- Asien) 이다. 前者에

고 있다. 특히 中國 河川인 黃河와 楊子江 水系의

속하는 것이 티뱃， 몽골 고원， 고비사막， 샤모 등이

記述을 보면 다양한 氣候 地域 A 口를 가진 高地

고 고도는 8，뼈-10，000피트이다. 後者에 속하는 것

中國， 低地 中國， 北 中國， 南 中國이 각각 생산물

이

이란고원 체계이고 고도는 약 4，αm피트이다 76)

과 문화를 가진 하나의 공통적 인 오랜 문화의 중

그리고 股節은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 반도， 아라

심지를 이룬다고 리터는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

비아 반도가 이에 속한다. 여기서 그의 지형분류

도 그는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 중국을 세계에서

는 절대적인 고도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장 물이 풍부하고 인구가 조밀한 곳， 가장 높은

고도로 분류한 것이다.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를 가진 곳， 아열대 기후에

서 온대 기후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를 가진 지역

수직적 차원의 고찰은 그의 자연지리학적 고찰

75) Ibid., pp.28-29.
76) Ibl d., p.40.
77) Ritter, C., 1818, op. cit.,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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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시아 地形의 업然類型
I홉

地帶

東 홈地帶

西 i%Jt!!帶

界

lμ

히말라야 체계
푼룬 고원 산맥
푸르케스탄 산맥

地
훌
오브강유역

예니세이강유역
레나강 유역
아7
디-큰~7J

안타이 체계

m;

地

북시메리아 저지

%여ï

황하 유역
양죠즈강 유역，

캔지스강 유역
인더스강 유역
유프라테스강
유역

대 중국 저지

힌두스탄 저지
시리아-아라비아
저지

티그리스강 유역
기혼강 유역
시르강 유역

부하리 저지
인도 차이나

저지

2

12

4

으로 기술하고 있다꺼 다음 글은 3권 지역의 개관

6

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국과 인도의 쌍동

에 포함된 것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의 특정을 잘

이 하천인 인더스강과 캔지스강 유역， 중동의 티

나타내 주고 있다 :

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각각 비교기술하
였다. 여기서 지역의 문화 내지는 문화공간의 유
형화 아이디어가 엿보인다.

중국 쌍동이 하천(황하와 양짚강)은 水源의 廣接과 하

또한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발전 역사를 설

구의 합침， 공통의 델타지역을 통하여 가장 큰 하나의 시
스템으로 묶여지고， 동시에 그 것들이 관통해 흐르는 고원，

명함에 있어 지리적인 요인을 이용하여 古代史를

산맥， 저지에 속한다 두 하천은 상류， 중류，하류로 분활된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中央 아시아 高原地帶는 遊

다. 두 하천은 고원과 산맥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뺑生活과 定훨生活， 뺑草地와 農鏡地 하나의

산맥을 부수기도 하고， 모든 측면으로부터 수 많은 산맥

的 인 境界， 歷史 地帶 (historische E띠gürtel) 이 다.

지절로부터 지류망을 형성하고， 저지롤 침수시키며， 서로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民族 移動， 舊大陸 民族 文

떨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하휴에서 만난다. 또

化의 추적선이 점진적인 물부족 후로 확대되었다.

한 두 하천은 저지롤 흥t해 기울어진 계곡 분지 즉， 하나의

여기서 리터는 동서 민족이동과 문화 교류에서 중

문화적 토대 (K뻐rboden)의 기저를 형성한다. 그것들은 하

앙아시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전파에 대한

나의 커다란 통일체로서 대다수 주민들의 활동을 걸합시키

설명도 곳곳에 산재해서 나타나고 있다.

自然

고， 더우기 인구가 매우 조밀한 대륙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신비에 싸인 문명의 핵심 내용을 최외측 동아시아에 제공

핸 해안 섬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어l 이집트의 나

1V. Erdkunde어l서 韓園에 대한 릅趣

일강처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고， 훌地景觀과 함께 사라

진， 하천이 만들어 놓은 전방 연장{VIαlagerung)이 있다얘

1. 韓國 記述의 特徵

이는 아마 황하 하류에 형성된 삼각주를 의미하

78) Ritter, C. , 1818, op. α't.. p.68.
79) Ritter, C., 1잃4， op. dt , pp.427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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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코리아는

동쪽

高아시 아의

‘아시아 대륙 (Erdteil)에서

a) 개판 : 코리아에 대한 責料 出훌와 文lt

低地로의

b) 개괄적인 코리아 역사와 지역 기술

漸移形態’ (Die

Ubergangsformen des östlichen Hoch -Asiens zum

c) 코리아 해안

Tieflande 또는 ‘동쪽과 남쪽에서 그것의 水系와

1) 캘파르트 섭(제주도)

臺地’

2) 쓰시마 섬

(Wassersysteme und Stufen1änder, im Osten

und Süden) 에 속한다. 즉， 副題에서 본 바와 같이

3) 남해안

그는 코리아를 고지대와 저지대의 중간지대에 속

4) 부산항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코리아를 포함

5) 동해안

한 지역을 水系와 臺地로 다시 나누고 있다. 이

6) 서해안

가운데 코리아는 동아시아의 臺地에 속하고， 차차

탐험 기록

2). 1-38.

1 : 린제이와 선교사 귀츠라프 상륙 기도(암허스
트호사건)

하위구분에서는 中國 河川體系 (Die Chinesischen
Stromsystem) 에 포함된다. 첫 번째가 黃河 水系，

탐험 기록

2 : 카올리(코리아) 민족

두 번째가 北中國 景觀 股節(漸海灣， 新京 둥) , 세

탐험 기록

3 : 17세기 코리아인과 코리아 국가

번째가 長江體系(양쪼강) , 네 번째가 南中國 景觀

탐험 기록 4 : 북경

被節(운남， 귀주， 광서， 광동， 복건)이다. 코리아는
Erdkunde의 일반적인 최하위 지역 기술 방법은

이 가운데 두번째에 속한다. 北中國 景觀 映節을

우선 그 지역의 지형과 하천에 이어서 기후와 주

하위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요 산물， 그리고 인구 둥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이나 탐험기행 기록도 포함시켜 기술

1.훌海

2.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고립된 山톱性 半島 산동 지방， 평원

3. 황하와 북경 부근 백하 사이 대운하 북쪽 부분

인해 한국이 서양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

4. 발해만， 백하

문에 서양인들이 얻는 정보는 극히 제한될 수 밖

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접한 자료는 중국

5. 산악성 반도국 코리아

에 머물렀던 선교사의 기록， 우리나라 근해를 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리터는 북중국에서 만주를

해한 선박의 항해 기록， 하멜표류기， 중국 역사서

제외하고 한반도， 산동， 발해만을 묶어서 한 지역

및 지리서，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지지의 외국어본

으로 고찰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은 요즈

둥이었다. 이러한 극히 제한된 자료이므로 기술

음 사용하는 용어로 環黃海團을 일컬는 것이다.

패턴을 모두 갖추기는 어려웠고， 주로 항해의 기

그리고 그는 이 곳을 바다， 반도， 평원 등이 조화

록이 많았으므로 해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된 지역으로 보고 었다. 그는 하위지역을 구분하

것이다. 일본 대마도의 기술이 포함된 것도 대마

는 방법으로서 관찰 특히 대표적인 지역명을 지형

도 근해를 항해한 선박들 때문이다.

을 따서 붙이는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인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 체계를 그대로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리터의 지역구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코리아의 역사와 지리

분에서 국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지형을 이

에 대한 기술에서 우선 반도의 형태(長方形의 直

용하여 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四角形) , 남북축과 동서축의 길이， 면적을 고찰한

중국에 대한 고찰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지역구분

다음 기후와 의식주 생활 관계 동식물과 식생， 산

한 것은 순수지리학 전통이 엿보이기도 한다. 코

물， 통계 자료， 정부조직을 기술하였다. 이로 보아

리아에 대한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목에서는 기술체계를 따르지 않았으나 실질 내

-

~7

-

Ca r1 Ritter 의 著書 Erdkunde 에 담긴 地理思想、과 韓國에 대한 記述 考察

용 구성은 그 기술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저히 시험하였다8))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코리

수 있다. 리터는 코리아라는 지역이 有機體的인

아 기술에서 그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

전체로서 공간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

토하고， 최근에 입수된 자료를 먼저 기술하고 역사

고를 가지므로 검然地域은 기후， 생산물， 문화， 인

적으로 소급하여 시대가 오랜 자료를 뒤에 기술하

구， 역사의

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이사건을 기술하였다.

관점에서

하나의 統-體라고 보았다.

위의 예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리터가 코리아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여

크게

일본인 林子平이

저술한 r프國通寶圖說』을

행보고서와 가령 중국 아라비아， 터키， 인도 여행

佛譯한 클라프로트의 저서，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

자들로부터 書信들을 갖지 못하면 그는 적은 양의

회 선교사의 기록과 지도들， 마지막으로 한국 근

이용 가능한 자료에 만족하거나 우선 현재에 가까

해에서 활동한 서양 선박들의 항해 기록 둥 세 부

운 근거를 열거하였다. 특히 때에 따라서는 단 한

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가장 많이 인용한 자

A

개의 유럽인 보고가 있다면， 이것을 철저히 인용

료는 19세기초 獨進

하였다. 이 경우는 특히 코리아의 경우가 해당될

譯한 r三國通寶圖說』이다 81)

클라프로트 (Klaproth) 가 佛

것이다. 코리아는 폐쇄된 나라로서 풍부한 자료를

典은 中國 淸 乾隆 29年 (1744) 에 和坤 둥이 勳書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자료를 송두리째

를 받들어 지은 r大淸一統志』이다. 이 책은 중국

인용 기술하였다. 상당수의 경우 단일 자료를 인

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 국가 조선， 일본， 유규， 동

r三國通寶圖說』의

原

용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자료의 신빙성과 비

남 아시아 둥 주로 朝훌國家들을 기록한 중국지리

교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리터는 모든 자료를 그

책이다. 日本 A 林子平이 r大淸一統志』 가운데 三

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관찰된 자료가 다수라

國(朝解， 짧球， 顆훗)을 뽑아서

면 그는 자료를 비교 평가해서 기록하였다. 그가

(1785) 을 센다이에서 간행하였다. 독일 인 클라프

자료의 신빙성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이

로트가 이것을 1832년 파리에서 불역하여 발간하

r三國通寶圖說』

곳곳에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신중함과

였다. 이 책은 중국에서 발간된 책으로 왜곡된 부

비판은 그의 책 Erdkunde의 첫 권에서 마지막 권

분이

에 이르기까지 배태되어 있다.

(이것은 천문상의 위치) , 建置핍章， 風倚， 山川， 古

그의

마음 속에 늘

‘歷史的 感覺’ 이

비교적

적다. 내용을 보면 朝離 훌훌域， 分野

題， A物， 名庫， 土廣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지리멸렬한 방식이 아니라 l 차 자

이외에도 리터는 日本에서 발행한 木村理右衛門

료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고， 시간적인 순서로 모든

著書 r朝解物語j 을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는 데 ,

시대의 지식， 본국과 외국의 지식， 크리스찬， 이슬

이 책은 일본인 시각으로 임진왜란을 기록한 것으

람교， 이교도의 관찰자와 보고자들의 지식 관점에

로 왜곡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또한 Erdkunde

서 지구의 모든 지역을 검토 가능하게 하였다. 이

코리아 부분에서 리터가 인용하기도 했고， 또 서

와 같이 리터는 ‘批判的 見解와 地理的 資料의 保

양인에게 코리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린 책이

存’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문헌 자료를 철

獨速

A 醫師 폰 지볼트의 20卷으로 된 r 日本j

Beck, H. , 1979, op. 따.， 108.
81) 독일태생의 동양학 연구자인 클라프로트(Julius H잉nrich Klaproth (1783-1잃5) 가 일본인 하야시의 r三國通寶圖說』을 번

8이

역하여 출판했는 데， 여기서 한국 부분은 번역이라기보다 대폭으로 增補하여 위치， 역사， 8도 행정， 도시， 관습， 산， 강，
어휘， 고대 역사， 생산품 둥 107}-지 분야로 크게 다루었으며 하야시의 〈朝雖八道地圖 )(Caπe

des Hi띠t Provinces du
Tchao없n) 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지도의 내용은 1785년의 하야시의 것과 동일하다(韓相復. 1993, ‘개항 이전까지 외
국에서 출판된 朝離圖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민음사， p.1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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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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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1832~ 1851)인데， 이 책 전 9권 중 제 5

Erdkunde 내용을 볼 때 비교 방법은 형태학 내지

권이 朝離編이다. 第 5卷 朝蘇編은 최근 번역 출

유형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교 방법의 예

간되었다.없)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

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코리아와 이탈리아가 반

관습， 언어， 문자， 문학 둥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

도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역사의 전개

였다. 그 외에 이 책에는 한국의 산물， 일본어민의

가 비슷하였다고 기술하고 었다 :

조선견문기， 조선의 제도나 관리틀， 일본문헌에 의
한 朝日關係·中日關係 등이 실려

있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이탈리아의 아

폰 지볼트는 사실상 일본측 사료에 근거하여 조선

펜니노 산맥과 그 형상이 비슷하 q

을 기술하였으므로

급사면은 아펜니노 산맥같이 한반도도 동해안쪽에 인접하

왜곡된 역사관이 비판 없이

수용되어 있다.

....

중략 … 그것들의

여 가장 크고， 반대로 서해안 지방은 풍요롭고 더 크고，

두번째로 리터가 자료로 사용한 문헌은 明 · 淸

더 잘 관개된 경작되는 계곡지역으로 되어 있다 13)

시대에 중국에 파견되어 온 선교사들의 기록이다.
그 가운데 특히 프랑스

뒤알드(Du H머de) 의 기

위에 기술처럼 이탈리아와 같은 半島 地形이라

록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활동

는 점과 동쪽이 급경사， 서쪽이 완경사라는 점으

한 서양 선교사들의 코리아에 대한 기록이다. 이

로 경작지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들 기록이 서양으로 흘러 들어가 서양인의 한국에

도 이러한 내용이 보인다

A

:

대한 지리적 지식이 풍부하게 되었고， 또한 한국

지도에 대한 윤곽이 점차 명확해지게 되었다. 그

남쪽 토착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원주민들이 그리스

한 예로 당빌 둥의 코리아 지도가 에수교 선교사

인， 카르타고인， 아랍인들과 같은 해외 도래인들에 의해，

들에 의해 서양에서 발간되어 서구인의 한국에 대

그리고 다양한 시기에 걸쳐 북쪽으로부터 침입한 대륙계

한 지식의 폭이 넓어졌다.

민족， 즉 에투리아인， 보예인， 켈트족， 고트족， 랑고바르드

세번째 자료는 우리 나라 근해에서 항해한 사람

족， 기타 민족들에 의해 괴멸되었던 이탈리아 역사와 코리

들의 기록이다. 제주도에서 파선되어 잡혀 우리나

아의 역사는 홉사하다.μ)

라에서 12년 동안 억류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탈
출하여 본국에 귀국한 하벨의 표류기이다. 이 책

그는 이탈리아와 코리아가 반도라는 지형의 유

은 개항이전에 서양에서 발간된 책 가운데 우리나

사성으로 인한 두 나라의 역사적 전개가 비슷하다

라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그 외

고 주장하고 있다. 환언하면 이탈리아 민족의 이

18세기 후반의 라 페루즈 항해 활동， 브로튼의 부

동에 의해서 민족이 형성된 예를 들어서 코리아

산 상륙， 19세기 초 알세스트호와 암허스트 사건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유럽의 지

기록이 자료로서 이용되었다.

형과 비교하여 기술한 곳이 곳곳에 보인다 85) 이러

리터의 지지기술 방법의 핵심은 비교 방법이다.

한 자연적인 요인이 그 나라의 역사를 결정하였다

이 비교라는 용어는 많은 지리학자들의 연구에도

는 기술은 이미 로마시대 스트라보 (Strab이의 지

불구하고

리책에도 발견된다. 그는 r地理學J 6권 이탈리아

현재까지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82) von Sieoold, P. F. B., 1832, Nipp:m, VoL 5( 柳尙熙 譯， 1987, 시 볼트의 朝離見聞記， 朴英社) .
83) Ritter, C. (金在完 譯)， 1994， 산악 반도국 코리아(Die Gebirgs H허b띠sel Korea, 지리 . 환경교육
會， 第 2 卷 第 1 號， p.79-80.
84) 上揚論文， p.80.
85) Ritter, C., 1잃4， op. cit., PP.81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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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대한 기술에서 이탈리아의 자연과 위치의

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이 어떻게 로마의 패권 형성과 지중해 장악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술하였다. 결국 Erdktmde 전

조선의 지형은 토끼 한 마리가 對馬홉롤 뒤에 두고 직

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교 방법은 유형학 내지는

립하여 장차 요동 방향으로 뛰어 오르려는 형상이다. 동쪽

형태학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영흥만에서 서남 강화만에 이르는 선은 토끼의 목 부분이

리터는 지리적 공간 관계를 표현할 때 보조 방

되어， 이남은 남조선， 이북은 북조선이 된다F

법으로서 형태를 이용하였다. 그는 기하학 형태의

지리적 형상에 대한 현명한 적용은 지형을 가장

失律昌永의 기술은 고또분지로의 견해를 그대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사용

수용한 것이다. 內村鍵三의 영향을 받은 육당 최

한 기하학 형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타원형，

남선은 한반도를 토끼가 아닌 호랑이로 비유하기

삼각형， 오각형 둥 다양하다. 이러한 기하학 형태의

도 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 나라의 반도적 성격을

적용은 대륙적인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산

다른 반도와 비교 하겠다고(한반도와 이탈리아 반

맥， 고원， 하계， 평원， 저지 둥지에서도 사용되었다.

도의 비교 연구， 대한반도와 인도반도의 비교 연

그 예를 들면 그는 北美와 南美를 大三角形으로，

구) 예고했다가 결국 못하였다Ill)

印度와 아프리카의 南部를 小三角形， 이탈리아 테

리터의 코리아에 대한 기술에서 독일 선교사 귀

살리와 에피루스를 直四角形 둥의 幾何學的 形뿔

츠라프의 선교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종교론적

로 묘사하였다. 코리아 기술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내지 목적론적 견해는 발견되지 않는다.

형태의 유사성 비유나 한반도의 형태를 카드 모양
의 형태로 표현한 것도 이 예에 속한다고 할 수

라우텐자흐 (Lautensach) 는 리터의

한국에

대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있다. 여기서 리터의 기하학 형태 사용은 ‘비교’라
는 의미보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현) 이러한 리터의 형태 연상은 그 뿌리가 후

칼 리터의 大 앓合은 르클뤼의 소개보다 훨씬

뛰어나다.

1 없4 년에 이용가능한 모든 문헌을 사용한 그는 조선의 주요 성

대 지리학에 갚게 내렸고， 그의 비유 방법은 그의

격을 大家답게 나타내었다. 그의 저서는 장황한 느낌을 주는 데

제자 미국인 지리학자 기훗 (A. Guyot) 에

이는 많은 출처의 내용물을 상세히 재생산하였기 때문이다!Il)

영향을

주었다. 기용의 영향을 받은 日本 明治時代 地文學
者들인 內村鍵三， 失律昌永， 小購文次郞， 橫山又次

라우텐자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기술의 체

郞， 山上萬次郞， 福澤論吉 둥은 이 비유 방법을 사

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코리아 차 하위지역 구분

용하였다반 일본인 지질학자 小購文次郞가 한반도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술의 가치를 짧下

윤곽을 토끼에 비유， 프랑스의 주전자 비유한 것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국에 대한 자료의 불비

그 예이다. 위에

예는 야쓰마사나가(失律昌永 :

때문이고， 당시 자료가 빈약한 상태에서 이 정도

1863-1앞2) 의 r地理學 小品』 가운데 “지형과 연상”

분량의 한국에 대한 기술을 하였다는 것만해도 높

에 나온다. 그가 저술한 저서에서도 이 관점이 분

이 평가할만하다.

86) Kish, G. , 1978, A Sources Book in G∞graphy， Harvard Univer혀ty， P. 427.
87) 權正和， 1990， 前揚論文， P.2.
88) 失律昌永， 1005, 韓國地理， 九善妹式會社， 東京， p. 243.
89) 권정화， 1990， 전게서， p.14.
90) Lautensach, H., 1945, Korea : A geography Ba뼈 on the Author' s Travel and Literatur, K. F.
Trans. Katherine and Eckart Dege ; 1988, Korea, Berlin, Springer-Verlag,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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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韓國 記述의 地理的 및 歷史的 價植

또한 그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재 (19세기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개관

초)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다. 고대사 부근에서 임

에서는 코리아라는 국명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나설을 받아 들여 일본이 한반도를 두 차례에 결

에 대한 고찰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 예수회 선교

쳐 지배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일본 통치가 10

사의 관찰과 지도 제작， 최근에 발간된 중국과 일

세기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의 지리서， 최근에 코리아 근해 해양 탐사 보고

기록하고 있다. 준辰優亂에 대한 記述에서도 일방

서

적으로 r朝離物語』를 그대로 인용하여

r하멜표류기 J. 기타 폰 지볼트의 저서， 클라프

로트 저서 둥을 기초로 코리아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군이

압록강 너머까지 진격을 했고， 일본이 패해서 한반

또한 그는 개관에서 자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견

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죽음으로 철수를 했고， 아직도 경상도 해안에 군대
를 주둔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행해진 이전 연구자들의 노력의 결과가

리터가 자료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한

아무리 사소활지라도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면도 있다. 크루젠쉬타인 선장의 말을 인용하여 위

종래의 방법보다 더 성실한 방법으로 화려한 화환에 아시

에 이야기가 오만한 민족의 허풍으로 간주한다는

.,. 지급까지

아의 지리적 인식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럽지

말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과

리에서는 결코 정확히 기술되지 않은 지상의 가장 중요한

의 관계， 코리아 영역， 기후， 산물， 정부， 군대 순으

나라에 관해서 지리 문헌의 역사와 함께 적어도 가장 중

로 기술하고 있다. 이제까지 기술한 것이 리터의

요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다고 나는 믿는다.

기본 기술체계 즉， 지역의 지형， 하천， 기후， 산물，
인구， 역사적 사건， 탐험 기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2장에서는 코리아의 지리와 역사를 기술하고 있
다. 중국과의 경계， 기후， 하천， 영역을 기술하고

있다.
조선이

외국인과의

통행을 막았으므로 조선에

있다. 역사는 고대사부터 조선시대까지 클라프로

대한 지역 기술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본

트의 자료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는 하벨이 표류

대한 것은 우리 나라 역사책 r東國通鍵』을 인용하

한 이후에 이양선(서양 선박)이 자주 출몰하였다.

고 있다. 리터는 현재까지 가장 오랜 역사서들과

이런 연유로 코리아에 대한 지식은 내륙보다 해안

여행서들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여행 보고서에

에 대한 지식이 더 축적되었다. 라 페루즈， 맥스웰，

서 발견한 관찰들이 없는 경우에

암허스트 둥의 항해 탐사로 우리나라 해안션에 대

‘성직자와 영웅

의 전설’까지 소급하여 다뤘다. 이러한 점은 코리

한 지식이 한충 정확해졌다. 당시 서양인이 가지

아 기술에서도 종종 보인다. 리터는 가급적， 역사

고 있던 코리아 지도는 당빌지도이었는 데 라 페

서와 관찰 기록에 의존하되 부족한 경우는 신화까

루즈와 맥스웰의 해안 탐사 덕분에 코리아 서해안

지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기술에서도

이 서쪽으로 2도 4분이 튀어 나와 있다는 사실이

근거 없는 이야기도 결르지 않고 그냥 실은 경우

수정되었다.

도 종종 눈에 띤다. 고대사 기술에 이어서 저자는

리터의 코리아 해안에 대한 기술은 켈파르트 섬

5세기에 8도 통치단위가 확립한 것을 잘못 알고

(제주도) , 쓰시마 섬(대마도) , 남해안， 부산， 동해안，

코리아를 8도로 나누어 위치， 지형， 특이 사항을

서해안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그 동안 모아진

기술하였다. 그리고 도의 명칭은 한자를 그대로

자료의 양과 신빙성에 따라 기술한 것으로 추측된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데 이는 외국인이라

다. 제주도는 하멜 라 페루즈， 브로튼 선장 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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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제법 상세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

에는 防丁 2A 과 白丁 30A 을 배치하되 그들에게

에 대한 지리적 기술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平田 1結씩을 지급키로 하였다.잉) 하지만 이보다 약

이 섬에는 소와 말 같은 가축종류가 많다. 그리고 그률

官으로 高麗를 다녀간 徐就은 그의 見聞錄 r高麗圖

은 코리아왕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經』에서 宋의 使船이 黑山島에 들어서면 매양 야간

주민들은 매우 가난하여 내륙인들로부터 매우 멸시롤 받

에는 做路周邊의 山頂像隨에 순차로 불을 밝혀 王

는다. 섬에 매우 높은 산이 있고， 삼림이 울창하고， 산허리

城까지 引導한다얘)고 하였다. 위의 사실을 토대로

30년 앞서

仁宗元年 (1123) 에 宋使 路允過의 提轉

에 매우 많은 노출된 작은 漢감이 펼쳐져 있고， 그 계곡에

할 때 봉수제의 성립은 고려 왕조가 중앙집권을 강

는 다량의 곡식이 산출된다 91)

화했던 시기인 성종과 현종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종 3년에 이루어진 像爆式

여기서 소와 말이 많다는 것과 주민생활의 비참

(規程)은 봉수의 정비였다고 믿어진다.

함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기술도 보

이후 봉수제의 폰속은 白雲居士 李奎報의 作品

인다:

둥에서도 나타나지만， 오래지 않아 몽골의 慢聲과
그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고려왕조의 봉수제는 무
너지고， 元軍에

봉우리는 섬 가운데 솟아 있다. 섬사면이 거의 바다까지 급

의한 그들의

봉수조직이

구성된

사면을 이루고 있었다. 촌락과 거주지는 그 중턱에 타원형 모양

듯하다 95) 칼 리터의 기록과 우리

나라의

史料를

으로 나타났다. 산의 상당히 위쪽으로 다양한 색낄의 작게 세분

근거로 종합해 볼 때 몽골(원)이 우리나라에 봉수

된 경지가보였다 92)

를 설치한 시기는 고려를 침입했던 시기로 볼 수

있고， 몽고가 제주도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 서해
고려말 제주도가 원의 지배를 받아 탐라총관부

안에 봉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 설치되고， 1294년 고려왕의 요청으로 몽골로부

1832 년 독일인 선교사 귀츠라프가 말한 귀절에

터 돌려 받았다는 사실로 알려져 있는 데 1301 년

서 황해에서 제주도가 일본， 북중국， 만주 타타르

원 나라가 다시 지휘관을 배치하고 제주도부터 압

와 무역에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었다는 것을 인

록강까지 해안 봉수대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한 것

기록 상 우리나라에서 繹據制의 출발은 高麗 殺宗

으로 보아 그는 상당한 지리적 감각이

3年 (1149) 8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 이 때 西北兵

볼수있다.

있었다고

馬使 費팝若의 上奏에 의 하여 繹據式을 정 하고，

또한 제주도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平時에는 夜火와 畵緣를 1 번， 二急(普通危急)시에

이 기록의 原典은 좋島良安 著書 日本 百科離典

는 각 2번， 三急(情勢緊急)에는 각 3번， 四急(情勢

r和漢프才圖會J65卷 24冊에 기록이 되어 있는 데

超緊急)時는 각 4번씩 올리도록 하고， 各像所(臺)

그 후 서양인 아벨 레무삿 (Abel Remusat) 가 인용

91) Ritter, C. (金在完
92) Ibl d., p.93.

譯)，

1994, op. cit , p.80.

93) r高麗史』 卷81 兵志、l 殺宗 3年 8月 條.
(前略) 西北面兵馬使費팝若奏 定棒護(樓)式 平時夜火書뼈各一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 白丁 二十八 各例給
平田一結.

94)

r高麗圖經』 卷35 海道2 黑 山條

(前略)每中國 A使母至 遇夜 於山賞明火於棒樓 諸山次第相應 以 王城自此山始也.

95) 이에 관한 直接史料는 없으나 高麗史 卷2J 元宗 13年(1 272) 11 月 ζ갖條에 三別 1'Ý 又뚫잠浦 楚戰農二十 執豪古繹후
四 A 而去라한 바로써 元軍에 의한 繹繼且織을 想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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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기록은 우리 나라의 r東國與地勝寶』의

즈의 공헌이다. 라 페루즈의 우리나라 근해 탐사

내용과 똑 같다 96) 이 r東國與地勝寶』이 일본에 전

항해시 자세한 기술은 한상복씨의 논문을 참고하

해져서 서양인들이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 바란다!l!) 사실 실제로 울릉도에 이주한 것은
19세기말이었다.

옛날 일본에서 우리 나라의 해안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상 무역로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기록

19세기 초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이 중국과 일본

에 의하면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연안항로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미치고 있었다고 추측된

가 있었는 데， 그것은 日 本의 九1"'1 m~前地方의 카

다. 이것은 러시아인 팀코우스키가 코리아 상인들

라쓰(居律)에서 출발하여 이키섬 , 쓰시마섬 와나

이 북동아시아에 대해 잘 교육 받았다는 것을 발

노우라， 부산항， 남해안을 돌아 산동에 이르는 경

견하고 서북 아메리카 러시아 무역회사가 코리아

로이었다고 하였다. 이 경로는 당나라때 당， 신라，

와 훌륭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기

왜 삼국무역로로 추측된다.

록하고 있다 99) 또한 그는 코리아인들은 모든 새로

또한 覆陸島에 대한 記述이 보이는 데 이 것은

운 것과 그들 눈 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대단한

라 페루즈의 탐사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울릉도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들은 러시아， 시베리아， 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흐타를 넘나드는 시베리아 무역과 북부 모피무역

에 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 대
외무역이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이

이 섬은 기흙부터 산정상까지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덮혀 있

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으면서 해안 주위가 가파른 암벽으로 에워싸여 있다. 작은 배을
정박할 수 있는 7개의 작은 만이 출입구률 형성하고 있다. 우리

Erl빼unde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

의 배가 이 홉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보였지만 가옥과 경지을

술은 조선과 청의 국경에 대한 기술이다. 청나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의 생업은 목재 벌채와 조선업이었다.

때 중국에는 르지 (Pater Regis) 신부， 페어비스트

아마 코리아인은 여름 동안 거기(울릉도)에서 배롤 건조하고，

(Verbiest) 둥 예수교 선교사들이 청나라 황제 강

이것을 본토에 판매하는 것 같다.떼

희제를 도와 지도를 작성하였다 100) 17세기 제작된

지도에는 우리나라 국경이 두만강과 압록강이 아
위의 기술을 볼 때 17W년대까지도 울릉도에 사

니라 그 건너에 표시되어 있다. 만주족은 중국을

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목재를 벌채하

정복하기에 앞서 조선을 침략(정묘호란과 병자호

고 배를 만들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머문 것 같다.

란)

울릉도가 최초로 서양에 소개되고 울릉도가 서양

사이 경작이 허락되지 않는 未整地를 획정하였다.

에 다줄레섬이라는 별칭으로 소개된 것은 라 페루

이것은 예수회 선교사 당빌의 (D，Anville) <新中國

96)

예속시켰을 때， 選東의 木뼈과 조선의

경계

r東國與地勝뿔」 卷 38에 高團 積宗 10年 (1007) 에 嘴火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中村新太郞은 이 분화 때 飛揚島가 생

겼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樓宗 五年 六月 有山演海中 山開四孔 j한水演出 五日而止 其水皆成

효石 (中略) 遺大學博士田供之 往觀之 (中略) 圖其形而進 今屬大靜縣.

97) Ritter, C. ( 김 재 완 역 ), 1834, op. at. , p.96.

1980, ‘라 빼루즈의 세계일주 탐사항해와 우리 나라 근해에서의 해양조사활동，’ 한국과학사학회지， VoL 2,
No. 1, p.57.
99)T따1kow하익 1827, Travels of the Rus잉an Mission through Mongolia to China and Residence in Peking, in the y않rs
1820/21, London, Bd. 1 , p.96.
10이 康熙帝(在位 1662-1722) 때 작성된 〈皇與全뿔圖〉를 가리킨다. 이 지도를 작성할 때 Re밍s는 中國 全土의 測量과 製
圖를 감독하였고， Joachim Bouvet 가 이를 幕輯하여 〈皇與全寶圖〉를 만들었다.

98)

韓相復，

淸初에 조선의 왕실에 지도를 청구하여 이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이 〈朝離國圖〉이다. 이것은 뒤 알드의 r 中國誌j 가
운데 수록되었고 r大淸一統志、J ， r海國圖志j 둥에 나타나는 조선도는 이에서 전재된 것이다.

)

?

、ν

,‘

Carl

Ritter 의 著書 Erdkunde 에 담긴 地理思想、과 韓國에 대한 記述 考察

地圖) (Nouv.

Atlas de 떠 Chine) 의 코리 아 왕국 지

로 옮져진 정치적인 경계는 아니다. 그곳에서 氣A의 산악지대

도에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이 지도는 18세기 중

가 시작된다. 반대편 중국의 경계는 종속국가와 중국사이의 유

반까지 서양에서 발간된 지도를 종합한 획기적인

일한 검문소며 변경시장으로서 무역도시 봉황성으로 획정된 채

지 도인 J않n

남아 있다 102)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의 한

국지도인 데. 1735년에서 발간된
Halde의

Jean Baptiste du
여기서 무인의 공백지대라는 것은 압록강 및 두

rDescription de 1’ Empire de la ChineJ 에
지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만강 이북의 땅이 아니라 그보다 북쪽에 있는 것

평안도 (PING NGAN) 와 함경도

이다. 조선과 청의 경계가 압록강이 아니라 압록

(HIEN KING)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다. 또한 여

강 건너 산맥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

기서 점선으로 표기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은 동북

하면 점선과 장책 사이가 완충지대이었다. 또한

쪽에서는 두만강 하구의 약 6km 동쪽 지점에서

시노다 박사는 그의 저서 r 白頭山政界陣』에서 뒤

시작되어 두만강 북쪽에서는 黑山山服을 따라 서

알드의 r 中國 記述J (Description

남쪽으로 비스듬히 이어지다가 백두산을 가로질러

하여 “이 기사에 의하여도 조선의 東部 국경은 두

포함되어

이북의

있다이)

땅이

이

de la Chine) 에 대

압록강 상류의 모든 수계를 포함하는 東西 산맥에

만강 이북의 黑山題산맥에서 압록강의 수계를 포

션을 긋고， 혼강의 약간 북쪽을 따라 내려와 봉황

함한 산맥을 포괄하여 鳳凰城의 남쪽에 있었으며

성의 남쪽을 지나 압록강 하구의 서쪽 大東講에

그 북쪽에 無 A地帶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르는 선이다.

라고 하였다떼

이것은 당벌 지도에서 點線으로

그런데 뒤 알드의 다른 저서에 실린 지도를 보

표시되어 있다. 乾隆 末年 以來로 조선의 영토였

면 점선으로 표시된 것과 다르게 나타나 있다.

던 무인지대가 결국에는 漢 A 들에게 잠식되어 漢

두만강 방면은 두 지도가 같은 데 압록강쪽으로

A 의 農排地로 되어 버린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점선보다 더

평안도에 포함되어

되자 淸國은 일방적으로 압록강 하류의 북쪽을 漢

있다. 실제 조선과 청의 경계는 더 북쪽에 위치

A 에게 개방하여 기왕에 이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

해 있다. 淸의 강희제는 1715년 두만강을 국경하

어와 정착했던 것을 추인하는 한편， 이 지역에의

천으로 결정하고， 하천 주변을 둘러싼 국경분쟁

이주와 개발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북쪽이

조선의

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가옥을 파괴하고， 거기

마침내 1876년에 朝解政府의 동의 없이 슬쩍 압

서 정주하거나 경작하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그

록강 하구의 北뿜에 鳳凰直鍵廳과 安東縣을 설치

하천 연안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였다. 그 이후

하여 이 지역의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코리아와 교통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군사 완

을 발족시켰다. 이것은 청국이 압록강 북쪽의 조

충지대가 닝구타(영고탑)에 의해 그 지역에 설치

선 영토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취하

되었다 :

였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조선으로서는 본래 조
선의 주권하에 놓여

압록강은 코리아의 한복판을 통과해 황해로 유입한다. 그리

빼앗겨 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뼈)

고 그것은 자연적인 경계이나 그것은 북쪽 연안 첫번째 산맥으

101)

K양U떠ka，

U., 1987, European

Cart앵raphy

있었던 이 지역을 청국에게

몽골황제 쿠빌라이 때 황제가 고려에 사신을 보

of Korea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한국과학사학회 지 , 제

9권， 제 1 호， p.1 16.

102) Ritter, C. (金在完 譯)， 1없4， op. cit., p.80.
1m) 金得根， 1988， 白頭山과 北方 睡界 : 압록강 · 두만강은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 思想社會鼎究所， p.53.
104) 上揚書，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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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 코리아 수도인 콩 키 타오(경기도)의 천문학

Erdkunde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기술한 세계

적 위치(위도)를 관측하게 하였는 데 8피트 높이

지리서로서 l 권은 아프리카편이고， 나머지 18권은

의 圭表 (gnomon) 로 관측한 결과 북위 37도 27분

아시아 각지에 대한 기술이다. Erdkunde의 1 편이

이었다 1(6) 천체의 출몰 시각은 관측지의 韓度， 즉

1817년 출간된 후 1859년까지 19권이 출판되었다.

北極出地 또는 北極高度와 천체의 *韓에 의하여

Erdkunde의 기술 목적은 자연의 모든 다양성

결정된다. 그러므로 역대 왕조의 천문대는 먼저

아래에 놓여 있는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고， 개개

그 관측지점의

정확한 북극 고도를 측정하였다.

의 사실과 그 사실들과의 인과성을 파악하며， 순

원나라에서 고려의 위도를 측정했다는 것은 고려

수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지리공간상에 두드러지

를 완전히 복속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 나타나는 다양성과 변이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

이 관측치는 실제 개성 위치(북위 37도 59분 동경

고，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가장

126도 33분)와는 약 32분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통일성과 조화성을 밝히

런데 r元史J r天文志」에 고려의 도성이었던 宋都

는 것이었다.

의 北極高度가 高麗 北極高 38도 15분이라고 기록

Erdkunde

속에 숨쉬는 사상은 비교방법， 지리적

되어 있다. 두 관측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

개체， 역사적 요소， 목적론이다. 비교방법은 형태학

되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rjG史』

또는 유형학을 말하는 것으로 해부학과 페스탈로

「天文志」에 기록된 관측치가 실제 위도에 더 가깝

찌의 교육 방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각

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고려말에 선진 몽골 천

종 문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비교방법을 통해

문학이 고려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궁극적으로 지역을 유형적

체계로 일반화시키는

위에서 리터의 Erdkunde의 코리아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유형체계는 그의 공간개

지리적， 역사적 가치를 살펴 보았다. 우리 나라는

념에 잘 나타나 있다. 리터는 지역을 유기체로 보

역사적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고 지역의 고유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연역적 방

데

해시계를

법과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는 데 지구 전체를

이용한 고도측정이나 조선과 청과의 국경에 대한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는 간

예수회 선교사 기술， 우리나라 근해를 탐험한 서

주하에

양인의 관찰， 팀코우스키의 중국에서 조선 상인들

대지， 저지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 地域區

의 활동 둥은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分에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지역을 구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말의

대륙으로 구분하고， 다시

대륙을 고지대，

하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리터는

Erdkunde

를 통해 지역의 분석에서 역사적 관점을 이용하였

V. 輪 論

다. 민족， 식물의 전파와 경관 개념을 도입하였다.
마지 막으로

Erdkunde

속을 관통해 흐르는 목적론

리터는 세계지지를 쓴 최초의 지리학자이다. 그

적 세계관이다. 이 사상은 저서 속 곳곳에 나타나

는 1817년부터 1859년 죽을 때 까지 19권 총 2 만

있다. 훗날 지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점인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방대한 책 Erdkunde를 썼

데 리터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보면 그 시대는 자

다. 18세기 후반에 태어난 리터는 당시 학문의 전

연철학이 풍미하던 시대였으므로 기독교도인 크리

문화가 진행되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지리학의 새

스찬인 리터는 조물주를 신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로운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였다.

수 없었다. 그러나 리터의 실제 기술에서는 신학적

105) Ritter, c.(金在完

譯)， 1잃4， op. 따.，

p.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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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고 과학적인 절차와

리터의 Erdkllllde 아시아 기술은 후세 아시아 地

방법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誌鼎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의문이 자

Erdkunde 기술체계를 보면 리터는 全體者를

연적으로 생긴다. 리터는 고아시아， 대지， 저지로

지구로 보고， 대륙을 17ß 체로 보고， 그것을 수평

지역구분하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지형의

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基

다양성 가운데 중심과 주변으로의 규칙적 변화를

幹과 被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수평적 차원에

의미하는 것이다. 뒤에 리히트호펜은 1834년 발간

서는 각 대륙의 해안선과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

의 리터의 Erdkllllde를 읽고 中國 內地 대여행을

여 대륙의 개방성과 페쇄성을 고찰하였다. 수직적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107)

차원에서는 대륙을 고지대， 대지， 저지대로 3구분

대지지서가 발간되기에

하였다.

펜은 관찰을 바탕으로 이 저서에서 중심-주변의

코리아는 리터의 Erdkunde에서 아시아 대륙， 高
아시아와 低地의 점이적인 형태인 臺地로 속하고，

그리하여

r 中國』이라는

이르렀다. 또한 리히트호

규칙적 변화를 기술하였다. 이것은 훗날 라우텐자
흐의 형태변이론의 주 내용이 되었다.

중국 북부， 산동반도와 함께 속해 있다. 코리 아에

마지막으로 리터의 코리아 기술이 韓國地理 記

대한 기술 자료로는 중국과 일본의 지리서， 예수

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

회 선교사 기록， 서양 선박의 한국 근해 탐사 기

다. 리터의 저서는 1880년에 발간된 옵페르트 저서

록， 하멜표류기 둥이다. 그는 코리아에 관한 가능

l"Ein verschl∞senes Land, Reisen nach CoreaJ 에서

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출처의 자료를 비

곳곳에 인용되고 있다. 또한 리터의 제자 르클뤼

교 검토하여 기술하였고 자료 사용에 신중을 기했

r新世界地理j 에 사상이

다. 코리아에 대한 역사와 지리에 대한 기술에서

고 있다. 리터의 코리아 기술의 최종 열매는 라우

우선 반도의 형태(長方形의 直四角形) , 남북축과

텐자흐의 l"KoreaJ 이다. 이 책은 외국인이 쓴 가장

동서축의 길이， 면적을 고찰한 다음 기후와 의식

많은 분량의 韓國地誌書이다. 여기서 라우텐자흐

주 생활 관계， 동식물과 식생， 산물， 통계 자료， 정

는 해방전까지 한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 분

부조직을 기술하였다. 이것은 제목상으로는 일반

류하여 形號變移論에 기초하여 기술하였다. 이 冊

적인 지역기술체계를 따르지 않았으나 내용상으로

도 거슬러 올라가면 리터의 Erdkllllde와 맥이 닿

는 일치하고 있다.

는다.

리터 지리사상의 코리아 기술

이어졌고， 곳곳에

인용하

에서 적용은 곳곳에서 보인다. 부족하지만 코리아

에 대한 문헌을 총망라하고 분류하여 각 출처를

비교하는 방법을 썼고， 특히 코리아 반도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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