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ographic Thought: A Critical Introduction, First Edition. Tim Cresswell.

ⓒ 2013 Tim Cresswell. Published 2013 by John Wiley & Sons, Ltd.

그

초기 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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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지구를 기술(記述)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은,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때로는 과거의 

(특히 각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에 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Strabo, The 

Geography, Book 6.1.2)

이 장에서는 수백, 수천 년 전의 지리학에 해 살펴본다. 만약 ‘이론’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옛날의 이론은 오늘날에 비해 이런 힘을 갑절 

이상 갖고 있다. 이 책의 초고를 검토해주었던 몇몇 동료들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지리 

이론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1960년  이후부터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다. 이

것은 지리학의 기억 상실과도 같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지리사상사

의 시작점을 2,000년 이전에서 잡고 있을까?

라이스 존스(Rhys Jones)는 ｢어느 시 의 인문지리학인가?(What time human 

geography)｣라는 논문에서 인문지리학이 오랜 세월 속에서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되었

는지를 추적한 바 있다(Jones 2004). 오늘날 지리학자들은 략 1800년  이후의 세계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50년 의 지리학자

들은 1800년 이전 시기에 주목하곤 했다. 1956~1960년 사이 《 국지리학회지(Trans- 

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에 실린 인문지리학 분야의 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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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는 1800년 이전 시기에 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비율은 11%로 줄어들었다.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어려움이 50년 전에 비해 지금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이다. 이처럼 인문지리학

이 역사적 근시안(近視眼)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서, 존스는 역사지리학자들이 점차 분과

학문으로서의 지리학사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분과학문으로서

의 지리학은 19세기에 들어서야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존스는 

인문지리학에서 나타난 이런 시  인식이 학문으로서의 지리학을 점차 빈약하게 만들어 

왔다고 본다. 과거는 지리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리는 언젠가는 과거가 될 

것이고, 과거의 지리는 한때 현재의 지리 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존스의 주장은 주로 지리학자들의 (국가, 제

국, 경관 등과 같은) 연구 상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이는 지리 이론에 있어서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지리 이론과 관련된 책들은 개 1945년 

이후 시기를 이론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Peet 1998; Hubbard 2002; Aitken 

and Valentine 2006). 인문지리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리학의 이론적 연구 또한 

근시안적으로 변해온 것이다. 이는 두 번째의 측면과도 연관되어 있다. 곧, 우리가 현재

의 장소를 그 장소의 역사적 측면을 고찰하지 않고서는 제 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

가지로, 현  지리학의 이론들 또한 그 이론이 어떠한 과거를 거쳐 탄생했는지를 생각하

지 않고서는 제 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아주 오래전 과거를 다루지만, 이 장에

서 탐구하는 질문들은 넓은 측면에서 볼 때 현  지리학자들이 탐구하는 질문으로 충분히 

체될 수 있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곧 인간의 삶은 자연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가? 장소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보편성과 일반성은 특수성과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이 심오한 수준의 

질문은 아니지만, 매우 지리적이고 철학적인 답을 요구하는 깊이 있는 질문임에 틀림없

다. 이런 질문은 이 책의 전체를 꿰고 있는 핵심 고리다.

우리는 지리학의 오랜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핵심 질문

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지리학자들과 20년 전의 지리학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없는 듯하다. 아마 어떤 지리학자들은 과거의 사실을 재발견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읽었던 한 논문에 해 생각해보자. 나는 여러분에

게 누가, 언제 이 논문을 썼는지 앞서 말하지 않도록 하겠다. 단지 이 논문의 핵심 주장만 

요약하겠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이 지리학자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겠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인문지리학자들이 주요 관심사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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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학문의 성립 과정에서 인류의 지식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학의 교수진이 예술과 과학 분야로 분리됨에 따라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이 서야 할 뚜렷한 위치를 제시하기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스스

로 지리학을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면서 지리학 자체에 해서 확신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근  지리학이 너무 물질적 세계와 사물의 세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결과 지리학은 사물의 형태, 곧 ‘과거에 어느 누구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상물의 형태학(形態學)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리적 개념들, 특히 ‘지역’, ‘ 역’, ‘경

관’에 주목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 상적이고 메말라 있으며,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지역이란 화석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생

성 중에 있는 실체다. 왜냐하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일하

며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자는 지리학자들이 경계와 불

변성 그리고 심지어 패턴이나 네트워크와 같은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사물’에 초점을 두고 보다 역동적인 지리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측면에서 이런 주장은 아주 최근에도 찾아볼 수 있다. 도린 매시(Doreen Massey)는 장소

란 장소 내에서 그리고 장소 간의 지속적인 흐름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장소

를 언제나 역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인문지리학에

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이동성으로의 전환(mobility turn)’은 앞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사물’에 초점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Cresswell and 

Merriman 2010). 그러나 이 논문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지리학자인 크로우(P. R. Crowe)

가 1938년에 쓴 것이다. 크로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리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주장

은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수차례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지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지리학이,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지리 이론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지리학자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는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밤길에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휴일에 어디로 나들

이 갈지 등에 해 의사결정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1947년에 지리학자 존 라이트

(John Kirkland Wright)는 지리적 상상력 내지 지리적 지식을 의미하는 ‘지관념론(地觀

念論, geosophy)’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바 있다(Wright 1947). 당시 라이트는 지리학자

들이 (어부, 트럭 기사, 농부, 간호사 등과 같이) 학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지리적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세계에 한 사람들의 앎의 방식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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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리학

자이자 지리 이론가라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무질서해 보이는 세계에 해 지리적 

방식으로 각자 나름 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세계를 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리 이론

이 지리학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 모두가 

지리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응당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 어느 

곳에 먹을 것이 풍부하며 어느 곳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등에 한) 지리 이론

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고전 지리학 이론

헤로도토스와 에라토스테네스

현재까지 알려진 지리학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저술들은 고  그리스의 철학자와 역사학자

들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이들은 학술적 기획으로서의 지리학의 토 를 형성하는 데 기여

했다. 고  그리스인들은 당시에 알고 있던 여러 장소를 장소학적으로(topographically) 

세 하게 기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런 기술에는 기후나 토양의 비옥도와 같은 자연 

조건에 한 내용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양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역

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할리카르나소스(Halicarnassus)의 헤로도토스(Herodotus, 

485-425 BC)는 나일 강의 흐름에 해서 기술하면서 킬리만자로 산 정상부의 만년설에

서 발원(發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이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이론이다.) 헤

로도토스는 이집트에 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방 한 지역을 답사했을 뿐만 아니라, 오

늘날 ‘면접조사’라 불리는 방법을 통해 각 지방의 성직자들이나 도서관 사서들의 이야기

를 수집했다. 그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각 지방의 자연환경에서부터 주민들의 풍습과 신

앙에 이르는 방 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헤로도토스는 아래의 인용문에

서와 같이 기후부터 젠더에 따른 외모와 행태의 차이까지 세 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후 조건과 다른 하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하천 환경에 따라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다른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정반 의 생활방식

과 관습을 만들어냈다. 이집트에서는 개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남성들은 집에 

머물며 베를 짠다. 다른 곳에서는 베를 짤 때 씨실을 위로 쳐 올리지만, 이집트인들은 씨실을 

아래쪽으로 쳐 내린다. 남성들은 짐을 머리 위에 얹고 다니지만, 여성들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

고 다닌다. 여성들은 일어선 채 소변을 보지만, 남성들은 웅크리고 앉아서 소변을 본다. 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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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보지만, 음식은 길거리에서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그들의 설명을 따르자면, 흉하지만 

불가피한 것은 비 스럽게 해야 하고, 흉하지 않은 일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남신(男神)을 

숭배하든 여신(女神)을 숭배하든 모든 사제직은 남성이 맡아야 한다. 아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딸은 싫더라도 반드시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 성직자

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만, 이집트의 성직자는 삭발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사

망하면 애도 기간 동안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지만, 이집트에서는 평상시에 짧게 깎던 머리카

락과 수염을 이 기간 동안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 (Herodotus 2007 [450 BC]: npn)

헤로도토스가 ‘역사학’의 아버지이자 ‘인류학’의 아버지로 동시에 불리는 것이 전혀 놀랍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리학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90년부터 479년 사이에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사를 9권에 걸

쳐서 집필했다. (2006년에 제작된 화 《300》을 상기해보자.)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

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알고 있던 여러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이집트에 관한 위의 인용문은 제2권에 실려 있는 부분이다. 헤로도토스는 식생과 동물에

서부터 하천의 흐름과 주민의 배변 습관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해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했다. 독자는 제5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초의 ‘역사’

적 사건에 한, 곧 수적으로 압도적 열세에 놓인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 를 

무찌르는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 사이의 전쟁에 한 이야기를 면하게 된다. 서양이 

동양을 쳐부순다. 헤로도토스는 거의 전반부 4권 반에 걸친 분량에서 이 주제를 피하려는 

듯이 보인다. 아니, 이 주제를 분명히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전반부의 

내용에서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일련의 정복을 통해 막강한 제국으로 부상했

는지를 지리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페르시아 제국이 

어떠한 ‘자연’ 조건하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가 핵심 내용을 이룬다. 헤로도토스는 페르

시아 제국이 오늘날 아시아라 불리는 동양에 속하는 세계 기 때문에, 그리스를 합병하여 

서양까지 뻗어 나가려고 함으로써 ‘비자연적인’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이집트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설명은 인류의 삶이 자연환경 위에서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여주

는 많은 이야기 중 일부다. 이는 곧 자연이 (또는 환경이) 문화를 결정한다는 것을 함의한

다. 페르시아의 팽창은 한 민족의 다른 민족에 한 정복이라기보다는 자연에 한 정복

과 같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군인들은 강물을 마셨기 때문에, 강이 없는 

곳에서는 강을 만들고자 했다. 군인들이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을 정도로 군 의 

규모가 방 해졌던 것이다. 페르시아의 군 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함선들이 아테네를 향해 진격할 때 큰 폭풍을 만나 모두 파괴되었을 때다. 페르시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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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자신의 자연적 극한에 도달했고, 그로 인해 ‘유럽’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헤로도토스에게서 환경결정론

(environmental determinism)과 그리스에서의 비극이 절묘하게 조합된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곧 치명적인 실수는 반드시 (그리고 운명적으로)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

을 말해준다. 이것은 지리 이론이다. 역사는 지리에 의존한다.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여행기를 세 하게 기술하면서 자연과 인간 세계에 한 이론

을 펼쳐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보다 체계적인 지리학을 정립하고자 했다. 알렉산

드리아의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276~194 BC)는 지구의 둘레

를 처음으로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위성항법장치(GPS)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위도 좌표 체계를 창안한 사람이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추정했던 방

식은 관찰과 이론을 창의적으로 결합해낸 결과 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 그리고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북회

귀선 근처에 위치한 마을인 시에네(syene)에서는 하지(夏至)의 정오 때 태양의 위치가 

(머리에서 수직으로 위에 있는) 천정(天頂)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태양고도가 천정의 정남쪽으로 1/50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

다. 따라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가 시에네의 정북쪽에 있기 때문에 시에네와 

엘렉산드리아의 거리는 지구 둘레의 1/50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두 도시의 

거리는 약 500해리이므로 최종적으로 지구의 둘레는 46,620km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

다. (이 값은 오늘날 추정하는 실제 지구의 둘레보다 약 16% 정도 크다.) 에라토스테네스

의 계산 방식은 불과 수백 년 전까지도 계속 활용되었으며, 이는 실제 지구의 둘레에 매

우 근접한 수치다(그림 2.1 참조).

헤로도토스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리학은 그 자체로서도 훌륭하지만, 오늘날 지리 

이론이 작동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방식을 예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놀랍다. 헤

로도토스는 자신이 여행하고 들어본 지역들에 한 지식을 면 히 목록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 던 반면, 에라토스테네스는 세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항해의 기준점들

을 어떤 체계로 제시할 것인지에 몰두했다. 또한 헤로도토스는 여러 지역들이 (비록 환경

과 운명에 한 일반적 이론의 틀 속에서 제시되었지만) 얼마나 독특한지 그리고 이런 

독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매료되었다. 반면 에라토스테네스는 전체 지구를 하나

의 통일적인 좌표 체계로 묶을 수 있는 방식을 도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보편적, 수리적 지리학을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장

소는 다른 장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와 같은 지역의 특수성에 해서는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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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각자 질서정연한 관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

고자 했고, 자신이 살던 곳의 국지적 한계를 넘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체 세계

에 관심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리스인들은 이런 세계를 ‘인간 거주 세계

(inhabited earth)’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오이쿠메네(oikoumene)라고 [그리고 좀 더 나

중에는 에쿠메네(ecumene)라고] 불 다. 장소에 한 (헤로도토스의) 관심과 객관적 공

간에 한 (에라토스테네스의) 관심이 2,000년 이후에 벌어진 논쟁을 이미 예견하고 있

는 것이었던 것처럼, 전 지구적 ‘에쿠메네’라는 개념도 오늘날 여전히 향력을 갖고 있

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리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세계가 바로 에쿠메네이기 때문이다. 궁

극적으로 볼 때 결국 인류는 지구 표면의 얇은 층 위에 존재하고 있다. 이 층이 바로 지리

학의 층이다. 지리학의 층 위를 넘어서게 되면 천문학의 세계에 접어드는 것이고, 지리학

의 층 아래로 깊이 내려가게 되면 지질학의 역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리학을 에쿠메

네에 한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리 나쁜 방식이 아니다.

케논, 코라, 토포스

헤로도토스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리학은 초창기 지리학의 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

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리학은 근  이후 지리학이란 무엇인가에 한 질문, 다시 말해 

지리학은 장소에 관한 지식인가 아니면 공간에 한 과학인가라는 질문과 조응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많은 측면에서 볼 때, 현  지리 이론의 토 는 이들이 아닌 다른 그리스 

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사례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케논(kenon), 코라

(chora), 토포스(topos)라는 개념들에 해 생각해보자.

먼저 케논이란 개념은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빈 공간으로, 등질적이고 무차별적인 

역을 지칭한다. 케논은 어떤 사물을 그 주변의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추출해낼 때에 도

달한다. 케논은 순수한 연장(延長, extension)이다. 원한 공허를 지칭하는 이 개념은 

오늘날 공간에 한 과학적, 추상적 관념의 토 가 되었다. 특히 데카르트와 뉴턴은 이 

개념을 보다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과학은 공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에 의존한다고 주장하

면서 과학의 토 를 구축했다.

코라는 플라톤(428~348 BC)이 생성(生成, becoming)의 과정을 논의하는 데서 비롯

되었는데, 존재가 케논이라는 빈 공간으로부터 어떤 형상을 갖추어 나가는 방식을 지칭한

다. 플라톤에 따르면, 생성은 세 가지 요소를 동반하는 과정인데, 생성되는 것, 생성되기 

위한 모델, 그리고 생성을 위한 장소 내지 환경이 그것이다(Casey 1997). 이 중 마지막 

요소를 바로 ‘코라’라고 한다. 코라는 공간의 범위를 가리킴과 동시에 그 공간에서 생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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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에 있는 사물을 지칭한다. 코라는 종종 처소(處所, receptacle)라고도 통용되는데, 

언제나 그 내부에 어떤 사물이 있음을 지칭한다는 측면에서 빈 공간을 가리키는 케논과는 

다르다. 코라는 비어 있지 않다. 플라톤은 코라 신 토포스라는 용어를 자주 혼용하지

만, 코라에 비해 토포스는 훨씬 구체적이다. 많은 경우 코라는 생성의 과정 중에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반면, 토포스는 (그런 생성의 과정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달성된 장소

를 지칭한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라를 국가를 기술할 때 사용했던 반면, 토포스

는 국가 내의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기술할 때 사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코라와 토포스

는 각각 (지역에 한 학문을 의미하는) 지역학(chorology)과 (지표면의 형태를 의미하

는) 장소학(topography)이라는 지리학의 용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코라와 토포스는 어떤 

특수한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허공을 의미하는 케논과는 다르다. 공간보다는 장소에 

보다 가까운 개념들이다. 케논은 무한한 공간이지만, 코라와 토포스는 유한하며 그 내부

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Casey 1997; Malpas 1999).

플라톤의 제자 던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는 지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장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를 남겼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장소란 (무한과 허공을 지

칭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동과 변화를 모두 이해하기 위한 필연적인 출발점이었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장소란 ‘모든 사물들에 선행한다’고 했다(Casey 1997: 51).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변화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장 일반적이

고 기본적인 변화는 이른바 전위(轉位, locomotion)라고 불리는 장소에서의 변화’라는 점

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았다(Casey 1997: 51). ‘어디’라는 지리적 질문은 아

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근본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엔가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염소사슴(goat-stag)이나 스핑크스는 어디에 있는

가?”라고 되묻는다(Casey 1997: 51에서 재인용).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장소는 모든 것에 

선행한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장소를 가질 수밖에, 곧 반드시 어디엔가 위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소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므로 가장 선행할 수밖에 없다” 

(Casey 1997: 52). 이처럼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장소에 한 탄탄한 철학을 찾

을 수 있다. 장소는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주장, 곧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출발점이라는 주장보다 지리학을 더 드높일 수 있는 다른 주장이 과연 있겠는가?

사실 오늘날의 인문지리학은 이집트의 일상생활에 한 관찰 기록보다는 장소란 무

엇인가에 한 사유의 총체에 좀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라톤이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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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의 지리적 사유보다는) 헤로도토스의 기나긴 여행과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에 

한 과학적 측정이 보다 ‘지리학’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상한 생각

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헤로도토스나 에라토스테네스와 마찬가지

로 지리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해 세 히 기술하고, 지구를 측정하며, 장소

의 근본성에 해 면 히 사고하는 행위 모두 지리학임에 틀림없으며, 이 모든 행위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

도 자신이 했던 작업을 지리학이라고 일컫지는 않았다.

최초의 지리학자들?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지리학 이론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양의 경우 지리

학에 해서 최초로 (그리고 현존하는) 기록을 남긴 사람은 아마시아(Amasia)에 살았던 

스트라본(Strabo, 64 BC~AD 23)이었다는1)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스트라본은 그리

스 시민이었지만 원래 터키 북쪽 지역에서 태어났다. 스트라본의 집안은 부유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까지 먼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지

리학’을 집필했던 시기에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Dueck 

2000; Koelsch 2004). 스트라본의 지리학(Geography)은 17권으로 구성된 방 한 저술

로서, 고  그리스와 로마 시 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오이쿠메네(oikoumene)’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라본이 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

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스트라본은 자신의 책에서 당  이전의 지리학 

관련 저술에 해 (비록 오늘날 현존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언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라본이 책을 썼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통치하에서 상

적으로 평화로운 번 을 구가하고 있었다. 스트라본이 오이쿠메네를 로마 시민들에게 설

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시 적 맥락에서 다. 스트라본은 그리스 출신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바탕으로 로마인들에게 그리스의 사상을 번역해서 소개하고자 했다. 스트라본의 

지리학 중심부에는 당시 로마인들이 구가하던 평화와 공존하고 있는 전체 세계를 알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스트라본은 지리와 세계에 한 이해가 차이와 타자성에 한 

1) ‘스트라본’은 어에서는 ‘n’이 탈락되어 ‘Strabo’로 표기되지만, 그리스 원어(原語)로는 ‘Strabon’이고 독일어

나 프랑스어에서도 ‘Strabon’으로 표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어로는 ‘Plato’이지만, 그리스 원

어와 독일어 및 프랑스에서는 모두 ‘Platon’이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어식 표기만이 예외적이고 비 어권에

서는 모두 원어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Plato’를 ‘플라톤’이라고 하듯) ‘Strabo’를 ‘스트라본’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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