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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세계 지리지에 한 시론  고찰 *

1)

오 상 학 **

1. 머리말

2. 17․18세기 세계 지리지

3. 19세기의 세계 지리지

4. 맺음말

록:  조선후기 세계지리 술의 선구  작은 이수 의 �지 유설�에서 볼 수 있다. 이수

은 국 使行의 경험과 서구식 세계지도의 열람 등을 통해 기존의 국 문헌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이역의 국가들을 기술했다. 18세기에 어들어 세계지리의 술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백규의 �환 지�에는 원형의 천하도에 수록된 나라들과 알 니(Aleni)의 �직방외기�에 수록된 

異域의 지명, 서구식 세계지도에서 볼 수 있는 나라들에 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후

반에 술된 서명응의 ｢緯史｣는 독특한 체제를 지닌 세계 지리지로 세계지역 구획의 방법은 세

계 지리학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동양의 통 인 방식과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을 결합하여 독창 인 세계지리의 술을 완성한 것이다. 19세기에 어들어 세계

지리의 술이 더욱 성숙해져 갔다. 최한기는 �지구 요�에서 그의 氣學을 바탕으로 항목을 재구

성한 세계지리지를 기술하 다. 19세기 말 오횡묵은 �여재촬요�에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세

계지리지를 작성하 다. 이러한 술은 당시 변하는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처하고자 하는 실

용  목 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편찬한 �민필지�는 기 인 지리지식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한 이해를 돕는 데 큰 향을 끼쳤으며, 한 로 쓰여서 학생뿐만 아니

라 일반 에게도 리 읽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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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동아시아의 국제 계에서 비교  안정 인 지 를 리던 조선은 왜란과 호란

을 거치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란은 국제사회의 유동

성을 증폭시켰고 다양한 인 , 물  교류가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17세기 이후 

국을 거쳐 래되는 서양의 지리지식은 주자성리학에 침잠되어 있던 조선사회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성리학에 기 한 통 인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조선의 지식인에게 서양의 학문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특히 마테오 리치의 �곤여

만국 도�를 비롯하여, 알 니의 �만국 도�, 페르비스트의 �곤여 도� 등의 서구

식 세계지도와 �직방외기�, �곤여도설� 등의 지리서는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 상당

한 장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에 래된 다양한 서구식 세계지도는 摹寫, 제작되면서 지식인들에 많은 

향을 미쳤다. 당시 부분의 사람들은 국을 심으로 한 직방세계를 천하로 인

식하고 있었는데, 서구식 세계지도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천하로 인정하게 되었

다. 세계의 심에 치한 국과 그 주 의 夷國으로 구성되는 지리  화 을 

부정하게 되었다. 국 이외에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도 상당한 

수 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차 인정되게 되었다. 일부의 선진 인 학

자를 심으로 지구구체설이 수용되었고 더 나아가 서양 역법의 도입과 련하여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지구구체설이 수록되기도 했다.

서구식 세계지도가 향력을 확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지리서가 술되어 

유학자들의 세계인식에 향을 주기도 했다. 세계지리서는 세계지도만큼 시각 으

로 보여주는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직방세계를 넘어선 세계 여러 지역의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인식의 지리  외연을 확 시켰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에 술된 세계 지리지를 시론 으로 검토하여 그 성격과 변화

의 추이를 악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시  술된 지리지에 해서는 지리학, 역

사학, 국문학 등의 분야를 심으로 연구성과가 축 되어 있으나 세계 지리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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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시계열 으로 고찰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술된 표 인 세계 지리지를 시계열 으로 배열한 다음, 각각의 지리지가 지니는 

성격을 악해서 최종 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2. 17․18세기 세계 지리지

 1) 세계 지리지의 선구: 이수 의 �芝峯類說�
1)1)

18세기 이  세계 지리지의 단 를 제공한 것은 이수 (1563-1629)의 �지 유

설�이다. 1614년에 탈고한 것으로 알려진 �지 유설�에는 지리지식이 수록되어 있

는데, 2권의 地理部와 諸國部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지리와 련된 내용은 제

국부의 ‘外國’조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외국’조에는 독립항목으로 ‘國’으로 지칭한 

것이 43개국으로 나라의 개요, 치, 지형, 역사, 기후, 풍속, 주민, 산물, 종교 등에 

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립항목 속에서 해당 나라에 한 설

명을 해 거명된 나라들로 ‘국’으로 명기된 것과 그 지 않은 것을 합하여 모두 

24개 나라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항목 는 독립항목 속에 수록된 

요한 지명으로 20여개가 있다. 이와 같은 외국 지명은 이수 이 북경 사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외국에 한 내용이 수록된 국의 여러 문헌에서, 그리고 마테오 리

치의 �곤여만국 도�와 같은 서구식 세계지도 등에서 취사,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

다(<표 1> 참조).2)2)실제로 이수 은 1590년 聖節使의 서장 으로 명나라에 다녀왔

다. 성균  사성이 된 1597년에는 陳慰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安南의 사신과 교유했다. 그리고 1611년 왕세자의 冠服을 청하는 사 의 일원으로 

1) �지 유설�의 세계 지리지  성격과 세계인식에 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장보웅․손용

택, 2004 ｢芝峯 李睟光의 지리  세계 ｣, �문화역사지리� 16-1, 225-235면; 이경희, 2011 

｢�지 유설(芝峯類說)�에 나타난 이수 의 세계 인식: 외국부(外國部) 외국조(外國條) 기

사를 심으로｣, �문명교류연구� 2, 225-258면. 

2) 정수일, 2011 ｢�지 유설� 속 외국명 고증문제｣, �문명교류연구� 2, 191-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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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에도 琉球와 暹羅의 사신을 만나 그들의 풍속

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외국’조의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수 이 ‘외국’조에서 참고한 서 은 24종으로 이 에서 21종이 국 서 이

다. 이들은 찬의 正史와 민간 史書인 야사로 별된다. 정사로는 �사기�, �한서�, 

�진서�, �오 사�, �송사� 등의 정사 속 外國列傳이나 西域傳이 있고, 야사로는 �산

해경�과 같은 의 서 과 함께 명 에 유행된 楊淙의 �事文玉屑�, 王圻의 �三

才圖 �, 鄭曉의 �吾學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 들은 조선의 학자들에게도 

리 알려진 것으로 직방세계를 구성하는 나라들이 수록되어 있다. 

�지 유설�의 ‘외국’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국 서 에서 보기 힘든 유럽 쪽

의 나라들이 수록되어 있는 이다. ‘외국’조의 마지막 부분에는 ‘佛浪機國(포르투

갈)’, ‘南番國(네덜란드)’, ‘永結利國( 국)’, ‘歐羅巴國’ 등 네 개의 나라가 소개되어 

있다. 이 에서 구라 국은 이수 이 륙의 명칭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라의 명

칭으로 오인해서 수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 도�로 표되는 서학이 도입되면서 수록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3)

3)실제로 이수 이 홍문  부제학 자리에 있을 때인 1603년 북경에 誥命奏請

使로 북경으로 갔던 李光庭과 副使 權憘가 북경에서 구입한 歐羅巴國輿地圖 6폭을 

홍문 으로 보내 왔다. 이에 이수 은 이를 자세히 열람하고는 그 내용의 정교함

에 감탄하기까지 했다.
4)

4)이 구라 국여지도가 6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는 

바로 년 1602년 북경에서 제작된 �곤여만국 도�로 보인다.
5)

5)그러나 마테오 리

3) 의 논문, 193면.

4) 李睟光, �지 유설� 諸國部, “外國. 萬曆癸卯 余忝副提學時 赴京回還使臣李光庭權憘 以歐羅

巴國輿地圖一件六幅 于本館 … 략… 地圖乃其國使臣溤寶寶所爲 而末端作序文記之 其文

字雅馴 我國之文不異 始信書同文 爲可貴也 按其國人利瑪竇李應誠(試)  亦俱有山海輿地

全圖 王圻三才圖 等書 頗采用其說”

5) 그러나 이에 한 반론도 제기되었는데 이용범은 지도 제작자의 신분을 ‘그 나라 사신’이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부일 가능성이 많으나 국에서 도하던 신부에 찾아 볼 수 없는 

이름일 뿐 아니라 국에서 제작된 신부들의 지도에서 歐羅巴國輿地圖는 찾아 볼 수 없는 

을 근거로 이수 이 언 하고 있는 지도는 서양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도의 원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하고 있다(이용범, 1988 � 세서양과학의 조선 래�, 동국 학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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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곤여만국 도�에는 ‘佛浪機國’이 ‘波 杜曷 ’로, ‘南番國’이 ‘喎闌地’, ‘永結利

國’은 ‘諳厄利亞’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歐羅巴’도 ‘歐邏巴’로 되어 있다. 특히 �곤

여만국 도�에는 오 주에 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읽었다면 구라 를 

국명으로 오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유럽 나라에 한 

내용은 �곤여만국 도�와 같은 지도보다는 사행시 얻은 정보나 이후 문헌에서 획

득한 지식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서양의 나라로 수록된 佛浪機國과 永結利國의 

서술 사례이다.

佛浪機國은 暹羅의 서남쪽 바다 가운데 있으니, 서양의 큰 나라이다. 그 나라의 火

器를 佛浪機라고 부르니, 지  兵家에서 쓰고 있다.  西洋 라는 베는 지극히 가볍고 

가늘기가 매미의 날개 같다.6)6)

永結利國은 극서 외양에 있다. 낮이 매우 길고 밤은 겨우 二更이라서, 빨리 하늘이 

밝아온다. 그들의 풍속은 오직 보리 가루를 먹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배로써 

집을 삼는다. 4 으로 배를 만드는데, 내외를 골고루 철편으로 싸고, 선상에는 수십의 

돛 를 세우며, 선미에는 바람이 나오는 기계를 놓고 닻 용 철쇄 수백 개를 쓰므로, 

설사 바람과 큰 물결을 만나더라도 무 지지 않는다. 투용 포가 출몰하여 해양의 

여러 나라를 약탈하는데, 감히 항할 수 없다. 근년에 일본으로부터 표류하다 陽에 

이르 는데, 그 배가 극히 높고 커서, 층루· 옥과 같았다. 아군이 搏戰했으나 攻破하

지 못하고 脫去하라는 명을 했다. 후에 왜사에게 물으니, 그들이 결리인이라고 알

려주었다.7)7)

부, 123면). 그러나 지도에 조선의 팔도와 일본의 60州 등이 표시되어 있고, 지도의 말

단에 한문으로 된 서문이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서양선교사에 의해 제작된 서

구식 세계지도임에 틀림없다. 당시 서양에서 근  세계지도의 백미에 속하는 1570년 오

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에서도 동양의 조선과 일본에 한 인식은 매우 부정확한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서양의 원도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한편 일본의 鮎澤信太郞은 지 유

설의 歐羅巴輿地圖를 黃炳仁씨가 소장했던 �兩 玄覽圖�로 보고 있는데(鮎澤信太郞, 1942 

｢利瑪竇の世界地圖に就いて｣, �地球� 26-4, 5면), �양의 람도�가 8폭으로 구성된 을 감

안할 때 이는 무리한 추정으로 보인다.

6) �芝峯類說�, 諸國部 外國.

7) �芝峯類說�, 諸國部 外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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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설의 

외국명

지 유설의 

인용문헌

西洋番國志

(1434)

星槎勝覽

(1436)

瀛涯勝覽 殊域周咨

(1574)

坤輿萬國全圖

(1602)
비정

安南國 事文玉屑 安南  安南 베트남

交趾國 事文玉屑 交趾 베트남

老撾國 吾學編 라오스

琉球國 ○ 琉球
大琉球 

琉球
류큐

三佛齋 門答剌國 門答剌國 門答剌國 ○ ○ 팔렘방

불랑기국은 지 의 포르투갈에 해당하는데, �지 유설�에서는 그 나라의 치와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 다. 그러나 치에 해서는 지 의 태국에 해당하는 섬

라국의 서남쪽 바다에 있다고 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포르투갈

이 동남아로 진출하던 상황에서 와 된 것으로 보인다. 불랑기는 포르투갈의 화포

인데 16세기 반에 국에 래되었고 임진왜란을 후하여 조선에도 래되어 

이후 조선에서도 제작하여 사용하 다. 이수 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

여 불랑기국에 해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 의 국에 해당하는 永結利國
8)
에8) 해서는 훨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국의 치, 기후와 풍속 등을 기술하고 무엇보다 선박 제도에 해 세 하게 묘

사하고 있다. 특히 조선에 출몰하여 군사 의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기록은 당

시 최신의 정보를 획득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술

된 문헌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수록하려는 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으로 이는 �지 유설�에 수록된 세계 지리지의 요한 특성이라 평가할 수 있다.

<표 1> 지 유설에 수록된 국명의 인용문헌과 국명 비정 

8) 이수 은 ‘永結利’이라 표기하 는데, 이러한 표기는 국의 서 에서도 보기 힘들다. 이것

은 잉 랜드를 음차하여 표기한 것으로 국에서는 보통 ‘英吉利’이라 표기한다. 이외에 다

른 표기로는 ‘英機黎’, ‘英圭黎’, ‘膺吃黎’, ‘諳厄利’, ‘英倫的’ 등을 들 수 있다(�瀛環志略� 권

2, 英吉利國). 그런데 1602년 간행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 도�에는 ‘諳厄利亞’라 표기

되어 있고, ‘英吉利’라는 표기도 청나라 건륭연간에 간행되는 �皇淸職貢圖�, �皇朝文獻通 �, 

�皇朝通典� 등의 문헌에서 처음 보인다. 따라서 이수 이 자신이 직  이 표기를 만든 것

인지 아니면 다른 문헌을 보고 표기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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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法兒國 宛委餘編 ○ 佐法兒國 ○ 주 르

占城 ○ ○ 占城國 ○ ○ 참

暹羅國 ○ ○ ○ 暹羅 ○ 태국

日本

漢書, 續文獻通 , 

聞見 , 

海東諸國紀, 

後漢書, 三國遺事

○ ○ 일본

馬島 馬 마도

毛人國 山海經

女國 事文玉屑 女人國

眞臘國 風土記, 說 ○ 眞臘 眞臘 캄보디아

爪哇 唐史 爪哇國 爪哇國 爪哇國 ○ 大爪哇 자바

驃國 唐史 미얀마

古俚大國 古里國 古里國 古里國 古里 캘리컷

滿剌加 滿剌加國 滿剌加國 滿剌加國 ○ ○ 말래카

榜葛剌 榜葛剌國 榜葛剌國 榜葛剌國 ○ ○ 벵골

錫蘭山 錫蘭國 錫蘭山國 錫蘭國 錫蘭 錫狼島 스리랑카

溜山
韻府, 晉書, 

續仙傳
溜山國 溜山國 몰디

撒馬兒罕 吾學編 ○ ○ 사마르칸트

天方 ○ 天方國 天方國 天方國 ○ 멕카

渴石 키쉬

土魯番 土魯蕃 ○ 투르

黑婁 로 노르

哈烈 ○ 헤라트

于闐大國 于闐 于闐 호탄

火州 宋史, 史記 ○ ○ 카라코자

魯陳 書經 선선

忽魯謨斯 吾學編 忽魯謨斯國 忽魯謨斯國 忽魯謨斯國 忽魯謨斯 ○ 호르무즈

亦思把罕 吾學編 이스 한

阿速 吾學編 아오르시

注輦國 宋史 라

五盧地 五代史

裨離國 晉書

肅愼氏國 晉書 숙신

養雲國 晉書

寇莫罕國 晉書

一群國 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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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丹 五代史 거란

牛蹄突厥 五代史 ○

狗國 五代史

回回國 稗史 回回 이슬람국

裸壤國

稽 漢書 회계

佛浪機國 佛郞機 波 杜曷 포르투갈

南番國 喎闌地 네덜란드

永結利國 諳厄利亞 국

吉利吉思 元史 키르키즈

骨利幹國 唐史

歐羅巴國

(大西國)

天主實義, 重友論, 

續耳譚
歐邏巴 유럽

互人國 異聞志

大秦國 後漢書 羅馬 로마제국

외국명수 53 19 44 19 38

자료 : 정수일(2011: 202-204)의 표를 수정하여 재구성함.

2) 백규의 �환 지�

호남의 표 인 실학자인 魏伯珪(1727-1798)는 1770년 천문, 지리뿐만 아니라 

각종 문물, 제도를 그림의 형식으로 엮은 �寰瀛誌�를 술하 다. �환 지�는 재 

여러 본이 해지고 있는데 1822년 후손이 간행한 목 본 이외에 필사본도 몇 종 

한다. 자는 서문에서 “林居에 한가하여 우연히 九九州圖를 열람하고 드디어 

이 책을 모방하여 국의 13성과 우리나라의 8도 등 지도에  地理·古今의 間에 

갈래가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것을 分類․圖纂해서 그 에 붙이고 합해서 ‘寰瀛

誌’라고 명명하 다. 그리고  아래에 붙인 여러 圖는 비록 지도의 類는 아니라도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주도 虛套가 되고 지도도 한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

여 지리와 천문을 포 할 목 으로 이 책을 술하 다고 지 하고 있다. 여기서 

언 한 구구주도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 도�를 가리킨다. 필사본에는 ｢利瑪

竇天下圖｣라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구식 세계지도가 아니라 원형의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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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9)

9)이는 백규가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를 직  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

로 원형의 천하도를 리치의 지도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 이후 �직방외기�에 수록

된 서구식 세계지도를 하고는 이 오류를 수정하 고, ｢西洋諸國圖｣라는 서구식 

세계지도의 간략한 모식도를 수록하 다<그림 1>. 

<그림 1> �환 지�의 ｢서양제국도｣ 

 

 

�환 지�는 천문, 지리, 인사의 요체들을 수록한 類書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세

계의 지리지식을 수록하고 있어서 세계 지리지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환

지�에서 세계지리와 련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에 실려 있다. 먼  천문도 다

9) 魏伯珪 �寰瀛誌� ｢利瑪竇天下圖｣. 이 지도는 보통의 원형 천하도와는 달리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책의 형에 맞춰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 인 내용은 원형 천

하도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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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五嶽을 제시하면서 부록으로 ‘外國’편을 두고 외국의 여러 나라와 �산해경�에 

나오는 나라들을 수록했다. ‘외국’편의 반부는 주로 당시 실재하는 나라들로 이

루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산해경�에 나오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나라의 치, 자연환경과 련된 풍토, 풍습, 토산 등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통 인 직방세계에 해당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서양의 국가들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국에 해서는 “永結利: 곧 羊胛國이다. 국과 2만 5천리 떨어져 있다. 당의 

骨利幹으로 낮이 길고 밤이 짧아서 양의 어깨 가 삶아서 익을 때면 해가 뜬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결리를 골리간에 비정한 것은 이수 의 �지 유설�에서도 

볼 수 있는데, �환 지�에서는 �唐史�의 내용만 인용하여 간략하게 기술하 다. �지

유설�에 비해 상세함이나 고증의 풍부함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 

포르투갈에 해당하는 나라인 ‘佛狼機’에 해서도 “서양의 국으로 火器가 아주 

기묘하여 지 의 軍門도 불랑기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1822년의 목 본에는 필사본에 없는 ｢서양제국도｣가 실려 있고 뒤를 이어 오

주에 소속된 나라들과 명나라 때 조공했던 나라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천하 1

주로 亞細亞, 2 주 歐羅巴, 3 주 利未亞, 4 주 南北亞墨利加, 5 주 墨瓦蘭亞 등

으로 구분하고 각 륙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 한 간단한 설명을 수록했다. 여기

에 수록된 내용은 부분 알 니의 �職方外紀�에 수록된 것들이다. 백규가 �직

방외기�의 내용을 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국에 조공하던 나라들을 朝鮮

부터 八百息婦까지 수록하 다. 

�환 지�의 세계지리 내용은 이수 의 �지 유설�이나 서명응의 ｢ 사｣에 실린 

세계지리 내용보다 수록 내용의 정확성이나 방 함이 떨어지지만 다양한 지도를 

같이 수록함으로 세계에 한 이해를 제고시켰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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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응의 ｢緯史｣

徐命膺이 1783년에 완성한 �保晩齋叢書�에 수록된 ｢緯史｣는 독특한 체제를 지

닌 세계지리지로 평가된다. ｢ 사｣는 12권 7책의 방 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서명응이 제시한 범례를 따라 서유구가 편찬한 세계지리지이다. ｢ 사｣는 先天

易과 �周髀經�을 결합하고 ｢禹貢｣의 지역 배치를 기 로 삼아 만들어진 독특한 지

리서라 할 수 있다. 서명응은 복희의 선천도와 周髀의 數法이 천지를 측정하고 인

사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秦․漢 이후로 선천은 仙家로만 해지고 

주비는 서양으로 갔다고 보았다. 이후 선천은 송 에 다시 나타났고 주비는 명나

라 말기 서양에서 돌아왔지만 합쳐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 사｣에서 이를 

합침으로써 옛 성인의 도를 회복시켰다고 자부했다.
10)10)

서명응은 �우공�의 지역 구획인 九州와 五服에 기 하여 세계 지역을 구분하

는데, 구획의 기 은 도인 북극고도이다. 서명응은 먼  ｢우공｣의 구주에 일정한 

북극고도의 값을 부여하되 그 象을 易理로 해설했다. 冀州는 제왕의 도시이며, 천

체에서 북극이 있는 곳에 四象이 향하듯이 천하의 貢賦와 朝覲이 몰려드는 심지

이자 ｢우공｣의 綱으로 악했다. 따라서 기주의 象은 바로 易의 태극에 배치했다. 

靑州, 雍州를 기주 하단에 좌우 칭으로 배치하면서 易의 兩 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았고, 기주 바로 아래에 치한 徐州, 兗州, 豫州, 梁州는 易의 四象, 서주, 연

주, 주, 양주 아래에 있는 楊州, 荊州 역시 易의 四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우공｣의 五服은 동서와 남북의 크기가 모두 500리이며, 內服인 甸服, 侯服, 

綏服과 蠻夷인 要服, 荒服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그림 2> 참조).11)11)

10) 김문식, 2006 ｢�보만재총서� 해제｣, �보만재총서� 1, 규장각자료총서 과학기술편.

11) 김문식, 2006 ｢18세기 徐命膺의 세계지리 인식｣, �한국실학연구� 11, 86면.



256 奎 章 閣 43  ․

<그림 2> ｢ 사｣의 지역구획 방식을 보여주는 五服八州北南圖 

서명응은 지구의 남북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0개 지역으로 세분

했다. 한 지구의 동서를 각 도에 해당하는 역상의 숫자에 응시켜 2개(동, 서), 

4개(外東, 內東, 內西, 外西), 8개(偏東1～4, 偏西1～4) 지역으로 세분했다(<표2> 참

조). 이처럼 경 선 체계로 지역을 구획한 다음 해당 구획에 國名과 邑名을 배치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연 과 極緯, 黃赤經(晝夜節氣, 日景), 풍속, 산천, 

토산 등을 수록하 다. 佛郞機國(포르투갈)의 기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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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서양제국의 佛郞察이다. 직방외기에서 말하기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불랑기라 

칭한다. 그 총 한 이 명칭을 쓴다. 명나라 正德 연간(1506-1521)에 滿剌加(말래카)

로 들어가 왕을 몰아내고 사신을 보내 할 것을 청하니 국에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

지게 되었다. 명나라 嘉靖 연간(1522-1566)에 草灣에 들어갔으나 군에 패하여 돌아

왔다. 右都御使 汪鋐가 상소문을 써서 佛郞機礮를 올려 城堡를 축조하여 방어하도록 

청했다. 국에 불랑기포가 있게 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에 廣東巡撫 

林富가 香山 澳壕鏡에 시장 여는 것을 청하니 이로 인해 불랑기는 집을 짓고 성을 축

조하여 여러 蠻商을 모으니 한 나라와 같았다.12)12) 

포르투갈에 한 기술은 �지 유설�처럼 불랑기포를 심으로 하고 있는데, 

국에서 불랑기포가 들어오게 된 상세한 내력을 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明史�

에 수록된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13)
13)국가별 기술에서 국의 문헌을 많이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 사｣의 술에 참고한 자료로는 �一統志�, �明史․地理志�, �職方外紀�, 

�坤輿通圖�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곤여통도�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 도�

나 페르비스트의 �곤여 도�와 같은 서구식 세계지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외에도 다양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 사｣를 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명응은 정조 때 구입한 �고 도서집성�을 가장 먼  열람했던 학자 가운데 하나

고, 북경 사행에서도 최신의 서 을 구입했던 을 고려한다면 ｢ 사｣의 술에

서도 최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아진다.

｢ 사｣에서의 세계지역의 구획 방식은 이  시기 지리지에서는 볼 수 없는 독

창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구구체설을 바탕으로 세계지역의 구획이 

이루어졌다는 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천역과 주비경 등의 통 인 사고와 서

양에서 래된 지구구체설을 결합하여 독특한 지역 구획을 만들어 냈다. 지구를 

북극고도인 도에 의해 나 고 이를 기후 에 배치함과 동시에 동서로도 구획하

여  지구상의 역을 포 하도록 했다. 이러한 세계지역의 구획은 륙별로 국

가를 배치하여 기술한 알 니의 �직방외기�나 페르비스트의 �곤여도설�보다 진일

12) �保晩齋叢書�, ｢緯史｣ 권11, 方國偏東一, 佛郞機國 

13) �明史� 卷325　列傳 第213 外國6 佛郞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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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서양의 근 지리학이 태동 이후에도 세계지지의 기술체

제가 부분 륙별로 이루어졌던 을 감안한다면 세계지지학사에서도 유래를 찾

아보기 힘든 세계지리지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도 간격 方圖純卦 기후 구분

北軸兩
陽 90-67 24

48
乾 한

동․서( , , 종)
陰 66-43 24 兌 한 ․난

州服四象

北州 42-37 6

18

離

난
外東․內東

內西․外西
中州 36-31 6

南州 30-25 6

中衡八卦

北軸 24-19 6

48

震 난 ․열 偏東(4-1)

偏西(1-4)北半 18-1 18
열

南半 1-18 18 偏西(4-1)

偏東(1-4)南軸 19-24 6 巽 열 ․난

洲坻四象 三才爻位 25-42 18 18 坎 난
偏西(2-1)

偏東(1-2)

南軸兩
陰 43-66 24

48
艮 난 ․열 偏西․偏東

陽 67-90 24 坤 한 西․東(終․中․初)

<표 2> ｢ 사｣의 지역 구분

자료 : 김문식(2006: 91) 

3. 19세기의 세계 지리지

1) 최한기의 �地球典要�
14)14)

최한기는 1857년에 일종의 종합  세계지리서라 할 수 있는 �地球典要�를 술

14) 최한기의 세계지리인식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李元淳, 1992 ｢崔漢綺의 世界地理認識의 

歷史性: 惠岡學의 地理學的 側面｣, �문화역사지리� 4, 9-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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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15)

15)이 책의 술목 은 지리지식에 한 이해의 확 를 통해 ‘氣化’를 깨닫

고 그를 기반으로 ‘人道’를 터득하는 데 있었다.
16)

16) 국에서 아편 쟁 후에 간행된 

洋務書인 魏源의 �海國圖志�와 徐繼畬의 �瀛環志略� 등을
17)

17)기 로 편집하 다. 

세계 각국의 지리지식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자연과학  지식도 수록되

어 있다.

�지구 요�는 도합 13권 7책의 필사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권까지는 世界地

志로 구성되어 있다. 제13권에는 천문도와 지도만을 따로 모았는데 歷象圖 23매, 

諸國圖 41매를 수록하 다. 이처럼 �지구 요�는 지지와 지도의 두 체제로 구성되

어 있는데, 지도를 앞에 수록하고 지지를 뒤에 수록하고 있는 � 환지략�과는 다

른 양식이다. � 환지략�이 지도에 을 두었다면,
18)

18)�지구 요�는 지지에 

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 요�에서의 지도는 지지의 附圖  성격이 

강하다. �지구 요�의 지도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地志學에 한 그의 서술에서

도 드러난다. 그는 지지라는 것은 풍토와 물산, 고 의 사실을 수록한 것이고 지도

15) �지구 요�에 한 지리학  연구는 다음을 참조. 노혜정, 2005 �지구 요에 나타난 최한

기의 지리사상�, 한국학술정보.

16) 李元淳, 앞의 논문, 20면.

17) �해국도지�는 아편 쟁의 심인물인 임칙서(林則徐)가 번역한 �四洲志�를 원이 증보

하여 1842년 60권으로, 1852년에는 100권으로 출 한 세계지리서이다. 내용은 세계 각국

의 지세, 산업, 인구, 정치,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주제를 18개 항목으로 분류하

여 서술하 다. 마테오 리치의 지도설과 알 니의 �직방외기�, 페르비스트의 �곤여도설�

의 내용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 환지략�은 1848년 서계여의 편 로 10권 6책으로 되

어 있다. 본서 역시 �직방외기�와 �곤여도설�을 많이 채용하 으나 그 범례에 있는 것과 

같이 지도는 최신의 서양지도를 채용하 고 지명과 국명도 최신의 신문잡지에 발표된 것

으로 바꾸었으며 변화된 서양 제국의 연 과 강역을 수정하 다(金良善, 1972 ｢韓國古地

圖硏究抄｣, �梅山國學散稿�, 崇田大學校 博物館, 139-240면). �해국도지�는 해안 방어를 

한 洋務意識을 기 로 한 세계지리서이기에 여러 부분에서 해방론과 청국인들의 해방

정책 그리고 해상침략 세력에 비한 해방무기 시설에 해 언 하고 있다. 이에 반해 �

환지략�은 지도에 한 정확한 지식과 세계 각국에 한 지리  소개를 의도한 것이기에 

해방론과 련된 기사는 없다. 이로 본다면 � 환지략�이 보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세계

지리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8) 徐繼畬 �瀛環志略�, 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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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郡國의 경계와 면 을 본 따 그린 것이라 하여, 지도는 지지를 보충해주는 부

도  의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9) 

�지구 요�의 내용을 구체 으로 보면, 제1권의 처음 12항목에서는 지구에 한 

내용을 기존의 한역지리서에서 발췌하여 기록하 다. 천체의 구조, 항성과 유성, 

사계 과 기상의 변화, 일식․월식과 潮汐의 원인 등 지구과학  내용들로 서양의 

르네상스 시 에 밝 진 천문, 우주, 지구과학설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노아

(Michel Benoit 蔣友仁, 1715~1774)의 �地球圖說�에서 ｢地球運化｣에 해당하는 부

분을 발췌하여 �지구 요�의 맨 앞부분에 기록한 것으로, �지구도설�을 통해 지구

의 체 운화를 이해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도해한 것이 제13권 앞부

분에 수록된 歷象圖 23매이다. 역상도는 톨 마이오스의 우주 , 티코 라헤의 

우주 , 메르쎈느(Merscene)의 우주 ,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심설의 우주 , 태

양, 五星, 日月蝕을 도해한 천문도이다.
20)20)

륙별 총설과 각국의 지지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 리카  남북아메리카에 

해 총설을 수록하고 그 에 각 륙에 소속된 지방과 국가에 한 내용을 체

로 疆域․風氣․物産․생활․宮室․都 ․문자․상공업․器用․재정․정치․ 직

제도․교육․ ․형벌․병제․풍속 등의 항목으로 상술하고 있다. 海論에서는 

해양의 선박, 진주와 산호 등의 산물과 조석 계, 해수의 염분 등에 하여 고 

있다. 이러한 지지 부분에서는 기존의 지지 항목체계와 다른 독특한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한기 학문의 핵심  개념인 氣化를 기 으로 氣化生成門(疆域․

山水․風氣․人民․物産), 氣化之諸具門(衣食․宮城․文字․歷․農․商․工․器

用), 氣化之通法門(政․敎․學․禮․刑禁․俗尙․使聘), 氣化經歷門(各部․연 ) 

등으로 분류하 다.
21)21)

19) 崔漢綺 �推測 � 卷6, 推物測事, 地志學. “地志  載 風土物産 古今事實 也 地圖  倣象

郡國界境 參錯廣輪 也.”

20) 權五榮, 1994 ｢惠岡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

학 논문, 254-255면.

21) 楊普景, 1996 ｢崔漢綺의 地理思想｣, �震檀學報� 81, 292-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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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에는 ｢地球前後圖｣, ｢皇淸全圖｣를 비롯해 각 륙별 여러 나라의 지도들

이 수록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瀛環志略�에 수록된 지도들을 본으로 사용하여 

그 로 모사한 것인데, � 환지략�에 없는 ｢日本圖｣가 추가된 이 다를 뿐이다.
22)

22) 

�해국도지�에도 지도가 수록되어 있지만 � 환지략�의 것과 비교해볼 때 정교함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후 의 본은 지도의 내용이 수정되어 상당히 정교해지기

도 했다. 

세계지리 부분은 륙별로 소속 국가를 수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먼  亞

細亞 륙 소속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데, 국과 동양이국(일본, 유구), 南洋濱海

各國, 南洋各島, 東南大洋各島, 五印度, 印度以西回部四國, 西域各回部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歐羅巴 륙은 峩羅斯가 맨 처음 기술되고 이어서 瑞國, 嗹國, 墺地利

亞, 普魯士, 日耳曼列國, 瑞士, 土耳其, 希臘, 意大里亞列國, 荷蘭, 比利時, 佛郞西, 

西班牙, 葡萄牙, 英吉利 순으로 되어 있다. 阿非利加 륙은 阿非利加北土, 阿非利

加中土, 阿非利加東土, 阿非利加西土, 阿非利加南土, 阿非利加群島로 구성되어 있는

데, 다른 륙과 달리 나라별로 기술하지 않고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 륙을 구

분하여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亞墨利加 륙을 수록하 는데, 北亞墨利加氷疆, 

北亞墨利加英吉利屬部, 北亞墨利加未利 合衆國, 北亞墨利加南境各國, 南亞墨利加

各國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체 으로 볼 때, 수록된 나라의 수는 서명응의 ｢ 사｣에 비해 으나 국가별 

내용은 더 풍부하다. 수록된 국가마다 내용의 편차가 있는데, 당시 구라 의 강

국인 국의 경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당시 

국제사정을 반 하는 것으로 편 자인 최한기가 그 자신의 시각으로 취사 편집한 

데서 기인한다. 백과사 식 항목에 의한 기술이라는 통 인 지리지의 형식에서 

탈피하지는 못했으나 최한기 자신의 독특한 학문체계인 氣學을 바탕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기술한 은 �지구 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 할 수 있다.

22) �지구 요�의 일본 부분은 �해국도지�나 � 환지략�에 수록된 내용이 소략하여 �海遊 �

에 수록된 내용을 주로 이용하 는데(崔漢綺 �地球典要� 凡例), ｢日本圖｣도 여기에 실린 

것을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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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吳宖黙의 �輿載撮要�
23)23)

�여재촬요�는 1894년(고종 31)에 吳宖默이 지은 지리지로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가 결합된 지리지에 해당한다. �여재촬요�는 1894년 10권 10책의 필사본으로 편찬

되었고, 이어 5책, 2책 등으로 축약본이 술되었다가 1896년 학부에서 1권으로 축

약하여 목 본으로 간행하 다. 10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가운데 제1권은 세계지리

와 련된 내용이고, 제2권에서 10권까지는 한국지리와 련된 것으로 팔도의 군

읍지를 수록한 것이다.

오횡묵은 서문에서 “圜日圖이나 地球圖 같은 것은 새롭게 듣거나 처음 보는 것

들로서 놀랄만하나 필요한 것이고, 한 지구상의 사물로서 각국의 정표를 아우르

지 않으면 안되어 별도로 설명을 붙여 1권으로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재

촬요�가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통 인 지리지의 통을 따르면서도 당시의 세

계사 인 흐름을 악하고자 했던 시  분 기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4)24)

�여재촬요�의 술에 이용한 문헌을 자는 범례에서 밝히고 있는데, 조선과 

국에 한 내용은 두 나라의 여러 문헌을 참고했으며, 그 밖의 지역은 1886년 

국에서 출 된 �政治年鑑�을 주된 자료로 삼아 鈔譯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자

가 원자료를 직  이용했다기보다 1886년에 金允植·鄭憲時 등의 주선으로 博文局

에서 �정치연감�을 번역·편집해 4책의 �萬國政表�라는 이름으로 간행했는데 이 �만

국정표�를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술의 분량도 유럽지역의 비 이 

크다.

세계지리지에 해당하는 제1권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天文圖地球圖

凡例, 經線緯線圖, 地球五帶圖, 地圜日月圜地圖, 地球分至圖, 地球圜日圖, 地球圜日

圖解, 地球圜日成歲序圖, 地球圜日成歲序圖說, 地球四季圖, 地球晝夜圖, 月輪盈缺圖, 

地球潮汐圖, 日蝕月蝕總圖, 圜蝕圖, 日蝕圖, 月蝕之圖, 地影蔽月圖, 平圓地球全圖, 

地球圖解, 地球論, 論洲洋, 萬國輿圖, 人望船行圖, 登高見遠圖, 天下大河比 長短圖, 

23) �여재촬요�에 한 최근의 지리학  연구는 다음을 참조. 임은진․서태열, 2012 ｢여재촬

요의 세계지리 역에 한 고찰｣, �사회과교육� 51-4, 181-194면.

24) �輿載撮要� 卷之一, 輿載撮要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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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下大山比 長短圖, 天下五大州方圖<그림 3>
25)

25)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各

國政敎略說, 總論, 제3장은 각 륙별 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는 亞細亞洲五

國, 歐羅巴洲十九國, 亞非利加洲七國, 北亞米利加洲九國, 南亞米利加洲十國, 大洋洲

一國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여재촬요�에 수록된 세계지도 

25) �여재촬요�에는 동서반구도의 세계지도가 수록되어 있으나 ‘천하오 주방도’라는 세계지

도가 수록되어 있다.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한 서구 심의 세계지도로 국의 그리니

치 천문도를 기  경선으로 하고 있다. 지도에 수록된 륙명이나 국명이 본문에 기술된 

명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이나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를 본으로 삼아 베껴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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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천문 상과 련한 지구과학  지식, 지구설을 토 로 하는 자연지리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에 한 내용을 먼  다루고 이어 지형에 해 다루

었다. 주제와 련된 다양한 그림과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 특징 이다. 

제2장은 각국의 政敎를 심으로 하는 인문지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국의 정치, 법, 외교에 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각

국의 정부 형태와 입법․사법․행정부의 역할, 종교, 지방 행정, 조세, 군사제도, 

교육, 통화제도, 통상  무역 등을 서술하면서 이해를 돕기 해 동서양을 비교하

거나 주요 나라를 사례로 들어 논하고 있다.

제3장은 세계지리의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6 주에 속하는 나라들에 한 기

술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 5개국, 유럽 19개국, 아 리카 7개국, 북아메리카 9개

국, 남아메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등 총 51개 국가의 지지가 어 있다. 

각 국가별로 명칭․ 치 등을 개 한 후, 왕실, 역사, 정치, 종교, 교육, 재정, 화폐, 

군제, 면 , 인구, 통상, 공업 등 항목별로 세계에 한 당시의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각 륙별로 수록된 국가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국가별 기술에서는 국명 에 나라의 치와 屬地, 인종, 언어 등을 먼  제시

하고 각 항목별로 기술하는 백과사 식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록된 항목은 역사, 

정치와 종교, 경제, 군사, 통상과 산업 등과 같이 인문지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자연지리  내용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여재촬요�가 국의 �정치연

감�을 번역한 �만국정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 데에 기인한다. �정치연감�은 종

합  성격의 지리지라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의 개설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지리와 련된 내용이 거의 없고 부분 인문지리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荷蘭(네덜란드)의 기술 사례를 보면, 첫 부분에 “荷蘭은 동쪽으로 랑스, 남쪽

으로 벨기에 서북쪽으로는 북해라는 바다와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일 이 항해

의 업을 열어 동인도, 서인도 등에 屬地가 산재해 있다. 인종은 백색이고 언어 

한 자국어를 사용하는데 蘭語라 한다.”라고 국가의 치와 인종, 언어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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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6)

26)이어 왕실 항목에서 당시 왕 이름을 시하고 왕조의 역사를 상술하고 있

다. 정치 항목에서는 정치체제, 입법기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  자세히 다루고 있다. 종교는 당시 다수 국민들이 믿는 종교를 수록했고, 

교육 항목에서는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의 교육기 에 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재정 

사항도 소상하게 기재했으며, 화폐의 명칭, 재질 등도 소개하고 있다. 군제 항목에서

는 당시의 군 의 편제, 군사수, 복무 기간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면 ․인

구 항목에서는 국의 인구를 먼  제시하고 토지 면 을 方英里 단 를 사용하여 

나타냈으며, 屬地의 통계도 수록했다. 통상 항목에서는 당시 교역하던 품목들이 수

록되어 있고, 공업 항목에서는 지 에 공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농업, 어업, 

임업, 업 등의 1차 산업과 교통, 통신과 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륙 수록 국가

亞細亞洲五國
中國, 朝鮮, 日本, 暹羅(태국), 波斯(페르시아), 랑스․ 국․네덜란드․포르투

갈․스페인의 보호지와 속지

歐羅巴洲十九國

俄羅斯(러시아), 墺地利(오스트리아), 日耳蔓(독일), 丁抹(덴마크), 瑞典那 (스웨

덴), 英吉利( 국), 荷蘭(네덜란드), 比利時(벨기에), 瑞西(스 스), 法蘭西( 랑

스), 西班牙(스페인), 葡葡牙(포르투갈), 伊太利(이탈리아), 希腦(그리스), 蒙底尼

(몬테니그로알바니아), 塞爾維(행세르비아), 羅馬尼(루마니아), 伯 里(불가리아), 

土耳古(터어키), 국․덴마크․네델란드의 속지 

亞非利加洲七國

埃及(이집트), 三給波爾(잔티 ), 南亞非利加共和國(남아 리카공화국), 疴聯珠自

由邦(오 지자유국), 公額(콩고), 利比里亞(리베리아), 摩洛哥(모로코), 랑스․

국․포르투갈․스페인․터어키의 속지

北亞米利加洲九國

海地(아이티), 三土民各(산토 고), 美利 (미국), 墨士哥(멕시코), 鬨都拉斯(온두

라스), 瓜他馬拉(과테말라), 三薩瓦多(산살바도르), 尼加拉加(니카라과), 古修都理

加(코스타리카), 덴마크․ 국․ 랑스․스페인의 속지

南亞米利加洲十國

古倫比(콜롬비아), 委內瑞拉(베네수엘라), 巴西( 라질), 玻拉乖( 라과이), 烏拉

乖(우루과이), 亞然丁合衆國(아르헨티나), 智利(칠 ), 玻理非(볼리비아), 秘魯(페

루), 厄瓜多(에콰도르), 국․ 랑스․네덜란드의 속지 

大洋洲一國 哇(하와이), 국․ 랑스 등의 속지

<표 3> �여재촬요�의 륙별 수록 국가 

(국가 비정은 임은진․서태열(2012)을 따름)

26) �輿載撮要� 歐羅巴洲 荷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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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볼 때 �여재촬요�는 통 인 지리지의 형식에서 탈피하지는 못했

다. 여 히 백과사 식 항목 나열의 형식을 지니고 있고, 한국지리 부분은 이  시

기의 읍지 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지리 부분을 첫 부분에 추가함으로

써 시  변화를 반 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을 강조

하고 있으며, 자연에 한 과학 인 근 방법과 세계 각국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변하는 세계를 온 하게 인식하려 했던 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7)27)

3) 헐버트의 �민필지�

�민필지�는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B. Hulbert, 1863～1949)가 지은 세계지

리서이다. 헐버트는 1886년(고종 23)에 우리나라의 청으로 育英公院의 교사로 

취임하여, 1889년 세계의 지리지식과 문화를 소개하기 해 한 본으로 �민필지�

를 술하 다. 서문에는 그가 �민필지�를 편찬한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텬하형셰가녜와지 이크게지아니야 에는각국이각각본디방을직희고본국풍쇽만

더니 지 은그러치아니여텬하만국이언약을서로고사과믈건과풍쇽이서로통

기를맛치집안과니이는지 텬하형셰의곳치지못일이라이곳치지못일이잇슨즉각

국이젼과치본국 ㅅ와 만공부으로는텬하각국풍긔를엇지말며아지못면서로교

이에맛당치못과인졍을통에거리이잇슬거시오거리이잇스면졍의가서로도

탑지못지니그런즉불가불이젼에공부던학업외에각국일홈과디방과폭원과산쳔과소산

과국졍과국셰와국와군와풍쇽과학업과도학의엇더을알아야거시니이런고로태셔각

국은남녀를무론고칠팔셰되면몬져텬하각국디도와풍쇽을친후에다른공부를시작니

텬하의산쳔슈륙과각국풍쇽졍치를모사름이별로업지라죠션도불가불이와치연후

에야외국교졉에거리이업슬거시오.28)28) 

이처럼 서문에서 �민필지�의 술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지 의 세계정세가 

과 달라 국가간의 교류가 한 집안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국이 이 과 

27) 임은진․서태열, 앞의 논문, 181-194면.

28) �민필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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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본국 자와 사 만으로는 국제교류에서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불 이

에 공부하던 국어와 역사 외에 세계지리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세계에 한 지리지식과 더불어 종교, 경제, 군사 등에 

한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세계를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해 이 책을 집필

한 것이다.

�민필지�의 간본에는 간행연기가 없는데, 책의 내용을 토 로 볼 때 략 

1889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간행이 이루어졌다. 

1895년에는 학부에서 白南奎와 李明翔이 공동으로 번역하고 議政府編史局 主事 金

澤榮이 찬하고 서문을 쓴 한문본 �士民必知�가 간행되었다.
29)

29)한 본 �민필지�

는 1906년 감리교 출 사(Methodist Publishing House)에서 출 되었는데, 문 

제목은 “GEOGRAPHICAL GAZETTEER OF THE WORLD”로 되어 있다.
30)

30) 

제3 은 1909년 재 본 그 로 헐버트에 의해 간행되었다.
31)31) 

헐버트가 언어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문  식견을 지니고 있었지만 학에

서 지리학을 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 �민필지�를 술한 것은 아니

고 주변의 한국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헐버트의 회고록에서 �

민필지�는 미국 휘태커(Whittaker) 연감, 혹은 정치가(Statesman) 연감의 축소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어느 세계지리 교과서를 모범으로 삼아 세계 각국

29) 한문본 �士民必知�는 총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목차를 보면 맨 처음에 序文

이 수록되어 있고, 1권에서는 地毬, 晦望, 日月蝕, 雲, 雨, 風, 電, 雷, 地震, 霧, 雪, 雹, 潮

汐水, 尾星, 流火, 地球總論, 人種總論, 歐羅巴總論(各國), 2권에는 亞細亞總論(各國), 亞

美利加總論(各國), 亞非利加洲總論(各國)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한

본의 일부 내용이 빠지기도 했지만, 각국의 연 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30) 2 에서는 縱書 1단으로 이루어진 과 달리 종서 2단으로 편집되어 있고, 내용이 더 

추가되었다. 은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2 에서는 ‘뎨일쟝 디구’와 같이 장별로 

기술되어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묻 말’ 항목이 추가

되었고, 순한 로 된 과 달리 ‘디구(地球)’, ‘ 셩(金星)’, ‘유로바(歐羅巴)’ 등과 같이 

일부 용어에 한자를 병기했다. 한 국명과 지역명, 용어 등의 표기가 달라졌는데, 옝길

리국이 국, 블린시국은 란스국, 이스바니아국은 셔바나국 덩이는 지구 등으로 바

었다. 

31) 金在完, 2001 ｢민필지(士民必知)에 한 ,｣ �문화역사지리�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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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를 첨가하여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32)32)

본의 수록 내용은 서문에 이어 지구과학  내용을 수록한 ｢덩이｣, 이어서 

각 륙별로 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수록 륙의 순서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 리카, 오스트 일리아 순으로 되어 있다.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  기술된 것이 

특징 이다. 이는 근  서구문명의 발상지인 유럽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필지�에는 지리지를 보완하는 8장의 지도가 실려 있다. 태양

계를 심으로 한 천체도, 지구동서반구도, 유로바디도, 아시아디도, 북아메리까디

도, 남아메리까디도, 아 리가디도, 오스드 랴태평양디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세계지도의 경우 경선과 선이 등간격의 곡선으로 그려진 정거방 도법을 사

용하 다. 륙별 지도에는 지도의 제목이 표기되어 있고, 동서남북의 방 표시, 

삼천리에 해당하는 축척 등이 그려져 있다. 지도의 내용은 륙에 속해 있는 주요 

국가와 수도, 주요 도시가 표시된 정도로 비교  소략하다. 산맥은 산 우리를 서

로 연결하여 그린 통 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연안 해역은 가로선을 조 하게 

그려 표 하 다.

�민필지�의 내용을 보면, 총론에서는 태양계와 그 상, 지구와 그 상, 인력, 

일․월식, 가상 상, 지진, 조석, 유성, 화산 등 지구과학 반에 한 내용을 다

루고 있다. 이어 각 륙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륙의 총론을 앞에 

수록하고 뒤에 각국의 지지를 기술했다. 륙별 총론에서는 폭원( 치와 크기), 디

경(사방 경계), 디방(면 ), 디형(지형), 일긔(기후), 사람의 수효(인구), 시족(인

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로 서술된 항목에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폭원, 디경, 디방, 지형, 일긔, 소산(산물), 국톄(국체), 사람의 수효, 

시족, 도셩(수도)  도회, 백성의 사업(생업), 사람의 품수(계 ), 외국통상(무

역), 장무(상업), 국재(재정), 군(육군), 군함, 학업(학교), 종교, 나라 소무

(국가의 역할), 도로  철도, 엇은(식민지), 특이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기술의 특징으로는 당시 조선을 기 으로 각국을 비교하여 서술한 을 

32) 金在完, 앞의 논문,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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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랑스의 기후를 설명하면서, “일긔는고르나 한보다좀더우며”라고 하

고, 일본의 기후를 기술하는 부분에서도, “일긔를의론컨 죠션보다좀더웁고습긔가

만흐며”라고 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각국의 기술은 각 항목별

로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통 인 백과사 식 기술에서 탈피하지는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자신의 독특한 시각이 반 되어 있기도 한데, 

맨 마지막 항목인 ‘이나라헤이샹’에서 독특한 풍습이나 민족성, 기이한 동물, 자

연  특색 등을 자신의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민필지�의 내용 가운데 이 의 지리서와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

페인에 한 내용이다. 스페인은 유로바의 ‘이스바니아국’이란 명칭으로 소개되었

는데, 다른 이름으로 ‘려송국이라’고 하고 있다. 려송국은 지 의 필리핀 루손 섬을 

가리키는 곳으로 국의 문헌에는 ‘呂宋’으로 표기되어 있다. �明史�에서도 “ 국

의 남해 가운데 있어서 漳州와 매우 가깝다”라고 하여 치상으로 지 의 루손 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佛郞機가 이곳을 령해서 그 이름을 그 로 

따랐기 때문에 실제는 불랑기라고 했다.
33)

33)알 니의 �직방외기�에서도 “ 국 

우의 동남쪽에 여송이 있다”라고 기술했다.
34)

34)지 의 필리핀의 루손 섬에 해당하

는 지역을 여송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루손 섬을 여송으로 부르던 것이 스페인을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

된 것에 해서는 � 환지략�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즉, 스페인이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본국인 西班牙(스페인)을 大呂宋이라 하고 루

손 섬을 呂宋이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석에서는 “보통 객이 주인의 이름을 

계승하는데[客襲主名] 도리어 주인이 객의 이름을 차용한[主借客名] 연유는 모르

겠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35)

35)처음에 식민지의 나라 이름으로 부르던 것을 차 본

국의 이름으로 불 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의 �해국도지�에서

는 항목을 아  ‘大呂宋國’으로 제시하고 별칭으로 斯扁國, 西班亞, 是班亞, 以西把

33) �明史� 권323, 列傳211, 外國4, 呂宋.

34) �職方外紀� 권1, 呂宋.

35) �瀛環志略� 권2, 南洋各島, 呂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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尼亞 등을 나열했다.
36)

36)이를 통해 볼 때 �민필지�에는 당시 국명 표기에서도 호

칭의 변화 양상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지리지로서 �민필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당

시의 시  요청에 부응한 개화 정신과 애국 계몽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 둘째

로 일부 내용의 기술에서 기독교  이 반 되어 있다. 셋째로 유럽 인 시각, 

특히 미 심의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다. 당시 식민지 확보 경쟁을 하던 열강들

의 시각이 책 속에 반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발간되는 지리교과서의 체

계와 내용에 많은 향을 주었다는 에 역사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7)

37)

륙명 국가 는 지역

유로바(유럽)

아라사국, 노웨쉬덴국, 덴막국, 덕국, 네데란스국, 벨지암국, 옝길리국, 블란시

국, 이스바나아국, 포 칼국, 쉿스란드국, 이다리아국, 오스드로헝게리국, 터키

국, 루마니아국, 셔비아국, 만트뉘그로국, 리스국, 

아시아
아시아아라사, 청국, 죠션국, 일본국, 안남국, 사ㅣ암국, 범아국, 인도, 별루기

스단국, 압간니스단국, 아라비아, 베시아국, 아시아터키

아메리

가나다, 합즁국, 알나스가, 그린란드, 멕스고국, 센드랄아메리, 남북아메리

이에여러셤, 골롬비아국, 베네쉬일나국, 기아나, 실국, 엑궤도국, 베루국, 

칠니국, 니비아국, 아젠듼합즁국, 유루궤국, 바라궤국

아 리가 이즙드국,  리, 아 리가셔편, 아 가남편, 아 리가동편, 마다가스가국 

오스드 랴
태평양모든셤, 슈마드라셤, 본이오셤, 셀늬비스셤, 귄늬셤, 실란드셤, 여러

젹은셤

<표 4> �민필지�에 수록된 륙별 소속 국가 

36) �海國圖志� 권39, 大西洋, 大呂宋國.

37) 金在完, 앞의 논문, 206-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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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고는 조선후기에 술된 표 인 세계 지리지를 검토하여 지리지의 성격과 

그의 변화 추이를 시론 으로 고찰한 것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국으로부

터 새로운 지리지식이 래되었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 도�를 비롯한 서구

식 세계지도와 알 니의 �직방외기�, 페르비스트의 �곤여도설� 등의 세계지리서도 

조선사회에 래되면서 세계인식에 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방세계

를 넘어서는 異域
38)
에38) 한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세계 지리지 술의 선구  작은 이수 의 �지 유설�에서 볼 수 

있다. 이수 은 다양한 국 문헌의 검토, 국 사행의 경험과 서구식 세계지도의 

열람 등을 통해 기존의 국 문헌에서 볼 수 없던 여러 이역의 국가들을 기술했

다. 특히 조선과의 교류가  없었던 유럽의 불랑기국(포르투갈), 길리국(

국), 남번국(네덜란드) 등을 비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당시 

국의 문헌이나 서구식 세계지도인 �곤여만국 도�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로 그가 

세 차례의 북경 사행을 통해 이들 나라에 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 것

이다. 

18세기에 어들어 세계 지리의 술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백규의 �환 지�

에는 원형의 �천하도�에 수록된 나라들과 알 니의 �직방외기�에 수록된 이역의 

지명, 서구식 세계지도에서 볼 수 있는 나라들에 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자신

의 독창 인 견해나 이 약하고 �직방외기�와 같은 서학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다는 에서는 이수 의 �지 유설�보다는 오히려 퇴보된 느낌을 다. 그러

나 원형 천하도에 수록된 다양한 나라들을 수록하고 여러 종류의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 에서는 국의 �삼재도회�의 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38) 이역으로서의 서양에 한 인식이 어떻게 변천해 갔는가를 추 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배우성, 2006 ｢조선후기의 異域 인식｣, �조선시 사학보� 36, 145-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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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에 술된 서명응의 ｢ 사｣는 독특한 체제를 지닌 세계 지리지로 

세계지역 구획의 방법은 세계 地誌學史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평

가된다. 독특한 체제와 방 한 내용은 18세기 세계 지리지의 백미라 할 수 있다. 

先天易과 �周髀經�을 결합하고 ｢禹貢｣의 지역 배치를 기 로 삼아 만들어진 독특

한 지리서라 할 수 있는데, 동양의 통 인 방식과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을 결합

하여 독창 인 세계지리의 술을 완성한 것이다. 지구를 북극고도인 도에 의해 

나 고 이를 기후 에 배치함과 동시에 동서로도 구획하여  지구상의 역을 포

하도록 구획한 것은 륙별로 국가를 배치하여 기술한 알 니의 �직방외기�나 

페르비스트의 �곤여도설�보다 진일보한 체제라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에 어들어서는 세계지리의 술이 더욱 성숙해져 갔다. 최한기는 �지구

요�에서는 그의 氣學을 바탕으로 항목을 재구성한 세계 지리지를 기술하 다. 수

록된 나라의 수는 서명응의 ｢ 사｣에 비해 으나 수록된 국가별 내용은 더 풍부

하다. 수록된 국가마다 내용의 편차가 있는데, 당시 구라 의 강 국인 국의 경

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당시 국제사정을 반

하는 것으로 편 자인 최한기가 그 자신의 시각으로 취사 편집한 데서 기인한다. 

19세기 말 오횡묵은 �여재촬요�에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지리지를 작

성하 다. 이러한 술은 당시 변하는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처하고자 하는 실

용  목 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의 �정치연감�을 바탕으로 편찬되었기 때

문에 순수한 세계 지리지보다는 정치, 경제 개설서의 성격이 강하다. 오횡묵 개인

의 독특한 이 반 된 지리지가 아닌 최신의 외국 지리서를 편집한 것으로 

국 심의 시각이 강하게 반 되어 있다.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편찬한 �민필지�는 기 인 지리지식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한 이해를 돕는 데 큰 향을 끼쳤으며, 한 로 쓰여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에게도 리 읽 졌다. 교육을 목 으로 술되었기 때문에 이

의 세계 지리지와는 다른 체제를 지니고 있다. 백과사 식의 항목별로 서술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풍속과 같은 부분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수록하기도 했다.  

�민필지�는 이후에 편찬되는 지리교과서의 체계와 내용에 많은 향을 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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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사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시기별로 표 인 작들만 거칠게 살펴보면서 시  변화 추이

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자료의 세 한 고찰은 미흡하다. 특히 1900년을 

후하여 간행되는 세계지리 련 문헌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 學萬國地誌�, �地璆略論�, �中等萬國地誌� 등에 한 비교 분석은 이후

의 후속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13. 10. 31),   심사일(2013. 11. 28),   게재확정일(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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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World Geograph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Oh Sang-Hak

The pioneering writings of world geographies in late Joseon can be peeked through   

�Jibong Yuseol 芝峯類說 A Discussion of Geography and Astrology� by Lee Su-Gwang. 

Lee Su-Gwang described various distant countries that were not found in existing Chinese 

literatures by visiting China and reading western world maps. From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the writings of world geography appear diversely. �Hwanyoungji 寰瀛誌� by 

Wui Baek-Gyu includes descriptions of countries listed in �Cheonhado�, the names of 

foreign areas listed in �Zhí fāng wài jì 職方外紀� a work by Aleni, and countries that 

were found only in the western world atlas. ｢Wuisa 緯史｣ that Seo Myeong-Eung wrote 

in the late 18th century, a world geography book with unique layout, is evaluated as 

unprecedented even in the world history of geography study on its method of classifying 

world geography. This book covers world geography in unique perspective by integrating 

the traditional method of the East and the nature science knowledge of the West. In the 

19th century, writings of world geography grew further mature. �Jigu Jeonyo 地球典要� 

by Choi Han-Gi authored a world geography book that describes each elements based on 

his study of meteorology. In late 19th century, Oh Hoing-Muk wrote a world geography 

book by utilizing the then recent data from �Yeojae Chalyo 輿載撮要�. Such writings 

were attributed for practical purpose to recognize and take actions for the then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Samin Pilji 민필지� that Hulbert an American 

missionary edited made significant impact in helping understand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while providing basic knowledge on geography, and by being written in Korean, it 

was read widely among the public at large as well as among the students.

Key words : World Geographies, the West, Foreign Region, World Maps, Geographic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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