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 역사의 아주 최근에서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역사 자체만큼이나 오랫동안 도시

가 존재해 왔고, 일부 사람들만이 도시에 거주하였

지만 종교 조직, 복잡한 정치 체계, 글과 학습, 공예

와 기술 등 인류 문명의 주요 부분이 도시에서 전개되

었고 발달하였다. 도시를 서술할 때 도시는 크게 다

가오는데, 이는 역사 및 역사적인 대부분의 주제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기 때문일 것이

다. 우르(Ur), 아테네(Athens), 시안(Xian), 모헨조다로

(Mohenjo Daro), 팀북투(Timbuktu), 로마(Rome), 테

노치티틀란(Tenochtitlán), 바그다드(Baghdad), 베네치

아(Venice), 항저우(Hangchow), 런던(London) 등 이러

한 도시들은 현대적 기준에 의하면 대단히 큰 도시는 

아니었다. 다만 일부 도시만이 인구 100만 명을 넘었

다. 그렇지만 이 도시들과 다른 수많은 도시들이 인간 

사회의 기반이 되었고, 또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도시란 무엇인가

1장에서 논의되었듯이 도시는 여러 면으로 정의되었

다. 역사적으로 도시는 인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취락과 구별되었다. 직업면에서 도시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였다. 위상

면에서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적 힘의 중심이었다. 

엘리트 계층이 도시에 거주하였다. 도시는 일반적으

로 고밀도와 사회적 단위로서 함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시가 주

변 지역과 구별되는 것은 이 점이다(그림 2.2).

유명한 사회 참여 지식인 멈포드(Lewis Mumford)

는 ‘고정된 장소, 내구성을 갖춘 주거지, 조립, 교환, 

저장을 위한 영구적 시설’을 포함하는 물리적 측면과 

도시가 수행하는 ‘지리적 망, 경제 기관, 제도적 과정, 

사회적 행위 무대, 집단의 미적 상징’ 등의 사회적 측

면으로 도시를 구분하였다(Mumford, 1937; LeGates 

and Stout, 2003에서 재인용). 도시의 사회적 기능, 즉 

도시의 기원과 발달

철도와 강 사이에 얼마간의 재배지가 있고, 진흙 오두막이나 갈대로 엮은 집들의 작은 마을이 여기 저

기 있다. 그러나 그곳의 서쪽에는 텅 비어 있는 사막이 있다. 이 버려진 황무지 너머에 우르(Ur)의 언덕

들이 솟아 있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지구라트(Ziggurat) 언덕을 아랍인들은 ‘Tell al Muqayyar’, 즉 최정

상의 언덕(Mound of Pitch)이라 불렀다.  

－C. Leonard Woolley, 1930, p. 17(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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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Ziggurat) 언덕.

그림 2.2 이 사진은 고대 도시 아르벨라(Arbela)의 고밀도를 보여준다. 초기 도시의 한 특징은 사람이 조밀
하게 집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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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상호작용의 여러 분야에서 그 중심이라는 사실

이 도시 존재의 핵심이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온갖 형태의 사회 기능이 도시

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기능들의 성격이 견고히 유지

되기도 하고 혹은 변형되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 농업, 상업, 자본주의, 공업과 같은 다양한 경

제 체계 내에서 중심 지점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변화

의 주요 원동력은 경제였다. 도시는 그 스케일이 계속 

확장되고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여러 형태 정치 

체제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며 주요 정치적 변

화가 있었다. 문화적인 주요 변화도 있었다. 어떤 경우

에는 확고한 현상 유지를 위한 정통성의 중심지로 도

시는 발전하였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문화적 변화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도시 형성의 전제 조건

도시는 빨라도 약 6,000년 정도의 역사에 불과하고 세

계적으로는 300년 전까지는 보편적이 아닌 비교적 최

근 현상이다. 도시는 농업 지역에서 출현하였기 때문

에 농업이 도입되어 주민에 의해 수용되었을 때 발달

하였다(글상자 2.1). 그러나 도시의 출현은 단순히 농

업의 수용 이상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남동부 북미와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의 농업 지역에서는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도시 출현의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문명의 존재 여

글상자 2.1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도시는 이미 농업 경제가 이루어진 장

소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 발달

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까? 이러한 과정은 그 증거로 농업이 

도입되기 전에 존재했을 두 취락, 즉 오늘날 터키의 차탈휘익

(Çatal Höyük)과 요르단 서안 지구의 예리코(Jericho)에 기반

을 두고 있다(그림 B2.1).

그 취락은 도시의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 예리코

는 B.C 8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밀히 형성된 취락이 존재한 것으로 보

인다. 그곳의 거대한 성벽은 성경 이야기와 노래로 유명했다. 

차탈휘익은 사람들이 약 32에이커1) 지역을 지붕으로 들어가

는 주거지에 사람들이 집중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취락은 

기원전 7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취락들이 수메르 

도시에 앞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취락들을 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되어 왔다. 차탈휘익을 발견한 사람이 많

은 노동자와 공업이 그곳에 존재한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주로 

농부로 구성된 농촌 취락이 크게 성장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제이콥스(Jane Jacobs, 1969)는 차

탈휘익은 많은 주류 고고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 즉 

농업 환경의 이전 시대에 나타난 것이라고도 하였다. 흑요석

과 같은 중요한 상품 교역 때문에 차탈휘익이 존재하였을지도 

모른다. 식량은 처음에 인접 지역에서나 교역에 의해서 구해

졌다. 나중에 교역 시장의 역할 때문에 집약 농업을 낳았을 수

도 있다. 

그림 B2.1 차탈휘익 모식도.

뜰 

1) 1acre＝4,046.71m2＝약 1.22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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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다. 도시와 문명은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고, 

그 둘의 관계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잘 나타난다. 문명

(civilization)의 정의는 도시의 정의보다 더 어렵지만 

문명을 공식적인 제도와 중앙집권적 기관의 지배 하에 외

부인들을 조직화된 커뮤니티로 수용하는 복합적인 사회문

화적인 조직이라고 여길 수 있다. 문명이 문화적인 뜻

이 된 것은 의미하는 인간관계의 보다 간결한 형태와 

조직, 질서, 복합성 등과 구별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

문이다. 

도시가 문명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신의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수백 혹은 수

천 명을 위한 정해진 위치에 취락이 형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문명의 특성과 관련된 조직, 질서, 복합체가 

필요하였다. 역으로 세계 역사에서 대다수 문명은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를 발달시켰다. 예로 고대 이

집트 문명의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도시들은 작고 임

시적인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몬테주마(Montezuma) 

시대의 아즈텍(Aztec) 제국은 테노치틀란이라고 하는 

규모가 아주 큰 중심도시가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도

시들은 그 문명의 최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문명의 

중심점이 되었다.

생태, 기술, 힘  

문명의 존재 외에 도시가 적절한 생태적 환경, 기술, 

사회적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 선행조

건이 존재해야만 했다. 

1.  생태적 환경: 도시는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교

적 비옥한 지역에 입지하였다. 초기 대부분의 도시

들은 서리의 문제가 별로 없는 아열대 지역에서 발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도시들은 토양이 쉽게 이

용될 수 있고 물을 가까이서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방에 흔히 발달하였다. 그 외 도시들은 자

연적 교통 특성(강 혹은 항구 등), 광물자원의 형태

(유용한 광물), 건축 재료, 종종 군사적 방어 요소

(예로서 고도)와 같은 다른 천연 자원에 접근성이 

좋은 경우에 발달에 유리하였다. 이집트와 중국의 

초기 도시들은 담수와 비옥한 토양을 구할 수 있는 

나일 강과 황하 강 가까이에 각각 입지하였다. 

2.  기술: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 농업과 농업 이외의 분

야에서 발전이 필요했다. 도시는 농업 외의 전문화

된 직종의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지속적인 잉여가 가

능하기 전에는 도시가 발생할 수 없었다. 도시는 

관개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도시의 

출현에 또한 필요한 것은 교통과 식량 저장과 관련

된 기술 발달이었다. 끝으로 도시 자체는 인구를 

수용하고, 취락을 견고히 하고, 매우 정교한 의식

과 기념물을 건축하기 위한 상당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였다.

3.  사회 조직과 힘: 농촌에 비해 초기 도시는 크고 복

잡하였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정도를 초월

하여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

회 조직이 필요하였다. 그 외에도 (1) 강요 혹은 교

역에 의해서든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구

하고, (2) 도시 및 배후지의 물리적 측면을 조성하

여 유지하고, (3) 도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활

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는 사회적 조정력이 필

요했다. 사회 조직은 어느 한 그룹이 물적·사회적 

자원을 지배하고 도시 안과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

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

적 힘을 갖추어야 했다. 

도시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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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수가 없었다. 초기 도시는 잉여 농산물이 저장

되고 분배되는 장소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러한 전제 조건을 갖추었다. 도시는 주변 지역에서 도

시민을 위한 곡물 저장고에 이르는 수집과 재분배의 

중심지(centers of extraction and redistribution)로서 경

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중심 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

나가 곡물을 수확, 저장,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곡물 

저장소는 초기 도시의 사원 내에서 종종 발견되었다. 

표기 체계는 사회가 잉여 곡물을 기록할 수 있는 최상

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였

다. 배급과 임금 기록은 물론 곡물의 수령과 분배가 

파악될 수 있는 초기 장부가 표기 체계의 처음 형태였

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시는 정치적으로 중앙 

권력의 중심(seats of central power)으로서의 역할이었

다. 도시는 문화의 중심(centers of culture)이기도 하였

다. 도시는 문화의 주요 특징이 문서화되어 나중에 확

산되고 권력이 합법화되는 중심지가 되었다. 

도시 기원론 

이 전제 조건이 상호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양호한 환경과 농업 기술의 

개선은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식

량 생산과 더 복잡한 사회 조직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사회적 힘(social power)의 발달이 대부분 도시 기원론

의 중심에 있다. 아랍의 역사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이

븐 할둔(Ibn Khaldun)은 “왕조와 국왕의 권한은 도시 

건축과 타운 계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

였다(Kostof, 1991, p. 33에서 인용). 그러나 도시 출

현의 선행조건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왜 도시가 발달

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왜, 언제, 어디서 도시가 출현했는가를 밝히려고 하

였다. 처음에 학자들은 도시 출현의 단일 이유를 모

색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기원론 때문에 그와 

같은 단일 원인은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다. 오히려 

도시는 몇 가지 요소가 상호 결합된 결과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카터(Harold Carter)는 1983년 자신의 

책 An Introduction to Urban Historical Geography에서 타

운과 도시의 출현에 관련된 네 가지 요소를 요약하였

다. 그 요소는 잉여 농산물, 종교, 방어 필요성, 교역 

조건이다. 

잉여 농산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농부들은 자신

과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고도 약간은 남을 정도로 식

량 생산을 잘하게 되었다. 마을 환경에서 그러한 잉여 

농산물은 사회적 잉여를 의미하였다. 달리 말하면 모

든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될 자원의 여유가 

있었다. 소규모 사회에서 이러한 잉여는 다른 품목, 

즉 금속 도구를 만드는 데 재능이 있고, 그 일에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한두 명을  

부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문화에 의해  농부와 농

업이 아닌 다른 전문 종사자 사이에 간단한 노동의 분

업화가 이루어졌다. 사회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

해지면서 잉여 농산물은 더 많은 사람이 농업 외의 일

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기도록 거두어졌을 것이다. 

그 잉여 농산물은 농부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

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또한 이용되었을 것이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잉여 농산물이 직접 거두어

지거나 노동이 활용되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다. 

십일조(tithing) 방식은 집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수

확물의 일정 부분을 자발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세

금(taxation)은 개개의 농부가 정부에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무급 노동

(corvée labor)은 정부가 개인에게 대규모 공공사업에 

일정 시간 일하도록 요구한 행위였다. 예를 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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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 무덤의 건축은 노예 노동과 무급 노동의 산물이

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잉여물의 존재 그 자체가 

사회적 힘을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울리 경(Sir 

Leonard Woolley)과 차일드(V. Gordon Childe)와 같

은 초기 고고학자에 의하면 잉여물의 생산과 관리는 

어떤 조직을 필요로 하였고, 그 조직은 다시 어떤 사

회적 통제 형태를 필요로 하였다고 한다. 그 잉여물

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앙 권력(central 

authority)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노동의 정교한 조직

이 필요했던 복잡한 관계 체계의 발달에 이 주장이 적

용되었다. 그러나 초기 수메르 사회처럼 광범위하게 

관계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 문명과 도시가 

확실히 있다. 더구나 조직화된 사회가 발달한 뒤에 어

떤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잉

여 농산물만이 사회적 통제의 메커니즘을 필요로 했

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종교 모든 초기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

는 사원의 존재였다. 어떤 경우에서든 사원은 도시 내

의 어떤 다른 요소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다. 우르의 

대사원은 몇 마일 밖의 평평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서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파키스탄에 있는 인더스 

계곡의 모헨조다로에 약 43피트(13.1m) 높이의 종교

적 성채가 있다(그림 2.3). 현대 터키의 차탈휘익과 같

은 도시의 원형도 상당 부분은 종교적 목적과 관련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는 도시 이전 사회에서도 매

우 중요하였고, 모든 초기 도시에서 종교적 구조물은 

매우 뚜렷하여 종교가 사회적 세력의 발달과 관련되

었다는 것은 타당하다. 이 관계는 초기의 엘리트가 정

치 및 정신적 권력 모두를 가졌다는 사실로 뒷받침된

다. 즉 왕과 제사장은 같은 인물이었다.

이러한 역사에 기초해서 잉여 농산물이 생산됨으

로써 강력한 사제 계층이 출현한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다. 초기 농업 외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유형의 

상품 생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촌락민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뭄, 홍수, 해충,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를 설명하는 일부 카리스마를 가

진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인물들은 약간 변형되었

지만 전문인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달리 말하면 그들

©
 D

A
J/

G
et

ty
 Im

ag
es

그림 2.3 이 성채는 모헨조다로의 외
곽에 있다. 이 사진은 서쪽의 높은 언덕
으로 많은 진흙 벽돌의 기반과 하라파
(Harappa) 시대(기원전 2600~1900)의 
벽돌집들을 보여준다. 하라파 구조물 위
에 기원후 1세기경 진흙 벽돌로 조성된 
불교 시대의 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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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지의 것을 달래는 종교적 의식의 필요성을 설명

하고 명문화하는 전문가였다. 이 사람들이 점차 강력

해지면서 그들은 사제 계급(priestly class), 즉 초자연적

인 현상을 설명하고, 촌락민과 초자연의 힘 사이의 중

재에 관련된 사람의 초기 형태 계급이 나타났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이 사제 계급은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

되면서, 구성원과 사제 지위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관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

다. 어떤 경우에는 신에게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계급은 잉여 농산물을 통제하고, 전체 주

민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잉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

하다. 종교와 세속 정치가 혼합된 신권정치(theocracy)

는 초기 문명의 주요 특징이었다. 

사제 계급은 실제로 중요했지만 그 계급의 출현이 

복잡한 사회 조직 형성에  유일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계급이 출현했다는 것이 초기 촌락 사회를 집약적

이고 조직적인 도시사회로 변형시켰는가에 대한 증거

는 없다. 

방어의 필요성 초기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요새

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대 도시의 대부분은 

성벽이 있고, 그 도시에는 모두 방어 공사, 군인 계급, 

무기 생산의 흔적이 있다. 도시를 나타내는 이집트 상

형 문자는 원과 그 안에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다. 십

자가는 여러 종류의 모임, 아마도 시장의 형태를 의미

한다. 원은 그 모임 장소를 방어하는 벽을 나타낸다.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고대 이집트 도시에는 두드러진 

성벽이 없었다. 이 점이 이집트 도시와 고대 수메르 

시대의 중무장한 성곽 도시의 뚜렷한 차이점이다(그

림 2.4).

곡물 저장고, 중앙 권력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사

람들의 집중 때문에 고대 도시들은 어떤 방어 형태를 

필요로 하였다. 그 도시들은 불러들이기 위한 눈에 잘 

보이는 어떤 목표를 정했을 것이다. 공격에 처했을 때 

도시는 인접한 배후지 거주자를 위해 문을 열고 피난

처를 제공하고, 창이나 투석구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고 상상할 수 있다. 군인들은 잘 알지만 성공적인 방

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계획된 협력이 필요하

고, 그 협력을 위해서는 명령의 명쾌한 전달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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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수메르 도시의 고대 성벽과 
요새. 성벽은 초기 수메르 문명의 필수 
요소였다. 성벽은 공격자를 방어하기도 
하고 외부 마을 주민의 접근을 제한하였
다. 우루크(Uruk)에 있는 성벽의 둘레는 
약 6마일(9.6km)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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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군대는 필

요 시 일시적 군인들로 보강되고, 전임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대였던 것 같다. 상당 부분의 잉여 농산물은 

요새 건축, 무기 생산, 군인들을 돌보고 부양을 위한 

지불에 사용되었다. 일단 군인 계급이 성립된 후, 그 

계급은 어떤 특권층이 되어 도시 및 주변 지역의 거주

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통제를 할 수 있었다.

  

교역 조건 보다 정교한 문화의 발달은 보다 더 복합

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되었다. 도시가 출현하기 이전

에 특정 상품의 교역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많다. 근동 

지역에서 교역은 주로 흑요석, 도구 파편으로 유용한 

단단한 화석 유리였지만 다른 물건도 교환되었다. 메

소포타미아에서 생산된 많은 금속 도구는 구리를 사

용하였다. 구리는 거리가 1,000마일(1,600km) 이상 

떨어진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여긴다. 

교역 자체는 시장의 출현의 기폭제가 되고 새로운 도

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언급되었다. 

도시가 형성되기 전 (취락들 간을 이동한) 교역상들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전문

화된 상품의 교역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른 농업 및 농

업 외의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잉여 농산물을 생

산하였기 때문에 더 전문화와 경제적 집중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교역 때문에 기술이 있는 농업 외의 장

인들이 또한 번창할 수 있었다. 도시는 교역의 중심

점, 즉 시장 주위에서 발전되었을 것이다. 

교역은 확실히 많은 고대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중세 때 도시 삶을 부흥시킨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뒤에 나올 ‘새로운 교역 도시’ 참

조). 한편 초기 도시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 교역에 관

한 증거는 부족하다. 때로는 존재했지만 시장도 사원

과 성벽처럼 장대하고 중요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고

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상인 집단은 특권층(중세 교역 

도시에서 시장의 위상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의 지위

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실상 자유 교역에 유리한 

자본주의 경제는 훨씬 뒤에서야 성립될 수 있었다. 경

제적 교환은 조심스럽게 규제되었고 신권 정치적 생

활의 규정과 의식이 우선이었다. 

어떤 단일 요소가 도시 출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없음은 앞선 논의에서 분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초기

의 도시 발달과 문명의 탄생이 가능하게 한 양호한 사

회 경제적 요소가 특정 장소에서 결합하였다.

고대 도시화의 패턴

고대 도시의 역사는 넓은 범위에 걸친 시간과 공간에

서 시작되었다. 한때는 도시가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한 장소에서 발달하여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전파되

었다고 학자들은 여겼다. 최초의 도시가 메소포타미

아에서 시작되었지만 도시들은 여러 문화와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발달했다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

한다. 농업이 도시를 지지하는 핵심 조건이었듯이 도

시 취락은 농경 경제가 처음 발생한 장소에서만 형성

되었을 것이다. 그다음 이러한 시초의 중심지에서 도

시화가 확산되었다.

고대 도시의 입지

고대 도시의 입지가 그림 2.5에 나타나 있다(글상자 

2.2 사라진 도시들 찾아내기 참조). 첫 번째 진정한 도

시는 기원전 4750년경 수메르(남부 메소포타미아, 오

늘날 이라크)에서 출현했다는 데 대부분의 연구자들

은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 다음 도시는 기원전 3000년

경 이집트에서, 기원전 2200년경 인더스 계곡(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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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기원전 1500년경 황하 강을 따라 중

국의 북부에서 나타났다. 독립적으로 도시가 발달했

다는 증거가 있다. 즉 기원후 1년경 멕시코 남부에서, 

기원후 1000년경 페루에서, 얼마 후 서부 아프리카에

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 중심지

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도시들에는 신권 정치적 경향

을 가진 강력한 지배 계급,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잉여 

농산물을 재분배할 발달된 방식, 관개사업에 대한 많

은 기록(옥수수에 의존한 메소아메리카는 예외)이 존

재했다는 증거가 있다. 도시가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

으로 발달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

는 없다.

이러한 고대 도시들은 모두 초기 농업의 생산 지역

에 위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간략히 언급하면 도시

는 잉여 농산물과 정착민이 있어야 했다. 농업은 이 

두 요소를 제공하였다. 성공적인 농업 생산에 의해서 

기대된 일정한 잉여 농산물이 생산되었다. 초기 모든 

도시에서 행해진 종자 농업(seed agriculture)은 사람들

이 장소에 머물게 하고 구획된 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농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인구밀도를 높

였다. 초기 수렵 채취로 살아간 사람들은 1제곱마일

(약 2.6km2)에 1명도 되지 않는 인구밀도에서 살았다. 

농경생활이 도입되면서 특히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의 비옥한 계곡에서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도시화의 확산

도시는 시초의 중심지에서 많은 지역, 즉 메소포타미

아와 이집트에서 지중해 동부 전역, 북아프리카 및 남

부 유럽의 해안을 따라서, 그리고 인더스 계곡에서 중

앙아시아로, 황하 지역에서 중국의 동북쪽으로, 메소

아메리카에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다. 고고학적 탐구

로 초기 도시의 수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그

림 2.5). 때로는 교역로를 따라 발달한 취락 형태로 문

명이 발달한 지역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도 밝힌다. 

고대 이집트 문화와 오늘날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아

1 3 4
2

5

1500
1850

도시를 포함한 지역

1. 메소포타미아

2. 나일 계곡

3. 인더스 계곡

4. 황하 계곡

5. 메소아메리카

기원전 1500
기원후 100

그림 2.5 도시의 확산. 도시는 그 기원지로부터 서서히 확산되었다. 농업 기술의 발달, 교통 개선, 군사적 정복에 의해 확산이 이루어졌다. 



36 제1부 | 도시와 도시지리학의 개관

나사지(Anasazi) 문화와 같은 일부 문화에서는 일정 기

간 점유하고 그 뒤에 버리는 임시 도시가 존재했다는 

증거 또한 많다. 

무엇 때문에 도시에서 문화가 가능했고, 필요하였

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 뒤 도시가 확산되도록 

할 수 있었나?  농업 기술의 발달이 도시의 지지에 필

요한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확

실히 하였다. 그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원전 

1200년경에 시작된 주요 금속이 청동에서 철로 변화

한 것일 것이다. 초기 농업은 가볍고 쉽게 작업이 가

능한 충적(하천 퇴적) 토양이 있었던 하천의 계곡에 

한정되었다. 철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개간

할 수 있는 더 나은 도끼와 더 단단하고 더 비옥한 땅

을 팔 수 있는 더 강한 쟁기 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것들로 인해서 경작지가 증가하였다. 500여 년

의 철기 시대는 이전 1,500여 년의 청동기 시대보다 

글상자 2.2

고고학자들이 자신의 통찰력을 발휘하여 지하에 묻힌 취락을 

발굴하기 위해 참여하는 고대 도시의 발굴에는 그야말로 많

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오늘날 고대 도시의 발견은 인공위성

과 원격탐사 이미지의 도움을 크게 받는다. 이 이미지에서 육

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어떤 경관을 볼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몇 피트 지표 밑에 묻

혀 있는 구조물을 찾는 지하 침투 레이더를 또한 이용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많은 고대 취락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래사막에 

묻힌 상황에 대단히 유용하다. 

오늘날 오만(Oman)의 모래 밑에 묻힌 사라진 도시 우바르

(Ubar)는 대단히 힘든 연구, 직관, 원격탐사 기술이 합쳐져 발

견되었다. 우바르는 의학 및 미용 목적으로 나무의 진으로 만

든 향료인 유향의 채취와 분배의 중심지로서 성장하였다. 우

바르는 기원후 2세기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도시 주변

에 전해지는 신화가 있었지만 그 도시의 존재는 확실하지가 

않았다.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

서 전통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인공위

성 이미지(그림 B2.2)에서 고대 대상들의 길을 포함한 파묻힌 

도시와 관련된 특징을 찾아내었고, 그 지점에서 이 중요한 고

대 도시가 다시 발견되었다.

쉬시르(Shishr)/우바르 지점

고대 통로

현대 자갈이 깔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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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2.2 우바르의 랜드샛
(Landsat) 인공위성 이미지. 화살
표는 우바르로 이어지는 향료의 
길을 가리킨다.

기술과 도시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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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도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통의 발달 또한 중요하였다. 대부분의 도시는 강

과 같은 자연 교통망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나타났

지만 교통 발달에 의해서 더 넓은 지역에서 도시 기능

이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더 나은 바퀴

와 빠른 배를 만드는 데 철이 중요하였다. 교통 발달

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넓혔다. 오늘날 튀니지

에 있는 카르타고(Carthage) 도시는 이렇게 해서 형성

되었다. 미노아의 크레타(Minoan Crete) 또한 교역 경

제가 잘 발달하여 크레타 전역과 다른 에게 해의 섬

에 항구가 세워졌다. 종종 과잉 인구를 수용하고 새로

운 땅을 개간하기 위해 식민지도 설립되었다. 시실리

(Sicily)와 같이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위치한 그리스 

식민지의 경우, 그 새로운 시민지는 자치적이었다.  

군사적인 정복으로 야망을 가진 지배자가 자기 국

민을 동원하여 인접 지역을 가질 때 작은 국가는 더 

큰 국가에 통합되었다. 국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많

은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는 줄어들었다. 기원전 2300

년경 모든 수메르의 도시 국가는 단일 국가로 합쳐졌

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통합이 일어났다. 중앙 통

제 하에서 정복이 확대되면서 작은 문명으로부터 큰 

문명이 출현하였다. 이 새로운 정복지 내 도시들은 착

취와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도시 발달과 초기의 경제: 전통 도시 

고대 도시는 상당히 다양하다. 초기 도시의 규모는 약 

2,000명에서 시안(중국 당나라의 수도), 로마, 바그다

드(이슬람 칼리프의 중심지)에서는 100만 정도로 다

양하였다. 도시 형태도 다양하였다. 어떤 도시는 계획

적이었고, 또 어떤 도시는 중심의 위치로부터 비롯되

었다. 일부 도시는 방어시설을 잘 갖춘 곳에 형성되었

으나 일부는 성벽이 없이 존속했다. 그러나 도시는 공

통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 이 점은 전통적인 도시, 즉 

중세 말 유럽의 상업자본주의의 출현에 앞선 전통적

인 도시의 경우엔 더욱 더 그렇다. 이러한 전통 도시

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공유하였다. 

1.  그 도시들의 존재는 배후 지역에서의 물품 획득

(일반적으로 강제적인)에 달려 있었다. 획득의 메

커니즘은 세금이나 조공일 수 있지만 대개는 의무

적인 관계였다. 교역은 확실히 존재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고 도시의 경제적 기반이 되지는 

못했다. 

2.  보통은 종교적으로 엘리트 계급이 그 도시들에서 

중심이 되었다. 도시에서 이 계급이 형성된 것은 

그들이 도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그들로 인해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시가 우

위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도시 자체가 형성된 것

은 이 엘리트 계급 때문이었다.

3.  도시들은 문화적으로 정통성을 유지한 중심지였

다. 도시는 점차 정교해져 문화, 정치, 경제 관계 

등을 반영했지만 대부분의 고대 도시는 현상을 유

지하려 하였고 변화를 거부하였다. 그 도시들은 변

화의 가장자리가 아닌, 자신들 문명의 중심에 있었

다. 도시들은 이러한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

시 공간이 계획되었다.  

고대 도시 국가: 수메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확인된 최초의 도시들은 남

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에서 발견되었다. 예리코

(Jericho)와 같은 초기의 취락들은 인상적이고, 집촌과 

요새와 같은 고대 도시의 많은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

나 그 취락들은 큰 문명과 분리되어 나타났고 농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