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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의 발달과 패러다임의 변화

1. 지도학의 발달
지도학의 발달 과정을 지도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도 등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대와 중세의 지도

고대의 지도들은 고대인의 세계관을 표현한 목적과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고대 세계관을 나타낸 지도로는 기원전 600년경의 점토판에 제작된 바빌로니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바빌로니아 지역과 대양 너머의 세계를 기술하고 있다. 반면 기원전
2500년경에 제작된 메소포타미아의 토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점토지도는 실용적 목적에 의해
제작된 지도이다. 따라서 이미 고대로부터 지도는 실용적인 목적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정신세계
를 표현하는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위해 제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지도학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롤레마이오스(Ptolemaeus; 100~178 A.D.)이다. 그는
2세기에 지구를 구로 생각하고『알마게스트(Almagest)』
와『지리학(Geography)』
을 출간하였다.
알마게스트는 수학과 천문학에 관한 저서로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피력하며,『지리학』
은 인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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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간인 에쿠메네를 어떻게 지도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도학 저서라 할 수 있다. 그
는 에쿠메네의 이미지를 평면상에 부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고, 동시에 지구상의 축척
을 평면상에 유지하려 하였다. 또 지리적 지식을 수집, 분석하고 표현하여 후대 사람들이 그 지식
을 활용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많은 도시의 경위도 좌표가『지리학』
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구의 경도와 위도를 평면상에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이상의 투영법을 고안했는데, 이 투
영법들은 아랍과 비잔틴 세계에 전수되고 이후 르네상스 시기의 지도제작에 본격적으로 활용되
었다.
경도와 위도, 그리고 투영법에 초점을 둔 지도와는 달리 중세의 세계지도는 종교적 또는 문화
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제작되었다. 중세 세계지도는 기독교 세계관의 표상으로 지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서와 그리스·로마 신화에 의존한다. 또한 지도의 세부적인 내용 상당 부분은 전설
이나 개인의 상상력에 의지하여 그려지기도 하였다. 중세 세계지도의 기독교 세계관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정인철, 2008).
첫째, 하나의 지도에 인류의 시작인 에덴동산과 종말인 곡과 마곡, 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모두 표현하여, 세계와 시간의 전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피조세계가 존재하
지 않는 곳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중세 기독
교 신학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인간 역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큰 상징으로 표기하였다. 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중요성을 장소간의 거리보다 중요시하여 지도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장소들 간
의 인접성만 유지하였다.
셋째, 인간 창조가 일어난 에덴동산이 있는 동쪽을 성스러운 방향으로 생각하여 동쪽이 지도의
위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세계지도와 달리 지역 단위의 지도와 실용적 목적에서 제작된 지도는 중세 세계관을 반영하지
않았다. 토지 소유를 나타내는 지도, 해도, 도로지도, 도시지도 등은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슬람 세계는 유럽과 달리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을 보전하였으며, 여행가나 상인들에 의해
알려진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세계관을 지도화하였다. 10세기는 이슬람 지도의 전성
기로 다양한 세계지도, 국가별 지도, 도시지도, 메카 순례를 위한 지도, 해도 등이 이 시기에 제작
되었다. 알 이드리시(Al-Idrisi)가 1154년 제작한 세계지도는 중국 연안까지 지도화할 정도로 지
도의 제작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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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르네상스에서 20세기 전반

중세의 종교적 색채는 르네상스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서서히 탈색되었다. 르네상스 지도학
의 발달에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잊혀져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재발견이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 항해술의 발달, 측량도구의 발달, 망원경의 발견, 종이의 수입 등 지도제작과 관련한 기술
의 발달과 새로운 지리정보의 수집에 근거한 것이다.
15세기와 16세기는 대항해의 시대였다. 콜럼부스(1492~1502), 바스코다가마(1497~1524), 마
젤란(1519~1522) 등의 탐험은 엄청난 지도정보의 갱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507년 발트제뮐
러(Waltseemüller)는 목판 세계지도를 제작하면서 신세계를 아메리카로 명명하였다.
금속활자의 사용과 동판인쇄는 이전의 목판인쇄에 의한 지도제작보다 보다 정교한 지도 표현
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지도 투영법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메르카토르(Mercator)
의 투영법이다. 메르카토르 지도는 정각도법으로 항해에 유용하여 식민지 개척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1533년 프리시우스(Frisius)에 의한 삼각측량법의 개발은 측량의 정확성을 몇 단계나 한꺼번에
끌어올리게 되었다. 삼각측량법은 1600년의 독일의 바덴 지방지도 제작에 적용되었으나, 넓은
지역의 지도 제작에 적용된 것은 프랑스의『카시니(Cassini) 지도』
가 최초이다. 지도 제작 시 가장
난제였던, 경도 측정은 카시니 1세가 구한 목성의 행성이 일정한 위치에 오는 시각을 계산하여
지역의 경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피카르(Picard)는 1671년 삼각측
량을 마치고, 1678년 과학원의 이름으로 파리 근교지도 9장을 1:86,400의 축척으로 출간하는데,
이 지도가 카시니 지도의 모형이 되었고, 카시니 지도는 최종적으로 1815년 완성된다(정인철,
2006).
영국에서는 카시니 지도에 자극을 받아 로이(Roy)의 주도하에 1783년 삼각측량을 시작하였으
며, 1801년에 영국의 국가 단위의 첫 번째 일반도인『일 인치 일마일 지도(one-inch to the mile
map, 1:63,360)』
의 첫 번째 도엽을 발간하였다.
『카시니 지도』
나『일 인치 일마일 지도』
가 제작되던 시기는 봉건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변화
되는 변혁의 과정이었는데, 국가 기본도의 제작은 국가의 영향력이 완전히 전 국토에 미치게 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과 가문에 의한 지도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국가 기관이 국가 지
형도를 제작하고 편찬하는 일을 맡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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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세기에는 측량의 발달뿐만 아니라, 본느(Bonne), 가우스(Gauss), 람베르(Lambert), 상
송(Sanson)에 의한 다양한 투영법이 개발되었고, 현재도 이들이 개발한 투영법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주제도의 발달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626년 키르케(Kircher)에 의한 지진발생도, 1685년
하펠(Happel)에 의한 해류도, 1701년 헬리(Halley)에 의한 지구자기장지도 등이 그 예이다. 17세
기 이후의 주제도의 발달은 보이는 지리적 사상을 지도화하는 것 즉 일반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지도화하는 주제도가 지도학의 핵심 연구 분야가 됨을 의미한다. 18세기에는 보다 많
은 추상적 기호가 주제도 제작에 사용되었다. 1782년 푸르크로이(Fourcroy)는 사각형으로 도시
인구의 규모를 나타내었으며, 1837년 하르니스(Harness)는 아일랜드 인구를 등면도를 통해 표현
하였으며, 몬티존(Montizon)은 1830년 프랑스 인구를 점지도로, 그리고 볼렌(Bollain)은 1844년
원지도로 인구지도를 제작하였다. 1845년 라란느(Lalanne)는 등치선도 제작원리를 제시하였으
며, 라븐(Ravn)은 1857년 이 원리를 이용해 덴마크의 인구지도를 제작하였다.
1734년 영국의 해리슨(Harrison)에 의해 크로노미터가 개발되어 경도 측정이 용이해졌으며,
1791년에는 미터제가 정착되었다. 1796년에는 석판인쇄술이 개발되어 색지도의 인쇄가 가능해
졌다. 오프셋 인쇄는 1878년 개발되었는데, 1910년경에 지도 인쇄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의 지도학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는 프랑스의 티소(Tissot)에 의한 지도 왜곡 지수의 개
발이다. 그의 타원형은 지금도 지도 왜곡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20세기 초반은 지도제작 이론이 정착된 시기였다. 20세기 초반 몇 권의 지도학 교과서가 출간
되었는데, 에케르(Eckert)의『Kartenwissenschaft』
(1921), 라이즈(Raisz)의『General
Cartography』
(1938)가 대표적인 지도학 교과서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도학 학술저널인
『Imago Mundi』
는 1935년 창설되었다. 1934년 파리에 마르톤느(Martonne)가 지도 전문학교인
<Ecole de Cartographie>를 1925년에는 임호프(Imhof)가 취리히에 지도 학교를 설립하여 지도
교육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지도 활용 교육의 태동이다. 걸리버(Gulliver)는 1908년에 지도가
아동의 지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연구 방법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경험적 방
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심리학적 연구를 지도학에 도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지도학자 에케르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1908년 에케르는 지도제
작에서 논리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도학이 과학적 학문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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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지도 논리를 지도를 제작하고 인식하는 원칙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심리학적 방법을
지도학 연구에 응용하는 것을 적극 옹호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기초 위에서 1950년대의 지도학
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3) 1950년대에서 현재까지

미국의 로빈슨(Robinson)은 이차대전 당시 국방을 담당하는 전략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적 경제적 특성을 주제도로 작성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디자인이 중요함을
깨닫고 지도디자인 이론의 정립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그는 1952년『The look of maps』
를출
간하는데, 이 책은 지도디자인의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해준 책이었다. 이 책에서 그는 지지도의
기능은 지도의 시각적 외양에 의존하며, 이 외양은 또한 지도제작자에 의한 디자인 의사결정에
의존하므로 지도 기능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제작자는 지도 이용자의 마음이 결정하
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그의 과학적 지도 연구는 지도학이 과학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로빈슨의 연구 이후 지도의 기능은 정보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즉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의해
지도의 기능을 정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베르
탱(Bertin)이 그래픽 기호학 연구에 근거한 지도 연구를 수행하였고, 영국에서는 보드(Board), 독
일에서는 프라이탁(Freitag)과 하케(Hake), 폴란드에서는 라타스키(Ratajski) 등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근거하여 지도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라타스키는 지도학을‘지도에 의해 전달되는
장소 정보의 과학’
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기반을 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학자는 체코의 콜라니(Kolácný)로, 후술하는 그의 모형은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가장 기본적
인 틀이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구소련 국가의 지도학 연구인데 1957년 살리치케프(Salichtchev)는 지
도학자들은 프롤레타리아들이 그 나라의 인적 자연적 자원을 이해하고 정부가 이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지도가 누구에게나 가독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그리고 크렘폴스키(Krempolskii) 역시 그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도의 상징, 폰트, 색상이 일
반인들이 이해하게 쉽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지도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구소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한 관심이 심리학 이론의 발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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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인지의 경험적 연구로 이어져 발달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의 지도학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컴퓨터의 도입이다. 1960년대에 이미 컴퓨
터에 의한 지도가 제작되었으며, 1972년에는 퓨커(Peucker)가『computer cartography』
를 출간
할 정도로 컴퓨터는 빠른 속도로 지도제작에 도입되었다. 컴퓨터는 개념, 기술, 방법론 모두에서
지도학을 변화시켰다.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원격탐사 영상을 지도 제작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원격탐사 기술은 지도 정보를 정기적이고 저비용으로 갱신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의 오지들도 이 자료를 이용해 쉽게 지도화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지도 자료의 저장과 표현은 분리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종래의 종이로 제작된 국가기본도를 디지털 형식의 지도로 새롭게 제작하였고,
이는 지도학이 지리정보과학으로 발전해 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인터넷의 활용으로 인해 웹 지도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웹 지도의 발달은
지도를 전문적인 제작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제작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지도학의 윤리 문제, 그래픽 변수 선정 문제, 지
도 인지 문제 등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20세기말의 지도학의 새로운 경향은 과학적 시각화의 영향을 받은 지리적 시각화의 등장이다.
1990년대는 지도 인지이론이 컴퓨터와 연관되어 연구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가
매케른(MacEachren)인데, 그는 지도의 기능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의 선행지식과 상호작용하여 생각을 자극하고 추론하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서의 지도는 이용자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도는 이용자의 사전
지식과 확신에 의거하여 사고와 추론을 강조하여 새로운 발견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리적 시각화의 발달이 가속된 것은 인간과 컴퓨터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에 의거한
것이다. 구글맵(Google Map) 등에 의한 지도 제공 서비스의 발달, 모바일 지도의 발달, 내비게이
션 지도, 애니메이션 지도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지도가 개발되고 있으며, 지도의 개념과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학연구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20세기와 현재의 지도학 연구 경향이 지도제작과 지도의 이용에 관계된 것이
었다면 1980년대에 지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지도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지도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할리(Harley)에 의해 주도
된 비판적 지도학(critical cartography)이다. 할리는 지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지도가 단

2장 지도학의 발달과 패러다임의 변화

15

순히 지리적 사상을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
다. 선전지도와 같은 전형적인 가치지향적 지도도 있지만, 국가의 기본도에서도 표현할 사상의
선택과 상징 표현에서 권력이 작용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도와 권력의 관계를 철학
자인 푸코(Michel Foucault)와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원
용하여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결국 비판적 지도학은 지도가 생산된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지
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과학으로서의 지도에서 지식-권력의 상관관계에서 지도를 고찰하고, 지
도 표현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힘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arley 1989). 이 관점에 근거
한 지도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모형과 상반되게, 지도제작을 위한 선택, 여과, 의미 부여의 과정을
중요시한다(Crampton and Kreiger, 2006).
비판적 지도학의 관점에서 지도 연구를 수행한 학자로는 몬모니에(Monmonier)와 우드
(Wood) 등이 있다. 몬모니에는『지도와 거짓말』
그리고 우드는『지도와 권력』
이라는 저서를 집필
하여 20세기 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판적 지도학은 지도가 예술이나 과학의 대상
이 아닌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킴으로 지도 연구를 문화연구의 차원으로 한 단
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술지향적 지도 디자인과 권력에 관한 사회이론을 연계하여
지도학과 GIS의 윤리적 방향 설정에 기여하였다.

2. 지도학 패러다임의 변화
1) 커뮤니케이션 모형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지도제작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도이용자가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는 문제는 지도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도학자들은 지도의 제작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였으
며, 투영법, 제작기술 등을 이용자의 입장이 아닌 제작자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로빈슨의 연구 이후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지도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도의사소통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지도화 작업을 지도를 통해 지
도제작자가 지리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샤논(Shannon)의 정보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샤논은 정보에 수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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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접목하여, 정보를 수량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고찰하여‘정보량(information content)’
의정
의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 통신의 효율화를 비롯한 정보전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로빈슨은 샤논의 정보이론에 영향을 받아 지도를 예술작품이 아닌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지도디자인, 색사용, 글자사용의 방법연구를 수
행하였다. 정보이론의 관점에서 지도제작자는 정보전달자이며, 지도는 전달의 수단, 그리고 지도
이용자는 정보의 수용자이다.
영국의 지도학자 보드(Board)는 최초로 1967년에 지도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개발하였으나, 모
형의 설명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체
코의 지도학자 콜라니에 의해 1969년 개발되었다.
그는 평소 일반대중이 언론매체의 지도를 잘못 이해하여 세계정세에 어두운 것을 개탄하였는
데, 그 원인을 학교 지리부도의 부실과 대중의 지도 이용 능력 부족에서 찾았다. 즉 지리부도를
잘못 만든 지도제작자와 잘못 이용한 지도이용자 모두의 책임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는 현대 지
도학의 역할을 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도를 제작하는 것과 지도이용법
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효율적인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지도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근

지도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현실,

제작자의,
현실,

이용자의,
현실,

정보소통 창출을,
⑴,
위한 관찰,

⑺,정보소통에 기반한 행동,

⑵,
선택한,
정보의,
효과,

제작자의 관심,

이용자의 관심,
지식 경험,

지식 경험,
능력 특성,
심리적 과정,

제작자,
마음의,
내용,

⑷,

⑶,
지도언어,

⑶ 정보의 지적변환,
외부조건,

⑸,
지도,

⑹,
지도언어,

이용자,
마음의,
내용,

⑸ 객관화된 정보의 효과,

⑷ 정보의 객관화,

능력 특성,
심리적 과정,

⑹ 이해된 정보 효과, 외부조건,

지도학 메타 언어의 영역,

[그림 2-1] 콜라니의 지도 커뮤니케이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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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제작자,

부호화,

이용자,

해독,

경로,

잡음,
피드백,

[그림 2-2] 지도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

거해 사용자와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지도언어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는 지도제작과 이용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 최초의 지도학자이다(Keates, 1992).
콜라니 이후에도 지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계속 발전하였지만 그 기본적인 모형의 틀은 다음
의 표와 같다.
이 모형에 의하면 지도제작자는 지도화하고 싶은 지리적 현상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도제작자의 마음속에서 지도정보로 변환되고 상징화된다. 지도가 제작된 다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보고 지도 속에 표현된 현상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도제작자가 그리고자
한 현실과 지도이용자가 인식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도는 이러
한 간극이 최소화된 지도이다. 이 간극은 제작자의 지도제작 기술상의 오류 뿐 아니라, 이용자의
판독기술 부족과 외부조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작자가 도로지도를 잘못 제작하여
이용자가 길을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가 축척을 판독할 수 없거나, 지도를 읽을 충분한 시
간이 부족하거나 어두운 조명 등에 의한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길을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발생한
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이러한 다양한 오류를 제거하고, 적절한 지도언어의 사용을 통해 제작
자가 의도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의 기본 모
형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각 단계를 세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외부조건을 부여하여 모형을 정교화하기도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도입됨에 따라 지도 이용은 지도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는데, 대개 두
가지 전략이 채택된다. 첫째는 지도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으로 디자인이나 제작과정에서 잡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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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 지도이용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지도이용자의 훈련을
통해 지도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의한 지도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1956년의 플라너리(Flannery)에 의한 원 도형 표현도의 원의 실제 크기와 인지되는 크기간의 상
관관계 연구이다. 도형표현도나 점지도에 대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가 마이호프(Meihoefer), 크
로포드(Crawford), 창(Chang)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체와 글의 크기에 대한 연구는 바르츠
(Bartz), 쇼트리지(Shortridge), 그리고 색상연구는 브루어(Brewer), 올슨(Olson) 등에 의해 이루
어졌다. 그리고 단계구분도 연구로 유명한 젠크(Jenks) 역시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기반을 두어
점묘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기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지도제작자에 의해 의도되지 않았던 지식이 이용자에게서 추론되
고, 오히려 제작자가 의도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해갔다. 새로운 모형은 지도정보의 의사소통은 지도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
자의 선행지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의 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지도는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선행지식에 근거하여 정보추출을 자극할 따름이
라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이라는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구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지도 상호작용을 지도 제작자에서 지도 사용자로 흐르는 정보가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패러다임의 요체는 지도 정보의 소통에는 최적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학자의 과제 역시 최적의 정보를 제작하는 것이다. 지도
제작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야하고, 따라서 정확하게 디자인해야 되기 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상징 디자인에 치우쳐있다.
1970~80년대 초에 지도학 연구의 패러다임이었던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많은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예를 들어, 지도이용자에 대한 관심의 증가, 부호화와 디자인 선택이 지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부호화와 디자인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하지만 많
은 비판점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들이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정보의 측정과 얼마나 많은 정보가 성공적으로 지도를 통해 전달되
었느냐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인간은 컴퓨터와 달리 정보의 세계에 살지 않으며, 지식의 세계에
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와 지식에 대한 구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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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지식이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석된 정보로, 문화적 맥락을 가진 정보이다.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정
보의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도제작자가 전달하려한 정보는 지도이용자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지도란 실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추상화이기 때
문에 지도와 지리 지식 자체는 다른 것이다.
둘째, 이 모형은 지도제작자와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인
터넷의 도움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수행함에 따라 전달과정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 자료수집, 지도제
작, 지도표현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도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
으나, 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능동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
다.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은 지도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지도 사용자의
적극적 역할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MacEachern, 1995).
넷째, 지도를 커뮤니케이션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은 시스템의 다양한 과정에서 정보여과와 손
실을 줄임으로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도화해야 할 내용과 하지
말아야할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다섯째,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도를 접근하는 것은 지도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도를 개선하는데 사용된 실증적 접근들은 정보 전달의 효율성만 강조하
지 지도의 예술적 측면은 무시하게 된다.
여섯째, 심리학적 방법에 의해 정보 소통의 원활함을 연구하였는데, 심리학적 실험은 하나의
요소만 검증하지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며, 동일한 기호도 배경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일곱째, 모형을 검증하고 적용하는 연구는 거의 없고, 잡음이나 피드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
을 도입하여 무수한 모형을 불필요하게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여덟 번째, 행태심리학적 문제이다. 자극과 반응에 대한 법칙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겠지
만, 인간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상징화와 지도 디자인을 위해서는 색에 대한 인간의 반
응 등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지도학의 예술성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도입됨에 따라 지도학은 공간정보의 입력과 전달, 그리고 수용이라는 전
달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도학자들은 시스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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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부 시스템 간의 정보전달과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과 여과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2) 지리적 시각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지도의 기능은 이미 제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한정
된다. 대부분 지도의 경우 지도가 추구하는 상세 기능은 정해져있지 않다. 에를 들어 지형도나 여
행지도는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지도제작자가 의도한 메시지는 처음부터 존
재하지 않는다(손일, 1998). 이 말이 물론 지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도의 경우 관광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관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지도의 기능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기차로 여행하는 사람과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지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지도 이용자는 다른 관점에서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세계 각국의 국민소득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사회
수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세계 각국의 총국민생산만 알아보는 경우는 지도의 목적이 명확
하고 지도의 정보량 역시 측정이 가능하다. 즉 얼마나 많은 나라의 국민총생산이 지도에 표시되
었는지 세어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도에 따라 국민총생산량의 비교, 산업구조에 따른 국민
총생산량의 비교를 교사가 질문으로 제기했을 경우는 지도의 기능에서 지도의 정보량 측정은 완
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목적까지 지도 제작에 고려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즉 지도의
기능은 어떤 구체적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판단되는 것이다. 사전에 지도의 기능을 판단할 수 없
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지도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도 이용자가 어떤 질문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도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의한 디자인 중심의 지도 연구 패러다임은 컴퓨터 환경의 도입으로
인해, 지도제작자와 지도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환경 하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 지리학적
시각화로 바뀐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된 원인은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과학적 시각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과학적 시각화는 과학 연구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 및 분석하여 새로운 지
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과학에서의 그래픽 사용의 목적은 이전에는 제시된 결과를 요약하고 도표
화하여 이미지로 보여주어서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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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이제 그래픽은 연구 초기부터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데 사용가능한 도구가 되었다.
자료의 과학적 탐색을 가능하고 쉽게 하는 도구로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 시각화인 것이
다. 과학적 시각화는 터키(Tukey)의 탐색적 자료분석과 클리브랜드(Cleveland)와 메길(McGill)
의 역동적 그래픽 사용에 근거하여 발전하였는데, 현재의 과학적 시각화 연구는 인간이 실제로
대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
스템은 자료 탐색 시간의 축소, 복잡한 자료의 심도 깊은 이해, 시각화가 아니면 밝혀지지 않을
자료구조,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료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리학적 시각화는 과학적 시각화를 지도학의 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과학에서의 시각화 증대
와 동일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지리학 및 지도를 사용하는 관련 학문에서 오래전부터 지도는 연구의 시각적 도구로 사용되었
다. 즉 지도는 그 자체가 연구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통계기법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수단인 것이
다. 따라서 지도 그 자체는 자료 시각화의 수단이면서 또한 시각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면
지도학적 시각화하는 이전의 시각도구로서의 지도 사용과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탐색의 도구라는 것이다. 물론 지도이용자들은 이전에 종이지도만 가지
고도 자료의 탐색기능을 수행하였다. 종이지도상에서 각종 지형을 분석하였고 새로운 공단의 입
지선정을 위한 다양한 분석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낮아서 전문가들에게만 가능하였고, 일반인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GIS
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이러한 탐색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탐색의 중요성이 지도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지도 디자인을 강조하는 지도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지도학적
시각화는 지도의 사용을 강조한다.
과학적 시각화를 지도학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디비아즈(Dibiase), 매케른(MacEachern),
간터(Ganter) 등이다. 시각화에 대한 이들의 관점은 개인적인 공간자료의 검색이라는 점에서 일
치한다.
디비아즈는 과학적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서 지도의 역할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단계는
개인적인 시각적 사고의 단계이다. 인공위성 영상이나 센서스 자료 등 엄청난 양의 자료를 취급
해야할 경우, 그 자료를 검색하여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시각화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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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사고,
자료 검색,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가설 확증,

개인적 영역,

결과 종합,

결과 제시,
공적 영역,

[그림 2-3] 디비아즈의 시각화 모형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암 발생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안 지역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사
실을 확인했으면, 이 지도는 해안지역의 암 발생빈도가 높은지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물론 연구를 통해 지리적 상관관계가 없는 완전한 우연임이 드러날 수 도 있지만,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중을 위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단계로 일반적으로 지도 커뮤니케이션 모형
에서의 지도의 역할과 일치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최종 연구결과를 제대로 디자인된 지도를
통해 대중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각적 사고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 상호배타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것
이다.
디바이즈의 모형은 시각적 사고의 단계를 탐색과 확증, 그리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종합과 제시로 세분한다. 탐색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데, 다양한 변수와 방법을 이용해 어떤 현
상을 지도화하고, 이를 통해 어떤 공간적 패턴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와 관
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혼자 지도로 그려보는 것이나, 어떤 특정 범죄가 어떤 성
격의 도시에 집중해 있는 것을 지도화하는 것이 이 단계에 속한다. 확증은 가설제기 단계 이후 가
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관찰 자료를 통계처리하고, 지도화하여 가설을 확증하거나 거부한
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평균 온도의 증가비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구온
난화와 관련된 지도를 비교해보아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이 단계에 속한다. 시각적 사고단계는
추상적이고 내적인 특성을 갖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많은 전제와 가설들이 여과된다.
종합과 제시의 단계를 포괄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단계는 시각적 사고의 구체적 표현단계
이다. 종합단계는 공적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말 그대로 합치고 종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GIS의 각 레이어를 구축하는 것이 이 단계에 속한다. 그리고 제시는 모든 결과물을 하
나의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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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른은 지리학적 시각화를 연산의 한 방법으로 특징짓는다. 그는 지리적 시각화를“높은 수
준의 인간-지도 상호작용을 통한 미지의 것에 대한 탐색”
으로 정의한다. 그의 시각화 정의를 가
장 잘 나타내는 것이 디비아즈의 모형을 발전시킨 지도이용육면체(map use cube)이다. 그는 기
존의 <개인적-대중적 지도이용>의 축에 <기지-미지의 사실의 표현>과 지도와 이용자 간에 <활
발한-미약한 상호작용>의 두 축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한쪽 극단은 알려진 사실을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존의 지도이용개념, 즉 커뮤니케이션 개념과 일치하며, 다른 한쪽 극단은
미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와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지도학적 시각화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의 모형의 핵심은 사고 전개에 있어서의 그래픽의 사용이다. 지도 사용은 삼차원의 입방모형
으로 <상호작용의 높고 낮음>, <미지의 것을 밝히는 것과 기지의 것의 제시하는 것>, 그리고 <공
적인 사용과 사적인 사용>의 세 축으로 결정된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안에서 시
각화와 커뮤니케이션이 결정된다. [그림 2-4]에서 보면, 시각화는 사적인 목적으로 알려지지 않
은 것들을 지도와 인간의 높은 상호작용에 의해 밝히는 것이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은 알려진 사
실을 낮은 상호작용에 의해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사적이며 즉각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지도 커뮤니케이션보다 높은 수준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이 육면체에서 정의하는 시각화의 전형적인 예는 인구의 단계구분도를 급간변화와 분류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기존에 알지 못했던 인구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

커뮤니케이션,

공적,

제시,
종합,

지
도
이
용
,

기지,
탐색,

분석,
자료관계,

사적,
시각화,

고,

상호작용,

저,

미지,

[그림 2-4] 매케른의 시각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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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는 지하철 출구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다양한 지도는 이 육면체상의 다양한 위치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웹지도는 대중-상호작용활
발-기지>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모든 지도에 이 육면체의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
어 우리나라의 3차원 지형기복도는 지형을 분석한 결과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실과 개념을 깨닫게
한다는 측면에서 시각화의 역할을 한다.
지도학적 시각화 모형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시각화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알려진 것-알져지지 않은 것>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제작자에게 잘 알려진 것이
라도, 이용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또 제작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도,
이용자가 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광지도 제작자가 그린 지도상의 하천을 통해 수문학자는 하
천패턴을 인지할 수 있다.
둘째, 시각화를 통해 자료의 심층구조를 밝히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는 무리라는 것이다. 간단
한 기술통계나 도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메뉴에 포함된 기능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자료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자료에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자료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통계처
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각화는 사회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지도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은 시각화에 대한 개별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지도학과 GIS에 대한 학문적 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으로 시각화의 과정과 결과물인 지도는 사회적 구성에 의한 것으로 결국 권력
의 산출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화는 객관적으로 공간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공간탐색 활동이라는 것이다.
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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