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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지리적텍스트，그가운데 ‘지역에관한서술’을검토할때해당텍스트의서술배경을고려하는것은펼수적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구미에서 이루어진 한국에 관한 서술에 내재해 있는 ‘근대성 담론’ 의 세부 

담론이 분리될 수 있음을 이러한 배경의 고려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왕립 지리협회 (Royal 

Geographical Society)와 미국 지리협회(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협회보에 게재된 한국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기 

사가 게재된 당시의 외교사， 협회사적 특성， 필자의 특성을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다. 

각 기λ까 반영하는 협회의 특생과 시대상을 고려해야 할 정당성을， 필자들의 서술 태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근대성 

담론’ 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기사의 게재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1차문헌의 텍스트만을 분석하였을 때， 

근대성 담론을 주제로 하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오리엔탈리즘적 요소와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태도가 분석 

대상 기사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기사가 게재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예외적 

태도와 함께 세부적 담론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40년대에 게재된 기사를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이 근대화 

되었다는 논의와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논의는 별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리학과 지리협회보 

의 전문화 객관화， 일본과의 외교적 태도 변화， 필자의 생애사적 특성과 맞물린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는 ‘지식의 역사지리학’ 과 ‘포스트식민주의 지리학’ 의 한 조류에서 지적하다시피， 기존의 상당 연구 

에서 제기되는 ‘근대성 담론’ 을 둘러싼 논의들을 실제로는 ‘서구 편향적 근대화론’ 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주요어 : 영국 왕립 지리협회， 미국 지리협회， 지리적 텍스트， 근대성 담론， 포스트식민주의 지리학， 지식의 역사지리학 

Abstract : There is a notion that the discourse of modemity which appears in geographical texts regarding 

Korea by Westem authors has common characteristics. After identifyi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further examines the texts and c1arifies the specific discourse. 

The present research is based on the notìon that each artìc1e reflects its backgrounds - geopolitìcal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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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each geographical society, and the life of the authors. 

After examining various articles regarding Korea from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and Royal 

Geographical Society (1861-1950), common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 orientalism, imperialism and 

colonialism. Two observations were made in the articles : Korea' s modemization, the cause of Korea' s 

modemization. Other studies that generalize Westem texts' belief that Japan is responsible for Korea' s 

modemization is challenged by this study. The observation that Korea was modemized due to Japan' s 

overall influence is differentiated from the discourse that Japan onl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Korea' s 

modemization. 

Key Words : Royal Geographical Society,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geographical text, 

postcolonial geography, historica1 geographies of knowledge, discourse of modernity 

1. 서론 

1) 연구 배경과목적 

19세기에 이르러 영미 지리협회 출범과 함께 이 

루어진 협회보의 발행은 한국에 대한 서양인들의 

기록이 급격히 증가한시대적 상황과맞물린다. 지 

리협회 간행물의 서술내용이 타지역에 대한지리 

적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무시할수 없음에도 

영미 지리협회보를 대상으혹 기사들이 게재된 맥 

락과 기사의 주제， 주요 서술 내용과 강조점이 어 

떠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자 하는 학문적 시도는 부족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인이 본 

‘한국에 대한 서술’ 이 내포한 관점과 태도를 분석 

함에 있어 ‘근대성 담론’은 설득력 있는 분석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시 서구 중심적인 

관점이 표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함으 

로써 오히려 왜콕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 

음이 확인된다. 이러한오류는근대성담론의 획일 

적 파악과 텍스트의 표면적인 분석에 그칠 뿐， 필 

1) 이하에서는 각 기사를 ‘제목’ 대신 ‘번호’ 로 제시한다. 

-%-

자가 해당 텍스트를 서술한 배경을 고려하여 그 세 

부적 담론을 이끌어내고자 동}는 시Dt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 기사의 서술에 내 

포한 태도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근대 

성 담론’ 의 틀로 정리하고 이 틀을 일관적으로 적 

용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하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텍스트 기록 외적 맥락을 고려 

하여 ‘근대성 담론’ 의 세부 담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분석 자료로 미국의 미국 지리협회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이하 AGS)와 영국의 왕립 

지리협회 (Royal Geographical Socieψ， 이하 RGS) 

에서 발행한 간행물 가운데 1861년부터 1950년까 

지 제목에 ‘한국(Corea ， KOfiεa ， Chosen, Choson, 

Tyosen)’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표-1)， (표-

2))를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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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AGS 간행 한국 관련기사 목록 

〈표-2) RGS 간행 한국 관련기사 목록 

AGS와 RGS는 각각 19세기 중반에 영국과 미국 

에서 창립된 지리협회로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영미 지리학의 경향을 반영한다 

AGS의 경우 1, 2차 세계대전에 걸쳐 정부와 협력 

하며 지 역자료 수집 관련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기 

여를 한 단체였다는 점(Wright ， 1952b, 124-126) , 

RGS의 경우 1800년대 말까지 수집된 지리자료의 

방대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Keltie ， 1917 , 
361), 19세기 말 영국 대학에 지리학과가 도입된 

것이 이 협회의 노력 덕이었다는 점 (Baker， 1963: 

Martin & James, 1993 ， 205에서 재인용) 둥이 그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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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반영한다. 

저자 면에서 , 한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해당 기사를 집필하고 있 

다는 점에서 각 기사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상당수는 협회보의 글과 함께 한국 관련 단행 

본을 저술했거나 한국에 대한 선구적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시기 면에서， 한국의 개항 전후로 외국이 한국에 

대해 비교적 큰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미지의 

지역이었던한국의 실체가가시화되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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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고는관련자료의 분석에 의존한다. 검토한문헌과문헌사용목적은 〈표-3)과같이 대별된다 

〈표-3) RGS 간행 한국 관련기사 목록 

분 석 
AGS와 RGS의 역사와 간행물의 특성에 관한 문헌 

분석 기사의 협회사적 맥락 
협회보의 성격과 영향력 파악 

분석 대상 기사 투고자， 다른 연구자들이 집필한 다근 
τ | 필자들의 특성， 협회보 서술에서 제한된 요소 파악 

글 (단행본， 타 간행물의 글) 

2. 개념 정의 및 문헌연구 

1)근대성 담론 

푸코는 “의미를 세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 

는 모든 발화 “그 발화와 텍스트를 생산하는 규 

칙들과 구조들”을 담론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Mills, 김부용 역， 2001 , 15-20). 그리고 박지향에 

따르면 근대성은 “국민국가 성립， 자본주의 발달 

과 산업화， 개인주의， 시민사회， 합리주의적 정신， 

과학기술의 발달， 그로부터 야기된 세속화， 도시화 

동으로 구현된다(박지향， 2003)" . 이를 기반으로 

본고에서 ‘근대성 담론’ 의 구체화와 그 세부담론 

에 대해 지적하고자 뺨 목적은， 제국주의 주체가 

타 지역을 서술할 때 자국의 경험을 기준으로 “근 

대적 서양과 전근대적 비서양(Said ， 박홍규 역， 

2002)"을 이분화하는 복잡한 전략을 확인하고， 한 

국의 근대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확 

인하끄냐}는것이다. 

2) 지리적 텍스트 분석에 있어 포스트식민주 

의 지리학의 아이디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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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담론의 일부로서의 지리학은서구중심 

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서구 지리학에 

서는 비판적， 맥락적 관점보다는 탐험， 발견， 영웅 

적 지리학자와 탐험가에 대한 찬양에 초점을 맞추 

어 왔다. 포스트식민주의 지리학은 이에 대한 재조 

명에서 대두된다. 즉 포스트식민주의 지리학에서 

는 식민화 과정이 다양하며 서로 충돌하71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며 (Blunt & 
McEwan, 2002) , 서방에서 생산되고 통제되는 지 

식들이 특정 지 역을 담론적으로 다른 지 역과 다르 

게 놓음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가에 관심을가져 왔다. 이에 나아가면서구중심적 

인 지식 생산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문화， 전통， 

맥락에서 민족과 장소가 재현(representing)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공간에 대한 식민주의 점유의 

지리적 복잡성을탐구하게 된다. 식민주의 담론분 

석에서는 문화적， 지식적， 정치경제적 과정을 탐구 

하며 지식과 제도， 지식과 권력의 상호작용을 탐색 

동}는더1(Blunt & W퍼s ， 2000, 170; 180-182) , 이러 

한 연구의 대상으로 텍스트가 선택될 수 있다. 

1990년 이후 최충옥(1990) ， 이찬희 외(1993) ， 김 

기섭 외(1992) 손용택 외(2002) ， 이경한(2004) ， 정 



문성(2005) 둥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대체 

로 표면적 사실(오류의 유무 분량)과 잠재적 내용 

(세계관，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어 지리적 텍 

스트를 분석한다. 하지만 원 자료에서 그러한 서술 

을 하게 된 배경과 맥락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설령 서술상왜독과오류의 원인을파악하 

더라도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태도로 그 원언을 일 

반화， 단순화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텍스트만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예문이 일본의 식민경제를 긍정적으로 기술하였 

고 일제와 조선경제를 잘못 해석한 서술이라고 단 

정해버리는한계를지니게 된다. 

- ‘D뼈19 their period of control the ]apanese 

developed transportation , agriculture, and 

industJy, the latter from a sizable base of mineral 

and power resources, " 

- ‘'After 1945 the Korean economy was seriously 

disorganized and handicapped by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_ " 

- “'The Korean people received few benefits 

from these developments, however, since the 

increased production was put mainly to ]apanese 

uses (Wheeler et 찌'，， 1955: 배미애， 2004에서 재인용)， " 

이와 같은 글들이 일제시대 교통， 농업， 산업 분 

야에서 이루어진 깨발’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 

니면 ‘발전’ 까지 내포핸 것인지를 텍스트만 보 

고 판단하기는 힘들며， 이 기록들이 일본의 식민경 

제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 

들다. 텍스트가쓰인 배경에 대한파악이 부족하면 

연구자의 연구틀에 부합하는 텍스트가 선택되거 

나，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연구 대상 텍스트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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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리학을 비롯 

한 분야에서 ‘지식 의 사회학 (sociology-of

knowledge)’ 적 접근， 즉 텍스트의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조류가 존재하며， 최근 

에는 텍스트를 해체하여 텍스트에 내재해 있는 다 

양한 의미， 이데올로기， 해석을 드러내는 시화 

이루어져 왔다(Fαbes ， 2000, 123-127), 그 중 개항 

기를 전후하여 서구인들이 한국을 본 방식에 관한 

연구는 그들이 남긴 단행본과 같은 텍스트， 그리고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져 있다. 외국인들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밝히려는 연구는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 

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 

행기를 중심으로 한 이들 기록에 대한 연구는 서구 

학계에서 서양인들의 근대성 담론을 분석할 수 있 

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주제와 방법으로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중요한 

분석 관점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박양신， 

2003; 김성택， 2004; 이은숙， 2003; 이배용， 2003; 

유영렬 외， 2004) ，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오리엔탈리즘’ 만 

을 잣대로 할 경우 텍스트를 분석할 때 한계가 발 

견된다는 점 또한 지적된다(박지향， 2000) ， 동시대 

의 여러 여행기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추출해서 그 시대의 사회상과 대비하려는 연구(박 

양신， 2003)가 있지만， 다양한 맥락에 따른 서술 내 

용과 태도의 차이에 관한 고찰은 미진하다. 이에 

따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권력에 대한 시각을 분리 

하여 일관적이지 않은담론들을발견고자동}는움 

직임이 있어 왔다 Said는 권력과 지식 재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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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지리학은 그 분석에 

서 중심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그는서구에서 동양 

에 대해 창조해 낸 ‘상상의 지리학’ 에 초점을맞춘 

다. 호미 바바는 제국주의적 기반을 흔든 조각들과 

양면성， 동-서 ， À봐와 타자의 이분법에 도전하는 

담론들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 주체와 식민 

화되는 세력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모순되기 때문 

에 그의 식민주의 담론 연구에서는 이미지가 긍정 

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넘어 주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강조한다(Blunt & Wills, 2000, 186-193). 

지리학에서는 ‘지식’ 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생성 

되고 전파되며 그 결과 어떤 구성을 이루는가에 관 

심을 둔， ‘지식의 역사지 리학(historical geograprues 

of knowledge)’ 적 연구(Baker ， 2003 , 66; Naylor, 

2005 , 626-634.)의 일부가 이 러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럽， 미국과 그들의 식민지 지배 

를 당한 문화 간의 소통， 그리고 서구인들이 그들 

을 표현하고 이해한 방식，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연원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식민주의， 

제국주의 담론 자체의 지리적 연구뿐 아니라 구체 

적인 텍스트를 사례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 연구에서 역시 Said의 오리 엔탈리즘은 중 

요한 개념틀로 여겨지고 있다(Baker ， 2003 , 66). 특 

히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리학에서 ‘제국’ 의 확산 

에 지 리학， 나아가 지리학적 담론과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리학적 지 

식이 생산됨에 있어 권력관계가 반영됨에 주목한 

다(Clayton ， 2003 , 354). 이 렇게 유럽 중심주의 적 인 

지리학 지식이 지리적 상상력과 지리적 행동에 영 

향을 미 친 방식 , 즉 ‘geography'’ s empire(Driver, 

1992 , 23-40: Clayton, 2003 , 357에서 재인용)’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는 지 리학 연보나 역사 서술에 만연한， 탐험 ,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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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배에 대한 단언적인 서술을 비판적으로 분 

석한다. 즉， 그들의 탐험， 여행기， 지도와 조사기 

록， 공간의 비교， 분류， 계획 체계가 물질적 박탈의 

도구로 사용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다(Clayton ， 

2003, 358). 이들 분석을 통해 지식의 ‘여과장치’ 

는 암묵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을 밝히게 된다. 

‘Colonizing geographies( Gregory, 2001: Ibid. ’ 

359-362에서 재인용)’ 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 

련 연구들에서는대상세계를 “해석”하는과정에서 

해석자가 속한 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고” 

원래 지 역의 정보가 “상실” 되는 transculturation이 

발생함을 전제로(Pratt ， 1992: Duncan & Gregory, 

1999 ， 4-5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보의 변형에 나타 

나는 집단적 권력의 작용과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다. 같은사람이 지리적 기록을남겼더라도상황과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하는 Duncan과 Gregory의 연구(Ibid. ， 3) , 영국 문 
학에서 아프리카를 타자화하는 데 발생하는 차이 에 

대한 연구(Wheeler ， 1999, 22; Ibíd. , 36)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식민-피식민 관계의 다양한 상황들에 초 

점이맞추어진다. 

3) 분석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해서 밝혀내는 해석학적 

과정을 거치는 텍스트 분석은 가능하다. 그런데 시 

공간적 구성요소는 ‘텍스트에 드러나’ 는 행위의 

기저에놓이게되며 이구성요소를고려하파하 

는 방법론으로 레이더는 거시적 맥락， 상황， 위치 

지어진 활동， 재}를 든다(Layder ， 1993, 72: 이기 

홍 역 ， 2005 ， 278에서 재 인용) . 

지리협회보의 한국 관련 기사 역시 시대적， 지리 



협회적 성격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 텍스트는 필자의 개인사와 정보획득 방식， 개 

인적인 기고 목적， 그리고 중점을 두는 사항을 반 

영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협회 같은 개인 외적 요 

소에서 차지뺨 위치， 그리고 그 요소들과 상호작 

용하는 방식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대성 담론의 전개 양상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 

맥락의 검토를 통해 세부 담론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한국 관련 기사 게재 배경과 기사 
특성변화 

분석 기사를 시대에 따라 크게 개항기 이전 

(1861년~1880년) , 개항기부터 한일합방까지 (1881 

년~1910년) , 한일합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1911년~1950년)로， 기사 성격 에 따라 크게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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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한국 소개 기샤 , ‘한국에 대한 계통지리 

적 분석 기새 로 분류하였다. 시대별로 기사 게재 

배경과 특성 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항기 이전 (1861'" 1880년) 

미국 지리협회의 경우 제너럴셔먼 호 사건이 당 

시 한미 외교적으로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는다. 협회 차원에서는시베리아지역 

에 대한관심이 컸던 시기였고 A1의 필자 역시 시 

베 리아 탐험 중 조우하게 된 한국을 ‘부수적’ 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 기사의 게재 배경에는 시베리아 

에 대한 관심이 더 주요하게 반영된다. 왕립 지리 

협회 기사가 게재된 시기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 

하기 위해 조선과 통상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대 

두된 시기로， 해당 기사에는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교역 확장의 일부로서의 한국이 제시된다. 

〈표-4) 개항기 이전(1861"'1880년) 기사 맥락과 특성 

제너렬셔먼 호 사건 언급 
배제됨 

영국의 통상협정 체결과 
맞물림 

2) 개항기 이후부터 한일합방기까지 
(1881년"'1910년) 

(1 ) 여행 기록 

조선 내 여행 개방은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인한 것이다. 지리협회보에서 188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여행기의 형식을 갖춘 글들이 게재되기 시 

작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특성의 직접적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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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발견에 초점 (A1 ， 283) 
관찰바탕으로한언급 

국가적 정책 반영 
교역 확장 강조(R1， 297) 

았다. 1880년대에는 관료들이 여행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수가 적어 그들이 획득한 정보에는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협회보에서 1880년 

대 여행기 게재의 가치는 충분했다. AGS 기사에는 

개인적 차원의 관심이 크게 반영되는 반면 RGS 기 

사 게재에는 제국주의적 지리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던 당시 지리협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권을 

얻고자 하는 국가의 의Bt 크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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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1881"'1910년 여행 기록 맥락과 특성 

I..=... " ..... , __ 1_~\ __ 1 ~，_'t ~ ...... [_1_1' .. 1 ::::1 ~1~1_11 =:::1, ..... , Y::: .1 쿠빌라이 칸의 자취와 하멜 
1874년 이후 활발한 해외 탐 | 흥미 위주 여행기 상다λ** 저재샤를 샤이에 롱)의 특성 l A3 1~~'~.:'~~;_~....J~"'l.! ~II~ P I~::! ~2" ':;~/_I， :?~，~ , I "1"1\"ri:! 'rn OJ-1 =>0 의표류흔적추적에초점 
험， (AGS가 기여)* 한국 내륙 관련 기사 없음 | 크게 반영 | 한국인의 야만성 강조*** 

R2. R3.1 ~ "~1 >=., ~^l- =11 -.:1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 후 이 l 지리정보 수집， 지리교육에 

R~~6， 1 권침탈에 관심 |협회가크게 기여~~::~~ 11 I 외교관다수， 직접 여행 
R7 I ~ ~ = " ~ ~ 

경로발견， 지역특성， 특산물， 
자연환경，자원에관심 

.**A3, 제목; 224-225; 247 .Wri양1t ， 1952a 

"Ibid. , 120 •• 얀Iudson ， 19껴， 12-19: 권용우 외， 2001 ， 106-107에서 재인용 

(2) 한국 소개 기사 

1900년대 이전까지 미국과 영국이 한국의 중요 

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리협회보의 

한국 관련 기사는 중요한 정치적인 자극을 통해 개 

제될 수 있었다. 미국 지리협회 기사는 개항을 자 

극으로， 당시 한국에 관심을 갖거나 한국을 경험한 

바 있는 인물들이 투고하여 한국의 문화， 역사 부 

분이 더 중요하게 개팔되며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 

해를돕는다. 반면왕립 지리협회의 경우청일전쟁 

과 러일전쟁을 자극으로 기사가 게재되며， 개항 이 

후 한국의 변화와 이권에 초점을 맞춘다. 

〈표-6) 1881"'1910년 한국 소개 기사 맥락과 특성 

A2 지리학 전문화 본격화， 자 
통상조약 체결전후， 미국의국에 대한 관심 강화** 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작 작가 관심사(언어， 역λ꺼 반 

A4, “내정 불간섭”과 “다른 열 외에 대한 정보는 단펀적 7]-들**** 영， 전략적 중요성 강조， 중 
A5, 강과의 비협력” 반영* 작가 특성 크게 반영*** ’ 립적 태도 견지 

R5, R8, 다른 지역 식민지가 더 중 협회 차원의 관심 제한， 저 R5: 중국 경험， 지역 간 게재 자극원(청일전쟁， 러 

R9 요， 한국에 대한 관심 부족 자-협회 간관계 긴밀 비교연구 일전쟁) 필요. 한중일 비교 

.United States , Dept. of State，한철호 역， 1998 ， 15 
•• Wri양1t ， 1952a, 124 

"OIbid. , 153 
•••• Burks & Coopennan, 1960, 170 

3) 한일합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1911년"'1950년) 

한일합방 직후 일본은 서구의 이권 수호를 약속 

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묵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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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면에서는 AGS에서 지역에 대한 아마추어적 

지리 서술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반영 

한다. 이 리하여 자연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 소개가 

크게 증가하며， 자연지리를 주제로 한 지도화가 처 

음으로 이루어진다. 저자 면에서는 지리학자가 처 



음 기고하게 되며 , 태도 면에서는 한일합방 이후에 

이루어진 근대화와 그 이전의 전근대성이 명시적 

으로대조된다. 

1930년대 들어 1934년 게재된 기사와 1940년대 

에 게재된 기사는 모두 자연지리적인 주제에 초점 

을 맞추었으며， 이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양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데에 중점 

을 둔다. 국내외적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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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하여 토지 이용을 주로 연구한 저자에 

의해 1934년의 논문이 실렸다.1940년대에 이르러 

태평양 지역으로 전이된 협회의 주요 관심의 일환 

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McCune의 기사 세 편은 이러한 ‘일본 제국’ 에 대 

한관심과 McCune의 한국에 대한경험， 연구가결 

부되어 게재되었다. 여기에서 역시 McCune은 일 

본으로 인한 근대화를 인식하지만 객관적인 시각 

을견지한다. 

〈표-7) 1911년""1950년 기사 맥락과 특성 

1910년대 일본 옹호* 아마추어적태도에 
지리학전공교수 

자연지리적 특성， 일본의 
(A6, A7) 비판적** 영향부각 

인간-자연 간 관계 과학적 태평양 지역 연구작물의 지도화에 충실 
19(3A08년)대 I 일본， 서구의 이권제약 I 인 분석에 초점， 자연자원 토양침식， 인구， 민족지， 토 일본 정부 필요에 의한 생 

에 관심， Coulter와 김봉희 지 이용， 인구분포 등 연구사 」량 증 。대 인식**** 
의 한국 연구 반영*** 한 인물일본으로 인한 근대적 요소 

도입 강조***** 

1940년대 | 일본에 비판적인 
(A9"'A11) 태도로 전환 

( 태평양 지역으로 관심 전 지속적인 햄 연구 생했 각 기후지역 특성 나열， 
이， McCune 외， 일본 제국 던 저자， 한국 경험을 토대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른 
조사 로논문게재지역구분:계통지리적분 

석수행 

.United States, Dept. of State , 한철호 역 , 1998, 30-31 •• Wright, 1952a, 169 
".Ibid. , 262 •••• A8 , 419 ••••• A8 , 419; 422 

4. 효발에 대한 텍스트에 내재한 
근대성 담론분석 

1) 근대성 담론을 틀로 본 서술 태도의 

공통적특성 

협회보 기사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근대성 

담론’ 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즉， 이들 

기사에서는 한국의 전근대적 성격과 서구적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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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성격을 대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근 

대적 요소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장 

치가내포되어 있는데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 한국적인 것의 낙후성 

오리 엔탈리즘의 한 요소로서 문명과 야만의 구 

분이 만들어 내는 위생과 비위생의 담론(권혁희， 

2005)에서 극명히 드러나는 낙후성은 〈표-8)과 같 

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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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비위생의 담론’ 중심으로 본 ‘한국적인 것의 낙후성’ 관련 서술 예시 

, 서울의주거환경 1 

R2, p. 2831_ 불결함 제시 1 [ ... ] heaps of filth and rubbish are allowed to lie about everywhere 

l 거리와 가옥의 불결 1 Heaps of refuse, open drains, malodorous pools. […] The courtyard is untidy, R4, p.1431 *~，\~ , , , == I 
| 함 나열 1 ... littered with fodder or earthenware pitchers and vats ... 

(2) 부패한 정부 
부패한 정부에 대한 묘사는 서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과의 대조로 극대화되는데， 그 예를 제시하면 

〈표-9)와같다. 

A3 , p. 2211 ~조세제도 설명) 한국 
은실상 ‘봉건국’ 

농민옹호， 지난한국 

A6, p.763 1 정부를 부정적으로 
인식 

A7, pp. 한국인 도의로 부정적 특 
8~~:~91 성 된 것 제임 인해 야기 

국가부역 막중， 궁중 
R3 , p. 2951 행사 부담스러움 

〈표-9) 부때한 정부에 관한 서술 예시 

Koreans are a thrifty, brave and honest people, with considerable civilization 
and much good nature. Education is widely diffused; and 1 did not meet, even 
among those poor villagers, a single man who could not read and write. 

The jealousy of the Korea of the inviolability of the empire is so great "', and 
death was the punishment for crossing from shore to shore. The Tumen 
forming a bridge over which the poor people …, driven by famine from their 
own country, escaped to the protection of China and Russia. 

. the system bearing a close resemblance to the ancient feudal customs, 
Corea, in fact , being a feudal government, pure and simple, in which the 
king and mandarins are after all but feudal barons. 

Even the lands that are worked are not made to produce to their fullest 
capacity. [ ... ] The reason for this is not due to the indolence of the Korean 
peasant but to the practices of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 ... ] 

They lack of spirit because long years of injustice taught them the futility of 
resistance. […] Under protection, the Koreans are industrious, energetic, 
f'aithful and reliable. 

How onerous these duties are may be guessed from the fact that a royal 
funeral is regarded as almost as great a calamity to the whole country as a 
famine , from the heavy corvee imposed upon the nation. 

한국인들 자체보다 1 

R8, p. 4681 제도적인 문제가 큼 I:~_s~~~ 빠ors have branded him as lazy and indolent, but the truth lies in 
| 을 지 적 I the fact t떠t he 녀cks incentive through official oppression 

| 부패한 정부와 무능 IOf course the government of Korea is corrupt. […] and the king is very 
R9, p. 4911 한 왕 명 시 I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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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의 수동성과 동양적 열등성 다. 즉， 이러한 한국 역사의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 

의 주체적 측면보다는 외세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강조된다. 이 에 따라 수동적 인 역사가 계속될 것 

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 예를 제시하면 <

표-10)과같다. 

무력한 ‘현재’ 정부의 모습은 한국의 역사를 살 

펴봄으로써 열둥성을 드러내면서 부각된다. 이는 

동양의 수동적 인 모습(Said ， 박홍규 역 , 2002, 183) 

이 강조되는 오리엔탈리즘에서의 특성과 상통한 

〈표-10) 역사적 수동성과 동양적 열등성에 관한 서술 예시 

A2, pp. I 기자조선 제시， 신라 
130"'131 의 삼국통일 언급 배 

제됨 

A3, p. 221 I 몽고 장악 전 역사 간 
과， 역사서술오류 

A4, p. 4 중국의 영향력 강조 

A5, pp. 중국기원명시 -중국 

325"'326 인들 기원전 57년 한 
국에자리잡음밝힘 

수동적 역사에 초점 -
A6 , p. 761 I 진고， 임진왜란 언급 

R1 , p. 297 I 중국， 일본의 침략제시 

R3, p. 289 I 기자의 분명 전파 제시 

The founder of this state(주: Chô-sen) was Kishi, an ancestor of Confucius, 
of which fact the Coreans to this day are intensely proud. They are not, 
however, ethnically the descendants of the old Chô-sen people. 
Subduing the three states to his authority , he named the whole country Korai .... 

Subsequent to the fall of the Mongol dynasty from the Dragon throne of 
China in the year 1392, Li-Ta이o ... was chosen King of Corea. 

Chinese influence has been predominant throughout the north ... but also 
over the whole country .... the vast looming shadow of China ... 

. the Chinese Emperor Chin Si proposed the building of the Great Wall of 
China. [ ... ] wholesale exodus of Chinese .... Among these fugitives a goodly 
band crossed the Yellow Sea and found their way into the southeastern 
portíon of Korea. ... in 57 B. C. , this colony of Chinese had obtained a strong 
foothold in Korea 

고구려가 부족 수준에 1'" the word kuk ... was applied in the early history of Korea and Manchuria 
R4, p. 155 I 불과했다고 말하며 낙 I to very limited communities The word “tribe" better expresses what the 

후성 평 가 1 so-called kingdoms actually were ... 

(4) 일본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의 변화에 대한 긍 

정적암시 

개항 이후 일본의 통치로 한국이 진보하였음을 

드러내는 서술에서는 옛 것이d)과 새로운 것 

(new)이라는 대조적인 이미지가 부각된다. 이를 

예시하면 〈표-1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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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구의 영향으로 인한 진보 강조 

“서양인에 의해 주목되고， 재건되고， 나아가 구 

제될 필요가 있는 지역 (Said ， 박홍규 역， 2002 ， 

365-366)" 으로서 한국이 표상되며， 서양인들의 개 

입이 미화되는Ubid. ， 381-382) 모습도 일부 발견 

할 수 있다. “동양에 관여해 온 역사U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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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일본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암시 서술 예시 

In this latter year, the Old Korea of isolation, degradation and hermit-like 
A4, p. 3 I 갑오개혁 긍정적 평가 I seclusion, passed away , while the New Korea of independence, nobler 

development, and a world-touching nationallife began . 

. Japan formally annexed Korea in 1910, ... and began a long series of 

A6, pp | 1910년 한일합방 이 
761"'765 후 장기 적 인 ‘개혁’ 이 

시작됐음 

reforms. The reason for this is ... due to ... the practices of the former 
Korean government. Under the old system a man had no incentive to grow 
more than he actually needed for his own family .... The Japanese have given 
instruction in the proper preparation of the rice and have distributed 
improved rice combs among the Korean farmers. 

A7, p. 
823 

| 일본의 전차선 전신 
전화，우편，간선도로 
개선 ·확장명시 

Japan has sought to better highway communication. […] she plans f or a 
system of roadways extending over the whole peninsula. [ ... ] Telegraph, 
telephone and postal communication have also been increased. 

As long as Korea remained an independent nation ....... the court of the 

A7 , pp. 1 한국이 독립국이었을 
821"'825 당시의 부 ’패상-일본 

emperor became very corrupt As a resu1t the provincial officials could 
engage in the most nefarious practices and resort to the cruelest exploitation 
without detection or check. [ ... ] After the annexation [ ... ] corruption could no 
longer hide itself. 

의 영향으로개선됨 

A8, p. 422 I 농 노업력 현대화를 위한 

R2, p. 283 1 일본에 의한 깨선’ 

Strenuous efforts are being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modernize 
me Korean agricu1tural system. 

The Yamen now occupied by the Legation formerly belonged to the chief of 
the city police, but had, of course, to be much altered and improved, to fit it 
for its present purpose. 

381-382)"를 가진 강대국인 영국 혹은 미국의 국 

민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자국과 ‘그들’ 을 분명히 대치시키며， 자 

국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일부 내용 

을제시하면 〈표-12)와같다. 

〈표-12) 서구의 영향으로 인한 진보 강조 관련 서술 예시 

| 일본의 개항을 ‘우리 1'" we shall have to go to Sioori, and to tell the Emperor so, in his own palace ... 
A1 , p. 292 1 :~-::'~1:1 ~ ~ >l 1 -1 1 | 들의 승리’ 로 명시 1 The opening of Japan .... Our triumph there was due to the personal courage .... 

‘미국’ 인이 발견한 금 1 The discovery of a rich gold mine by the American prospectors ... is perhaps 
A3 , p. 221 I 광이 , 한국의 유일한 I the only hope to maintain the already seriously impaired credit of the once 

희망이라 언급 | “Hermit Nation." 

, 쇄국정책의 종말은 미 1 ... she adopted a policy of exclusion, which was not shaken until 1882, when 
A6 , p. 761 1 국과의 조약 덕 임 1 an American treaty opened her p쐐 to foreign commerce 

1 American rails and bridges we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is first short 
경인선 건설 언급 시 | 

lline(주: 경 인선)， and American firms also supplied the rolling stock. The track 
A7 , p. 821 I 미국 회사의 개입과 | I was standard gauge, a fact which makes Korean railroads to-day surpass the 

그우월성 제시 1 
IJapanese system. 

l 유럽문명의 인도주의 1:" they have assimilated' not merely the material advantage , but the 
R5 , p. 5601 적인 성격을 전제로 함 I h.uma~itari~~ ideas ?f E.u:opea~ civilization, both the material and moral 

I elevation of the people might well en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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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대한 서술 태도의 맥락 고려 

(1) 텍스트 분석의 한계와 그 함의 

지리협회보의 기록을 대상으로 태도 면에서 어 

떠한 공통점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보 

았듯이 이러한 분석만 가지고는 글의 특성을 일반 

화하게 되고그글들이 게재된다양한배경과맥락 

을 고려하지 못하여， 기사가 어떻게， 왜 게재되었 

는가， 기사들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간과 

할우려가있다. 

실제로 알렌과 같이 조선에서의 기독교 포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물들의 사례가 기존 연구 

에서 제시되며， 근대부터 서양인들이 모두 우월주 

의를 바탕으로 한 서술만을 하지 않았음이 다른 텍 

스트들을 사례로 지적되는 바(신복룡， 2002) ， 본고 

의 분석 대상 기사에서도 ‘근대성 담론’ 이라는 틀 

만으로 일반화할 경우 세밀한 차이를 간과할 우려 

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이는 ‘근대성 담론’ 

자체에 대한 반례， 그리고 ‘어떠한 근대성을 논의 

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 

는기록으로양분된다. 

근대성 담론의 복합성을 지적하는 경우， Sai뻐 

럼 식민주의적 담론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식민 시대에는 다양한 담론들이 있었 

으며， 이것들이 대상지역을 부정적으로만 규정짓 

지는 않음에 주목한다. 즉， 식민주의적 담론들에서 

긍정적인 표상이 함께 나타나며 제국주의적 주체 

가 국외에서 문명화된 문화로 간주하고 있는 서술 

이 나타남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야만성의 담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타남 

이 지적되는데， 이러한차이점이 맥락의 차이에 의 

해서 자극되었음을 제시하는 바(Mills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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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81)，분석 대상기사에서도그가능성을살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근대성 담론’ 자체에 대한반례는다음과같다. 

우선 역사적 수동성을 부인하는 언급이 종종 나타 

난다. 예를 들어 A4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계속 언급하면서도 한국 정치와 사회， 문학 둥이 

계속 독립적이었음을 밝힌다. R5의 경우 기원전 

1122년 우왕이 중국에서 도망쳐 나와 농업과 비단 

을 고조선에 전해준 이후 한국을 반란국으로 여기 

는 것은 중국의 견해일 뿐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왕국이었던 고려 이후로 한국은 침략에 취약한 국 

가가아니었고，몽고의 침략도결정적인 영향을미 

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2) 

또， Said의 오리엔딸리즘적인 시각 자체를 비판적 

으로 의식한다면 같은 텍스트도 다른 식으로 해석 

할 여지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동양 

이 위대했던 시기는 과거 (Said ， 박홍규 역， 2002 ， 

74)" 였음을 강조하면서 전근대성을 자각하는 저자 

들의 시각을 오리 엔탈리즘적 틀로 보기 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 국내 논:A}들 역시 

과거 한국의 문명에 비해 당시의 문명이 뒤떨어져 

있음을 자각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황성신문에서는 예전부터 문명국인 조선 

사회가 1890년대， 1900년대 초 당시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는논조가드러나며 이에따라기자계승의식 

을 더불어 강조하고 있다(백동현， 2003 ， 172-173). 

‘어떠한 근대성을 논의하고 있는가7 에 대한 문 

제는다음과같은경우에서 제기된다. 일본의 영향 

으로 인한 한국의 발전을 식민주의적， 혹은 반식민 

주의적 시각으로만 보았을 경우 한계가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일본 통치 하에서 한국 

이 'develop’ , ‘improve’ 되었다고는 밝히고 있 

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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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는가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 

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7에서는 일본이 이 

익을 취하기 위해 한국을 병합시켰다는 관점이 두 

드러진다 3) 철도 부설도 그러한 목적이며， 일본과 

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조업을 발달 

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 

아 일본에서 가공된 후 한국으로 되파는 것이 일본 

의 의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4) A8은 1930년대 기사 

로서 토지 이용도 작성이 연구의 목적이지만， 일본 

이 한국의 ‘발전’ 에 미친 영향을 상당 부분 의식한 

다. 즉， 수확량의 증가 동은 일본 정부의 보조와 장 

려로 가능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렇게 수확량이 증 

가한 이유는 일본이 한국에서 수확된 작물을 이용 

하려 했기 때문이었다는점도더불어 언급한다 5) 

앞서 문헌연구에서 언급한 개인의 남성성， 여성 

성 논의(박지향， 2000 , Mills, 1991) 외의 개인적 맥 

락， 해당 기사가 게재된 정치적 이해관계(송재용， 

2(04) , 시대적 차이(서울학연구소 역， 1996, íx) 둥 

으로 인해 텍스트의 내용과 태도가 다양성을 보임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술의 차이를 가져온 원 

인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그 맥락을 이해하여 각 

텍스트를더욱정확히 이해하는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 태도를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불가능하 

다. 예를 들어 Pratt(I992)가 식민주의적 담론이 

하나의 지배적인 의미만 갖지 않고 본성에 거스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사례로 든 내용， 즉 “식민주의적 텍스트가 지속적 

으로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함”으 

로써 ‘원주민’ 의 가난을 드러낸다는 주장이 완벽 

한 설득력을 가지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맥락적 

고려를 통해 지리협회보에서도 세부담론의 존재 

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은 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점에서 본장의 중요성은정당화된다. 

(2) 한국에 대한 서술 태도의 맥락 고려 예시 

-A9. A10. A11 

앞 장에서 한국의 서술 태도상 공통점을 ‘근대성 

담론’ 전개를 틀로 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상 

에서 지적하였듯이 근대성 담론만을 잣대로 지리 

협회 기사를 평가하였을 때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 

들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일본으로 인한 ‘한국의 

발전’ 과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의 여부는 구 

별되어야한다는점을제시하파한다. 이러한점 

에서 저자의 태도를 맥락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되며 이 절에서는 A9 , AI0 , All에서 일본에 

대한 태도가 드배는 부분을 예시하여 독해해 보 

도록하겠다. 

@ 텍스트제시 

우선， A9, AI0 , All에서 ‘일본으로 인한 근대화’ 

와 관련된 태도가 드러나는 기록을 제시하면 

〈표-13)과같다. 

2) After this (주: Kauli, who subdued the whole land) the heart of the land was little affected by these inroads, and the Mongolian 
conquest in 1264 can have had little solid foundation. (R5, 558-559) 

3) They were actuated most largely by military motives, but the economic advantage was not lost to sight. Railroad" were the flfSt 
necessity. (A7 , 821) 

4) ]apan is fast becoming a manufacturing nation. She 띠s no desire to set up a rival in Korea. It seems to be ]apan’ s intention to usε 
Korea to supply the raw materials which ]apan w버 manufacture and then resell to Korea if necessary. (A7,820) 

5) An increase in the area devoted to rice and a greater yield per acre have been brought about by the encouragement and 
assistance of the ]apanese govemment, which 피1ds in Korea a convenient granary for helping to feed the large population of the 
homecountπ. (A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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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일본으로 인한 근대화’ 관련 텍스트 

경제상황의심각성 
인식 

The present overpopulation, the advent of Japanese capital, and other 
factors have resulted in excessive tenancy and debt. Economic conditions are 
senous .... 

철도 완공 후 벼 경작 I When the railroad through the region is completed, there may be an increase 
증가할 것임 I in the cultivation of rice 

Japanese-controlled companies with modern methods and equipment are 
dominating the fishing industry and concentrating it in the larger ports. The 
isolation is decreasing. 

The severe erosion that resulted is being gradually checked through 
reforestation projects. 

0, p.1 금강 유역 벼 생산 관리되 I These western plains are irrigated by large-scale pr이ects under Japanese 
657. I 고 상당량 일본으로 수출됨 I control, and much rice is exported to Japan. 

한국의 약한 중앙정 I Throughout much of Korea’ s history the central government was weak .... In 
(배 IA~;nP.1 부， 1945년까지 일본 I ~heT;hree ~ec~de.~ ，~efore .~945 ，t~e Japan;~~ ~o빠d some of the regionalism 

658. I 이 한국의 지 역 주의 I in Korea, by building railroad lines and highways and by creating a strong 
개조 I government with centralized political and economic control. 

@ 텍스트를 통한 태도 분류 

앞에서 제시된 텍스트만을 보았을 때 필자가 같 

음에도 그 태도는 상반되게 평가할 수 있다. 

(가) 에서는 일본 통치로 인한 폐해가 암시된다. 

(라)， (바)에서 저짜 일제 치하 이후 개선된 상 

황을암시한다. 

(나)， (다)， (마)에서는 텍스트만으로 저자의 태도 

를판단하기힘들다. 

이러한 경우 태도 판단에 왜폭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텍스트 외적 맥락을 확인해야 할 필요 

성이정당화된다. 

@맥락고려 

a. 저자의 특성 고려 

저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했던 

저자의 맥락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본다. 저자 

는 어린 시절을한국에서 보냈고，한국에 대한관 

심을 크게 갖고 있었다. 1935년부터 1950년까지 

-læ-

학술지를 비롯한 간행물에 게재한 글 48편 가운데 

한국만을 주제로 한 기사가 28편에 이른다는 사실 

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9 , AlO, All이 게재 

되었던 시기 필자가 집필했던 한국 관련 기사 가운 

데 한국에 대한 태도를 암시해 주는 서술을 제시하 

면다음과같다. 

기 • 1937년 저자는 1937년 'Land Uti1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에 대한 문헌 리뷰에서 

〈표-14) 와 같이 서술한다(McCune ， 1937, 212). 

L. 1943년 같은 저자는 ‘최근 이루어진 평양의 

발전’ 을 다룬 글에서 한일합방 이후의 변화를 

〈표-15) 와 같이 평가한다. 

c. 1946년의 글에서 저자는 일본 전쟁경제를 위 

한 만주와 한국의 자원 착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McCune ， 1946, 275-276). 



영미 지리협회 간행물에 게재된 한국 관련 기사의 맥락과 근대성 담론에 대한 고찰 

Under the impetus of the ]apanese war 

economy, the whole estu따y area has become an 

important industrial center "', πJe future of th않e 

joint Manchurian-Korean power and industrial 

projeα5， instigated by the ]apanese to add to their 

war economy, wil1 be knotty international 

problems, 

2 ， 1947년 같은 저자에 의해 이루어진 남동해안 

지역에 관한제시는 〈표-16)과같다. 

〈표-14) 1937년 문헌 내용 

ï-1 
가난한 계층이 어려움 1 •• 1'" rural economy from which one gains the unavoidable impression of the 
을겪는심각한경제조 | I severe 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especially the poorer classes suffer. 
건크게 의식 | 

I Government control over the forests and the efforts toward reforestation are 
정부의 숲 통제와 재 l I summarized. There are brief accounts of the mining of gold, iron, coal and 
조림노력제시 l Igraphite. 

ï-2 

τ-3 한국의 도시， 도시 특 
성언급 

일본간행물에 익숙한 
이들은， 현지조사 결 
과를 보면 일본이 발 
전만강조하고있음을 
깨달을것임 

The cities of Korea and their development due to administrative needs rather 
than commercial importance is also mentioned. 

ï-4 

. Those familiar with the chief of these , the Annual Reports on 
Administration of Chosen, will realize that, aimed for tourist and foreign 
consumption, they naturally tend to stress those factors which have shown 
great material progress, thus giving only part of the picture. 

〈표-15) 1943년 문헌 내용 

L-1 

한일합방 이후 ‘경제 1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phenomenal since 1910 Whether these 
발전’ 이루어졌지만， Ilater changes are purely-Japanese-inspired or are products of the times is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I not to be considered; nor is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lot of the Korean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 1 inhabitants has been improved(McCune, 1943, 149). 

일본으로 인한 발전과 I Most of this material development has been at the instigation of Japanese. 
함께 이기적인 면 제시 ITheir concern has been selfish rather than altruistic, however ... (Ibid. , 15이. 

물 공급 면의 I ~n;pr~vem~nts were. ma.de ，~lon~. ，~he /ive.r., A ,filtrati?n sy~te~ on t，~e up~er 
1 island and reservoirs in the hills furnished an adequate domestic water 

‘improvement’ 제시 | 
I supply ... (Ibid. , 153). 

L-2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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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troduction of Japanese and modern elements brought changes in the 
older Korean portions. Within the walls , new public markets were 
established, home and workshop manufacturing increased, ... (Ibid. , 152). 

p' yongyang today presents a far different areal and cultural form from that 
of previous centuries; the modifications of the last forty years have been 
especially significant(Ibid. , 155). 

L-4 
‘오늘닐J 명양은이전 

과 다른 모습 보입， 
변화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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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1947년 문헌 내용 

E 

한일합방 이후 변화 1 After 1910 when the Japanese annexed Korea, great changes were effected ... 
인식 1 (Mccune, 1947, 44). 

1 The land and sea resources of the Littoral no longer had only local markets 
변화에대한가치판단 l 

• I and ... only a fraction ... were Japanese, engaged in government, commercial 
보류 | | and fishing supervisory positions(Ibid. , 44). 

일본에서 벼의 변종을 | 
1 The dominant type of rice seed, introduced by the Japanese, was Kokuryado, 

도입했다는언급-가 | 
1 a high-yielding, slow-maturing variety(Ibid. , 45). 

치판단배제 ’ 
2-1 

As better irrigation facilities , higher yielding varieties of seed, cheap 
fertilizers , and more adequate transportation outlets were introduced, rice 
production and yields increased(Ibid. , 45). 

시설개선， 품종개선 
등을지적 -수확량 
증가는인식 

2-2 

일본인들의 새로운 조 1'" introduction of modern methods by the Japanese ...... , often powered with 
업방식 도입으로 새로 1 gasoline motors , went out with modern expensive nets and other equipment. 
운 장비， 수확량 증가 1 With such equipment catches were large. Korean fishermen with clumsy 
밝힘 . 한국 어부들의 1 sailing boats and facilities for close-shore fishing could not successfully 
경쟁력 약화 지적 1 compete(Ibid. , 46). 

1'" However in past centuries many hills were denuded of their cover [ ... ] 
식생이 19세기 파괴되 l 

1 These the Japanese controlled and preserved through stringent enforcement 
었으나일본인들이통 | lof cutting laws. They also embarked on a much needed program of 
제하고 보호하였음 I ;~f;r않ation'" (Ibid .. 46) 

일본의 전사경제에 이용 1'" Japan began to prepare for war. Though the Japanese primarily seized 
되었음을제시-이 지역 Ilarge areas of the continent ... and exploited the resources there to build an 
의 자원이 집중적으로 1 economic base, ... The Littoral, though poor in war resources, was used more 
사용되었다는 점 밝힘 I intensively(Ibid. , 46). 

농업생산증가위한노 | I However , the land had already been exploited almost to its limit and 
력 이루어짐 밝힘 | 

1 probably the increased food and fiber production was matched by the needs 
땅이 한계치까지 착취 | 

1 of the increased population'" (Ibid. , 47~48). 
되고있었음언급 1 

」u 
E 

2-4 어엽의통제권은 

전적으로일본인에게 
있었음 

Concentration of the industry into a few centers became more pronounced 
and control of the fishing industry was exclusively in hands of the Japanese 
(Ibid. , 48). 

태백산맥의 석탄 착취 1 Coal deposits in the Taepaek Range were exploited. (Ibid. , 48) ... ruthless 
와 일본의 목선 제작을 1 cutting of the excellent pine forests on the slopes of the Taepaek Range too 
위한 소나무 벌목 1 place during 1944 and 1945(Ibid. , 49). 

어 엽 이 되살아나고 있 1 The fishing industry is being revived, although requisitioning of the boats by 
다는 서술과 함께 일본 1 the Japanese during the war and scarcity and deterioration of nets and 
의 착취 인식 1 equipment virtually paralyzed modern phases of the industry(Ibid. , 50). 

口 . 1948년 저자는 일본 통치 하에서 한국 내 토 

지 소유권 자료를 얻기 힘들었고， 1944년 

Grajdenzev는 이에 관한 수치를 정리했다고 말하 

며， 여기에 따르면 농업 인구의 반 이상이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1/4은 일부 토지만을 소유 

했다고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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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years of ]apanese control data 

conceming land holding in Korea were difficult to 

obtain. Grajdanzev, in 1944, using the best 

available data together with certain valid 

assumptions, made an estimate of disσibution in 

vanous categones. 

According to this estimate, over half the fanning 

population owned no land at all; another fOU1납] 

owned some land but had to rent additionalland 

Landlords, comprising three per cent of the 

farmers , owned almost two-thirds of the 

cultivated land. The land holdings varied in size, 
most of them smalL on the basis of offìcial data 

for 1938, Gra}따1Zev estimated that almost half a 

million Korean farmers, seventeen per cent of the 

tot띠， operated farms smaller than three-foU1납]s of 

an acre, another twenty-one per cent operated 

unit5 from three-fourths to one and a fOU1쉰] acres 

in size. (McCune, 5. , 1948, Land Redistribution in 

Korea, Far Eastem Survey, Vo1. 17, No. 2, pp. 

14-15.) 

닝 • 1966년 한국에 관한 단행본(McCune ， S. , 

1966, Korea: Land of Broken Calm, Princeton, N. 

J.: Van Nostrand, pp. 83-87)에서 드러내는 필자 

의 태도는 〈표-17)과 같다. 

〈표-17) 1966년 문헌 내용 

일제시대에 한국경제 I Some reforestation projects were attempted by Japanese but were not very 
가 근대화되었다는 점 I successful. […] the Japanese engaged in commercial forestry. Great rafts of 
인식(작물 상업화로 소 I timber were floated down the Yalu and Tumen rivers and Sinuiji became a 
작농 증가， 재조림 성 I sawmil1 and exporting center, but the Koreans benefited very little from this 
공적이 지 않았다고 봄) I industry. 

일본인 현대식 설비 도 IWhen the Japanese introduced modern boats and nets, commercial fishing 
입하면서 기존 어부틀 I centered itself in a few large ports and local fishermen could no longer 
경 쟁 력 상실 I compete(Ibid. , 86).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IThe traditional Korean economy was drastically transformed , never to 
상태로 변형됨 I recover(Ibid. , 86). 

일본이 광물자원을 착 | ITo meet modern industrial demands the Japanese searched the land for 
취했으며， 미국이 갖 | I valuable mineral resources. […] A mine in northwestern Korea that had been 
고있던광산채굴권도 ! I worked by an American company under an original concession from the 
1941년에 결국 일본에 | 

[Korean King was fina l1y sold to Japanese interests in 1941(Ibid. , 87). 
게넘어감 l 

b. 태도분류， 평가 

‘일본으로 인한 근대적 요소 도입’ 에 대해 저자 

가 다른 문헌에서 기록한 내용을 태도별로 분류해 

보면 〈표-18) 와 같다. 

〈표-18) 에서 , 필자의 ‘일본으로 인한 한국의 발 

전’ 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1930년대 에서 1960년 

-112-

대까지 긍정적，부정적 측면을모두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판단 보류〉 항목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려 함을 볼 수 있으나， 구 

체적으로 일본으로 인한 개선점에 대한 언급이 제 

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인한 발전 

(development)이 긍정적인 면만갖고 있지 않음을 



(, -2) 숲 통제와 재조림 
(L-3) ‘improvement’ (물 
관리 체계， 교통발달) 
(2-1) 농업 면에서 일본으로 
인한 시설개선， 품종개선 등을 
지적하며 수확량 증가는 인식 
(근 -3) 식생이 19세기 파괴되 
었으나 일본인들이 통제하고 
보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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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한 필자가 여러 문헌에서 서술한 태도 분류 

(,-1) 심각한 경제조건 
(, -4) 일본이 발전 양상만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의식 
(L-2) 일본으로 인한 발전이 이타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이었다고 
언급 
(디 일본 전쟁경제를 위한 만주와 한국의 자원 착취 제시 
(2-2, 비 새로운 조업방식-한국 어부들의 조업 경쟁이 되지 못했 
음지적 
(2-4, 비 일본의 전시경제에 이용되었음을 제시 - 석탄 착취， 소 
나무벌목，선박정발 
(비 작물의 상업화 결과로 소작농이 증가했음을 강조 

(L-1) ‘경제발전’ 은 인 
식하지만 그 영향은중 
요하지않음 
(리 한일합방 이후 변 
화 인식， 그 원인이 일 
본으로 인한 것인가에 
대한판단보류 

이미 1930년대부터 의식하고 있음을발견할수 있 

으며， 1940년대 이후 일본에 의한 착취가 필자의 

기록에명시됨을볼수있다. 

특히 A9 , AlO이 게재된 시기는 미국이 일본에 대 

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던 시기였음 

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단， 국제연맹에서 1931 

년 만주사변을 비난하는 등 일본의 팽창주의가 의 

식되고 있음을， AGS에서 발간한 1943년 단행본에 

서 찾아볼수있다 6) 

C. 다른 맥락 고려 - 같은 간행물의 다른 기사를 

대상으로 

A9 , AlO, All은 1940년대에 걸쳐 게재된 기사로， 그렇다면 1930년대에 같은 간행물에 게재된 기 

어업에 대한 태도 

농업에 대한 태도 

〈표-19) A8과 A9rvA11간 서술 태도 비교 

지난 20년 동안 어업에 괄목할 만한 진보적 요 I (다) A9: 근대식 방식과 장비를 갖춘 일본 회 
소 도입 사들이 어업을 장악 
최근 이루어진 진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숙련 I (근 -2 비 새로운 조업방식-한국 어부들이 
된 일본 어부들 덕으로， 이들이 한국 어부들에 | 경쟁력을 잃음 
는 새로운 모험이었던 원양어업을 전수81 

진보와확장으로작물수확량이증가할수있었음 I (개 A9: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 
한국의 농업 체계를 근대화시키려는 일본 정 | 인구 과잉 일본 자본의 도입 등으로 인한 과 
부의 정력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한 부채 인구가 산지로 이동하고 있음 
시범농장 설립 I (비 작물의 상업화 결과로 소작농이 증가했 
경작지가 늘고 있음(계단식 경지화， 간척) 101 I 음을 강조 

6) Smith, G. H. & G∞d， D. , 1943 ,]apan: A Geographical View, New York: American Geograprucal Society, pp. 90-91. 
7) During the last two decades considerable irnprovement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f1S비ng indust1y, especially with regard 

U ηpes ofboats, gear and methocls of operation(A8, 419). 
8) No little of the recent progress of Korean fìshery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introduction of skilled ]apanese f1Shermen. 

πley have taught the native f1Shermen the art of deep-sea f1Srung-a new venture for the Koreans(A8, 422). 
9) Improvements and expansion in agriculture will make possible a greater yield in crops. Strenuous efforts are being made by the 

]apanese govemment to modemize the Korean agricultural system. Model farms have been instituted on wruch demonstrations 
are given in grain cultivation, sericulture, horticulture, and stock farming(A8 , 422). 

10) Untilled land also is being brought under cultivation. It has been estimated that about a million chobu, comprising hillsides, 
marshes, and beaches, can be made productive by terracing and reclamation(A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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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34년 게재된 같 

은 간행물의 A8의 게재 내용 가운데 같은 주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표-19)와 같다. 

두 서술의 비교를 통해， 일본적 요소의 도입으로 

인한 근대화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그것을 긍정 

적으로 보는가의 여부가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8과 비교해 볼 때 A9-All의 서술 태도 

를 일반화할 경우 ‘근대성’ 은 인식하되， ‘일본의 

식민경제를긍정적’으로보지는않는다는점이 지 

적될수있는것이다. 

d. 다른 맥락 고려-다른 단행본을 대상으로 

근대성 담론에서 위와 같이 세부 담론이 분리되 

는 연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지리협회보 외적 

인 단행본인 라우텐자흐의 ‘코리야 에서 드러나 

는 근대성 담론 관련 부분을 검토해， 이 부분을 명 

확히 하도록 하겠다. 라우텐자흐는 답사와 자료수 

집을통해 학문적인 깊이에서 추종불가능한，독창 

적이고 뛰어난 한국지지를 기술한 것으로 평가된 

다. 지리적 전문성을가진한국관련단행본으로제 

시하는 McCune, Zaichikov의 한국지 리서와 함께 

라우댄자흐의 ‘한국’ 이 언급된다는 점 에서 단행 

본의 지명도가 높으며(김재완， 2000) , 분석 대상 

협회보에서 McCune도 라우댄자흐의 단행본을 언 

급하고 있어，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고려의 정 

당성은 충분하다. 라우텐자흐가 기술한 한국에서 

나타나는 일본통치에 대한 태도 역시 앞에서 언급 

한바와같이분리될수있다 1 1) 

〈표-20) 근대성에 대한 라우텐자흐의 평가 

(699-700) 1934년부터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어 
궁핍한 상황이 많이 완화됨. 농부자립책 - 유리한 판매시기까지 
수확물의 일부를 창고에 저장 가능 시장에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됨. 농업적 성과가 농업개혁과 결부됨 
- 일본 당국의 부단한노력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생산량증대 
에 성공 농업 각 부문별로 광범한 현지조사 실시， 권엽모범장 
수원에 설립， 적절한품종의 작물재배， 해충관리. 

(694) 과거 생활상은 매우 열악했음. 지난 20여 년간 일 
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됨. 
이는 1919년에 봉기를 촉발케 하고， 다른 한-일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함. 이미 구한국 시대에도 불운했던 

토지 소유관계가 더욱 큰 원성을 사게 됨. 

(697) 한국이 쌀을 수출하고 잡곡으로 수요를 충당함. 이 
에 대한 책임은 일본， 특히 총독부에 있음. 일본 정부가 

(729) 일본인이 인삼을 이윤이 좋은 경제부문으로 발전시검 아무런 효과적인 구제책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난 

(737-738) 조선 통감부의 권유로 대한제국 정부는 1908년에 산 l 은 정당한 것임. 
림법을 공포， 1911년에 제정된 산림법의 실효가 현재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음. 범국민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임. 

11) Lautensach, H, , 손명철， 강경원， 김종규 역， 1998 ， 코레아: 답사와 문헌에 기초한 1930년대의 한국지리， 지지， 지형， 서울: 민음사 
를 참고하였으며， 표 안의 숫자는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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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어업 관련 논의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1) 어업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 간행물별 비교 

어업에 대한 태도 

지난 20년 동안 어 
업에 괄목할 만한 
진보적요소도입 12) 

(다) A9: 근대식 방 
식과 장비를 갖춘 
일본 회사들이 어 
업을장악 
(2-2. tl) 새 조업 

방식-한국 어부들 
경쟁력상실 

라우텐자흐의 단행본에 친일적인 태도가 드러난 

다고 여겨지지만， 단행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역시 일본의 이권 침탈과 근대성 도입으로 인한 한 

국의 진보 논의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라우텐자흐는 본문 가운데 논의에 참고한 문헌 

을 언급하는데 , <표-2이 과 〈표-21) 에 인용한 본문 

에서 언급한 출처를 살펴보면， 이훈구(李勳求)의 

논문， Y.Yagi의 연구， 1930년 총독부에서 발간한 

한국의 소작관행 (Pachsitten in Korea) , 1940년 일 

본 만주국 연감Qapan Manchoukuo Year Book) , 

일본연감(The ]apan Year Book)가 있으며 , 일본연 

감과 같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최신호” 

(XIl)라고 덧붙이고 있어， 일본 정부 간행물에 신 

뢰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러한 ‘정보의 원천’ 

(756) 수세기 동안 일본 어부들은 한국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해 옴-1912년에 제정된 어로법은 한국근해 수역을 자국민만 
의 배타적 어로구역으로 지정하였음. 

(746) 일본의 영향으로 큰 성장， 어획고 증가. 
(757) 총독부는 1912년에 이미 새로운 어로방법 개발， 수산자 
원 보존 목적으로 한국의 어족 조사 착수. 
(806) 한국 어민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됨. 총독부는 어항을 건 
설하고， 해안에 등대를 설치하여 어업활동을 독려해 옴. 
(758) 1935년 현재 동력선의 대부분은 일본인 소유. 한국의 
어선들도 점차 동력선으로 개조됨. 
(759) 어로기술 일본 어부들에 의해 크게 개선됨. 
한국인 선원들은 일본인들의 경험을 직접 이용할 수 있었으 
며， 한국인 소유의 배들은 이들 일본 어선으로부터 필요한 것 
들을배우게됨. 

을 고려하였을 때， 간행물을 안내 혹은 통역 수단 

으로 본다면， 화이트헤드가 지적한 바 제국주의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정 가운데 하나로， “식민 

지적 규칙의 유지에 핵심적인 지식이 ‘원주민’ 안 

내자와 통역자와의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생산되었”고， 이러한 정보의 원천이 정보 구조의 

유형들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상통한다. 

3) 소결 

서양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에 관한 논의를 볼 때 

서양인들의 서구 편향적 시각은 종종 지적되며， 서 

양인의 기록을 근대성을 전제로 한 논의 전개의 틀 

로 평가할 수 있다. 지리협회의 협회보에서도 이러 

한 특성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때 근대성 담론에서 

12) During the last two decades considerable improvement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f1Shing industry, especially with regard 
to ψpes ofboats, gear and methods of operation(A8,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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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검토되어야 할 세부적인 논의가 있고， 이 

러한 부분들을 다른 근대성 담론과 분리해 볼 필요 

가 있으며，가능하다면각논의들이 전개된 외부적 

맥락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에 대한 미 

국의 관점이나， 텍스트에 표출되는 한국 근대화에 

관한 시각이 미옹적이므로 그 태도를 파악하는 데 

에는 개인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맥락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본적 요소의 

도입으로 인한 근대화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그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의 여부가 구별되고 있었 

다. 즉， 1940년대 AGS 게재 기사만을 보았을 때 필 

자는 ‘근대성’ 은 인식하되， ‘일본의 식민경제를 

긍정적’ 으로 보지는 않고 있었으며， 그 태도의 연 

원은시대적 상황과개인사적 위치，그리고정보원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5. 결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기 이전에는 한국에 대한 부분적인 경 

험을 토대로 한국이 소개되고 개항 이후 한일합방 

이전까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한 

국 각 지역의 선구적인 여행에 의미가 부여되며， 

한일합방 직후에는 토지 이용과 지 역 구분을 지도 

화핸 계통지리적 기사로 기사 내용이 구체화되 

는 시대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지리협회 

창립 이후 지리학의 전문성이 증대하고 제국주의 

적 요구나 전쟁 정보 수집 등 국가의 이익과 결부 

되면서 정부와공고한관계를가지며그위상을확 

립해 나가는두지리협회의 발전과정을반영한다. 

하지만 두 지리협회 간에 보이는 성격 차이 또한 

발견된다. RGS는 제국주의적 목적에 좀 더 부합하 

여 1880년대 말 자국의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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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리정보를 교육시키려는 면에 초점을 맞 

추게 되었다. 반면 1900년대 초반에 지리교육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된 AGS는 자국의 현지조사를 통 

한 지리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고， 해외 조사는 

타지역에 대한단순한관심，혹은자원 이용가능 

성의 탐색， 나아가서는 전쟁을 목적으로 한 자료 

수집과 더 관계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00년대 

들어 정치적 관심이 배제됨과 함께 지리적 관심도 

배제된 RGS의 일면과 한일합방 이후 한국에 대한 

주제 선정에 AGS 자체가 미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 영국의 지리협회보에 게재된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한국에 대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필자들의 서술 태도가 대체로 근대성 담론을 전제 

로 하는데， 이는 근대적인 요소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의 모습， 19세기 당시 한국 정부의 전근대 

성과 일본적， 서구적 요소의 근대성이 대비되는 모 

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른 비슷한 텍스트에서 주 

로제기되는논의상틀이기도하다. 하지만텍스트 

만 고려하였을 때 일본으로 인한 근대성이 부각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맥락을 파악해 볼 

때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일부 발견됨으로써 해당 

기록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오 

늘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 가운데 당대 서 

구인의 기록을 ‘서구 편향적 근대화론’ 의 관점으 

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본고에 

서는 오히려 그 연구 자체가 편향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지리협회보의 

1940년대 기사에서는 일본으로 인한 ‘한국의 발 

전’ 과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의 여부가 구별 

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 텍스트에서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세부적 담론을 구별할 필요 

성을강조한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여행기 단행 

본이나 단편적인 사진， 엽서자료， 혹은 문학작품이 

나교과서에관한연구에서，지리학저널임이 명시 

된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글로 그 분석의 지평을 넓 

혔다. 또， 지리적 서술의 텍스트적 분석과 함께 텍 

스트의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지리학적 서술이 이 

루어진 배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리적 서술과 같은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 

한 가지 관점만을 토대로 해석할 경우 오류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 

어 식민주의적 틀에 연연하여 텍스트를 해석한다 

면， 식민주의적 성격이 드러나는부분만을추려 강 

조하거나， 그러한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마저 

이론적 틀에 맞추어 해석하는 문제를 범할 수 있 

다.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비판적 해석보다 

는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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