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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마테오 렷치는 중국에서의 선교활동 중 세계지도가 동서양의 문화의 벽을 허무는데 놀라운 힘을 지녔음을 발견하였 

다. 그는 여러 차례 세계지도의 제작을 하게 되고 이의 백미가 북경판「곤여만국전도」이다. 지도의 규모와 내용을 통해 지리 

적인 중화관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중국인들을 설득시키과 하였다곤여만국전도」를 통해 릿치는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연 

결되어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세계와 중국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것이다. 중국인들에게는 상상의 세계였던 직방 

바깥의 세계가 릿치의 지도를 통해 현실의 세계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어로 쓰여진 세계지리 지식을 중국 어법으로 번역한 

것01 r곤여만국전도」 였다. 릿치는 또한 스스로7t 이방인이 아님을 말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유럽과 중국 모두 천주의 세계임 

을 암시하파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지도의 곳곳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삽입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주요어 : 마테오 릿치與地山海全圖」，「山海與地全圖」，「빼構玄寶圖J ， 세계지도 

Abstract : Fr. Matteo Ricci, as a Jesuit missionary , are considered as the most outstanding cultural 

mediator between China and the West of all times. It was not the primary aim of the Ricci to train the 

Chinese in European science and techonology. Though scientific aims were not of paramount concem to the 

Jesuits, their cartographic works had the potential to effect revolutionary changes in Chinese map making 

practices. Ricci’ s world map, if accepted as true, called for some alterations in Chinese world views. The 

conception of the world as round went against a school of cosmographic thought according to which the 

world was square and had a generally flat surface. Perhaps more difficult to accept was the representation of 

China as one small country among many in a world. A feature often remarked on Ricci’ s world map is the 

placement of China near the center. Ricci adjusted the image so that 180 0 meridian rather than the 0 。

meridian passed through the center of the map. Thus China also appear near the center. This idea could make 

to conform with Chinese conceptions of geographic actuality. 

Key Words : Matteo Ricci, Yudi shanhai quantu, Shanhai yudi quantu, Liangyi xuanlan tu, worl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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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릿치의 「坤與萬國全圖」 연구(1) 

1. 들어가면서 

1883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 

성순보」는 1호부터 14호에 세계지리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창간호에 「地球論」을 실으면서 이를 처 

음 증명한 사람이 마테오 릿치라 하면서 다음과 같 

은기사를수록하였다. 

“세상에서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졌다」고 하 

는데， 이는 다만 천지의 道를 말한 것이지， 천지의 

모양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東方 先

偏들은 아무도 이를 천명하지 못했다. 明나라 중엽 

에 이르러 서양인 利ßÇ(利碼寶: 마테오 릿치)가 처 

음으로 「지구는 둥글다」는 말을 증명하자， 온 세상 

이 모두들 그 새로운 이론에 놀랐다. 또 學士大夫

들은 中外의 편견에 젖어 있었으므로 때때로 들고 

일어나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치가 있는 것은 

다만 분명히 따져 밝히는 것이 옳지， 中國과 外國

을 따져서 구별할 게 아니다('한성순보J ， 1883년 

10월 31일 제1호， 地球論) ." 

이는 개화기때 우리나라의 세계지리 지식은 마 

테오 릿치(Matteo Ricci, 1552-1610, 利碼寶， 이하 

릿치)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또한 특집기사를 볼 

때 당시의 지식인들이 세계지리 지식에 대해 얼마 

만큼 갈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릿치의「곤여만국전도J (1602)는중국지식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위선을 이용 

한 새로운 지도 제작기술을 소개하면서 후에 실측 

지도제작의 초석이 되었다. 릿치의 지도는우리나 

라에도큰협탤미쳐， 1603년李光底 權1喜가북 

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歐羅巴國 與地

圖를 가져오고， 이를 본 이수광(1563-1629)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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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峰類說』 에 상세히 적어놓고 있다 I곤여만 

국전도」를 바탕으로 여러 지강} 만들어지고， 대 

표적인 것은 숙종의 명으로 1708년 觀象藍에서 제 

작， 崔錫鼎의 서문이 있는 續入「곤여만국전도J(서 

울대 박물관본)이다. 이들 지도들은 조선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게 하였으며， 18-19세기 

조선의 X봐발견과 민족적 자존심의 형성에 바탕 

이 되었다곤여만국전도」에 수록된 한자 지명은 

조선의 서양지명 표기의 기본이 되었고， 최초의 세 

계지리서인 최한기의 『지구전요』에 이어 『한성순 

보』의 특집기사에서도 이 지명들이 이용되었다. 

「곤여만국전도」는 이처 럼 동아시아가 서양을 볼 

수 있었던 최초의 뿔、으로서， 세계 지리학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어 왔다. 1917년 Baddeley에 의 

하여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 래 많은 연구가 축척되 

어 왔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20세기 초부터 이 지 

도에 대한 연구가 축척되어 왔다(참고문헌 참조). 

우리 나라에서는 金良善 先生이 1950년 「한국일 

보」에 발표한 「利碼寶와 坤與萬國全圖」라는 소논 

문을 발표한 이후 김양선(1961 ， 1965)과 노정식 

(1970 , 1982) , 장보웅(1976)에 의해 , 최근 배우성 

(2000) , 오상학(2001)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들 연 

구는 대부분「곤여만국전도」의 제작배경과 이의 

시대사적 의미， 조선에 미친 영향 등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일부 연구는 릿치의 선교사로서의 생애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지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3질만이 보관되어 있어 원전 접근이 어 

렵고， 영인을 통한 지도 보급이 어려웠기 때문이 

다. 김양선(1961)의 논문에서는 「곤여만국전도」와 

「양의현람도」의 발문과 주기를 수록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문만으로 소개되어 있 

고조판과정에서 오자및 탈자가적지 않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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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발한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prototype )을 찾아보고， 또한 20세기 굴절되었던 우 

본 연구의 자료는 일본 宮城縣立圖書館本 「곤여 리 나라 지리학 연구의 흐름을 반성하고자 함이다. 

만국전도」 영인본과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회입곤여만국전도J (1708) , 숭실대 박물관 소장본 

의 「양의현람도.J (1603)의 발문과 주기 및 지명 자 

료를 이용하였다 1) 자료가 방대함에 따라 이의 완 

역을 시도하였으며 Z) 지명은 추출되어 대륙별， 유 

형별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성순보」에 기 

재된 지명이 참고되었다. 

본 연구는 「곤여만국전도J (1602)의 제작 배경을 

릿치의 선교활동을통해 확인하고，그가지도를통 

해 서양지리 지식을 어떻게 중국화하였으며， 이후 

만들어진 여러 板本의 파악을 통해 이들의 차이점 

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다. 이를 통해 

17-18세기 우리 나라 세계지도의 발달과정을 파악 

하고， 개화기때 세계지리 지식이 조직화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차 

적인목적이다. 

5년 후인 2010년은 마테오 릿치의 서거 4어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를 통해 서양의 지리지식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개화기때 지식인들은 민족의 자존을 

위하여 그 지식을 갈구하였다. 세계 지리서를 펴내 

고 신문과 지리교육을 통해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풍전등화같은 나라의 민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나라안보다는 나라밖의 지식을 중요시하였 

고， 이를 위해 세계지리 교육을 비중있게 가르치게 

하였다. 1어년 후인 지금 세계화 시대에 세계의 지 

리와 역사가 중등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곤여만 

국전도」를 다시 연구함은 개화기 지식인들이 갈구 

하였던 세계지리 지식에 대한 욕구의 원형 

2. 마테오 릿치의 중국 선교활동 

1) 선교사로서의 성장과정 

전근대 시대에중국에 영향을크게 미친두개의 

외래문화로 혐시대의 불교전파와 함께 릿치가 전 

파한 서양의 수학과 천문학을 꼽을 만큼， 중국 과 

학사에서 릿치의 영향은지대하였다. 일부학자는 

청대의 새 학풍인 고증학이 릿치의 영향으로도 평 

가하기도 한다(박성래， 1982). 릿치는 중국에서 예 

수회 선교사로 활동하였지만 중국인들은 그의 서 

양과학지식에 더 열성을보였다. 

릿치가북경에 정착한 1601년 이전에 이미 일본에 

상당한 수준의 기독교 전파가 이루어져 있었다. 조 

선에는 예수회 선교사 세스페데스(Gregoio de 

Cespedes)가 임진왜란때 상륙하여 선교활동을 일 

본으로 돌아갔다(김양션， 1972). 중국에서도 마카 

오 일대의 남쪽 해안지역에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 

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서양과학과 기 

독교가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릿치가 북경에 자 

리잡은 1601년부터 였다(박성 래 , 1983). 

릿치의 생애와 지도제작과 관련된 연표는 〈표 

1)과 같다. 릿치는 1552년 로마로부터 북동쪽으로 

160km 떨어져 당시 교황국에 속한 인구 1κ000명 

의 소도시였던 마제라타(Magerata)에서 태어났다. 

7살이 되던 해인 1559년에 예수회 회원들이 마제 

1) 본 자료 수집에 협조해주선 부산대학교 도서관 고전자료실， 서울대학교 박물관，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측에 감사드린다. 
2) 번역에 도움을 준 류명환 선생(울산 삼일고등학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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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릿치의 「坤與萬國全圖」 연구(1) 

〈표 1) 마테오 릿치의 생애와 관련 지도 연표 

짧f짚 
/ “ 

훌훌 썩ι헥:힘 jι : 옳앓앓 

1552.10.6 이탈리아 마제라타(Macerata)에서 태어남 1540 예수회 창설 
1571. 예수회의수련수사가됨 1553 포르투갈 마카오 상륙 
1573-1577. 클라비우스(Clavius)신부로부터 수학 전문학， 지도 제작법 배움 발랴냐노 신부(대학사감)와 만남 

1577. 여름 동양션교사로선발됨 

1577-1580 포루투갈-인도 고아(Goa)-코진(Cochin) 

1580. 사제서품을받음 

1582.8.7 마카오에상륙 

1583.9.10 중국擊慶(자오칭)에 정착 

1584.10 筆慶版「山海與地全圖」 제작 

1589. 흥훌慶에서 추방-留州(사오저우)어l 정착 

1592 四書를라틴어로번역 

1594.11 유학자의복장을입음 

1595‘ 6.28 南昌(난창)에 정착 

1599. 2. 6 南京(난정)에 정착 

1600. 봄 南京版「산해여지전도」 제작 

1601.5.28 北京(베이정)거주 허가받음 

1602.8 「곤여만국전도」 제작(李之運) 

1603. 「兩f義玄聲圖J(李應試판각) 제작 

1608. 敵上版「곤여만국전도」 

1610.5.11 北京에서 별세 

1623. 交f觀용 『職方外紀」 著述 、 「萬國全圖」 製作

164401후 淸朝版「곤여만국전도」저l작 

1674. 南懷仁「坤與全圖」제작 

1708. 朝蘇 續入 「곤여 민택전도」저l작 

라타에 학교를 세우자 릿치는 이 학교에 입학하여 

라틴어와 함께 그리스어를 배우며， 16살 때 로마로 

가게 되었다. 19살때인 1571년 수련수사로 예수회 

에 가입하면서， 로마대학(Collegio Romano)에서 

엄격한교육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기억술을중 

시하는 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라 릿치는 ‘기억장소 

체계’ 라는 것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로마대학에서 릿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수 

가 클라비우스(Christopher Clavius, 1538-)였다. 수 

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인 그는 22세인 1560년 리스 

본에서 개기 일식을 관측하면서 과학적 재능을 인 

정받았고， 로마대학의 수학교수가 되었다. 그는 당 

시 가장 유명한 예수회 천문학자로서 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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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발리냐노선부 마카오 상륙 
1579 루기에리신부 마카오상륙 

王伴과交友 

1592 조선에서 임진왜란 

기억술시범 

刻工板刻本제작 

1607 r幾何原本」 발행 
(利碼寶 魔連我 補修tljfiJ)

北京산란묘지에안장 

1644 淸朝건국 

1672 r坤與圖說」 저술 

서울대 박물관 소장(봉선사본 소설) 

(Galileo) , 케플러(Kepler) 등 과학자들과 교류하였 

으며， 후에 율리우스력을 그레고리역으로 바꾸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릿치는 클라비우스로부터 

기하학， 천문학， 역산학(歷算學) 등을 배우고， 해시 

계， 자명종， 지구의(地球構) 등을 제작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이러한 배움은 후에 중국의 선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하게 되었다. 예수회에서 수학과과 

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은 이러한 지식이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소현수， 1996). 

16세기 유럽에서의 종교개혁운동으로 인해 카톨 

릭 교회가 위축되면서， 아메리카 대륙과 동양에서 

새로운 선교지역을 찾고 있었다. 릿치도 동양에 선 

교사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1578년 리스본을 출발 



하여 바스코 다가마(Vasco 띠 Gama)의 항로를 따 

라 반년만에 인도의 고아(Goa)에 도착하였다. 건 

강상의 이유로 1579년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코친(Cochin)에서 요양하면서， 현지 아동들을 가 

르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사제 서품을 받아 신 

부가 되었다(1580년). 

인도에서의 선교활동 과정 중 릿치는 종교의 토 

착화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 포르투갈은 

1511년에 고아(Goa)를 점 령하여 다른 종교를 추방 

하고 인도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데 성공하였 

다. 개종자들은 포르투갈화 되었으며， 다른 인도인 

들로부터 유리되었다. 그러나 인도인 사제들은 유 

럽의 사제들과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인 

도인 선부들에게는 라틴어는 가르치되， 유럽 사제 

가 배우는 철학 및 신학 강좌의 수강을 불허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릿치는 1581년 11월 예수 

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뜻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중략) 만약 우리 신부님들마저 그들 편이 아니 

고， 교육을 통해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행동하며， 유렵인틀과 동동한 자격으로 어떤 성직 

이라도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 

는다고 느끼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 믿지 

않는 자를 개종시키고 그들이 우리의 거룩한 선앙 

을 보존하게 하려는 우리 예수회의 주된 목표가 위 

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소현수， 1996， 재인용)" 

이 릿치의 서한은 그가 이후 중국에서 선교과정 

에서 기독교의 토착화를 중시하는 자세로 임할 것 

임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승려의 복장을 하였다 

가 유학자의 복장으로 변신을 시도한 것이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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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세계지도의 중국적인 해석도 이와 같은 흐름에 

서나온것이었다. 

2) 중국에서의 선교활동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대륙에 최초로 상륙하 

게 된 것은 1553년부터이다. 이전에는 인도， 동남 

아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당 

시 선교활동의 초석을 닦은 이는 프란치스코 사비 

에르(Francis Xavier, 1506-1552)였다. 그는 파리에 

서 공부하고 있던 중 로올라를 만나 예수회를 창설 

하였고， 이듬해 예수회 최초의 동양 선교사로 파견 

되었다. 인도고아를거점으로동남아시아일대에 

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일본인 야지로(Yijiro)로부 

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1548년 야지로 

와 함께 그의 고향인 가고시마에 도착하여 일본어 

를 공부하며 선교에 성공하였고， 중국 선교 활동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1551년 중국 본토에서 7리 떨 

어진 上川(상환)섬에 거점을 마련하나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하는 정책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1552 

년 46세의 나이로 현지에서 병사하였다. 

1553년 중국은 廣東省(광동성)의 상인들이 무역 

을 원할 경우 외국인들에게 좁은 지 역을 개방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면서， 현재의 마카오는 포르투 

갈인들이 정착하여 중국과 서양간의 교류 거점이 

되었다. 이듬 해인 1554년부터 廣州(광조우)에서 

도 비단시장이 열려， 시장이 열리는 기간 중에 외 

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1563년 마카오의 주민 

5 ，000명 중 900명이 포르투갈인이었으며， 예수회 

는 1565년에 사제관을 열고 8명의 신부들이 선교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후 많은 신부들이 廣+1\1의 정 

착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관원들로부터 중국말을 

배우라는 충고와 함께 정중하게 거절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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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 인도의 예수회 총장 특사였던 발리냐노 것도 허락받았다. 

(Alessandro Valignano)는 중국 선교를 계획하기 그러나 이듬해 봄 총독이 면직되면서， 그들은 다 

위해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그는 릿치가 로마에서 시 마카오로 추방되었고， 이후 체류 허가를 신청하 

수련 수사로 예수회에 가입하였을때 사감(舍藍)이 였으나 무위로 끝이 났다. 그러던 중 이유는 정확 

었다. 발리냐노는 이전에 중국 선교의 실패 원인를 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83년 輩慶의 행정책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과 선교사들간에 의사소통 자인 王伴(왕반)이 마카오의 사제관으로 사람을 

이 주요 이유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 보내어 루기에리와 릿치 두 사람을 정식으로 초청 

기 위해 선교사는 중국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중국 하였다. 이는 예수회 신부들에게 중국 선교의 문을 

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하다면 학문과 예술을 숭상 열어 준 계기가 되었다. 

하는 중국인들은 기독교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 판 릿치와 루기에리는 불교 승려의 모습으로 중국으 

단하였다. 그는일본으로떠나면서 인도교구에중 로 들어갔으며， 王伴이 마련해 준 대지에 서양식 

국어가 가능한 선교사를 요청하여， 루기에리 사제관과성당을건축하였다. 두사람은중국말을 

(Michele Ruggieri)가 파견되었다. 공부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하였다. 선 

1579년 마카오에 도착한 루기에리는 중국어를 본 교활동에 가장 당면한 첫째 문제는 기독교의 인격 

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중국 진출를 노력하였으나， 신Qesus Chrlst)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輩

선교와 중국어 공부를 동시에 하기에는 어려워 발 慶에서 추방되기 전에 사용하던 제단을 일년동안 

리냐노에게 인도 여행의 동반자이면서 외국어 능력 관리하던 중국 청년이 방에 써 놓았던 ‘천주(天 

이 뛰어난 릿치의 합류를 끈질기게 요청하였다. 마 主)’ 라는 단어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 용어를 사용 

침내 요청이 받아들여져 1582년 릿치는 예수회 동 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들은 중국인들의 종교적인 

료 파시오(Francesco 않io)와 함께 사계와 몇 장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論語』를 

세계지도를들고마카오에 도착하게 되었다.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선교지역의 목표는 마카오가 아니라 내륙이었 

다. 그러나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어 

려웠다. 마침 당시 廣東省과 廣西省(광시성)을 책 3. 마테오 릿치의 세계지도 제작 
임맡고 있었던 陳瑞(천주이) 총독은 선교사들에게 

시계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릿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들은 당시 중국의 지도 

서양의 시계가매우귀중한물건이었다. 루기에리 제작기술을훨씬 뛰어 넘으면서도지리적 중화관 

는 릿치가 가지고 온 시계와 프리즘을 총독에게 선 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릿치 

물하기로 하고， 파시오와 함께 총독 공관이 있던 의 서거 이후에도 선교사들인 알레니(패eni Jues , 

輩慶(자오칭)에 가서 전달하였다. 총독은 크게 기 1582-1649 交關略 『 職方外紀』 著述 및 「萬國全

뻐하며 그들을사찰에 머물수 있도록배려하였다. 圖」 製作) , 아담 살(Adam Shall von Bell , 1591-

두 선교사는 그곳에서 중국인들과 교제하면서 선 1666, 場若望地球十二長圓形圖J ). 페르디난드 

교활동을 할 수 있었고， 릿치를 그곳으로 불러오는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1688, 南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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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大明混-圖(1389年(洪武22)， 彩續網本， 386x456cm, 中國歷史?案館)
출처. r中國古代地圖集明代-

仁坤與圖說』 著述 및 「坤與全圖」 製作)의 지도 

제작이 이어졌다. 청나라 강희제는 중국 최초의 실 

측 지도의 제작을 지시하게 되었고皇與全寶圖』 

(1712)의 제작을 계기로 이전의 방안식 지도인 『廣

與圖』계열의 지도는막을내린다. 이 지도는 1737 

년 프랑스에서 당빌(d' Anv피e)에 의해 제작이 이 

루어지고， 이후 중국의 지도 발달은 유럽 지도학의 

영향을받게되었다. 

1) 筆慶版 「山海與地全圖J(王伴 刻版， 1584) 

(1 ) 제작 배경 

틀홉慶에서 릿치의 선교활동은 순조롭지 않았으며 

외국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중국인들과 충돌도 

있었다. 이때 릿치가 세계지도를 제작함으로서 적 

대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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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릿치가 세계지도를 제작하게 되는 경위는 다음 

과같다. 

“사제관의 응접실 벽에는유럽 글자가들어있는 

세계자화 걸려 있었다(Merc때 혹은 0πe1ius 지 

도로 추정됨; 필짜). 학식이 있는 중국사람들은 

그것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으며， 그것이 전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漢文으로 표시된 

같은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큰 나라들 

중에서 중국의 무역 규모가 가장 적었다. 실제로 

중국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거의 접촉이 없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 

다. 그들도 전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도를 가지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그들 자신의 15성에 한정되어 있었고， 중국 주위의 

바다에 몇 개의 작은 섬들을 그려놓고， 그들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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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본적이 있는여러왕국들의 이름을붙여놓았다 

('大明混一圖J(그림1)로 추측됨; 필자주). 이 섬들 

을 모두 합쳐 놓아도 중국의 제일 작은 성만큼도 

되지 않았다. 이런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그들은 중국이 전 세계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천하(天下)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들이 중국은 거 

대한동양의 일부라는사실을듣게 되자이것은전 

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보다 나은 판단 

을 내리기 위해 이 지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지부(王伴; 필자주)는 마테오 릿 

치 선부와 상의한 다음에， 그에게 통역의 도움을 

받아 (지부의 표현에 따르면) 그 지D} 중국말을 

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그러한 일은 

그(릿치)에게 큰 명성을가져다줄것이며，많은사 

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확인하였 

다. (소현수， 1996 ， 재인용)" 

당시의 예수회 선교시들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으 

면서 수학과 천문학， 지리학을 필수로 배웠다. 이 

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세계를 항해할 때나 어느 

지점에 체류할 때 시계와 별자리를 이용한 관측 방 

법에따라자신이 있는지점의 경위도를로마교황 

청에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교황청은각지점에서 

보고 받은 경위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세계지도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었다. 릿치는 로마대학에서 클 

라비우스 교수로부터 지리학과 지도 제작법을 배 

웠으며 그 역시 동양 항해 중 인도와 중국에 체류 

하면서 세계지도를수정，보완해 가고 있었다. 

그는 王伴의 요청에 따라 1584년 한문으로 된 

「산해여지전도」를 완성하였다. 지도 완성 후 릿치 

는 그 해 11월 로마 예수회에게 보낸 서선에 다음 

과같은내용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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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역본의 천주십계， 천주경， 성모경과 또한 

서양의 도법으로 그린 지도에 漢理， 漢辰(時)과 漢

文譯地名으로 표시한 세계지도 1매를 삼가 보내드 

립니다. 이 지도는 輩慶의 장관이 나에게 편제하도 

록 명하였고， 그 자신이 각언(刻印)한 것입니다. 지 

도중에는 틀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반은 각공의 

책임이고， 나머지 반은 나의 책임입니다. 처음에는 

그 판각을 서두는 것을 몰랐고， 그 때문에 편제를 

약간 소홀히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 

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은 중국어로 쓰여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거실에 둘 정도였으며， 

일반에 유포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중국의 요인 

들에게 선물로 하고 있었습니다 ... " (장보웅， 1976) 

이 지도의 현존 여부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것은 

없다. 릿치의 자서전을 간행한 T. Venturi는 이탈 

리아 밀라노의 Ambrosiana 도서관에 있다고 주장 

하였으나， 예수회 선교사인 J. F. Baddley는 주기 

가 전혀 안 보이는 등 릿치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부정하고 있다. 秋I폐武次郞民는 

Ambrosiana 도서관 소장본은 릿치의 지도보다는 

호福略의 지도와 일치하며， 이외에 여러 학자들이 

Venturi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한편 

Toshihiko 교수(1983)는 1570년 네 덜 란드 

Antwerpen에서 제작된 오르텔리우스의 지도는 

1585년까지 릿치의 수중에 있지 못하였으며， 輩慶

版 지도는 인도의 고아나 중국의 마카오에서 제작 

된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서양의 원도보다 도폭을 확대하였으며 중국인의 

사고에 맞도록 註記의 문장도 수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 

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한문이 서툴러 지명의 표 

기 및 내용 등에서 오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船越昭生， 1970 ， 오상학， 2001 ， 재인용) 

(2) 뚫斷&r산해여지전도」의 이본 

CD r.與地山海全圖」

그림 2.는 章演(장황， 1527-1608)의 저술한 『圖書

編.1(1613년 刊에) 수록된 「여지산해전도」로서 훌훌 

慶版「산해여지전도」의 수정본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도이다. 저자인 章演은 릿치와 1595년 릿치를 

만나 교우를 쌓은 중국인이다. 지도는 릿치의 「地

球圖說」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경위선망이 그려 

져 있으나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대부분 학지들의 

공통적 인 견해는 輩慶版 지도가 이 지도와 같이 중 

앙에 중국을 놓고， 좌측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우 

측에 남북 아메리카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 趙可懷版 「산해여지전도.J(1595-1598) 

훌홉慶版「산해여지전도」가 제작된 후 14년 뒤인 

1598년 릿치가 남경을 방문하는 길에(후술) 이를 

모방한 판각본을 발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경 

위는다음과같다. 

〈그림 2) r여지산해전도」 
(23X 29cm, Harvard Yenching Lib.l 

출처 : Yee, C.D.K., 1994.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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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忠銘(왕충밍)이 남경에 도착한 즉 조씨는 상 

례대로 예물을 히는데 그 가운데 이 지도의 탁본이 

있었다. 王民는 이것을 보고 릿치가 자기에게 준 

것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거기 

서 王民는 릿치를 불러 탁본의 세계지도를 보이면 

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지도 중에 세계의 

각지와 여러 가지를 그렸는데， 실은 중국에서 그런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 라고 말했 

다. 릿치는 그 지도를 한번 보고， 그것이 자기 작품 

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상세하게 王民에게 설명했 

다. 그 원도는 輩慶에서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하 

였다." (장보웅， 1976, 재인용) 

이후 이 지도에 관한 여러 기록에서 「산해여지전 

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輩慶版과 동 

일 명칭의 지도이며， 판각한 시기는 1595-1598 사 

이로추정하고있다. 

2) 南京版「산해여지전도」 제작 

(1 ) 제작배경 

輩慶版 「산해여지전도」제작 이후 1586년 릿치는 

이름을 리마두(利碼寶)로 하고， 별호는 서양에서 왔 

다는 뜻으로 西泰(시타이)라고 하여 그때부터 서태 

자(西泰子)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름까지 토착화 

하면서 선교에 노력하였으나 수월하지 않아 1585년 

까지 신자는 2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릿치는 해 

시계와 지구의를 제작하고 자명종을 제작하여 사제 

관을 방문하는사람에게 답례품으로나누어 주면서 

과학기술의 보급을통한선교활동을 계속하였다. 

1589년 輩慶을 떠나 짧州(사오저우)로 옮겨 사제 

관을 중국식으로 짓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1592년 

폭도들이 사제관을 침입한 것을 계기로 이전의 승 



마테오 릿치의 「坤與萬國全圖」 연구(1) 

려 복장에서 유학자의 복장으로 바꿔 입는 것을 로 

마 교황청으로부터 허가 받게 되었다. 또한 四書(논 

어， 맹자， 대학， 중용)의 라틴어 번역을 마무리하여 

새로온 선교사들의 교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595년 南京으로 갔다가 조선에서 임진왜란으 

로 인해 중국 대도시에서 외국인들의 활동이 제약 

되면서 다시 南昌으로 이동하였다. 南昌에서 기억 

술의 시범을 계기로 입지를 굳히면서 선교사보다 

는유학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받게 되어，선교활 

동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598년 짧州에서 교분이 있었던 王忠銘(왕충밍)의 

도움을 받아 北京을 방문하여 황제를 배알하고자 

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경계심 

이 높아져 있음에 따라 성사되지 못하였다. 蘇1'1'1

(쑤저우)에서 선교활동을 할 계획으로 허가서를 

받기 위해 1599년 南京에 방문하였다가 정착하게 

되었다. 릿치는 여기에서도 서양의 천문학을 중국 

인들에게 가르치면서 해시계， 지구의 등을 사람들 

에게 나누어 주었다. 당시 중국에서 유명한 三堆

(산화이)스님과 道에 관해 격렬한 논쟁을 통해 더 

욱 유명해졌으나 그의 선교활동은 조용하게 이루 

어졌다. 이듬해 봄 1600년 更部의 고관인 吳左海

(우춰하이)의 요청에 의해 세계지도를 다시 만들 

었다. 

南京版 「산해여지전도」는 輩慶版보다 두 배의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초판에서 누락된 朝蘇을 추 

가하였다. 이 지도는 更部의 예산으로 제작되었고， 

수요가 급증하여 여러 판이 인쇄되었다. 선교사들 

에 의해 일본에도 전해졌으며， 이수광은 효峰類說 

에서「산해여지전도」가 중국에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 역시 실물이 전하지 않아 정 

확한 크기와 내용은 알 수 없고， 刻印 시기는 1599 

에서 시작하여 1600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2) 南京版「산해여지전도」의 이본 

G) r三才圖會」의 「산해여지전도」 

그럼 3.은 1607년에 간행 된 王팎의 『삼재도회』 에 

수록된「산해여지전도」이다. 이 그림은 1602년 간 

행된 鴻應京의 『月令廣義』에 수록된 지도를 그대 

로 모사한 것이다. 鴻民의 책에 수록된 註記와 수 

록된 천문도의 내용에서 볼 때 南京版을 기초로 그 

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오상학， 2001). 동서방 

향이 압축되어 홉사 원과 같이 그려져 있어 정확하 

지 않으나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유 

포될수있었다. 

@ 貴州版 「산해여지전도J(1604년， 郭子章刻刊)

릿치의 보고서3)에는 “貴州 젠懶중 Coucin(郭춤) 

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릿치가 廣東에 있을 때 이미 

〈그림 3) r三才圖會」의 「산해여지전도J(1607) 

3) 릿치의 서거하기 2년전인 1ω8부터 이탈리아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정리한 것으로 1권부터 5 
권까지 되어 있다. 제 1권은중국지역연구의 내용을담았으며， 2권부터 5권까지는중국에 대한 回寶實記의 성격을 띤보고서이 
다. 릿치가 수중에 보관하고 있던 본국으로 보낸 편지의 副本을 참조하며 기술하였다(노영희역，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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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아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貴州에서 세계지 

도를 一本 얻어 그것을 작게 축소하여 한 책으로 만 

들었다’ 라는 기록이 있고， 국립북경도서관에 소장 

된 「밝草」라는 책속에 수록된 郭子章의 「山海與地

圖序」 에 “그 지도가 비교적 커서 편람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축소하여 책속에 그리고 註記와 같 

은 것은 따로 기록하여 놓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패도식 지도를 열람하기 쉽도록 掌中本으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郭子章이 사용한 원도에 대해 

서는 확실한 언급이 없으나 그의 표제에 의하면 이 

지도는 남경판 「산해여지전도」의 새로운 판각형태 

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도 역시 현재 이와 같은 기 

록만 남아 있을 뿐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地理學論義 제45호 (2005.2) 

절에 중국 15省의 정확한 지도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다. 릿치가 북경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은 

교분을 쌓게 되었다. 李之漢는 릿치의 세계지도 제 

작기술에 감탄하면서 일년동안 릿치가 과거에 제 

작했던 세계지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릿치의 

지도 제작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세계지도 

를 다시 제작할 것을 요청하여 만들어진 지도가 北

京版「곤여만국전도J (1602)이다((그림 4) , (그림 

5) ). 이 지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 

세하게 그려졌으며， 목판본으로 대량 보급되면서， 

중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미치게 되었다. 

「곤여만국전도」 제작 이후에도 李之漢는 로마대 

학의 클라비우스 신부가 저술한 기하학 교과서를 

공부하고，그의 저서인 『실용수학』을중국어로번 

역하기도 하였다. 천체 관측기의 사용법을 배운 후 

4. 北京版 「곤여만국전도」 스스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고향에 내려가 자비로 
『천주실의』를 인쇄하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1) 제작배경 ; 李之漢와의 交友 판매도 하였다. 첩 이 있어 영세는 받지 못하였으나 

1610년 릿치가 별세하기 두달 전에 중병이 걸린 상 

남경판「산해여지전도」가호평을받으면서 여러 사 태에서 영세를 받았는데(교명， Lean) , 릿치가 마지 

람들이 릿치의 북경행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1ω1 막으로 영세를 베푼 사람이었다. 그는 릿치의 사후 

년 황제가 환관 馬堂에게 릿치에게 공물을 올려보낼 에도 20년 동안 중국 교회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 

것을지시함에따라 1월에만국여지도，자명종시계， 으며 중국천주교의 3대 기둥(徐光햄(쉬광치 기 

프리즘을 포함함 167}지의 공물을 궁문에 전달하였 하원본』 번역) , 梁廷휩(량팅원 ; 알레니와 함께 『직 

다. 이후 상주서를 몇 번 올렸으나 황제를 직접 알현 방외기』 저술)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601년 5월에 받은 북경 거 

주허가는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에 성공을 거두는 계 

기가되었다. 

북경에 거주하면서 지식인 사회와 교류하면서， 

많은친구들을사귀게 되는데 대표적인사람이 李

之漢(리즈짜오;1565-1630) 였다. 李之漢는 抗州(항 

저우) 출신으로 였세에 급제하여 진사시험에 급제 

하여 공부(I部)의 요직에 있었으며， 그는 젊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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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경판「곤여만국전도」의 판종 

현재 기록상 남아 있는「곤여만국전도」의 판종은 

표 2. 와 같이 총 9종에 이른다. 李之漢판은 당시 

대량으로 보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완전한형태로보존되어 있는것은 日本京都大學〈

그림 4)과 宮城縣立圖書館〈그림 5)과 로마 바티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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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續入「곤여만국전도J(1608， 中國 南京博物院)

〈그림 8) 續入「곤여만국전도J(훌購)(1708， 서울대학교 博機홈) 

〈그림 9) 日本版「곤여만국전도J(연대미상， 日本 東北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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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릿치의 「坤與萬國全圖」 연구(1 ) 

〈그림 4) 北京版 「곤여만국전도j(1602 日本 京都大學)

〈그림 5) 北京版 「곤여만국전도.j(1602， 日本 宮城縣立圖書館)

주)CD~@:없文，@~@:註記，@~밴:地名 、 地誌、의 위치(표 3. 참조) 

〈그림 6) r양의현람도j(1603 뿔實大學校 基督敎博#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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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續入「곤여만국전도J(1608， 中國 南京博物院)

〈그림 8) 續入「곤여만국전도J(朝蘇)(1708， 서울대학교 博#觸홈) 

〈그림 9) 日本版「곤여만국전도J(연대미상， 日本 東北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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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릿치의 「坤與萬國全圖」 연구(1) 

도서관 소장본 둥 3본뿐이다. 다음은 릿치의 보고 

서에서 지도의 제작과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李之漢)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세계지도 

를 重刻하는 것이었다. 새로 각한 것을 구판과 비 

교하니 매우 컸다.6조로 나뉘었고， 높이는 사람 

키를 넘었고， 펼쳤다 합쳤다 할 수 있는 중국식으 

로 매우 잘 되었다. 이 지도는 비교적 컸으므로 利

神父는 그 내용을 다시 추가시킬 수 있었으며， 새 

로 생긴 국가와 새로운 주가 매우 많았다 

宮城縣立圖書館 소장본은 목판본 그대로이며 京

都大學本은 加彩木版本이다. 크기는 1. 79m. 각 폭 

이 69cm로서 ， 6폭이 합해서 하나의 병풍식 지도가 

된다. 刻工版「곤여만국전도」는 北京版이 제작되 

는 동안 한 각공에 의해 만들어진 동일한 내용의 

지도이다. 이와관련하여 릿치의 보고서에는다음 

과같은기록이있다. 

“이러한지도가북경에서 두번 刻版되었는데 = 
本은 매우 유사하다. 하나는 李之漢가 각인한 것 

인데 그가 고향에 돌아갈 때 版片을 갖고 갔다. 다 

른 하나는 刻I이 만든 것인데 이것을 인쇄하여 

매물로 하였고，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 그런데 북 

경에 큰 비가 있어서 낡은 집에 版片이 있었는데 

밤중에 집이 무너지고， 工A 둘이 압사하고 판목 

도부서졌다’ 

1960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P. M. D’ Elia , 

1960) 刻工版은 미국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북경 제1판보다 약간 

작고 서문01 간략하며， 또한 李之漢本에서 볼수 있 

는 일부 그림이 생략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다(장 

보웅， 1976) 

「양의현람도J (1603 , 李應試， 偶應京刻刊， 그림 

6.)는 北京版이 만들어진 이듬해 李應試(리잉스) 

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이다. 

Baddeley(1917)의 발표에 의해 지도의 존재가 소 

개된 후 실물은 우리 나라에서 발견되었다. 숭실대 

학교 기독교박물관의 소장본은 세계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국에서 다른 한 본이 보관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된 

경위는 김양선(1972)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양의현람도」와관련하여 릿치의 보고서에는 

“李之漢와 刻I이 2組의「곤여만국전도」을 만들 

〈표 2) r곤여만국전도」의 版本

板 i훌 3 l “。 짧짧혈tII 

일본京휩l大쩔 홈 ?뼈없혈立훌圖홉홈館뼈‘행바i티;칸，3μ1관소장 ’ l 

가. 北京版 「곤여만국전도」 1602 
나. 刻工版「곤여만국전도」 1602 미국 California 개인소장 
다 「양의현람도」 1603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소장 

라. 敵上版「곤여만국전도」 1608 남아있지 않음 

마. 續入「곤여만국전도J(中國) 1608 南京박물원소장 

사. 續入「곤여만국전도J(朝蘇) 170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奉先츄本은 燒失)
바. 淸朝版「곤여만국전도」 1644이후 영국왕립지라학회 소장 

아. 日本版「곤여만국전도」 미상 일본東北大學소장 

자. 日本 續入「곤여모택전도」 미상 일본南蠻文化館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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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에도 수요를 채우기가 부족하였다. 그때 어떤 

신자가 내 동료의 손을 벌어서 다시 신판을 만들었 

다. 이것을 일층 큰 것으로 판본 8매에 조각하여 

인쇄업자에게 팔았다. 그리하여 북경발행의 지도 

가 3판이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때 신자는 李應試， 鴻應京이 

었고， 동료 선교사는 廳連我(Didacus de Pantnja) 

였다. 이 중 碼應、京(펑잉정 ;1555-1607)은「明史」에 

서도 傳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진 인물로 字는 可大， 幕周， 皮問이다. 릿치와의 우 

정은 그의 죽음으로 오래하지는 못하였으나 1603 

년 필사본이었던 『천주실의』를 판각하여 출간할 

만큼 돈독한 관계 였다. 한편 i뽑~와 관련된 기록에 

서보면 

“L뽑民는 우리들과 상의도 없이 릿치의 교우론을 

刻印하고 자기의 서문을 붙여 그것을 諸神父에게 

주었다. 그후 릿치의 여러 책을 각인하였고， 또 世

界與地 二小圖와 기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서문을 붙여서 각인해냈다 

에서 각인한 지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 실 

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남긴 『方與勝

略』 에 첨부된 지도의 형태로 보아 兩半球圖의 세계 

전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출처 , 장보웅， 1976). 

「양의현람도」의 兩f義는 「太玄經」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의미는 天地이다. 玄寶은 老子에 典據를 

두고 있는데 ‘心居玄莫之處， 寶知萬事， 故謂之玄

寶’ 이라 하여 즉 넓게 天地의 萬象을 멀리에서 寶

知한다는 의미이다.6폭이던 李之漢판에 비해 8폭 

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면의 크기도 폭당 203cm x 

58.5cm로 약간 크다. 내용으로 보면 九重天圖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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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重天圖로 바뀌었고， 발문도 릿치 2편， 常댐L總， 

李應試， {馬應京， 院泰元， 뺨震， 吳中明등이 1편으 

로 총 8편의 글이 실려 있다. 주기와 지명 구성은 

「곤여만국전도」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 

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지도간의 비교는 좀더 

세밀하게 연구되어 별도의 글로발표될 예정이다. 

敵上版「곤여만국전도J (1608)는 명나라 황제가 

北京版「곤여만국전도」를 보고 12부를 비단에 인 

쇄해 달라고 요청하여， 파손된 목판을 보충하여 황 

제에게 헌상한 지도이다. 현재 남아있지 않다. 續

入「곤여만국전도J(南京博物院， <그림 7))는 다른 

지도와는 달리 바다에 선박과 어류， 대륙에는 이상 

한 동물을 그리고， 채색을 하였기 때문에 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일부 학자들은 敵上版「곤 

여만국전도」로， 혹은 동시기에 이와 별도로 제작 

된 지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 소장된 續入「곤여만국전도」는 두 

본이 있었으나 봉선사본은 1951년 소실되고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본〈그림 8)만 남아 있다. 봉선 

사본은 숙종 %년에 어명으로 관상감의 李國華와 

柳遇昌의 감독아래 金振收가 8폭으로그린 것이며 

崔錫鼎이 발문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대학교본은 

후대에 봉선사본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양선 , 1972). 

淸朝版「곤여만국전도」는 영국 왕립지리협회에 

보관하고 있는 지도로 청조대에 판각된 지도이다. 

大明一統이 大淸一統으로， 大明海가 大淸海로 바 

뀐것 외에 숫자상의 오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조대에 만들어진 北京版의 사본인 것으로 추정 

하고있다. 

日本版「곤여만국전도J(일본 東北大學， <그림 9)) 

는 北京版을 모사하여 그린 채색 필사본이다. 지도 

의 구성과 지명， 발문 등의 내용은 완벽에 가까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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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동일하다. 그러나한문지명 옆에 일본속어인 

가나’ 로 부기(附記)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 지도 

가 우리 나라에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709년(숙종 35) 통신사 趙泰憶(1709)이 일본학자 

新井白石과 세계지도에 대해 문답하던 중 白石이 

萬國全圖 一本을 증정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지도 

의 지명이 일본 가나로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 

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이 세계 지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5. 北京版 「곤여만국전도」의 내용 

1) 지도의 구성 

릿치가「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 

가 중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Ortelius (1 570)의 

「π1eatrum Orbis TerrarumJ , Mercator(1569)의 세 
계지도 3판(1.32m x1.98m)과((그림 10) , (그림 

11) 참조) , 이후 발행되었던 유럽식 세계지도 및 

항해 중 얻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Spence , 1983). 이들 중 두 지도의 공통적 인 특징 

을 보면 대서양을 중앙으로 배치하고， 남북 아메리 

카를 좌측에， 유럽， 아프리차， 아시아를 우측에 그 

려 넣었다. 각 대륙의 묘사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나， 아시아에 

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일대지역이 정확하지만 

과장되어 있다. 이는탐험시대에 이들지역의 지리 

적인 정보가 먼저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묘 

사되지 않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은 심하게 왜곡되 

어 있다. 특히 남아메리카의 경우 왜독도가 매우 

심하며， 남극과 연결되어 마젤란 해협이 묘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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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못하다. 

두 지도의 차이점을 보면 메르카토르 지도는 장 

방형의 구도인데 반하여 오르텔리우스는타원형의 

구도이다. 북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남극의 경우 오르텔리우스 지도는 지도 하단부에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넓고 묘사하고 있는데 반하 

여， 메르카토르 지도는 각종 주기와 식생들이 묘사 

되어 있다. 두 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註記의 기 

재 여부이다. 오르텔리우스 지도의 경우 지명만 묘 

사될 뿐 경우는 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메르카토르 지도의 경우 자세한 주기와 함께 하단 

부좌우측에 극지방의 지도와그림이 그려져 있다. 

「坤與萬國地圖」와 두 지도를 비교하여 보면 장방 

형의 지도에 타원형으로지구를표현하고 있는 것 

은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와 비슷하다. 경위선의 표 

현 방법 등 투영법도 유사하다. 그러나 여백을 이 

용한 발문， 주기， 지지 내용， 개념도， 표 등의 삽입 

은메르카토르지도의 형식을따랐다. 

대륙의 배치는 두 지도와는 다르게 중국을 중심 

에 넣고， 좌측에 유럽과 아프리카， 우측에 북아메 

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배치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 

다. 대륙표현에서 유럽과아프리카의 형태와오스 

트레일리아 대륙이 표현되지 않는 것은 두 지도와 

동일하다. 북아메리카는큰차이를보이지 않고 있 

으나， 남아메리카의 경우 왜곡이 줄어들고， 마젤란 

해협이 표현되고 있다. 남극의 표현은 오르텔리우 

스의 지도와 유사하다. 북극 지방은 분리된 섬으로 

표현되며， 그린랜드로 추정되는 섬도 묘사된다. 

아시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표현이 자세하면 

서 과장된 것은 유럽 지도와 일치한다. 이는 아시 

아의 초기 선교활동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조선이 비교적 정 

확하게 표현되고， 일본 열도도 자세하게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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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ercator의 세계지도(1569) 

출처 : Whitfield, P. , 1994. 

〈그림 11) Ortelius의 세계지도(1570) 

출처 : Whitfield, P.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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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릿치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조선 및 일본의 지 

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2) 지도의 내용 

「곤여만국전도」 의 기재 내용온 다섯 가지로 분류 

된다. 그 중 발문과 주기 등의 제목과 위치는 〈표 

3) 및 〈그림 5)와 같다. 지도 중앙의 아랫 부분에 

는 릿치와 지도를 제작뺨데 기여했던 중국인 신자 

들의 발문이 실려있다. 지도의 1폭과 6폭 양측과， 

기타 여백 부분에 註記(地球圖說)， 論地球比九重天

之星， 遠且大幾何， 總論橫度里分， 太陽出入亦道繹

度， 看北極法， 日 R 飯圖，$道北地半球之圖， 九重天
圖， 天地懷，$道線，$道南地半球地之， 論日 月離地

遠近 등 경위도 등의 지구론과 일월식론의 천문지 

식에 관련된 주기를 표와 함께 수록하였으며四 

行論略J ，元史』등지에서 인용한 내용도 기재하였 

다(이에 대한간략한내용은 〈표 3) 참조). 

〈표 3) r곤여만국전도」의 발문 및 주기 내용 

훌￥驚 없@흙떻 |힘참 1이혈행흩한之Ff文t톨훌 (홉홈王寅굶 -:t)( ‘농묘히~;짧훌巴짧A李f.~찌쯤꿇용 r잉** 
@ 李之漢序文 (7折西 李之漢 擇:)**

없文 
@ 吳中明之랬文 (歡人吳中明 擺)**

@ 陳民志之됐文 (ì此陽 陳民志 敵)**

@ 楊景淳之敵文 (圍東楊景淳識)**

@ 패光宗之散文 (東엽ß 패光宗題)** 

@ 註記(地球圖說)* (李碼寶讀) 지구의 경위도 및 대륙 설명 
@ 論地球比九重天之星 遠且大幾何 (歐羅巴A ;1iIJ碼훌述) 九重天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 
@ 總論橫度里分 南北直度와 東西橫度의 단위 거리 설명(表삽엽) 

@ 太陽出入*道繹度 태양의 고도를 이용한 위도 측정법 설명 

@ 看北極法 밤에 북극성을 이용한 위도 측정법 설명 

@ 日月밟圖 일 월식이 나타나는 원랴 설명 

註記
@ iJft道北地半球之圖 지도에서 위도의 요현방법 설명 

@ 九重天圖 구중천의 운동원리에 대한 설명 

CD 天地f義 일월의 운행 및 낮과 밤의 순환원리 섣명 

CD j한道線 적도와 기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 

@ 四行論略 4행(火士水氣)의 운동원리 설명 

@ π史 낮과밤의 길이의 순환에 대한설명 
@ j한道南地半f합며之 태양이 지구를 도는 원리에 대해 설명 

@ 論日月離地遠近 지구와해와달의 거리에 대한설명 

@ 歐羅巴州 유럽주의 설명과지명 

9 ;1i IJ未亞州 아프리카주의 설명과 지명 

地名 地誌
@ 亞細亞州 아시아주의 설명과지명 

@ 北亞慶;1iIJ加州 북아메리카주의 설명과 지명 

@ 南亞壘;1iIJ加州 남아메리카주의 설명과 지명 

앤} 뭘한효뽀없混加州 남극대륙 및 마젤란해협에 대한 설명 

* 주기와 발문에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편의상 김양선 선생 (1972)의 제목을 이용하였다. 
** 발문 말미에 첨부된 발문자의 표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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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誌、와 관련된 내용은 歐羅巴州， 利未亞州， 亞細

亞州， 北亞뿔利加까|、1 ， 南亞뿔利加州， 뿔료繼i~加州 

등의 5개 대륙의 여백에 기재하여 놓았다. 이외에 

각 국가별로 간략한 주기가 기재되어 있다. 아이슬 

란드 남쪽 대서양에 ‘Friesland’ 라는 섬이 오르텔 

리우스 지도에서처럼 표시되어 있다. 남북 아메리 

카와 북유럽에 대해 적어놓은 간략한 설명문에는 

플랜시우스(Peter Plancius)가 1592년 출판한 지도 

의 글귀가 다수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지도 

는 릿치가 가져오지 않고 중국에서 받아 본 것이 

다. 이외에 중앙 아시아 부분에 쓴 설명은 13세기 

중국의 학자 馬端臨(마완린)이 저술한 백과서전인 

『文敵通考』에 수록된 비현실적인 내용도 참고하 

여 수록하기도 하였다(주원준역， 1999). 한편 중국 

의 국가명은 다른 대륙과 동일한 크기로 ’ 大明一

統 ‘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지도의 제1폭과 6폭 

의타원바깥쪽의상단에 

“(1폭) 천하오총대주(天下五總大洲)는 붉은 글자 

로 만국(萬國)의 대소(大小)가 가지런하지 않아 간 

략하게 글자의 대소(大小)로 이를 구별하여 사용 

하였다. 그 남극(南極) . 북극(北極) 두 션과 주야 

(畵夜) . 장단(長短) 평선 세 선으로 천하의 대(帶) 

를 나누는 경계로 하였는데 역시 붉은 글자를 사용 

하였다. 

(6폭) 이 지도는 도수(度數)와 척촌(R-t)을 갖추 

어 있어 표구하는 사람이 장차 邊의 폭을 자르고 

줄이지 말아야 한다. 그 병풍 본을 제작하는데도 

척촌(R-t)을 넓게 하면서 역시 이 지도와 같은 방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라 하여 지도 제작의 방법과 병풍으로 표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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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 제작의 의도와 원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 

고， 지구에 대한 지식， 주기 및 지명에 대한 내용은 

후속 논문에 다룰 예정이다. 

3) 발문내용 

발문에는 릿치와 刻板을 주도한 李之漢， 남경판 

「산해여지전도」의 각판을 주도한 吳中明외에 지 

도를 제작하는데 기여했던 陳民志， 楊景淳， 패光宗 

등의 여섯 사람의 글이 실려있다곤여만국전도」 

의 제작 취지와 원리는 릿치의 발문에， 판각의 원 

리는 李之漢의 발문에 나타나 있다. 릿치의 발문을 

보면 

“임오년(王午年)에 맞줄을 동월( ) 땅에 풀었 

는데 월( ) 나라 학자들이 내가 지나온 여러 나라 

의 지도를 청하여 불후(不析)에 드리우고자 하였 

다. 그때 이마두(利碼寶)는 중국말에 미숙하여 비 

록 지니고 온 지도책과 수년동안 왕래한 편지를 내 

어서 주역(細繹;실마리를 찾아냄，필자주)하여 목 

판에 새겼다(輩慶版「산해여지전탱뿔말함， 필자 

주) . 그뽑+ 사빈(司實)에서 번역한 것이 오류가 

없을 수 없었다. 경자년(更子年)에 백하(南京， 필 

자주)에 이르러 좌해 오선생(吳中明， 필자주)의 가 

르침에 힘입어 다시 수정을 가하였다. 신축년(辛 

표年)에 다시 서울에 오신 여러 큰 선생님들이 일 

찍이 이 지도를 보았는데 기려(羅旅;나그네. 여행 

객. 여기서는릿치를가리킴，필자주)를많이들천하 

게 여기시지 않고 욕되게도 후하게 대접하여 주셨다. 

선부(續部)에 있던 아존(我存) 이선생(李先生)(李 

之灌， 필자주)은 오랫동안 여지학(與地學)에 돗을 

두어 제생들을 위하여 책을 편집하였는데 이 지도 

를아주 칭찬하였다 ... (중략t 이전에 새긴 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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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하여 서양에서 건너온 지도의 1/10에 불과하 

다고 여겨 다시 확대하기를 계획하였다. 나는바로 

이런 여러 나라들은다행히 선생님으로 인해 중국 

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결코 작은 뭇이 아니라고 여 

겨 다시 교열(校關)을 가하였고 바로 폐읍(做둠)의 

원지도와 통지(通誌) 제서(諸書)를 얻어서 거듭 교 

정하였다. 예전에 번역한 오류와 도수(度數)의 실 

수를 정정하였고， 겸하여 나라 이름 수 백개를 증 

가하였으며， 종이의 빈 공간을 따라서 그 나라의 

풍속과 특산물을 써놓았다. 비록 옛 것에 비해서 

크게 대비하였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은 보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땅의 형태는 원 

래 둥근데 지금 지도는 평변으로 되어 있어 한번에 

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폐읍의 법 

을 모방하여 다시 반구도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적도 이북을 그렸고 하나는 적도 이남을 그렸다， 2 

극은 두 권역의 정 중앙에 위치하여 땅의 본래 형 

태를 닮게 하여 서로 보기 편하게 하였다. 이 모두 

를 대폭의 큰 병풍에 그려 서재에서 와유(歐遊)하 

는 도구로 만들어 조금이라도 집 뜰을 벗어나지 않 

고도 만국을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 

것이 견문(見聞)에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하여 1584년 輩慶版 및 1600년 南京版「산해여 

지전도」의 제작을 설명하고 이 지도가 매우 협소 

하여 지도를 다시 크게 그리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 

다. 또한 나라이름을 보완하고， 여백을 이용하여 

풍속과 특산물 등의 지리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음 

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지구 구체설을 구체적으 

로 보여주기 위하여 남반구도와 북반구도 2개를 

그렸으며， 일상에서 세계지리의 견문에 보댐이 되 

도록 병풍식으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李之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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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문을보면 

“ .. , (중략)망녕됨을 무릅쓰고 여러 동지들과 6폭 

병풍으로 만들어 틈날 때마다 내용을 고치고 살청 

(殺좁; 푸른 빛을 빼내는 작업， 필자주)하여 이정 

(魔正)하였는데 상서(象품)에도 아직 없다. 예전에 

작업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늘었는데 고금에 중 

국에 조공하던 여러 나라의 이름이 많이 빠져 있 

다. 생각컨데 혹 현재와 과거에 명칭 서로 다른 경 

우가 있고， 간혹 방언으로 특수하게 번역한 경우에 

는 의심나는 부분을 전하려 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 

로 견강부회(奉彈附會)하지 않았다. 

별도로 남북 반구 지도를 두었는데 적도 부분을 

가로로 잘라서 북극성을 정 중앙에 오도록 하고 남 

서(南西)와 상하(上下)를 변으로 삼아 왼쪽에 붙여 

서 판각하였다. 그 방식은 새로이 창안한 것 같지 

만 황제소문(黃帝素問)을 고찰해 보면 이미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다. 오시 방향에 서면 자시 방향 

을 대변하게 되고， 자시 방향에 서변 오시 방향을 

대변하게 된다‘ 묘시에서 유시를 보고， 유시에서 

묘시를 보면 모두 북면하여 묘시에 서서 유시를 등 

지게 되고 유시에 서서 묘시를 등지게 된다. 오시 

에서 남쪽을 보고， 자시에서 북쪽을 보면 모두 남 

면하게 된다. 이 모두는 하늘 가운데를 북으로 삼 

고 반대쪽을 남으로 삼는 것이다. 남북이 하늘 가 

운데 놓이게 되면서 정 중앙에 북극성을 취하게 된 

다. 중천(中天)이란 돗은 옛 선비들이 하늘을 부르 

는가장좋은말이었다 

라하여 판각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였고， 

지명의 기재에 7}능한 한 오류를 피하고자 노력하 

였음을 밝히고 있다곤여만국전도」 에 지도에 실 

존하지 않는지명이 기재되는것이 이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남북 반구 지도를 그런 것은 하늘 가 

운데를 북과 남으로 삼는 중천(中天)의 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지구가 원형임 

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나머지 네 사람의 

발문중일부이다. 

(吳中明版文 中) “구라파(歐羅巴)에서 온 이산인 

(利山 A)이 중국에 들어와「산해여지전도J (山海與

地全圖)를 그려 관료들에게 올린 것이 많이 전한 

다. 내가 지도 만드는 곳을 방문해 보니 저 나라에 

서 누판볍(鐘版法)으로 만든 구본(舊本)이 있었다. 

그 나라 사람과 불란서(빼郞機國) 사람은 모두 탐 

험하기를 좋아하였다 

(陳民志歐文 中) “야랑(夜郞)이 한나라 보다 크 

다고 하는(출처 ; 史記， 필자주) [우물안 개구리 같 

은l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였다. 이것 역시 서상(좁 

象)에게 번거로운 일이고， 주오(柱麗)에게 공허한 

이치이다. 무릇 서태자는 10만리를 다니면서 20여 

개국을 념고 우리나라에 이르러 장안(長安)에 들 

어왔다. 이선부(李之漢， 필자주)와는 아침 저녁으 

로 만났으니 이 만남 역시 기이하다고 할 것이다 

(楊景淳歐文 中) “막역하다고 칭하면서 서태자 

(西泰子)에게 마음이 기우는 사람들은 대개 옛 친 

구들과 같다. 이에 함께 판각하니 대개 동심(同心) 

이라고할수있다 

(패光宗 됐文 中) “내 친구 이진지(李振之)가 그 

를 아주 사랑하니 그것을 전수받아 다시 도설(圖 

說)로 그렸고 판각하여 병풍으로 만들었다. 앉아 

서도 천지의 광대하고 역력(歷歷)함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가슴에 이 지도를 새기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천지인’ 에 통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중 

략) 그런 까닭으로 도가 이와 같이 진진(律律; 념칠 

정도로 가득 차게 물이 흐르는 모양; 필자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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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깨닫지 못한데도 이렇게 내가 이 지도의 서문 

을 쓰게 되어 함께 실리게 되었으나 나를 지언(知 

言， 원대한 식견이 있는 말， 펼짜)이 있다고 한다 

면 내가 부끄러울 뿐이다 

吳中明의 발문에서 보면 南京版 지도의 이름이 

「산해여지전도」임을 밝히고 있다. 陳民志의 발문 

의 내용을 보면 중국의 전통적 인 지도에 대한 반성 

과 릿치에 대한 존경심과 그가 만든 지도의 상세함 

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明史에 I部에 근무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李之漢 역시 工部에서 근무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李之漢와 함께 판각을 도운 

사람으로 사료된다. 楊景淳과 때光宗의 발문 내용 

을 보면 그들도 판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6. 소 결 

마테오 릿치는 중국에 와서 유럽 문화에 대해 문 

을 닫고 있는 중국에서 커다란 벽을 느꼈을 것이 

다. 스스로가 유럽과 중국의 경계에 서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중국으로 한 발짝 내디뎌 토착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선교를 성공할 수 없음을 인도에 

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天王의 존재를 

중국인들에게 설득하려 하였으나， 유교적인 중국 

사회에서는너무어려운일이었다. 중국문화를이 

해하기 위해 중국어와 논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선교활동 중 천문학과 지리학의 지식을 그림으로 

담은 세계지도가 놀라운 힘을 지녔음을 발견하였 

다. 이에그는한걸음더나아가여러차례의 세계 

지도의 제작을 통해 중국과 유럽의 경계 를 허물고 

자 노력하였다. 이의 백미가 북경판「곤여만국전 

도」였다. 



마테오 릿치의 「坤與萬國全圖」 연구(1) 

릿치가 로마를 떠나 중국으로 향하던 1577년은 

서양에서 근대과학이 제대로 발달하기 직전이었 

다. 갈릴레오， 케플러， 뉴우턴 등이 1600년 이후에 

야 중대한 공헌을 했던 점들을 고려하면 릿치의 과 

학지식은 근대 과학 직전의 중세 과학적인 내용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 

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지도의 내용을 접 

하면서 몇몇 선자를 제외하고 일부 중국인들은 이 

에 대해 반신 반의하였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r.곤여만국전도」 에 

서 표현된 직방세계를 뛰어념은 넓은 대륙과 대양， 

지구 구체설에 대한 이론적 설명， 일식과 월식의 

개념도， 그리고 구중천도에서 설명된 우주에 대한 

지식은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땅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릿치는 주기를 통해 육합(天地東西南北)을 거론 

하면서 중국 전통 세계관과 타협하려는 노력을 보 

였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인 중국 친구들의 발문을 

통해 전통 지리관인 추연의 세계관， 직방세계와 육 

합의 규모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 

다. 특히 李之漢는 중국 전통의 測天法을 거론하면 

서 이는 릿치에 비해 너무 소략하고 작은 것이며， 

康書와 원나라의 측천법은 지도와 지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었다(배우성， 2000). 

릿치는 단순히 지도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지도 

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다.지도를 병 

풍식으로 사람 키 이상 높이의 규모로 만들어 중 

국인들이 서서 보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시선이 

가장 편안하게 닿는 곳에 릿치와 천주교 신자인 

중국인들의 발문을 보여주면서 겸손한 자세로 설 

득하였다. 단원형 세계지도로써 중국을 지도의 중 

앙에 배치시켜 놓고， ‘大明一統’ 의 큰 글씨를 각 

인해 놓음으로써 세계를 중국 중심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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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는 여지도 남겨놓았다. 이를 통해 직방세 

계의 외연적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인들에 

게 유혹함으로써 지 리적 인 중화관과의 충돌을 피 

하고자하였다. 

지도는 고립된 것으로 보였던 각각의 지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하는지 알 수 있게 한 

다. 지도를 읽음으로써 입는 자와 장소간에 커뮤니 

케이션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장소는 정체성을 획 

득하고， 읽는자는장소를관념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끌어온다. 릿치는「곤여만국전도」를 통해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함으 

로써， 세계와 중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 

한 것이다. 중국인들에게는 상상의 세계였던 직방 

바깥의 세계가 「곤여만국전도」를 통해 현실의 세 

계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어로 쓰여진 세계지리 지 

식을중국어법으로번역한것이 릿치의 지도였다. 

또한 릿치는 스스로가 이방인이 아님을 중국인 

들에게 말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유럽과 중국 모두 

천주의 세계임을 암짜파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지도 곳곳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삽입시키 

는것을잊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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