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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球典要』에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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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oi, H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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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에서는崔漢總(1803-1877)의 지리적 관심의 결실이라고할수 있는세계 지리지 『地球典要』의 지리관을그 

의 총체적인 λ싸인 ‘氣學’ 과의 관련생 속에서 밝하과 하였다 『지구전요J (1857년)는 당시에 중국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地球圖說J ，海國圖志J ，藏環志略』과 같은 서적들을 참고하여 최한기가 정한 ‘氣f!:' 와 ‘實用’ 의 기준에서 취사선택하여 

편집한 세계 지리지이다. 연구 결과 『지구전요』에 담겨있는 지리관을 첫째， 氣로 통합되는 유기체적 관점 둘째， 경험적 · 객 

관적 지리 인식 셋째， 설용의 강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구전요』는 첫째， 세계 각국의 지리에 대한 요약된 사실 

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천체로서의 지구와 지구에 ̂r는 인간， 사회를 기학의 체계로 엮어링}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둘째， 

세계 지라지인 『지구전요』를 펀찬하게 된 것은 λ}는 곳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인식론적 측면) 셋째지구전요』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풍토와 물산은 다르나， 倫理와 政敎는 변통하여 기학에서 실현하고 

자 하는 ‘大同사회’ 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파 하였다(실천론적 측면)는 점에서 氣哲學과 서양의 과학 지식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시도 속에서 나온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세계 지리지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세계 지리지， 地球典要， 서양 과학 지식， 기철학， 氣學， 地志學， 氣化， 實用， 變通

Abstract : This thesis, with regard to his holistic Ch’ ihak(氣學) thoughts, explores a geographical view of 

Jigujeonyo(地球典要)， a chorography of the world, which can be regarded as a realization of geographical 

interests of Choi, Hangi(崔漢總， 1803 - 1877). Jigujeonyo (1 857) was a chorography of the world which 

was edited by Choi, Hangi on the basis of Ch’ i’ s movement and transformation and practicality and 

referred to literatures such as Jigudosel(地球圖說)， Haegukdoji(海國圖志)， and Y ounghwanjiryak(藏環志略)

that could be obtained from China at that time. The geographical views expressed in Jigujeonyo are 

epitomized: first, the organic view which becomes integrated into Ch’ i, second, recognition of empirical 

and objective geographies, third, an emphasis of practicality. In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Ch’ ihak, Jigujeonyo does not only list summarized facts on the geographies of various countries but also 

contains the intention of integrating into the system of Ch’ ihak the globe as a heavenly body, th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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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ety on the globe. Jigujeonyo , a chorography of the world, was edited to overcome prejudices which 

stem from sticking to living places. A possibility was suggested that, although the natural features and local 

products of various countries are, to some extent, different, the great one world as an Utopian Society could 

be reached through realizing humanity based upon the adaptability of ethics and politics. Thus, Jigujeonyo 

can be regarded as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chorography of the world derived from the attempts to 

integrate the philosophy of Ch’ i and scientific knowledge of westem. 

Key Words : chorography of the world, Jigujeonyo(地球典要)， scientific knowledge of western, the 

philosophy of Ch’ i(氣哲學)， Ch’ ihak(氣學)， chorography(地志學)， Ch’ i’ s movement and transformation(氣

化)， practicality(實用 ), adaptability(蠻通)

1. 서론-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惠間 崔漢騎(1803~ 1877)는 동양의 전통적인 氣

철학과 서양의 자연 과학을 결합하여 ‘氣學’ 이라 

고 하는 독자적인 氣哲學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사상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철학자로 평가받 

고 있다. 한 때 그의 신분은 中A으로 여겨졌다. 왜 

냐하면 그의 저술 속에 당대 양반 계층과의 교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당대 학자들의 문집이나 雜著

속에도 최한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족보 및 전기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지배층과는 

거리가 먼 양반이었음이 밝혀졌다. 1990년에 공개 

된李建昌의 “惠問崔公傳，，1)을통해 최한기는당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책 중에 거의 읽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김용옥의 표현에 의하면， 최 

한기는 서울서 책만 사다 망한 사람)， 벼슬길에 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 

치고 평생 학문의 길을 걸어갔던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육당 최남선은 우리 나라의 최대 저술이 최 

한기의 『明南樓集.J] 1 ，000권이라고 하였으나， 현존 

하는 것은 대략 120여 권 정도이며， 최근까지 자료 

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2) ( (표 1) 참조) 

최한기가 살았던 19세기는 세도 정치 및 지배층 

의 부패， 민란， 이양선의 출몰， 천주교 박해로 서양 

과학 기술의 수용마저도 거부되었던 혼란과 위기 

의 시대였다. 이러한시대에 최한기는조선의 가장 

선진적 공간이었던 서울에 평생을 살면서 중국으 

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책들을 통해 변화의 소식 

을 가장 먼저 듣고， 최근의 지식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그는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에서 그의 

1) 李建昌 (1852-1898), ~明美堂散鎬』 권 10; ~증보 명남루총서一~(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2002)에도 실려 있다. 
2) 현존하는 저술은 2002년 11월 간행된 『增補 明南樓蕭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실려 있다. 각 권에 실려 있는 저술은 
다음과같다. 
『증보 명남루총서一』 : 『神氣通』， 『推測錄~ ，素諸~ ，習算律援~ ，講官錄~ ，院잠類養』 
『증보 명남루총서 二』 : 『農政會要~ ，陸海法~ ，心器圖設』
『증보명남루총서三~ : W Al빠 
『증보 명남루총서 四』 : 『地球典要~ ，身機錢驗』
『증보 명남루총서꾀 : w氣學』 , 『運化測驗~ ，星氣運化~ ，懷象理數~ ，明南樓隨錄~ ，獅約推A~ ， ~承)11형事務~ ，惠、 f휩雜훌~ ，崔炳大

亂筆隨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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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새로운 질서로 바뀌고 있는 세계사의 전환 

기로 보았다 3)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 

해 기철학의 전통위에서 서양의 사정과학문을 연 

구하고 수용하여 나름대로의 일관된 학문 체계를 

세워나갔다. 

한국 지리학사에서 최한기는 《좁邱圖》의 서문을 

지어준 김정호의 벗으로 등장한다. 고산자 김정호 

와 혜강 최한기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목판본 세계 

지도인 《地球前後圖》도 함께 만들었다. 최한기의 

地理學論養 저145호 (2005. 2) 

대표적 철학 저술인 『氣測體義.1 (1836)와 『氣學』

(1857) , 철학적 기본 개념을 사회에 적용한 'tA政』

(1860) 에는 지리적인 사고가 담겨있는 글들이 있 

으며， 최근에 공개된 저술 중에도 “地球圖說" (2 

편) , “地體” 등의 글이 있다. 그의 나이 55세인 

1857년에는 지리적 관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지리서 『地球典要.1 13권 7책을편찬하였다. 

한국 사상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氣철학자였던 

최한기가 왜 세계 지도를 만들고， 조선시대를 대표 

〈표 1) 최한기의 현존 저작물 

r神氣通J(1836)

3권2책 

철학 I r推測錄J(1836)
6권3책 

사회 
r素讀J(1835)

사상 
r講官錄J(1836)

제도 
4권1책 

r鍵t￥J (1838)

r農政會要J (1830)

농업 l20권10책 
농기계 r陸海法J(1834)

기겨| 

일반 

천문 

수학 

의학 

과학 

일반 

2권1책 

2권1책 

r心器圖設J(1842)

r習算律짧J(1850) 

5권2책 

rA政J(1860)

25권12책 

r劉杓推AJ (1870)

r運ft測驗J(1860)

2권1책 

rB~南樓隨錄」

1책 

주) 진한 글씨체의 저술들은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여러 서적 특히 서앙 학문과 관련된 서적을 잠고 · 정리하여 최한기 자신의 건해를 덧붙인 편 
집 형태의 책임. 
현존 미상.r宇富策」， r購t， r改量論↓「떻洋論」， r正史」， r遇經沙J(r通經考J) ， r.仁論氣和堂隨輯」， r많集훌1ft.↓ r핸里表」 

3) 최한기의 시대 인식에 대해서는 국역 『기측체의~ ，명남루수록~， II -164-165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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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방대한세계 지리지를쓰게 되었을까? 

1990년대 들어서야 최한기의 지리학적 업적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몇 편의 논문이 나왔다 4) 본 논 

문의 목적은 이 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지 

리적 관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전요』 의 

지리관을밝히는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구전요』를 텍스트로 삼아 최한기의 지리관을 

밝히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임으로 원문을 읽고 구 

성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지구 

전요』 에는 여러 종류의 필사본이 현존한다 5) 본 논 

문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명남루전집j(여강출 

판사，1986)에 수록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 귀중본(귀중본서고， 古貴 261-2-1-7)과 또 다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고전운염실， 한古朝60-65 ， 

서울대 도서관에 복사본 소장)이다. 그런데 『지구 

전요』의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중국에서 들어온 

몇 권의 세계 지리서와 지구 과학서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평가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현 

존하는 최한기의 저술에 나타난 지리적 관심을 통 

해 『지구전요』를편찬하게 된배경을고찰하고，이 

를 바탕으로 『지구전요』 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다. 나아가 최한기가 체계화한 ‘기학’ 이라는 학문 

의 맥락 속에서 『지구전요』의 지리관을 밝히고， 

『지구전요』의 의미를평가해보고자한다. 

2. 최한기 저술에 나타난 지리적 관 
심: 地志學의 정립과 세계 지리지 
의구상 

최한기는 성인과 경전의 권위에 의존하던 기존의 

학문 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실제 세계를 중시하였다. 그는 地圓說， 地

轉說 등의 서양 과학 지식을 수용하여 만물 존재의 

근원을 ‘活動運化하는 氣’ 로 보고 氣의 運化(氣

化)6)를 밝히파 하였다 7) 이 때 기화란 세계의 운 

행 법칙 좁은 의미로는 物理(자연볍칙)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한기의 학문의 목표논첫째， ‘지 

금 이곳’ 의 세계를 정확하게 관찰해서 이 세계의 

4) 최한기의 지리학적 엽적을 소개하거나 지리학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김양선 , 1965, “한국고지도연구초-세계지도" F.숭실대학.~ 10, 숭실대학교 
노정식， 1970 ， “한국의 世界地誌적 저술에 관한 연구" F논문집~ 6, 대구교육대학 
남상준， 1992 ， “한국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순， 1992 ， “최한기의 세계지리인식의 역사성" F문화역사지리~4，문화역사지리학회 
양보경， 1996 ， “최한기의 지리사상." F진단학보~81 ， 진단학회 
최원석， 1996 ， “최한기의 기학적 지리관~ F실학의 철학~ , 한국사상사연구회 
이면우， 1999 ， “『지구전요』를 통해 본 최한기의 세계 인식 계간『과학사상.~ 30, 범양사 

5) 현존하는 『지구전요』는 모두 필사본인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3종(귀중본서고 古貴261-2-1-7 ， 고전운영실 한 
古朝60-65 ， 고전운영실 고261-3-1-7) ， 고려대학교에 2종(，대학원한적실，B10 A47 1-7육당， 대학원 한적실 BlO Al88 4 만송) 숭실대 
학교 기독교박물관에 1종이 소장되어 있다지구전요』는 지도첩이 없는 숭실대학교 소장본과 1책만이 남아 있는 고려대 소장본 
1종(BlO A188 4 만송)， 1책이 없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60-65) 을 제외하면 모두 13권 7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지구전요』익 특정을 살펴보면 첫째， 표지의 제목이 현존하는 6종 중 쌓은 ‘地球典要’ 이며， 2종은 ‘地種典要’ , 1종은 ‘地理典
要’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地理典要’ 라는 표제의 책은 원래 ‘球’ 자를 ‘理’ 자로 다시 고쳐 놓은 혼적이 있으므로 원래의 표제는 
‘地球典要’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필체를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1종을 제외하면 모두 여러 종류의 필체 
를 확인할 수 있어 한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 정도가 분담하여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종과 고려 
대학교에 소장된 2종에는 본문 중 지명과 인명을 구분하논 표시가 있다. 넷째지구전요』의 마지막 권 13은 歷象圖와 諸國圖로 
이루어진 지도첩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종은 채색 지도인 것이 특정이다. 그러나 숭실대본은 역상도 없이 
세계 지도만이 두루말이 족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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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법칙 즉 기의 운화(기화)를 인식하는 것이며 

둘째，기화를인식하여잘못된것을고쳐 인간과세 

계가 소통하는 變通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를보다나은세계로만들고자승뜯것이었다. 이러 

한 학문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 

용하파 하였는데， 지리적 관심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최한기의 저술에 나타나는 지리적 관심 중 주목 

할 만한 것은 지지학에 대한 견해이다. 그는 %세 

에 완성한 『기측체의00 (1834년)에서 “地志學” 이라 

는 제목으로， 58세에 완성한 『인정00 (1860년)에서 

“地志”라는 제목으로 지지학에 대한 견해를 밝히 

고 있다. 이 글들을 근거로 그가 나름대로 체계화 

한 지지학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천하의 경륜은 모두 지지도(地志圖)에 있으니， 

전체 국면을 상고하고 형세를 살펴서 착수하는 완 

급을 정하며， 이웃 나라를 관찰하고 우열을 비교하 

여 적절한 조처의 취사를 결정한다. <최한기 주〉 

인간 세상의 이른바 경륜과 사업은 토지를 떠나서 

는 손쓸 곳이 없고 지도와 지지를 버리고서는 지리 

를 알 수 없다. 지지를 읽어 익숙하게 궁구하면 이 

해의 근원을 증험할 수 있고， 지도를 상고하여 지 

시하면 심신이 멀리서도 밝게 통찰할 수 있으며， 

착수할 때의 완급이나 때에 맞는 취사도 모두 여기 

地理學論輩 저145호 (2005.2) 

에서나온다 8) 

최한기에 의하면 地志는 풍토와 산물 및 고금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地圖는 那國의 경계와 크고 

작은 면적을 그린 것이다 9) 그는 이러한 지지와 지 

도를 통해 地理를 알 수 있으며， 세상사를 경영하 

고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 또 지지와 지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천하의 師道를 맡은 사람은 지지와 지도로 주민 

의 기상(A氣)을 증험하고 풍속을 비교하여， 그 이 

로운 것으로 인하여 인도를 교화하고 그 형세를 

따라 진퇴시킨다. 한 나라의 강토를 보존하는 사 

람은 지지와 지도로 형세를 살피고 조처할 일을 

정하며， 안으로는 백성을 이동하고 식량을 보급하 

는 일을 我制하며， 밖으로는 인접국과 먼 나라의 

사신을 접대한다. 군사를 통솔하여 적병을 방어하 

는 사람은 이것으로 方略을 책정하고 물자 수송을 

구획하며， 먼 지역에 사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가 

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重譯國에까지 전달하고 

險~JIT 을탐색한다 j J) 

그리하여 최한기는 지지와 지도가 해당 지역의 

경륜과 사업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구체적 

6) ‘운화’ 는 최한기의 창의적인 개념으로 ‘活動運化’ 를 줄인 말인데， 간단히 풀면 ‘살아 웅직이고 변하는’ 성질을 형용한 표현이 
다.(김교빈 외 ， 2004 ， W기학의 모험~1 ， 218쪽) 

7) 최한기의 ‘氣’ 는 우주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氣’ 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모든 기는 구 
체적얀 경험을통해 객관적으로파악할수 있다고본 점에서 새롭다. 그는경험 →推測(경험을통해 마루어 헤아리는것)→證驗 
(검증) • 變通(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 소통에 이름)을 통해 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8) 국역『기측체의』，『추측록』권 6, “地志學" II-159 
9) 국역 『기측체의」 ，『추측록』 권 6, “地志學" II-159 
10) 최한기와 交遊했던 이규경도 “地志에 대한 변증설”을 남겼는데， 그 글에서 “대저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地志가 없을 수 없다” 고 
하면서 중국과 우리 나라의 지지를 고증하고 있다. 

11) 국역『기측체의』，『추측록』권 6, “地志學" II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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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다른 곳의 지지와 지도를 

연구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경륜과 사업을 더 

잘 파악하여 나은 점은 취하고 잘못된 점은 버릴 

수 있다고 보았다 12) 

서방 사람들로 하여금 동방의 지도와 지지를 읽 

게 하면 서방의 사업이 더욱 밝게 창달할 것이고， 

북방 사람들로 하여금 남방의 지도와 지지를 관찰 

하게 하면 북방의 경륜이 더욱 상세할 것이니， 인 

간의 사업은 大同하기 때문에 남에게 취하는 것은 

원근의 한계가 없다 13) 

한편 지지학에서 담아야 할 내용으로 風士(또는 

히 넘겨버리기 일쑤이다. 과거의 지지는 형세상 진 

실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우수한 것은 

국도를 정하고 고을을 옮기는 형세나 關柳와 鎭塵

의 險헛나 遠近을 뺨制하는 대책이나 運輸에 편리 

한途程동을논하지만，그소견이 혹같지 않고시 

세에도 성쇠의 차이가 있어 상세한 논의는 뒷사람 

의 補瓚을기다렸다 15) 

최한기가 지지에서 풍토와 산물을 강조하는 이 

유는 풍토와 산물이 (地)氣의 運化를 보여주는 구 

체적인 경험이므로 이를 통해 기의 운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6) 

風氣)와 盧物을 강조하고 있다. 최한기는 ‘지지’ 학문 연구하는 사람이 地志學에서 土옳에 기인 

를 ‘풍토와 산물 및 고금의 사실을 기록한 것’ 14)이 하여 運化를 이해하고 〈후략>17) 

라고보았는데，과거의 지지가지명이나고적에 얽 

매여 풍토와 산물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 風土와 거기에서 나오는 塵物의 발육상태를 살 

을 하면서 국도를 정하고 고을을 옮기는 등 실용적 펴보면 그 땅의 氣化를 알 수 있게 된다 18) 

인 일에 대해 논하는 지지가 우수하다는 지적을 하 

고 있다. 나아가 최한기는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밝혀지면서 지지학이 그 방향을 잡게 되었다고 보 

地志學은 흔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지명의 았다. 이는 풍토와 산물이 장소마다 다양한 원인 

同異나 고적의 허설에 얽매여 風氣와 物僅은 소홀 즉 기의 운화가 장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 

12) 최한기는 《청구도》서문에서도 지도의 실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략〉 경선과 위션으로 해륙의 방위를 포괄하였으니 , 이 
야말로 方을 분별하고 位를 정하는 좋은 표본이요， 도시를 건설하고 향읍을 확정하는 묘한 법이다. 초야의 선비들이 습득하여서 
한 지방을 헤아리고 조정의 관리들이 상고하여 사방을 경 영하는데 , 산천의 험하고 평탄함과 풍토의 다르고 같음이 환하게 눈앞 
에 드러나게 하니， (후략>)) (“좁1Í圖題))， <청구도)) 

13) 국역『기측체의」 ，『추측록』권 6, “地志學" II-16o 
14) 국역『기측체의』 ，『추측록』권 6, “地志學" II-159 
15) 국역『인정』권 12, “地志" II-202-203 
16) 최한기는 또 장소에 따라 다양한 풍기와 운화 등에 근거하여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남방 사 
람을 헤아리는 것과 북방 사람을 혜아리는 것이 다르고， 동방 사람을 헤아리는 것과 서방 사람을 헤아라는 것이 다르며， 바닷가 
의 사람을 헤아리는 것과 산중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 다르니， 그 다른 것은 풍기와 운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국역『인정』권 
2, “헤아림의 同異" 1 -104) 

17) 국역 『인정』 권 13, “지구의 운화가 가장 절실하다" II -242 
18) w기학』권 1 ，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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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체가 둥글고， 자전 및 공전을 한다는 지구의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 
이다 19) 

지구의 설이 밝혀진 이후로 지지의 학문이 또한 

그 大方을 얻었으니 , 남북극이 지체의 자전에서 생 

겨 그 고저의 도수로 그 지방의 절후를 알고， 한서 

가 태양의 원근에서 생겨 낮과 밤의 길고 짧은 한 

도로그지방의 시간을알게 되었다. <후략) 20) 

그리하여 결국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구과 

학을 바탕으로 장소에 따라 다양한 풍토， 물산 등 

을 파악하는 지지학을 통해 기의 운화를 이해해야 

하며， 이렇게 장소에 따라다양한 기의 운화를파 

악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變通에 

이를수있다고보았다 21) 

그러면 지지학의 내용을 이루는 지리적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최한기는 古今遠近의 지도와 지지 

를 통해 지구상 모든 나라의 풍토와 산물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침 동안에 천리를 달리려면 반드시 좋은 말의 

발을 벌어야 하고， 넓은 파도를 넘어 멀리 건너려 

면 반드시 배와 노 같은 기구를 가져야 하고， 지구 

상모든나라의 풍토와산물을알려면마땅히 책으 

地理學論輩 저145호 (2005. 2) 

로 견문을 넓혀야 하고， <후략) 22) 

가령 걸음을 잘 걷는 사람이 불과 산의 막힘과 국 

경의 통금이 없고 역전과 자부가 녁넉하고 몸에 병 

이 없으면， 하루에 1백리를 걸을 수 있고， 천일이면 

십만리를갈수있다. 그러나발이 닿은곳은다만 

한가닥의 길이요，본것은길좌우에높이 솟은산 

과 흐르는 물에 불과할 뿐이다. 비록 평생을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얻는 것은 대동소이한 

풍기 · 물산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얻는 도청 도 

설일 뿐이다. 그러니 어찌 원근의 서적을 모아 전 

세계의 전례와 연혁을 열력하고， 전 세계의 현인 · 

달사와 수작하는 것에 비기겠는가? 크게는 역상에 

서 작게는 기용에 이르기까지 정밀히 연구하여， 정 

신은 육합(천지와 사방， 온 우주)에 소요하여도 막 

힘이 없고 기운은 일체에 유통하여 추측한다면， 비 

록 문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더라도 저 평생 

동안을 쉬지 않고 돌아다닌 자와 비교하여 그 소득 

은 절로 우열이 있을 것이다.경) 

최한기는 평생을 쉬지 않고 돌아 다니는 것보다 

원근의 서적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고보았다. 그러나그는세계 각지역의 지리적 내 

용을 책을 통해 연구하기 전에 자신이 사는 곳의 

風氣와 物理를 직접 경험을 통해 알아야 그것을 미 

루어 세계 각 지역의 풍기와 물산을 알 수 있음을 

19) “지구를 인식하여 그 지역의 북극도의 고저와 경위도의 다소를 관찰하면 풍기의 강약과 물산의 유무를 증험할 수 있다 " (국역 
『기측체의』 ，『추측록』권 6, “地志學" II-160) “흉륭하도다! 지구에 대한 설이여! 天地의 정체를 밝혔고， 천년의 몽매를 일깨웠다. 
〈중략〉 지구는 둥근데 그것을 싸고 있는 몽기가 해의 빛을 받아 구슬처럼 광채를 내니， 이것을 지구라고 한다. <중략) " (국역 
『기측체의」，『추측록』권 2, “지구는오른쪽으로 돈다" 1 -238) 

20) 국역『인정』권 12, “地志" II-202 
21) “이처럼 地氣의 운화는 무궁하여 장소에 따라 같지 않으니 , 지지의 학문이 진실로 이것을 들어 발명한다면， 무한한 추측이 실제 
로 근거가 있는 일 아닌 것이 없어， 과거에 들었던 것이 의혹을 깨우치는 것이 많고 설지로 얻어지는 변통도 무한할 것이다." (국 
역『언정』권 12, “地志" II -203) 

22) 국역『인정』권 13, “멀리 이르려면 말미암는 것이 있어야 한다" II-221-222 
23) 국역『기측체의』，『신기통』권 3, “멀리까지 이르는 것은발로 걷는 데 달린 것이 아니다" 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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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하고있다. 

처한 곳에 따라 베푸는 가르침이 같지 않으니 , 산 

에 사는 사람은 산골짜기의 風氣와 物理를 안 다음 

에야 바닷가의 풍기 · 물리와 들판의 풍기 · 물리 

를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서로 입장을 바꾸어도 모 

두 마찬가지다. 먼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익숙하게 

듣고본것을막힘이 없도록한다음，살지 않는곳 

까지 두루 통해서 지구상의 풍기 · 물리를 모두 하 

나의 통일된 범위 안에 넣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 

다. 만일 자신이 사는 곳을 들어 풍기를 추측하는 

표준으로 삼지 않으면， 넓고 넓은 세계를 장차 어 

디로부터 틈을 타서 뚫고 들어가 살겠는가.μ)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갈이 정 리해 볼 수 있다. 

최한기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구 과학을 

바탕으로 장소에 따라 다양한 풍토， 물산 등을 파 

악하는 ‘지지학’ 을 통해 氣化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렇게 장소에 따라 다양한 기화를 

파악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變通에 

이를 수 있으며， 세계적 · 장기적 안목에서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지지학을 이루는 지리적 지식은 자신이 사는 곳의 

風氣와 物理를 미루어(推) 고금원근의 서적을 바 

탕으로 살지 않는 곳을 헤아림(測)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지의 항목 중 풍토와 물산 

이 기화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여 

겨 중시하였다. 이러한 지지학은 최한기가 학문의 

24) 국역『인정』권 8, “가르침을 베푸는 始終" II -39 

목표로 삼았던 기의 운화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경험을제공한다는점에서 그의 학문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한기가 정립한 ‘기철학과 

지구과학에 기반한 지지학’ 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세계 지도의 제작과 세계 지리지의 편찬이라는 구 

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다. 

최한기는 1834년 김정호의 도움을 받아 《地球前

後圖》라는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다.25)([지도 11{지 

구전후도)) 이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모 

사되었던 서양식 세계 지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의 제작이었으나， 최한기의 

세계지도는 예수회 신부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 

도이다. {지구전후도》는 동서양반구 세계지도이 

며， 목판에 판각되었다. 이전에도 한역 세계 지도 

의 필사본은 많았으나， 그것을 목판으로 重刊한 것 

은 최한기의 《지구전후도》가 처음인 것 같다 26) 이 

《지구전후도》에 대한 기록이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산고』에보인다. 

지구를 그런 것은 매우 많으나 우리나라에는 刻

本이 없다. 매번 연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집에 

소장된 지도도 드물다. 최근(순조 갑오년: 1834년) 

상사 최한기의 집에서 처음으로 중국 莊廷數의 탁 

본을 중간하여 세상에 유포했으나 도셜은 아직 여 

기에 새기지 못했다. 내가다른사람을통해 그설 

을 얻었는데 유실될까 두려워 그것을 베껴서 분별 

하였다. 최한기의 집은 서울 남촌의 융洞이다. 갑 

오년에 대추나무 판목으로 쯤陸 장정부의 지구도 

25H지구전후도》와 《남북항성도Y의 좌측 하단에는 ‘道光甲午굶秋泰然齊重刊’ 이라고 쓰여 있는데， ‘도광갑오’ 는 1834년， ‘태연재’ 
는최한기의 당호로알려져 있다. ‘태연재’가김정호의 당호라고주장하는학자들도있다. 

26) 이찬， 1991 ， W한국의 고지도.~ , 범우사， 351쪽 
27) 이규경五洲싸文長塞散鎬』권 38, “萬國經繹地球圖辦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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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모각하였는데 김정호金正轉가새겼다 27) 

《지구전후도》는 위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 

국 장정부의 지구도를 다시 판각한 것이다. 장정부 

地理學論輩 제45호 (2005.2) 

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 

만 1800년에 제작된 그의 지도가 조선에 유입되어 

일부의 지식인들이 열람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약 

용은 구라파에 있는 영국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1) <地球前後圖>28)

28)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古4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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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地球典要」어|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관 

장정부의 지도를 이용하였고 29) 19세기 고증학으 

로 명성을 떨친 김정희도 장정부의 지도를 열람했 

던 사실을 언급하였다 30) Ii'오주연문장전산고』 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최한기는 새로운 내용으로 

증보하지 않고， 장정부의 지도를 그대로 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31) (지구전후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나타난 〈지구前圖)， 아메리카가 나타 

난 〈지구後圖)， 뒷면에 천문도인 〈황도북항성도)， 

〈황도남항성도〉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전후도》 

는 경위선이 10도 간격으로 그어져 있지만 원 주위 

를 1도 간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적도와 황도도 

1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달력에 

관련되는 기록을 時憲層32) 에 의거하여 10도 간격 

으로 위도에 표시하고 있다. 즉 위도에 따라 차이 

가 나는 여름과 겨울의 日 出入시각과 24절기의 시 

각을 표시하고， 황도 위에 24절기에 태양이 남중하 

는 위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계절과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간과 야간의 길이를 위도 10도마다 표 

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도로서의 역할 이외에 역 

서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구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 

고있다 33) 

《지구전후도》는 현존하는 19세기의 단독 세계지 

도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4) 조선 후 

기 한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리 

라 짐작된다. 또 이전의 크고 웅장한 세계 지도에 

비하면 휴대에 편리하게 소형으로 제작되었고， 대 

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목판본으로 만들었다는 점 

에서 최한기의 실용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구전 

후도》의 간행을 통해 1830년대(나0니0대)에 최한 

기의 관심이 조선이나 중국 중심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지구 전체에 있었음을 보여준 

다. 그리하여 세계 지리지의 구상이 이미 이 때부 

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역 

대의 모든 나라를 비롯하여， 방금 세상 안에 존재 

하는 여러 나라에서부터 州那이나 이웃 고을에 이 

르기까지， 먼저 그 산업의 배포와 인품의 선악과 

행사의 귀천을 탐지하여야만 남이 할 일을 헤아리 

고또내 경륜을베풀수있게 된다 3';) 

최한기는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 

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안목 

을 가지고 견문을 넓혀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리고 

취사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6) 그는 

이러한 것이 세계 지리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 

다. 그리하여 최한기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통해 기의 운화를 파악하고， 사는 곳에 집 

29) “근래에 청나라사람장정부가만든지도를보니，奭맴剛는조그마한섬으로極西의 서쪽把尼亞海중에 있어 〈후략)" (정약용， 
1986, W다산시문집IX~ 권 22 ， 166쪽) 

30) 김정희완당전집三」권 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 1995 ， 412쪽) 
31) 오상학， 2001 ，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233쪽 
32) 시헌력은 태음력의 구법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와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의 하나로 아담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653년(효종 4)부터 사용되었다. 

33) 이찬， 미발표， “조선후기 서양 세계지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12쪽 
34) 오상학， 2001 , 앞의 논문， 230쪽 
35) 국역『인정』권 12, “經채制治의 학문" 11-174 
36) “집안에서만 견문을 한 사람과 천하를 견문한 사람과 비교하면 귀먹고 눈먼 사람과 총명한 사람을 맞세우는 것과 같고 〈중략〉 
모든 사물은 비교를 한 뒤에야 우열이 자연 생기니 비교할 것이 없으면 우열을 알 수 없다. 견문이 한 집이나 한 나라를 벗어나 
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열을 알 수 있는 견문이 없다，"(국역 『기측체의」 ，『추측록』 권 5, “견문의 다소와 사정"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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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理學論輩 저145호 (2005. 2) 

착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입견을 극복하여 변통에 

이르고자세계 지리지를구상하였다. 

『지구전요』 의 서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으로 관측과 검증을 통해 지원 

설 · 지전설 등 지구에 관한 내용이 밝혀졌다. 그러 

나 지금까지 나온 지구에 관한 책들이 대체로 허황 

된 것이거나 기화， 즉 지구 운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운화를 제대로 밝히파 『지구 

전요』를 편찬하였다. 여기서 지구 운화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생겨나는 지구 전체의 순환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말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지구 

전요』를 통해 地球 運化를 인식하고 깨달아(인식 

론적 측면)A道를 실현해야 한다(실천론적 측면)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범례에서는 13항목에 

걸쳐 편찬의 원칙과 책의 내용 등을 밝혀 놓았다. 

3. 지리적 관심의 
의편찬 

결실: 『지구전요』 

『지구전요』는 1857년(철종8) 최한기의 나이 허 

세에 저술한 13권 7책의 세계 지리지이다. 책은 최 

한기본인이쓴서문과범례 지구과학적내용，세 

계 지리적 내용，해양및 동· 서양문화에 관한내 

용， 역상도와 세계 지도 · 각국 지도로 이루어진 부 

도 형식의 지도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 IT'지 

구전요』의구성) 『지구전요』권 1에서 권 12의 첫머리에는 모두 

〈표 2) r지구전요」으| 구성 

§척추 했헬+ LH 용 훌쭉 풍f 

序(7절) 

凡例(13항목)， 닙次 

권1 
지구학적 내용 

七H짧次序(第)， 諸H짧젠各不同， 春夏秋장， 地半땐差， 淸豪氣差， 太~易， 太|쏠， 五星， 交食，

i朝17 ， 論氣化， 推地度測天度

세계지리적 내용 
海陸分界

亞細亞總說，中國

권2 東洋二國， 南洋演海各國

권3 南洋各島， 東南大洋各島， 五印度

2 
권4 

印度以西며홉ß四國， 西域各回숍ß 

斷羅巴總說

3 
권5 윷양羅빼r ， 瑞國생國， 몇地;flj亞國， 普;뿜士國 

권6 日耳용列國，瑞士國，土耳其國，希觸國 

4 
권7 義大;flj亞짖Ij 國， fof蘭國， J:t;flj時國， 佛郞西國， 西班牙國

권8 홉휩홈牙國， 英吉;flj國

阿非利加總說， 阿非;flj加北士， 阿非;flj加中士， 阿非利加東士，

5 
권9 阿非;flj加西士， 阿非;flj加南士， 阿非;flj加群島

亞擊利加總說， 北亞壘;flj加永體， 北亞뿔;flj加英吉;flj屬홉ß 

권10 北亞뿔처l加米利堅合累國 

北亞題;flj加南境各國， 南亞뚫;flj加各國 南亞뿔처j加海灣群島 

6 
권11 해양에관한내용 海論

문화적내용 中西異同

권12 前後紀年表，洋며敎文辦 

7 권13 지도첩 歷象圖(제 1도 ~ 제 23도) 諸國圖(제 24도 ~ 제 6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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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地球典要」에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관 

‘펌東 崔漢統 編輯’ 이라고 밝혀져 있다지구전 

요』뿐 아니라 최한기의 자연 과학 분야의 저술은 

대부분 편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 

시로서는 최신의 과학서적이었던 한역서학서의 

원전 내용을 상세하고 충실하게 전하고 있으며， 자 

신의 관점에서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비판적인 안 

목으로 재해석하여 편집하였다. 그리하여 『지구전 

요』는당시에 입수할수 있었던 『직방외기』，『지구 

도설』，『해국도지』，『영환지략』과 같은 서적들을 참 

고하여 최한기가 정한 ‘氣化’ 와 ‘實用’ 의 기준에 

서 취사선택하고 보완하고 재정리해서 편집한 세 

계 지리지라고 할 수 있다. ( (표 3) 범례에 명시된 

『지구전요』 의 참고문헌) 

『지구전요』의 권 1에는 천체로서의 지구에 대한 

내용 즉 우주체계， 지구의 운동， 대기， 태양， 달， 오 

성， 일식과 월식， 조석 현상 등의 내용이 실려 있 

다. 최한기는 저술 곳곳에서 무엇보다 천체로서 지 

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7) 또 

‘지지학’ 이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밝혀지 

면서 그 방햄 얻었다고 보았다 38) 

최한기는 지리적인 현상의 다양함이 지구 운화 

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 

구에 대한 책， 즉 세계 지리서들이 대부분 지구 운 

화와 관련된 내용은 취급하지 않고， 각국의 강역 · 

풍토· 물산· 인민 · 정치 ·풍속· 연혁 등만 설명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지구 운화가 밝 

혀져 있는 『지구도설』의 내용을 『지구전요』의 첫 

부분에 수록한다고 밝혔다 39) 그러나 그는 『지구도 

설』의 내용을 全載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삭 

제하고， 어떤 부분은 순서를 바꾸고， 어떤 부분은 

합하여 자신이 구상하는 체계에 맞도록 편집했 

다.((표 4) 11지구전요』와 『지구도설』의 비교) 

『지구전요』 의 권 1 후반부에서 권 11까지는 세계 

지리적 내용으로 앞에서 나온 지구 운화(기화)를 

바탕으로 장소에 따른 지리적 현상의 다양함을 보 

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해륙 

분계” 의 항목을 두고 지구의 표면을 육지와 바다 

로 나누어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해륙 

분계”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직방외기』와 

『영환지략』의 내용을 취사하여 편집한 것이다. 육 

〈표 3) 범례에 명시된 r지구전요」의 참고문헌 

껴야짧 ￥빨꼈}ι; τ g 혈 

Michel Benoit 
地球圖說 I .... ~:::::::.~.v I 1767 

(蘭友仁)
• 프랑스의 야소회 선교사 브노아에 의해 한역된 지구과학서 

1844~ ’ 유럽열강의 침략에 대한 해양 방위 대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방서 겸 일종의 세계 지 
i每國圖손、 | 

鍵源 I ~;8'5~ I 리서로， 50권의 1844년판 60권의 1847년 판 100권의 1852년 판이 있음 ’ 「지구전요」는 1852년 판「해국도지」를 참고행권오영 1999 최한기의 학문과 사상연구， 214) ’ 지도와 지지로 구성된 10권 6책의 순수한 세계지리서 
}屬環쏟略| ~繼휩 I 1850 I ~ 洋몇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洋務 목적으로 편찬한 新書로 서양 열강의 국가별 지 

도와 지지를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음 

;每遊錄 l 申維輪 l l7l9~ l ’ 조선 숙종 45년(1719)에 통신사의 製述官으로 일본에 간 선유한이 보고 느낀 바를 서 
1720 술한 3권의 일가식 기행문으로 권말에 “間見雜錄”이 수록됨 

37) 국역 『인정』권 11 , “氣化의 不同" II-151-152; w인정』권 13, ‘지구의 운화가 가장 절실하다!' II -242 
38) 국역『인정』권 12, “ ‘地志" II-202-203 
39) w지구전요.~ , “범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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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관련된 부분은 『직방외기』각 권의 대륙 총설 

과 『영환지략』권 1의 “地球”의 내용을， 바다와 관 

련된 부분은 『직방외기』권 5의 “四海總說 “海

名 “海島 “海狀” 의 내용과 『영환지략』권 1 “지 

구”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정리해 놓았다. 

r지구전요」 

역상도 

항목 I (제 1도~ 
제23도) 

鍵 I 1~6 I 

諸B훌 

f포各 

不同

論春夏 l
秋훈 

地半

f포差 
ìl門호를家훌*來ü 

差

太陽

太陽

五星

推地度

測天度

7 

8 

9 

10 

섰 

$짧*칸 
-‘’~ →.r、

23 

〈표 4) r지구전요」와 r지구도설」의 비교 

r지구도설J * 

하。모←1 

{;a짧序次 

tlï星**

諸H짧땐各不同 

論春夏秋장 

地半깜差 

淸豪氣差

太|場

太陰

五星

經繹線

測量地周新程

論地圓

坤與全圖說

客星

i軍天f義

四大州

亞西亞

歐羅E州

t1j未亞州

亞품윤t1j加州 

太陽{#游

R짧諸圖 내 용 

(제1도~제1도) 

당시까지 나온 서양의 우주제계를 비교 설명 

@프툴레마이오스(종파없 90-170)의 설 

I 16~19 ， 5 I ~티코 브라헤(腦 뼈 1601)의 설 
@메르센(馬爾象 1588-1648)의 설 

15 

12 

13~14 

6~7 
r、 1<、

坤與全圖上

圖/下圖

11 

@코페라니쿠스(歌빔尼 1473-1543)의 설 

지구， 태양， 탈 및 각 행성의 물리량을 서양의 천문학에 근거하여 수치 

로나타냄 

| 사계절이 생기는이유 

| 사람들이 별을 실제 높이보다 낮게 보는 이유 
| 대기의굴절 현상 

태양의 흑점， 자전 

달의ll:.변 

망원경에 의한관측 결과인 목성과토성의 위성 발견， 화성 · 금성 · 토 

성 ·목성의 표면의 특정 

일식과월식 

地圓 · 地動說， 타원설， 

경선과 사자， 위도와 기후대 

주1) r지구도설J 21항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곤여전도설， 경위선， 측량지주신정， 사대주， 아세아， 구라파주， 리미아주， 아묵리가주， 질요서차， 
항성， 제요경각부동， 논춘하추동， 지반경차， 정몽기자 논지원， 교식， 태앙， 태음， 오성， 객성， 혼천의 

주2) r지구전요」에서는 뻗星을 經星으로 바꾸었다. 

주3) 음영처리를 한 부분은 r지구도설」에는 없고 r지구전요」에만 있는 내용이다. 

-483-



r地球典要」어|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관 

구라파는 아세아 극서북의 귀퉁이에 있으며， 지 

형과 해수가 서로 들쭉날쭉이다. 아시아와 비교하 

면 1/4에 지나지 않는다，(0'영환지략』찌)) 남쪽으로 

지중해(북쪽 가장 끝이 35도) , 북쪽으로 빙해(북쪽 

가장 끝이 80도 정도)에 이른다. 남북은 서로 껴도 

떨어져 있으며， 지름길은 1만1천2백 리이다. 서쪽 

은 대서양에서 시작되는데 福島찌)0도이며， 동으로 

阿比河에 이르러 福島 92도이며， 지름길은 2만3천 

리이다. (0'직방외기업) 43) 

대양해(태평양)는 아세아의 동으로부터 남북아 

묵리가의 서에 이르니 곧 중국의 동양대해이다. 

태서인들이 그 풍랑이 잔잔하다고 하여 太平海라 

고 불렀으며， 바다표면의 광활함이 최고이다. 대 

개 지구의 반을두르고 있다. 미리견(미국)인에 의 

하면 與에 이르러 차를 사기 위해 이 길을 경유하 

는 것은 西路와 비교하면 3만리가 가까울 수 있으 

나 급맺을 지나치는 것이 매우 험하고， 수만리가 

광대하여 물과 음식을 구할 곳이 없어 이 길을 지 

나는 이가 드물었으나(IT'영환지략J 44)) , 근래 補願船

의 내왕이 많아졌다고 한다.껴) 

육지와 관련된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구라파와 

같이 각 대륙 별로 지리적인 위치와 형태를 먼저 

서술하고， 경위도수로 나타내는 수리적 위치를 알 

40) IT'續修四庫全書』 史部 地理類영환지략』권 1, “地球"， 10쪽 
41) 카나리아 제도의 섬 

려주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와 형태는 주로 『영환 

지략』에서， 수리적 위치는 주로 『직방외기』의 내 

용을 편집한 것이다영환지략』 에는 수리적 위치 

와관련된내용이 없는데，최한기는수리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아 『직방외기』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 심지어 『영환지략』 에 근거한 지도에도 각 대 

륙의 남북， 동서의 경위도수를 적어두고 있다. 최 

한기가 이토록 수리적 위치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 

일까? 

모름지기 경위도수를 강구하여 밝혀야만 지형의 

넓이(廣輪)와 처하는 바의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 

고， 또 天度의 경위를분명히 할수 있다. 서로상 

응하는 양극의 隱現， 쌍夏의 寒暑， 畵夜의 永短， 조 

석의 진퇴는 모두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먼저 지구에 있는 경위도와 하늘 

에 있는 경위5:.7} 어느 곳에서나 상응함을 밝혀야 

範圍排布， 氣數運化를볼수 있다 46) 

최한기는 경도와 위도에 의한 수리적 위치를 통 

해 첫째， 지표면에서의 위치와 넓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둘째， 지표면의 다양한 현상이 지구의 운 

화와 관련됨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김정호의 《청구도》에 써 준 “좁邱圖 

題”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깎) 

42) IT'직방외기』권 2, “구라파총설"， 39쪽(北京 : 中華書局， 1985, 議書集成初編 3265) 
43) “歐羅巴者 亞細亞極西北之隔 地形與海水相캄훌훌 比之亞細亞不過四分之一 南起地中海(北極出地三十五度) 北至永海(北極出地八十

餘度) 南北相距四十五度 짧一萬一千二百里 西起大西洋福島初度 東至阿比河九十二度짧二萬三千里"(IT'지구전요」권 1, “해륙분계") 
44) IT'영환지략』권 1, “地球"， 11쪽 

45) “大洋海者 由亞細亞之東 批南北亞뿔利加之며 없中國之東洋大海 泰西A因其風浪댐乎 謂之太平海 洋面之廣關以此鳥最 蓋環鏡
地球之半롯 米利大A謂훌t與買茶由茶由此路 比西路可近三萬里 因其過싸處太險(山之蓋頭짧謂之板) 且j王洋數萬里 無훈備水食之 
處 옐有由此路者 近多補願JIJI來往" (IT'지구전요』권 1, “해륙분계") 

46) “球面經繹度E有故A所定 須講明經繹度數 可漸地形之廣輪 所處之方向 又可辦天度之經繹相應 兩極隱現 *夏寒暑 畵夜永短 I朝
꺼進退 皆有可據 讀是書者 先明在地之經繹度 在天之經繹度 隨處相應、 可見範圍排布氣數運化"(IT'지구전요.~ , “범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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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영환지략』에는 ‘아묵리가는지구의 서 

반에 있으며 三土와 더불어 이어져 있지 않다’라 

고 되어 있는 것을 『지구전요』 에서는 ‘아묵리가는 

지구의 후면에 있으며 三土와 더불어 이어져 있지 

않다’ 로 고쳐 놓고 있다. 그는 왜 굳이 ‘지구의 서 

반’ 을 ‘지구의 후면’ 으로 고쳐 놓았을까? 최한기 

는 1834년에 김정호와 더불어 동서양반구 세계지 

도인 《地球前後圖》를 〈地球前圖〉와 〈地球後圖〉로 

나누어 제작하였다지구전요』 에서도 〈지구전 

도〉와 〈지구후도〉를 실어놓고 있다지구전요』 의 

지도첩에 아묵리가가 〈지구후도〉에 실려있음으로 

‘지구의 서반’ 을 ‘지구의 후변’ 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48) 이것을통해 최한기가참고서적을그냥옮 

겨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해륙분계”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한기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첫째， 세계 지 

지의 경험적 · 객관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山川과 物類는 모두 氣化에 의한 것이니， 氣化를 

깨닫고 기화에 의한다면 모든 사실을 제대로 이해 

할수있을것이라며 지리적인현상을 ‘기의 운화’ 

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 셋째 포루투갈 인 가노의 

세계 일주와 세계 일주 이후 세상의 변화를 소개하 

고 있다. 최한기는 『기측체의』 49)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첫째，세계 일주야말로 ‘지구가둥글다’는 

地理學論옳 저145호 (2005. 2) 

것을 증명해 주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보았기 때문 

이다. 둘째， 세계 일주로 인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이 밝혀지면서 세상이 변화했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 세계 일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진 이 

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교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으 

로 인해 그의 시대가 학문이 변동되고 物理의 톱明 

이 바뀌는 기회 즉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 

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지구전요』는 변화된 세상 

의 모습을 알려주고자 편찬된 책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변화된 세상의 모습은 다음에 이어지는 세계 

각국의 지지에서 구체적으로나온다. 

“해륙분계” 에 이어 각 대륙-아시아， 유럽 , 아프리 

카， 아메리카-의 총설과 각 대륙에 속해있는 여러 

나라와 지방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 대체로 대륙을 

다시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에 대한 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최한기 본인 

이 설정한 항목에 따라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또 

필요한 내용을 첨가시키기도 하여 그가 구상한 체 

계에 부합하도록 편집하였다는 점이다J(표 딩〉 

『지구전요』의 항목) 

둘째， 아시아 보다는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 

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변화된 세계의 모습을 알 

려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유럽 각국과 미국 

47) “與地圖가 만들어진 것은 畵野分州에서 시작하여 지구의 경선과 위선을 정하는 데서 구비되었으니 월식의 이르고 늦음을 관측 
하여 보면， 경선의 도수가 어그러지지 않았으며， 또한 북극성의 높고 낮은 것을 추측하여 보면 위봐 한정이 있으니 이는 위로 
天道를우러러보고아래로능히 地形을굽어 살피는것이라한것이다" (“좁邱圖題") <청구도)) 

48) 서양식 세계 지도는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1674년) 이후 동서양반구 세계 지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반구 지도와 서 
반구 지도를따로 명명하지 않았는데， 최한기에 이르러 ‘地球前圖’ , ‘地球後圖’ 라는용어를사용했다.(맹환지략』에서는 ‘地球
圖’ 라고 함) 그리고 『여재촬요.~ (1893)에서는 ‘東半球圖’ 와 ‘西半球圖’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9) 최한기의 기본적인 철학체계가제시되어 있는책으로， 이후의 많은과학관련 저술이 이 책의 철학적 입장을자연적 영역으로 넓 
혀적용시킨것이라고할수있다. 

-485-



r地球典要」어|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관 

〈표 5) r지구전요」의 항목(세계 지지 부분) 

氣化生成門 | 順월{t之諸具門 | 導혔{t之通法門 | 氣化續歷門

(氣化가 만들어 놓은 부문) I(기화에 순응하여 나타나는 부문)1 (기화를 이끄는 통법 1 (기화가 지나온 자취) 

離， 山水， 風氣， A民(戶 l 衣食， 宮輔)， 文字， 歷， 農漢)，政(王， 官， 用시， 敎， 學， 禮|짧(島)， 輝
口， 容總， 物塵 | 商(市補， 庸號)， 工， 器用(錢， 職， I(樂，裵)， 뻐l禁(法， 兵)， 힘尙 

船， 財， 田願 I(外道， 鬼神)， 使體(程途)

은 일상생활 모습 및 산업과 여러 제도에 대해 많 

은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지구전요』는 일 

차적으로는 ‘기화생성문’ 에 해당하는 항목의 내 

용을 통해 기화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나아가 새로운 제도 · 기술 등을 자세히 소개함으 

로써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알 

수있다. 

넷째，수리적 위치를강조한점이나 ‘風氣’ 항목 

의 내용을 통해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지구 과학적 

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최한기는 

지지학에서 꼭 담아야 할 내용으로 風土(또는 風

氣)와 物麗을 꼽았다. 풍토와 물산이야말로 다양 

한 기의 운화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라 

고 보았다지구전요』 에서도 세계 각국과 지방의 

지지를 항목별로 서술할 때， 중시한 항목이 바로 

風氣와 物塵이다. 그가 ‘풍기’ 라는 항목 아래 제시 

한 내용들은 주로 기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계절에 따른 밤낮의 길이， 토양， 기후와 토양의 영 

향을 받는 초목의 상태 및 농업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 기후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온， 강수량， 드물 

게 바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기온은 럽다(醒熱， 

씻熱)/따뭇하다(溫， 援)/온화하다(和)/줍다(寒) 등 

으로 표현하였다. 강수량에 대해서는 비 · 눈 · 서 

리에 대해 많다(多)/적다(少)/없다(無) 등으로 표 

현하고있다. 

아시아의 경우， 오키나와의 강한 해풍과 가옥에 

대한 영향 · 자바의 비옥한 토지 등에 대해 언급하 

였다. 또 보르네오 · 자바 · 인도의 남쪽은 적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몹시 더운 기후라고 하였으 

며， 베트남은 대체로 거주하기에 좋은 기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략 北黑道의 남 

쪽에 있는 북부 지 역과 北黃道의 북쪽에 있는 남부 

지 역으로 구분하여 북부 지 역은 춤고， 남부 지 역은 

따뭇한 기후로 보았다. 특히 이탈리아는 기후가 온 

화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樂土’ 로 표현하였다. 그 

외 러시아의 추운 기후와 신체에 대한 영향 · 스웨 

덴의 백야현상 · 스페인에 불어오는 시로코 

(sirocco)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프리카는 대체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매우 

뜨겁고，풍토병이 심하며，가장 열악한환경이라고 

보았다 50)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경우， 에티오피 

아 · 알제리 · 모로코 등은 온화한 편이라고 보았 

으며， 알제리의 지진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은 지기가 매우 뜨겁다고 하였다. 특히 

사막과 관련하여 妙묘 · 낙타 · 오아시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매우뜨겁고풍토병이 심하여 거주하기에 힘든곳 

으로 보았다. 아프리카 서부 지역도 적도 근처에 

50) “[風氣1 正當*道南北씻짧特甚輝鷹時地氣A物在四大土中最컸" (W지구전요』권 9, “阿非利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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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메리카 여러 지역의 풍기 

e‘ ?α ”’; 、 ιι ι ιJθS 。‘ η ι 9。η ι커 4 δ → “ r 。 ι‘ ι “ 。 “ , ι 、μ“ ι、 ιυ e δ ι ι l 얘얀 ι @ 、 λ ι ι J ‘; δ ιg ‘ ζJ τ 용 ν ν ‘ ’ ’“ ι 、 ιlν ‘ “ι γ ‘l’ ι 。‘ν1 ‘διι， ιz ‘( 잉:“ • 1 ’‘ ‘ ι ‘ ν 、 ιJι이 〈。ρ 껴 

북아묵리가의 北境은 춤고 열어 있어 不毛地인데 아세아의 北境과 동일하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따뭇 

해진다. 米~Ij堅(미국)의 各숍~는 북황도의 북쪽에 있으며 중국의 기후와 비슷하다. 다시 남쪽으로 可倫比亞(카리 

亞훌利加 
브) 일대에 이르면 적도 아래에 있게 되어 더위가 매우 심하지만 아프리카 만큼 렵지는 않다. 또 풍토병이 없기 

때문에 이민자(流萬者)들 중에 젊어서 죽는 일은 없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더위가 점점 감소하여， 巴他拿l廠

(파타고니아)에 이르면 심한 추위가 북아묵리카의 북경과 같다. 가장 남쪽에 이르면 이미 남흑도에 가까워져서 

빙설이 항상 많고， 사람과 가축이 없다. 이에 남북극이 대개 永海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北亞쫓利加 
북아묵리가의 가장 북쪽은 북빙해가 둘러싸고 있다. 땅이 黑道의 아래에 있어 습기와 추위가 특히 심하여 여름에 

도 눈이 보이며， 7t을도 되지 않아 얼어버린다. 호수와 바다가 모두 빙산으로 마치 銀山이 겹겹이 쌓인 것 같다. 
水훌훌 

겨울 두 달은 해가 빛나지 않고 별이 드러나며 사람과 가축은 모두 움추려 있다.5.6월 두 달은 낮이 길고 밤이 

없다. 바다의 얼음이 모두 갈라져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이 구릉과 같으며 배가 닿으면 부서져 가루가 된다. 

北亞훌利加 
地氣가 매우 차고， 대략 중국의 북쪽 변방과 비슷하다 

英솜利屬部 
天氣가 매우 춤고 10월부터 3월까지 눈이 쌓여 없어 지 지 않는다 

(캐나다) 

北亞훌利加 
남북의 寒暑가 같지 않다.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더워진다. 토지도 그러한데， 북쪽 땅은 

米利堅合聚國
時에 의존하여 농사지으며 남쪽 땅은 물이 가까워 때때로 큰 비를 걱정한다. 나라의 북쪽 경계는 북극에서 35 

(미국) 
도 떨어져 있으며， 남쪽 경계는 65도 떨어져 있어 나라의 남쪽 경계에서 적도까지는 25도 거리이다. 나라 안의 

남북 땅이 30도에 이르러 위도에 따라 크게 세 지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뚫西哥 북쪽은 조금 줍고 남쪽 해안 일대는 매우 뜨겁다. 內地는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뜨거웅이 감소하여 4-5백 文

(멕시코) 정도의 고도에 이르면 온화해진다. 

危地馬拉
서쪽 경계는 매우 뜨겁다. 동쪽 경계는 온화하며 거주하기에 적당하나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과테말라) 

可倫比亞 해안은 몹시 더우며， 물과 흙은 해롭다 內地로 갈수록 점점 온화해져 삼기 적당하다. 
(콜롬비아) 

巴他歲拿 지기가 매우 자다. 기후는 북아묵라가의 북경과 비슷하다. 
(아르헨티나) 

있어 매우 뜨겁고， 풍토병이 심한 곳으로 보았다. 

적도 부근의 열대 우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 

하였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북쪽만큼 뜨겁지 

않으며， 온화한 편이라고 하였다. 아메리카의 경 

우， 남북극의 永海 · 멕시코의 고산기후 · 과테말 

라의 지진에 대해 언급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기후의 변화를 간단하게 서술하였는 

데， 적도 근처는 몹시 더우나 풍토병은 없다고 하 

였다. 미국은 위도와 관련지어 크게 3개의 기후 지 

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풍기 항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럽고 추운 기후의 차이를 *道 · 黃道 · 

黑道51)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다. ( <표 6) 아메리카 여러 지역의 풍기) 이것을통 

해 지구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에 따라 다 

51) (그림 2) w지구전요』 의 〈지구전후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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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기후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 

여 최한기가 풍기를 중시한 이유는 풍기야말로 지 

구과학적인 현상과 다양한 지리적 현상의 연관성 

을 보여주는 항목이며， 기화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보았기때문이다. 

『지구전요』권 13은 권 1에서 권 12의 내용을 이 

s 해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천문도인 歷象圖와 세계 

지도， 각 대륙과 각국의 지도인 諸國圖로 이루어진 

일종의 지도첩이다. 범례에서 지도첩에 대해 다음 

과같이밝혀놓았다. 

지구와 칠요가 상웅승F는 역상도， 지구전후도， 각 

국지도를 따로 한편으로 만들었으며， 차례로 숫자 

로 나타내고 또 본문 설명 해당 부분에 分註를 하 

여 대조하여 알기 쉽게 하였다 52) 

권 1 지구 과학적 내용에서는 ‘첫 번째 프툴레마 

이오스의 설(제 1圖를 보라: 見第一圖)은 지구가 

육합의 중심이고 지구 주위에 있는 달 · 수성 · 금 

성 · 태양 · 화성 · 목성 · 토성 · 항성은 각자 本輪

이 있다.’ 53)와 같이 본문 설명 해당 부분에 註의 

형식으로 해당 그림의 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세 

계 지리적 내용에서는 ‘歐羅巴(지도 36을 보라: 

圖見三十六)’ 54) ‘英吉利國(지도 52 ，53 ，54 ，55를 보 

라)’ 55)과 같이 제목에 해당 지도의 번호를 제시하 

고있다. 

역상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지구도설』 

에서 옮겨온 것이다지구도설』 에 있으나 『지구 

전요』에는 빠져 있는 그림도 있으며지구도설』 

에는 없으나 『지구전요』 에 첨가되어 실려 있는 그 

림도 있는 것으로 보아 최한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국도는 『영환지략』 에 

서 옮겨온 것으로 『영환지략』과 제목 · 순서 · 내 

용이 거의 일치한다영환지략』의 범례에 의하면， 

지도는 새로 나온 서양 지도를 채용하였고， 지명과 

국명을 그 당시 신간 잡지에 발표된 것으로 바꾸었 

〈그림 2> r영환지략」의 〈地球全圖>56)

주) 경위선이 묘시된 동서양 반구 세계 지도로 *道 · 黃道 · 黑道가 표시되어 있다. 세계 지도 내에는 세계 각 국의 경계와 국명이 표시되어 있 
으며， 바다의 명칭도 묘시되어 있다. 

52) “地球與七確相應之歷象圖地球前後圖各國地圖 別~一編 而標其一二第次f分註f各篇之說 以據照檢" (W지구전요.~ , “범례" 6) 
53) W지구전요」권 1, “七魔次序”
54) W지구전요』권 4 ， “구라파” 

55) W지구전요」권 8, “영길리국” 
56) 徐繼짧遍環志略~(L海古籍出版社， 1995 ， W續修四庫全書.~ 743,744 史部 地理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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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지구전요」의 〈地球前後圖)57)

주)r영환지략」의 세계 지도와 다른 점은 첫째， 동서앙 반구 세계 지도에 〈地球前圖)， <地球後圖〉라는 제목이 있고， 둘째， 동쪽과 서쪽 끝에 각각 

경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다고한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지도는 세계 지도인데영환 

지략』에서는 〈地球全圖〉라는 제목으로 동반구도 

와서반구도가별도의 제목없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전요』 에서는 〈地球前後圖〉라는 제 

목으로 〈地球前圖〉와 〈地球後圖〉가 각각 실려 있 

다.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경위선이 표시된 동서 

양 반구 세계 지도이며，7ffi道 · 黃道 · 黑道가 표시 

되어 있다. 또 『지구전요』의 〈지구전후도〉에는 

〈지구전도〉와 〈지구후도〉의 동쪽과 서쪽 끝에 각 

각 경도가 표시되어 있다. 세계 지도 내에는 세계 

각국의 경계와국명이 표시되어 있다. 국명을표시 

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 역명을 표시하고， 더불어 海

名을 표시하고 있다. 그 외에 히말라야 · 스칸디나 

비아 · 로키 · 안데스 산맥의 형태가 A의 연결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2) i'영환지략』의 〈地球全

57) 崔漢統地球典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2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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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그림 3) i'지구전요』의 〈地球前後圖))

각 대륙 및 각국도의 경우에는 경위선이 따로 표 

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아비리가도(56)에만 경 

위선이 표시되어 있다. 그 외 경계와 국명 또는 지 

역명， 海名에 이어 산맥， 산， 하천명이 표시되어 있 

기도하다지구전요』의 지도가 『영환지략』에 실 

려있는 지도와 다른 점은 첫째영환지략』 에서는 

각 대륙 및 각국의 지지가 시작되는 처음 부분에 

해당 지도를 실었으나지구전요』 에서는 지도만 

따로모아지도첩으로만들었다. 둘째영환지략』 

의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 · 서 · 남 · 북의 

끝에 해당하는 경위도를 『지구전요』에서는 표시 

해 놓았다. ( <그림 4) i'지구전요』의 〈英吉利三島總、

島)) 셋째 영환지략』 에서는 중국지도인 〈皇淸一

統與地全圖〉를 〈아세아도〉뒤에 싣고 있으나 『지 

구전요』 에서는 중국지도인 〈皇淸全圖〉를 〈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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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지구전요」의 〈英솜利三島總島>58) 

주) 남북의 범위， 동서의 범위가 각각 *道北四十二度 rv fjf.道北五十四度， 經二度 ~ 經十=度로 표시되어 있。 며， 大西洋海(대서앙). 阿爾蘭(Qf일 
랜드). 蘇格蘭(스코틀랜드). 英倫(잉글랜드) 威爾動士(웨일스). 倫뤘(런던)등의 지명이 펴|되어 있다 -

58) 崔漢績地種典要~(고려대학교 소장본， BlO A471-7 육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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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앞에 싣고 있다. 넷째지구전요』 에서는 『영환 

지략』에는 없는 〈일본도〉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지도의 제목이 다른 것이 있다. 세계 지도의 경우 

『영환지략』에서는 〈지구도〉라는 제목으로 동반구 

도와 서반구도가 별도의 제목 없이 제시되어 있는 

데지구전요』 에서는 〈지구전후도〉라는 제목으로 

동반구도는 〈지구전도)， 서반구도는 〈지구후도〉라 

는 제목이 있다 59) 또 『영환지략』 에서는 〈皇淸一統

與地全圖〉 라는 제목이 『지구전요』에서는 〈皇淸

全圖〉로， <북아묵리가남경각국도〉가 〈북아묵리가 

각국도〉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도첩의 특징을 정리 

해보면 첫째， 최한기는 ‘지도란 那國의 경계와 크 

고 작은 면적을 본따서 그린 것’ 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세계 및 각 국의 경계와 형태 

를 나타내는데 충실하였다. 둘째， 각 지도에 경위 

돼내당동F는수리적 위치를표시하여 범위를명 

시하고 있다. 이것은 경위도를 통해 면적과 위치 

뿐 아니라 天度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으며， 본문에서 각 대륙과 국가의 수리적 

위치를 밝혀놓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지구 과학적 지 

식과 관련지어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구전요』의 지도첩은 우리나라에서 편집한 최 

초의 세계 지도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r지구전요』에 나타난 지리관 

최한기는 1830년대에 이미 중국을 통해 수용한 

地理學論흙 제45호 (2005. 2) 

서양의 자연 과학적 지식을 경험으로 삼아 나름대 

로의 기철학을 정립해가고 있었다. 그러한 기철학 

에토대를두고 ‘地志學’을정립시켰다.나아가이 

러한 ‘지지학’ 을 구체화시킨 결과물이 『지구전 

요』라는세계 지리지이다. 그리하여 『지구전요』에 

담겨있는 지리관을 최한기의 氣哲學-地志學地球

典要』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수있다. ( <표 7) 기철학-지지학지구전요』의 

목표와내용) 

첫째， ‘氣’로 통합되는 유기체적 관점지구전 

요』의 내용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조선에 유입된 

서양의 지구과학및 지리 지식이다. 그러나그곳 

에 담겨 있는 철학이라든지 편찬 배경에 유의하여 

117-]구전요』를 읽을 때 서양의 지구 과학 및 지리 

지식이 단지 잡다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한기가 정립한 ‘氣’ 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서술 체재나 세계 지지 

의 항목 구성에서) 최한기는 우주가 하나의 봄체 

이고 하나의 기틀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의 순환과 

변화는 여러 천체가서로응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구의 순환과 변화로부터 지구상의 다양 

한 지리적 현상이 생기고， 인생의 도리가 생긴다고 

보았다.ω) 그리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서로 다 

르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기에 불과하다는 유 

기체적 관점을 견지한다. 이를 통해 개개의 인간이 

서로 소통되논 사회 인간과 사물이 소통되는 자 

연， 나라와 나라가 소통되는 세계， 인간과 천지가 

소통되는 우주 즉 大同사회를 꿈꾸었다. 

둘째， 경험적 · 객관적 지리 인식: 최한기는 『지 

구전요』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에 걸 

59) l'지구도설』에서는 〈坤與全圖)， l'해국도지』에서는 〈地球正背面全圖〉라는 제목으로 ‘동서양반구형’ 세계 지Ðt 제시되어 있다. 
또 『지구전요』의 세계 지도처럼 동반구도와서반구도의 제목이 별도로표시되어 있지는않다. 

60까지구전요JJ ， “지구전요서 ‘ 7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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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철학 - 지지학 지구전요」의 목표와 내용 

’ 학문의 목표: 氣化의 인식 I~ 지구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소에 따라 I~ 地圓說 地轉-說을 바탕으로 풍 
다양한 지리적 현상의 파악을 통한 氣化의 | 기 · 물산 등의 파악을 통한 氣
인식 | 化의 인식 ’ 經驗파 推測을 통한 인식 I~ 사는 곳의 風氣 物理의 직접 경험 및 고금 I~ 경험적 연구의 강조 

인식론적 원근의 지도와 지지를 미루어(推) 세계 각 

측면 지역을 헤아림(測) ’ 옛 젓， 사는 곳에 집착함 I~ 사는 곳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선입견을 I~ 객관적 연구의 강조 
으로써 생기는 선입견을 l 극복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변통에 

극복하여 잘못된 것을 고 l 이름 1* 편집 기준: 
쳐나가는變通에 이름 氣化와實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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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대처하고， 세상사를 경영 

친 경험과 추측을 통해 밝혀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 

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이 

란 그들이 직접 땅을 밟았거나， 도구를 사용해 검 

증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도와 지지를 

통해 기록되며， 이러한고금원근의 서적을고증하 

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 지구 

에 대한 내용이 밝혀졌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수 

량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등F는 노력을 

『지구전요』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간적 공 

간적 제약으로 인한 편견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 

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경험으로 검증 

할 수 없는 것은 후세에서 밝혀줄 것을 기다려야지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 

여준다. 그리하여 최한기는 중국의 한역서학서와 

태서신서61)등을 참고로 『지구전요』를 편찬하였지 

만，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을 취사선택하여 

싣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 태도를 보 

여준다. 

셋째， 실용의 강조지구전요』를통해 최한기는 

서양의 지구 과학 및 지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 

연’ 을 ‘물리적 세계’ 로 정립시켰다. 아울러 ‘인 

간’ 을 ‘인식과 변통의 주체’ 로 세우고 자연과 인 

간의 소통을 통해 인도를 실현하여 ‘대동사회’ 를 

건설하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지의 항목 중 ‘導氣化之通法門 ‘ 에 해당 

하는 정치 종교 학문 예속 형법 등을 변통해 나가 

는 것， 즉 인도를 실현하여 대동사회를 이루는 것 

에 있었다. 그리하여 『지구전요』는 인식론적인 측 

면에서 지구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지리적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 

하고 이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간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의 정신을 찾 

아볼 수 있다. 덧붙여 최한기는 『지구전요』를 읽음 

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61) ‘漢譯西學書’ 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서양 성직자들이 한문으로 저술한 서양관계의 학술 서적이며， ‘泰西新書’ 는 아편전 
쟁( 1840-1842)으로 서양의 일격을 받은 청대 중국사회에서 서양과 서양문화를 이혜 수용하여 업 彈을 다지기 위한 의도에서 중 
국인 션각자들이 한문으로 저술한 서양관계의 학술서적이다，(이원순， 1992,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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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事務에 활용할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최한기는 사는 곳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하는 잘못 

된 인식을 극복하파 조선의 지리지가 아닌 세계 

5. 결론_r지구전요』으| 가능성과 한계 

세계 지리지라는 측면에서 『지구전요』는 여러 

항목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여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당시에 접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최한 

기의 철학적 체계， 즉 ‘기학’ 의 체계에 따라 만든 

세계 지리지이다지구전요』이전에 나왔던 세계 

지리지62)는 서양의 새로운 지리 지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낯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본 

래 지니고 있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버리지 못한 

채 새로운 지리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지리 지식을소개하고 있다는점에서 의미 

가있다. 

『지구전요』이후 특히 개항 이후에 나온 세계 지 

리지63)들은 새로운 지리 지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서 한걸음더 나아가새로운지리 지식을통해 세 

계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떤 체계와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쓰여졌다기보다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에 대 

처하기 위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에 만족한 것으 

로보인다. 

ι그런데 비해 『지구전요』는 첫째， 세계 각국의 지 

리에 대한 요약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천 

체로서의 지구， 지구에 사는 인간， 사회를 ‘기학’ 

이라는 체계로 엮어.뾰}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 

에서 체계적인 세계 지리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리지를편찬하였다. 나아가다양한지리적 현상 

을 통해 기화를 인식하고 세상을 파악하파 한 의 

도가담겨있는실용적인세계 지리지라고할수있 

다. 셋째，세계의 각지역의 풍토와물산은조금다 

른 것이나， 倫鋼과 政敎는 變通하여 ‘大同사회’ 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구전요』를 통해 제시 

하파 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세계 지리지라 

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구전요』는 새로운 지 

식의 소개와 그 지식을 통해 나은 세상을 만들파 

하는 실용성과 지리 지식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세계를 유기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엮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한기 학문의 가장 큰 한계는 그의 

학문이 개인의 서재 속사상에 머무르고말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기학’ 과 『지구전요』를 통해 최한 

기가 추구하는 바와 던지는 문제들 즉 기를 중심에 

둔 일관된 통합성， 실용에 대한 강조와 지지학의 

정립 과정에서 보여 주는 것들-새로운 것， 이질적 

인 것에 대한 관심과 개방적 태도， 편견을 극복하 

려는 노력， 나름대로의 시대 인식과 실용에 근거한 

지지학의 정립-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 맞는 ‘지지학’ 을 정립해야 하 

지 않을까? 진리도 시공간적으로 달라지고 발전하 

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도 그에 맞추어야 된다는 

최한기의 말은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일이 비록 고금에 같으나 오늘날에 그것을 본받 

아 그대로 행하면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은 시간 

62) 19세기 이전에 편찬된 대표적인 세계 지리지로는 이수광의 『지봉유료 (1614) 중 “제국부 “외국 위백규의 『환영지』등이 있다. 
63) 19세기에 편찬된 대표적인 세계 지리지로는 윤종의의 『벽위선편」의 세계지지 내용，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에 
실린 세계지지 내용， 오횡묵의 『여재촬요』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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