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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대한제국기는 전통 국가로부터 근대국가에 변화해가는 시기이며， 새로운 토지제도의 도입도 그것의 하나이다. 당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라서 제작된 근대지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최근 들어 

당시의 도면과 지도 자료.7} 정리되기 시작되었으나 지도의 제작 목적이나 제작 배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에 실시된 토지조^l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근대적인 지돼작 기술로 제작된 ‘경기도한성부지적 

도(京鍵道漢城府地籍圖)’ 와 한성부 측량도면을 대상으로 지도의 제작 배경을 밝히끄} 한다. 

첫째， 대한제국 초기， 정부는 나라의 재정 기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전개했다 이 조사는 외국의 기술 

을 도입했지만 기본적으로 종래의 방식을 계승하는 것이었으며， 지도의 작성방법에 큰 변화는 없었다. 

둘째， 당시 민간의 소유지와 국유지의 구분마저 애매한 상황이었으며， 정부는 민간의 협조를 구하면서 국유지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1905년에 설치된 측량학교에서는 현지연수를 겸하여 한성부내의 측량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08년 7월에 설치된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塵盤理局)’ 에 모아졌고 조사가 종료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 측정 등 내무 작 

업을 거쳐 용도에 따라 각종 지와 제작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京鐵道漢城府地籍圖’ 는 임시재산정리국이 실시한 일련의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 

성한 ‘방(행)’ 단위의 지도이다. 이 지도는 토지조사에 의하여 제작된 측량원도를 바탕으로 지적부와 함께 제작된 것이며， 한 

성부 시가지내의 국유지와 용산을 비롯한 성(城)밖의 신홍개발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또， 각 도면은 제작 후에 각 담당 

기관에 배포되어 토지조사 및 정리 작업에 사용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한반도 최초의 근대 지도들을 정리하여 대상 지도의 제작 배경을 밝히파 하였으나 아쉽게도 몇 가 

지 모순점과의문점이 남았다. 이 문제들을해결함과동시에， 새로운 지도자료의 발굴 및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 

이다. 

주요어 : 대한제국기， 지적도， 토지조사， 근대측량， 대축척， 실측도 

Abstraα -πl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refers to a transitional period of Korea from Chosun, a traditional country to a 

modem one. One of the reforms is the adoption of the new land system aiming to solidify the financial sources of the 

*서울대학교대학원 지리학과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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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mment. However, there is no outstanding research achievement on the surveyed cadastral maps. 

πlÌs research h잃 reviewed on massive amounts of maps produced back then based on the land investigation pr'이eα 

conduαed during the Great Han Empire. Specifically, the targets include the cadastral maps for Seoul in 1908-1910 produced 

based on the modem mapping technology and survey drawings of various spots within the Districts of Seoul(the District of 

Hanseong). Another aim i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map producing, and the areas and purposes the maps were 

produced from. 

Research fm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govemment of the Great Ham Empire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s a modem countπ launched active land 

survey projects in order to unify the nation' s fmancial management. For instance, the govemment conducted the national 

land investigation in a bid to identify the fmancial bases including the land register of the period back then. The land register 

was conducted by inviting foreign survey engineers and modem survey technologies, but fundamentally, the e잉sting features 

of the land register have been maintained with not much change in the map drawing methods in the survey documents or 

maps. 

Second, in 1904, the government adopted measures prioritizing the adoption and distribution of modern survey 

technologies vis-a-vis the land investigation. Accordingly, in 1905, the govemment established a professional school to foster 

suπey engineers. Graduates of the school took on their roles in the land investigation as professional engineers. 

πlÌrd， as it was obscure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ivately owned land and the nationalland, the govemment demanded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o initiate the distinction investigation of the two lands. Meanwhile, survey was underway 

within the Districts of Hanseong along with local trainings within the survey schools. Such survey findings were compiled in 

an office of the govemment set up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land. 

Fourth, the land-register maps for the Seoul in 1908-1910, are found to be local area (Bang, 방) maps on the basis of a 

series of land inspection project findings. The maps were produced along with land-register documents based on the original 

survey maps, a byproduct of the land inspection. The maps covered the newly developed areas outside the capital city 

including Yongsan(龍山) and within the city. Moreover, the maps were distributed to the govemment agen 

Key Words : Great Han Empire, cadastral map, land survey, modern surveying, large-scale map, survey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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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1. 연구의목적과내용 

대한제국기(1897-191이는 조선시대 전통국가로 

부터 근대국가에 이행하는전환기이며，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 

어 아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형 태가 현 

저하게 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정부가 진행한 개 

혁의 하나로서 국가의 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토지개혁을 들 수 있다.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토지의 규모와 그 소유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된 방법으로 전국의 토 

지를 측량하여 새로운 대장(臺帳)의 제작을 서둘 

러야 한다고 생각되면서 새롭게 서구의 근대적인 

측량 기법을 이용한 토지조사사업이 전개되었다. 

또， 대한제국기는 근대국가로 변천하는 시기인 것 

과동시에， 일본이 한반도진출을적극적으로진행 

시켜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19 세기말， 일본 정 

부는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군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진출하여 이에 따라 군의 육지측량부는 

한반도 측량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한편으 

로대한제국정부에의 개입도점차진행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조사 

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대축척의 

측량지도 및 도면의 정리와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 

적으로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최초의 근대적인 지 

적도로 자리를 잡으면서도 현존한 자료의 부족 때 

1) 邊太變， 1999 ， 韓國史適論， 三英社， pp.찌9-410 

2) 서울特別市經合資料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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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은 ‘경기도한성부지적 

도(京離道漢城府地籍圖)’ 2) 를 재조사하여， 이 ‘京

鐵道漢城府地籍圖’ 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한성부내의 어디를 중심으로 제작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인 ‘京離道漢城府地籍圖’ 는 한일합방 

이전인 1908년에 근대측량방법을 이용하고 측량된 

지적도로 알려져 있고 당시 한성부의 경관을 나타내 

는 지도 자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京鐵道漢城府地籍圖’ 의 작성 과정과 그 배 

경에 대해서는거의 분명하지 않은상황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우선 조선시대의 전통을 계 

승한 양전(量田)사업을 비롯해 몇 번 중단되면서 

도 수차례에 걸쳐 근대기술을 도입하면서 진행된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도를 비롯한 토지조사사업에 

관련된 공문서 및 기타 역사자료를 정리하여 대한 

제국기 한성부에서 실시된 토지조사가 어떤 목적 

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의 문헌자료를 통 

해 근대 측량의 진행상황과 그 토지 조사에 의해 

제작된 지도를 검토하고 ‘京離道漢城府地籍圖’ 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를밝히파한다. 

2. 선행연구 

대한제국기 에 정부주관으로 제작된 대축척 지도 

의 연구로서는 최근에 김추윤， 송호열(200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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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비롯해 수차례를 볼 수 있다. 김추윤， 송호열 

(2005)은 조선 후기의 토지조사에 이용된 사표(四 

標)를 비롯해 대축척 지도， 그리고 ‘제실재산정리 

국(帝室財麗整理局)’ 의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한성 

부의 도면들을 ‘산록도(山麗圖)’ , ‘채전도(菜田 

圖)’ 동 도면에 그려진 대상의 성격 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대 

상이 되지 않았던 지화료의 발굴과 소개가 되어 

있을 뿐， 당시 지도제작의 배경인 토지조사와 재산 

정리에 관련된 상세한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이경미 (2007)는 고종이 즉위한 1863년부터 

일제강점기 직전인 1910년까지의 공문서 내에 실 

려 있는지도를조사하고이를형태별로정리함으 

로써，고종시대에급속하게 변화한당시의사회구 

조를 검토하였다. 이들의 연구 성과에 따라 대한제 

국기에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제작한 근대식 측량 

지도의 현존 상황이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으나 아 

직 지도들의 정확한 출소나 제작 목적 등은 분명해 

지지않다. 

대한제국기의 대축척지도나 도면에 관해서는 역 

사지리학보다 건축학， 지적학 및 측량학의 분야에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규철(2005)은 이경 

미 (2007)가 연구한 고종 시대 공문서 내 실측도면 

에 아울러 한성부내의 가옥 및 토지도면， 그리고 

제실재산정리국이 제출한 당시의 토지가옥 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성부 시가 

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측량학， 지적학의 분야에서는 리진호(1999)가 한 

반도의 시대별 측량기술의 발달과정을 정리하였 

다. 그의 연구는 일본 육지측량부의 한반도 측량， 

구한말에 실시된 전국토지조사사업， 그리고 측량 

기술의 도입과 기수의 양성과정 등 다방면에 걸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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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대상 지도인 ‘京體道漢城府地籍

圖’ 를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로서 윤형섭 (2005) 

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도에 기 

재된 지번， 지목， 경계선 및 좌표 등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29매의 지적도와 당시 제작되었다고 추 

측된 나머지 지도의 위치 분석 등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적도와의 비교검토 

를 통하여 당시의 지도제작의 배경에 대해서도 서 

술되어있다. 

앞에서 정리한바 같이 최근에 새로운 자료의 발 

굴과 정리가 시도되면서 이를 활용한 당시 시가지 

의 상세한 복원작업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축척의 

도면들은 수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도좁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삼기에 

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공문서를 비롯해 

기타 역사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지도의 분석과 정 

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연구할 

여지가충분하다. 

11.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 사업 

1. 대한제국기 초기의 토지조사 

토지제도의 개혁이 진행된 것은 1894년에 성립 

한 개화파 정권에 의한 갑오개혁 이후다. 이 갑오 

개혁을 시작으로 그 이후 광무 연간을 통해 토지제 

도， 지도제도상의 중요한개혁이 진행되었다. 

1894년에 성립된 개화파 정권은 익년부터 토지조 

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개화파 정권 자체가 붕 

괴되어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개화파 정권에 

이어 수립된 광무정권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 전국 

적 토지조사인 양전이 약 180년 만에 실시되었다. 



광무양전은 양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양지아문 

(量地衝門)을 설치하여 황제 칙령에 따라 시작이 

되었다. 양지아문에 의한 양전 사업은 일단 중단되 

어， 1901년 새로 설립된 지계아문(地햇衛門)에 의 

하여 재개되었는데， 이 사업도 1904년에 다시 중 

단되었다. 동년 2월에 러일전쟁이 발발되면서 대 

한제국정부의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진출， 한반도가 그 점 령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아문， 지계아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진행한 양전의 특정 

은 “양지아문직원급처무규정(量地衛門職員及處 

務規定)"시로확인할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정부 

는 미국인 기술자인 Krumm을 초빙하고， 국7}사업 

에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도입하여， 한성의 5서(覆) 

로부터 점차 양전의 범위를 펼쳐갈 방침으로 토지 

의 측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양전 대상지 

역은 세금을 정수하는 정세지가 대상이었으며， 국 

토 전체를 조사하여 관리하기 위한 토지조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또， 양전의 조사결과도 .조선 

(그림-1) 忠淸南道技餘群豪上面 量案 (규 17663) 

3) ‘官報’ 光武2年 7~ 5 日

地理學論훌훌 제52호 (2008.9) 

시대에 수차례에 걸쳐 실시된 양전의 방식과 비슷 

한 형식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기술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물인 지도에는 새 

로운 기술이 반영하지 않았다. (그림-1) 

한편， 한성부 내에서는 미국인 기술자 Krumm에 

의한 측량이 실시되어， 1900년에는 ‘Map of 

Seoul’ (그림-2) -1) 이 제작되었다. 이 지도의 규격은 

45cmX45cm의 정사각형이고 가로는 A에서 I까 

지， 세로는 1에서 9까지 5cmX 5cm 81개 정사각 

형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지도는 1장의 도면 내 

축척이 다르고 주변에 갈수록 그 축척이 애매한 

그림 형식을취하여，조선시대에 김정호가편찬한 

‘수선전도(首善全圖)’ 와 비슷한 형상이다. 그리 

고 지도 내에는 아라비아 숫자， 란외에는 알파뱃 

으로 범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형태는 미국의 

구식 지도와 비슷하다'i) 즉， 이 지도는 조선의 지 

도 작성 형식과 미국(서구 제국)의 구식도식을 합 

친 지도라고할수 있고，또， 이 시기에 서구의 근 

대측량기술을 성과는 지도의 제작에는 반영되지 

(그림-2) ‘Map of Seoul’ , 1900 

4) 이 지도는정해진명칭이 없으며， ‘한성부지도’ , ‘都城圖’ , J.S.Gale의 한양도’ 퉁다양하게 불린다. 
5) 리진호， 1999 ， 한국지적史， 도서출판 바른길， 地籍學蕭書1 ， pp.35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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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것을알수있다. 

2. 일본의 재정정책 개입 

러일전쟁의 영양을 받아 양전 사업이 중단된 

1904년부터 한일합방까지는 대한제국이 근대국가 

로서 확립하는 과정인 동시에 제국 정부의 정치에 

일본이 개입해 나가는 시기이며， 일본이 한일합방 

이후에 실시한 전국 토지조사사업의 준비 기간으 

로간주할수도있다. 

1904년 2월，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사이에 전쟁 

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 의 체결을강요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보장을 약속시켰다. 그리고 5 

월에는한국에서의 일본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배권의 확립을 요구한 ‘대한시설요강(對韓施設 

要鋼)’ 이 정해지며， 이것에 근거하여 8월에는 ‘제 

1차 한일협약 이 체결되었다. 또， 이 협약에 따라 

대한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서 당시 대장성 주 

세국장인 메가타 다네타로(텀貨田種太郞)가 용빙 

되었다.10월 14일， 대한제국정부와 ‘재정고문용 

빙계액을 맺어 그자리에 임한 메가타(담貨田)는 

다양한개혁을착수하였는데그중심이 된것은화 

폐 제도와 재정 제도의 개혁이었다. 두가지 제도의 

개혁 가운데， 화폐 제도의 개헥은 재빨리 1905 년 

초부터 착수되었지만， 재정 개혁의 중심인 정세제 

도의 개혁이 본격적으로착수되는것은 러일 전쟁 

종료 이후의 1905년 11월에 체결된 ‘제2차 한일협 

약 이후의일이다. 

‘제2차 한일협액 의 체결에 의하여 대한제국 정 

부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강해졌지만， 구체적으 

로 정부 기관에 개입한 것이 아니었다. 광무 연간 

은황제 고종이 정치적으로독자적인움직임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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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한제국을 ‘보호국’ 으로 간주하고 정치적으 

로 개입하려고 한 일본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고종(高宗)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역토， 아문 

둔토를 내장원에 집중시켜 강제적인 국유지(제실 

재산)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었다. 갑오개혁의 일 

환으로서 행해진 갑오승총에 따라 역둔토와 궁장 

토도지세를부담하게 되었는데，실제는그토지의 

규정이 애매하고， 지세를 중복 납부해야 한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각지에서 분쟁도 일어 

났다. 한편， 토지의 파악과 지세의 수취는 국가의 

재정에 깊게 관계되는 문제였으므로 정치적인 개 

입을 목표로 하는 일본도 무관심하지 않았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정치 기관에 

개입하는 것은 헤이그 밀λ싸건에 따라 고종을 퇴 

위시킨 이후이었다. 이 사건을 이유로 일본은 다음 

해 7월에 ‘제3차 한일협약’ 을 체결시켜 일본인을 

대한제국 정부의 관리로 임용하는데 성공했다. 이 

에 따라 원래 정부와는 별도로 존재하던 통감부 재 

정 감사청(藍훌廳)을 폐지하여 직접 징세기구에 일 

본인을 진출시켰다. 이에 따라 제정된 제도가 1907 

년 12월에 공포된 ‘세무감독국관제(鏡務藍督局官 

制)’ 및 ‘재무서관제(財務覆官制)’ 이다. 재무감독 

국은 서울(관할구역은 경기도 및 강원도) , 평양(평 

안 남 · 북도， 황해도) , 대구(경상 남 · 북도， 충청북 

도) , 전주(전라 남 · 북도， 충청남도) , 원산(함경 

남 · 북도)의 5개소에 설치되어 각 관할구역의 재무 

의 감독과 재무서를 지휘하는 일을 담당했다. 

새로운 관제가 제정되어 그 기관에 일본인이 대 

거 채용되었지만 일본은 바로 눈에 띈 움직임을 하 

는 것이 아니었다. 정세제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 

인 토지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통일적인 작업을 행 

하기 위한 기술자의 양성을 우선하는 방식을 취했 

기 때문이다. 당시 토지의 조사 사업에 관해서는 



대한제국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6) 그러나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 

업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 

인기술을통일하여 실시할필요가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술자의 양성이 우선되었다. 이러한 정 

책 방침 속에서 기술자의 양성이 진행되어 서울을 

비롯해 출장소가설치된지역에서 실습을겸한 예 

비적인측량조사가추진된것이다. 

3. 측량기술자의 양성과 국유지 조사 

1 ) 측량기술자의 양성과정 

1904년 4월에 지계아문이 폐지되자 이에 이어 

토지조사를 실행하는 기간으로 탁지부 내에 양지 

과(量地課)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양전사업의 실 

패를 근거로 하여， 정부는 국내의 통일적인 토지조 

사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당분간은 측량 기 

술자의 양성을 최우선 하고 토지조사 사업은 향후 

의 과제로둔체제를취했다. 이 때 실시된측량기 

술자 양성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7) 

光武九年六R 日 A技師?爛體νf司짧局量地課 

二技術講習?開始ν技手見習生若千名?採用 ν速

成/方法?以f之?養成쉰?꺼其/結果甚갖良好 

7~ ν? 以f爾束引縮수之方養成二努꺼 갖 11-- ~ 

同時二大邱’ 平壞及全州二漸次出張所? 開設ν是

亦技手見習生?養成쉰 γ 꺼 갖 ~ ••• 技手見習生

、一定/ 資格?定꺼 該資格 71ι者/ 中크 ” 試輪
/ 上採用 ν六簡月 ? 以7速成 / 方法二依 ” 講習 ? 

Tν후業生/、技手又/、麗員:採用χ 11-- 그 ~ ~τ← ν 

6) 宮嗚博史， 1991 ， 앞의 책， p.373. 
7) 度支部編， 1911 ， 臨時財僅整理局事務要鋼，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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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 ν 方養成期間極서 f短期7 /1--;치故二土地測量 

術中最-t-初步 / 細部測量?講習 γ 것 11-- 二過추 X 

斯 17/、땀來起/ν、추土地調훌事業二 t凡 1 Jt用쉰 

γ Á 11--"7 得→t l1--"7 以f隆熙元年 (1907) 十二月量地

課修業規程7 /1-- 판/ "7制定 ν更二其/優秀7 /1-- 者

?選技 ~7~ 根及小三角測量術?講習-t νÁ 11-

그 ~ ~ 7γ 잣 ” 而 νf光武九年以來養成?갖 11-

技術者/數/、總員四百二十A=- 及 r、、~ ... (度

支部編， 1911 , “臨時財옳整理局事務要鋼” 

pp.160-161) 

이 자료에 의하여， 광무 9년(1905년) 6월， 일본인 

기술사에 의하여 측량 기술자의 양성이 시작되면 

서 , 한성부 사세국(司脫局) 양지과를 비롯해 대구， 

평양， 전주에 각 출장소가 설치되고， 거기서 연습 

을 받은 졸업생들은 정부의 전문 기수로 채용된 

것을알수있다. 

(표-1) 양성기술자 누계 (1910년 3월 15일 현재) 

※ 댄見在A員’ 은 기술자로 근무한 인수， 

‘移(異)動A員’은강습중지 및 전임， 파면， 사망등의 사 

유로근무하지않은인수 

※ ‘韓國財務*휩웰報告 第5回 隆熙四年 上半期”를 참고로 

작성 

이러한 기술자 양성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1911 

년에 조선총독부(朝蘇總督府) 탁지부가 출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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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경과보고(韓國財務經過報告)’ H)에 실려 

있다. 이 ‘韓國財務經過報告 第5回 윤희(隆熙)四 

年 상반기(上半期)’ 의 ‘양성기술자 현재수(養成技 

術者現在數)’ 의 항목을보면， 기술자의 양성이 시 

작한 1905년부터 1910년(메이지 43년) 까지， 서울 

의 본국μ}세국 양지과:司鏡局 量地課) 를 비롯해 

평양， 대구， 전주의 각 출장소에서 500명 이상의 

기술자가 강습을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표-1). 

이렇게 기술자의 양성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 

운데 민간에서도 점차 측량 학교가 설치되어 근대 

측량방법은 급속히 보급되고 토지조사사업의 준 

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9) 당시 사세국 양지과 

가 편찬하고 출판한 측량 교과서가 융희2(1908)년 

9월부터 11월의 3개월 사이에 8，000부 판매한 것 

으로 보아， 정부의 기술자 양성학교뿐만 아니라 새 

로운 측량 기술이 급속하게 보급되었던 사실을 알 

수있다 10) 

2) 국유지의 조사 
1904년까지 실시된 광무양전을 포함한 조선시대 

에 실시된 양전은 지적을 기반으로 한 토지의 소유 

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양전은 과세를 위하여 작성된 정세제도였기 때문 

에 거기에 등록된 토지는 유세지， 즉 민유의 토지 

이며 그 외는 국유지라는 애매한 해석 이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1]) 이러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정리하 

기 위해서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상세하게 구분할 

펼요가 있어서， 국유지를 정리하는 기관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상황에따라소속과기구를 

변동시키면서 국유지의 조사를 진행했다. 

1907년 7월 4일에 칙령 제 44호로 ‘임시제실유급 

국유재산조사국 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財塵調훌 

局官制)’ 12)이 반포(領布)되고 내각에 소속된 조사 

국은 제실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구분과 정리를 실 

시하였다 13) 또， 동년에는 법률 제4호로 ‘국유미개 

간지이용법(國有未開짧地利用法)’ 14) 이 공포되어 

국유의 미개간지를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빌려줘 

그 개발을 장려했다. 이 법률은 조사국의 발족과 

함께 국유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조사국은 당초， 제실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구 

분을 제1의 목적으로 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 

유와 사유재산의 구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어서， 조사국은 제실재산， 국유지， 사유지의 구분 

및 사유지의 구분 및 조사를 담당했다. 그러나 제 

실재산과 국유재산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사가 필요함으로써 그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그러므로 1908년 6월 궁전(宮願) 및 태묘(太願) 

의 부지(數地)와 역대(歷代)의 롱(陸) , 묘지(養地) 

등， 특정의 토지를 제외한 제실재산은 모두 국유 

로 하는 칙령1))이 반포되어 조사국의 작업은 일단 

종료되었다. 

임무를 마친 조사국에 대신하여 1908년 7월에 임 

8) ‘韓國財務經過報告’ , 융희2년 상반기부터 융희4년 상반기까지 5회에 걸쳐 탁지부가 정리한 대한제국의 재무보고서 
9) 宮嗚博史， 1991 ， 앞의 책， p.372. 

10) ‘韓國財務經過報告’ 第2며 隆熙二年 下半期， pp.480-481. 
11) 宮嗚博史， 1991 ， 앞의 책， p.366. 
12) ‘舊韓國官報’ 光武11년 7월 8일 
13) ‘內開에慧屬하고帝室有財塵及國有財塵을調흉하야其所屬훨理에關하는事務를掌함’ 
14) ‘舊韓國官報’ 光武11년 7월 6일 
15) 1908年 6月 25일 勳令第39號 “宮內府所管及慶善宮所屬財塵의 移屬과 帝室價務의 整理에 關한件 舊韓國官報 隆熙2年 6fl 29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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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산정리국(臨時財麗整理局)이 설치되어 국유 

지의 조λ바다시 시작되었다. 정리국의 사무내용 

은 1, (국유)재산의 조사 및 정리， 2 ， 토지의 측량， 

3, 부동산상의 권리에 관한 청원(請願)의 심사， 4 ， 

제실채무정리 둥이었다. 새로 설치된 임시재산정 

리국은 1910년， 총독부관제의 발포와 함께 폐지될 

때까지 상기의 실무를 집행했다 1(，) 

탁지부(度支llß) 내각(內뼈) 굴내부(宮內府) 

{1910.9/펴I J:，) 

(그림-3) 제실재산정리 기구의 연역 

※ 참고: 이규철 2005 

111. 대한제국 후기에 제작된 실측지도 

1908년 7월에 설립된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塵 

整理局)은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 

有及國有財塵調흉局)과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塵 

整理局)이 담당하던 국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 

의 조사 및 심사， 관리의 사무를 수행하였다. 임시 

재산 정리국은 1910년 ‘총독부관제’ 공포에 따라 

폐지되었지만， 당국이 조사 및 관리하던 사무 내용 

은각분야별로정리되어 조선총독부의 각담당부 

서에 인계되었다. 

당시의 토지조사의 동향이나측량학교의 실지 

16) 宮嗚博史， 1991 ， 앞의 책，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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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황 등 일련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모아진 토 

지에 관한 정보는 임시재산정리국의 각 보고서를 

통해 어느정도확인할수있다. 이 장에서는현존 

하는 보고서 등의 공문서 자료와 지도 및 도면을 

정리하여 당시의 토지조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자한다. 

1. 제실재산정리국의 토지조사 

1 ) 민간의 신고에 의한 토지조사 

제실재산과 국유지의 분리작업은 1907년， ‘임시 

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 

財塵調효局官制)’ 의 반포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는데 당시， 제실재산과 국유지의 분리작업에 있어 

서는 민간의 소유지 이외의 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작업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므로 제실재산조사국은 우선 제실소유(궁내 

부 소관)의 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분포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의 조사와 신고를 이용하기 

로했다. 

帝뼈內室不動麗/ 整理二開 ν T/、宮內府帝室財

塵整理局二於1T隆熙元年(明治四十年)十一R 該

局開始以來짧二著手-t ν所j- J L-- 판元來完全 j- JL-- 財 

塵原灌/ 設備7 JL-- 二非X量案/、~租成冊二登記쉰 

5 ν 갖 JL-- 購띤土’ 宮生土?除?外其/ 所在? 판知 

JL-- 能/、→tJL-- I :l.J:態j- U ν ? 以f 同局 二 於 1 T/、

宮內府所管不動盧/間接的調흉方法 hνf一/便 

宜法?採用쉰 U NIl千필時/ 官報及新聞紙二左 1 J1:

告?첨 ν一般民二其/利用?許γ利用/出願二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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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不動塵/ 所在?知 5 ν 그 r :7企固쉰 ” 
( ‘臨時財옳整理局事務要鋼’ , p.34) 

帝室不動塵의 整理에 관해서는 宮內府帝室財塵

整理局에 있어서 隆熙元年(메이지 40년)11월 該

局開始以來 벌써 휩手했는데 元來 완벽한 財塵 原

繹가 設備 되지 않으므로 量案 및 收祖成冊에 등기 

된 羅띤土 및 宮도土를 제외한 기타 토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同局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채용하여 즉 當時의 官報 및 新聞紙에 아래 

와 같은 廣告를 公布하여 一般民에게 (제실의)토 

지 이용을 許可하고 利用의 出願에 따라 不動塵의 

所在를 把握할 것을 企圖함. 

(없告) 

宮內府所管不動塵/ 利用?願7 者/、其/ 팀的物 

h 利用方法 r :7表示?測量?形?펌付?帝室財塵 

整理局長官二申請^""ν

(광고) 

宮內府所管不動塵의 利用을 원하는 자는 그의 

目的物과 利用方法을 表示하여 測量圖形을 훈附 

하고 帝室財塵整理局長官에 申請하는 事

상기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臨時財塵整理局 

事務要鋼)’ 에서 알듯이 제실재산정리국은 토지임 

대 청원서를 모집하는 광고로 토지의 임대를 조건 

으로 민간으로부터 토지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 

다. 이 광고에 따라 제실재산정리국에는 민간으로 

부터 토지의 차용을 요구하는 서류가 쇄도했다. 이 

17) ‘臨時財훌整理局事務要鋼’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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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제실소유의 토지를 파악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했지만 당시로 제실의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의 정수도 목적의 하나였다. 민 

간에서 모은청원서에 해당한토지는 이들을 임대 

할 때 소유권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임대 

계-F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에게 임대되 

었다. 

그러나 다양한 조사를 통해 70건의 물건이 민간 

에게 임대되었는데， 제실재산정리국의 조사에 있 

어서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정확한 위치를 확정을 

하지 못했고 토지 관련의 사무를 이은 임시재산정 

리국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 토지가 540건이나 있 

었다 17) 

2) 제실재산정리국의 실지조사 

제실재산정리국이 제실소유의 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토지 임대를 제안한 결과， 민간부 

터 다양한자료가모아졌고정리국은그 이후대상 

지의 조사와 정리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 

게되었다. 

정리국에 의한 조사가 어려웠던 것은 신청서(청 

원서)에 기재된 토지가 많이 중복되거나， 설측한 

지도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도를 제 

출하거나，해당지역의 지도를첨부하지 않은청원 

서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청원서와 함께 제 

출된 도면에 대해서도 청원자가 청구한 토지와 그 

주변지역만을 조정한 도면이었기 때문에 지적도 

와 같은 토지의 호적을 나타내는 지D}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정확한 위치나 경계를 파악하 

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帝室財塵整理局m方針짓~ :/出願二依 ~7不動

塵 / 所在창知 5 ν r ^ I t.- /、案際困難二 νf寧 口

混雜 ?招 ? 二過추2整理上之?打切It.- / 必要 71t.

그 r '7認꺼 짓 ” 依f本局/、追f規定^ 1t.- ----<7 펌分 

不動塵利用 / 請願書? 受理-e -tT I t.- 답一般二告示Z 

I t.- r 共二一面二於f짧二~受?짓 It.-請願書二쳐 ν 

7/、--案地/ 調훌?途f之 ν 方整理? 鴻?갯 ” 
( ‘臨時財塵整理局事務要鋼’ , 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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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도면의 상당수는 

일제시대， 특히 1920년 중반 이후의 자료이며， 장 

서각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왕실에서 관 

리되었던 창덕궁과 덕수궁 내의 궁궐 건축도면을 

중심으로 한 도면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한편， 서 

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지도 및 도면은 1910년 

이전의 대한제국기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lH) 

(표-2)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공문서 중， 지 

도 및 도면이 첨부된 자료와 토지 가옥 조사에 관 

帝室財盧整理局의 方針인 出願에 따라 不動慶의 련된 문서를 집계한 자료이다. 이를 보면 규장각에 

所在를 把握하기는 실제로는 困難하 고 오히려 混 소장되어 있는 공문서 에는 1907년부터 시작된 제 

雜할 뿐이며 整理上， 이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음을 실재산인 토지 및 가옥에 관한 도면이 많이 남아 

인정한다. 따라서 本局(整理局)은 앞으로 規定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制定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不動塵利用의 請願書

를 受理하지 않은 것을 一般A에 告示함과 함께 벌 

써 收受한 請願書에 대해서는 일일 實地를 調흉하 

여이를整理함. 

상기의 내용으로 알듯이 민간이 제출한 도면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국은 앞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때 

까지 일단 청원서의 수리를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미 수리한 청원서의 청원지에 대해서는 정리 

국이 하나씩 조사하여 이것을 정리하기로 했다. 

2. 대한제국기 지도 자료의 현황 

대한제국기의 토지， 가옥의 지도 및 도면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과 장서 

각， 규장각(서울대학교) 동에 보존되어 있다. 이 

18) 한영우， 2006 ，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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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규장각 도서내 토지조사에 관련된 공문서 및 지도자료 (1900"'191이 

※ 참고: 이경미 (2007) ， 이규철(2006) 

1 ) 가옥 및 토지의 청원서에 첨부된 도면 

민간의 신고에 의해서 모아진 자료의 상세는 서 

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7μ}불허차(家 

舍不許借)에 관(關)한 문서(文書)’ 19) ‘토지불허차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청구번호 규 21012,21016,20948)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청구번호 규 20946) 
21) 서울대학교 규장각 (청구번호 규 20959) 

-60-

(土地不許借)에 관(關)한 문서(文書)’ 20) ‘土地許借

二關 Ä/L--文書 ‘(토지허차에 관한 문서)20 등의 자료 

에통해엿볼수있다. 



‘家舍不등쉬홉에關한文書’ (1908) 

‘家舍不許借에關한文書’ 는 제실소유로 생각된 

가옥에 대하여 그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낸 청원 

서와 그를 ‘불허(不許)’하는 제실재산정리국의 

‘지령(指令)’을모아놓은문서이다. 이 문서는지 

령이 결정된 시기별로 ‘一號’ (1월24일-3월30일) , 

‘二號’ (4월8일-6월3일) , ‘三號’ (6월9일-6월25일) 

의 계3책으로 구성되어， ‘一號’ 에는 112건의 청원 

서류와 6매의 해당지도면， ‘=號’ 에는 120건의 청 

원서와 14매의 도면， ‘三號’ 에는 68건의 청원서와 

32매의 도면이 수록되어 있다. 원래 제실재산정리 

국은 청원서와 함께 해당지의 도면을 첨부하는 것 

을 고시했는데， 그 대부분이 누락되고 현재로서는 

전체(300매)의 17%의 도면밖에 확인할 수 없다. 

‘家舍不許借에關한文書’ 에 첨부된 도면을 보면 

민간에서 청원서가 제출된 지역의 내역은 한성부 

의 서서(西暑)19매， 남서(南著) 18매， 중서(中暑)11 

매， 북서(北醫)1매이며， 각 관청의 시설이나 관사 

의 이전 에 따라 빈터가 된 지역의 재이용을 원하 

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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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西暑皇華해軍器司洞前911꿈令廳 附近

略圖 (규 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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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不를쉬홉에關한文書’ (1908) 

‘家舍不許借에關한文書’ 와 통일한 형식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가옥이 아닌 한성부의 토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土地不許借에關한文書’ 에는 87건 

의 청원서와지령서류가있고도면은 84매존재하 

지만， 한 사례에 한 장씩 도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첨부도면이 없는 서류와， 한건에 수차례의 도면이 

존재하는 것도 있다. 문서의 표시 에는 ‘二號’ 라고 

적어 있고 ‘지령’ 의 날짜가 4월8일부터 시작한 것 

으로， 이 문서에 앞서 가옥의 임대에 관한서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土地不許借에關한文書’ 의 

‘一號’ 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H: tf 씨J 껴 r .It Æ 훌'h :! μ 1 1> I>i‘,;f 

(그림-5) 仁昌핸 永美橋下t쭈九禮安t푸 (규20946) 

‘土地듬쉬홈二關À)~文書’ (1908) 

앞의 ‘家舍不許借에關한文書’ 나 ‘土地不許借에 

關한文書’ 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 

는 일본어이다. 또 이 문서의 ‘지령’ 의 부분에는 

‘依賴限十年許惜이되햇約條件은立會後協定事’ ’ 

‘該士地에關하야 正當한 理由로 相植되는時에는 

本指令은꺼施할事’ 라는 기재가 있고 문서 내에 

‘再’ 라고 메모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士地不許

借에關한文書’ 가 토지임대의 불허가분을 모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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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家舍不듬쉬홉에關한文書’ (그림-6-2) ‘土地不듬쉬홉에關한文書’ (그림-6-3) ‘土地등쉬홉二關À)~文書’ 

지역별 도면 수 지역별 도면 수 지역별 도먼 수 

류임에 비해， 이 문서는아직 허가，불허가가결정 

되지 않고 향후 재조사가 필요한 것， 이른바 보류 

중의 서류들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土地許借二關 ^Ilr文書’ 에는 55건의 청원서가 정 

리되고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청원서가 11건 

있는데 1건에 여러 장의 도면을 첨부하고 있는 서류 

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앙매의 도면이 존재한다. 

(그림-6)1， 2, 3은 각 ‘家舍不許借에關한文書’ , 

‘土地不許借에關한文書’ , ‘土地許借二關^ Ilr 文

書’ 에 첨부된각도면을한성부 5서별로구분한그 

림이다. 이것을 보면， ‘家舍不許借에關한文書’ 는 

한성부의 서서(西暑)19매， 남서(南暑) 18매， 중서 

(中著)11매， 북서(北暑)1매이며， 각 관청의 시설이 

나 관사의 이전 에 따라 빈터가 된 지역의 재이용 

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토지 에 관한 청원서 에는 

가사의 청원서와 달리 동서의 도면이 비교적으로 

많아， 또 전체적으로 서서 지역이 가장 많은 것을 

알수있다. 

2) 제실재산정리국의 직원이 그린 도면 
당시 제실재산정리국의 기술자들이 한성부 내를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청구번호 규 25186)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청구번호 규 26547) 
24) 서울대학교 규장각 (청구번호 규 25187) 
25) ‘西暑養生행용洞宣惠廳建物之原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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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한 성과들은 ‘실측도(實測圖)’ 객 ‘조선각관청 

가옥도본(朝蘇各官廳家屋圖本)’ 건 ‘토지급산록도 

본(土地及山麗圖本)’ μ) 등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實測圖’ (1908) 

‘實測圖’ 는 정리국의 기수인 이계홍(李뺨弘)이 

현지측량을 통해 작성한 원도이며， 밀양군의 5매 

의 도면을 제외하고 모두 한성부의 토지 및 가옥 

의 도면이다. 현존하는 원도는 동서남북의 지 역별 

로 정리하면 東覆 3매， 西暑 11매， 南著 4매， 北覆

3매， 中著 12매이며， 이 중 가옥의 도면은 23매， 

산록이나 전(田) 등 토지를 측량한 도면은 10매이 

다. 건물과 가옥의 축척은 1:100에서 1:400 정도， 

토지의 축척은 1:500에서 1:2 ,000 정도로 작성되 

었다. 

(그림-7)은 이계홍(李뺨弘)이 그린 서서(西覆)양 

생방(養生행) 창동(會洞:남창동 일부)의 선혜청(宣 

惠廳) 내에 있는 건물을 실측한 도면이다. 건물 도 

면 서쪽에는 ‘일본보병27연대 본부’ 라는 기재도 있 

다. 또， 이 도면과 동일의 도면2，)이 존재하고 그 도 

면의 건물에는 1-36번까지 건물 번호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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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것도 있고， ‘實測圖’ 에서 몇 장에 나누어서 

그린도면을하나로묶어서 정리한지도도있으며， 

이 ‘土地及山麗圖本’은 현장에서 그린 ‘實測圖’

를 정리한 최종성과물로 보인다. 

‘土地及山麗圖本’ 의 작도 대상지역은 동서(東 

醫)의 숭신방(뿔信功) 신설계동(新設햇洞) , 연화방 

(運花행) 연지동(運池洞) , 서서(西著)의 반석방(盤 

石功) 남대문(南大門) 외리동(外里洞) , 용산방(龍 

山功) 청파사계(춤坤四햇) , 남서(南醫)의 낙선방 

(樂善행) 오장동(五將洞) , 북서(北醫)의 진장방(鎭 

長功) 삼청동(三좁洞) , 중서(中暑)의 장통방(長通 

功) 중곡동(中삽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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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재산정리국은 민간으로부터 널리 토지의 측 

량 결과를 모아 제실당내부)이 소유등F는 토지 및 

가옥이나 새로운 토지의 파악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정리국에 임대를 신청하는 청원서가 제출되 

었는데 그 청원서에 첨부된 도면은 너무나 단편적 

이었으며，또，제도방법이나축척도다양했었기 때 

문에 토지의 소유 기관이나 그 면적， 경계 등을 분 

명히 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또， 제실재산정리국이 각 청원서들을 참고로 제 

실재산과 국유지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탁지부 

의 양지과(量地課)에서는 측량 기술자의 실습을 

겸한 측량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 

료들은 제실재산정리국 폐국 이후， 새로 닥지부내 

에 설치된 임시재산정리국에 계승되면서 측량조 

사와토지의 정리 작업이 계속진행되었다. 즉， 이 

도면들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토지조사작 

업에 대하여 토지의조사부 및 지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 중요한 도면의 하나라고 할 

수있다. 

(그림-7) ‘實測圖’ (규 25186) 
西훌養生해 ‘西홈養生햇슐洞宣惠廳之原圖’ 

‘(朝蘇各官廳)家屋圖本’ (1908) 

‘(朝蘇各官廳)家屋圖本’ 의 도면으로 현재 46매 

가 남아 있는데 이 자료들에는 중복된 것이 많고 

실제로는 제실이 소유한 21개소의 가옥을 도면화 

한것이다. 

형식은 ‘實測圖’ 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며 ‘中覆貞

善행承門洞九十四統六戶之圖’ , ‘中홈貞善功承門洞 

三十四統二戶之圖’ 의 2매를제외한모두도면에 ‘정 

리국(整理局) 측량과(測量課Y 라고 제작담당기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도면들은 앞의 이계홍이 실측한 

‘實測圖’ 를바탕으로제작한도면으로추측 된다. 

-63-

‘土地及山麗圖本’ (1908) 

‘土地及山魔圖本’ 에는 한성부의 토지를 대상으 

로 한 도면이 20매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모두가 

‘實測圖’ 의 내용과 동일하다.20매의 도면 중에는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와 지도제작에 관한 고찰 

IV. ‘京鍵道違城府地籍圖’ 의 분석 

서울특별시 종합자료관에 한성부를 대상으로 제 

작되고， ‘경기도한성부지적도(京鐵道漢城府地籍 

圖)’ 라고 불리는 29매26)의 대축척지D}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는 일제시대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 

이 시작되기 이전에 제작되고 당시의 모습을 상세 

하게 나타낸 ‘지적도’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뤄 

졌다. 그러나 이 지도는 도면상에 ‘융희이년 측량 

(隆熙二年 測量)’ 2ì)이라는 기재가 있어서 지도의 

제작 시기가 1908년이라고 인정되고， 지도 내에 

지번과 지목이 기재되어 있어서 지적도라고 불리 

는 뿐이며 지적도 제작에 관련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이야기나 제작 시기， 제작 목적 등 지도에 대 

한 상세한 논의는 아직까지 볼 수 없다. 

이 장에서는 먼저 ‘京離道漢城府地籍圖’ 의 특정 

을 설명하고， 2장， 3장에서 정리한 대한재국기의 

토지조사사업의 개요와 임시재산정리국의 보고서 

를 비롯한 당시의 여러 문헌사료들을 검토하여 지 

도의 제작자， 제작연대， 제작과정과 제작목적 등 

이 지도가 제작된 배경을 밝히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이 29매의 지도는 ‘한성부지적 

도’ , ‘경기도한성부지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종합자료관이 명명한 

‘京鍵道漢城府地籍圖’ 라고 부르기로 한다. 

도와 달리 풍부한 색채로 그려진 1: 500의 대축척 

지도이다. 현존하는 도면은 29매 이며， 당시 한성 

부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동서 6매， 서서 21매， 중 

서 2매이고북서와남서 지역의 도면은 1매도남아 

있지 않다. 이를 당시의 행정구분인 방(혜)별로 분 

류하면 동서는 창선방(昌善功) 1, 2호， 숭신(떻信 

행) 5 ， 6 ， 7호， 숭교방(累敎행) 7호가 남아 있고， 서 

서는 적선방(積善행) 1, 6호， 용산방(龍山혜) 2, 6, 

7, 9, 10, 11 , 15호， 인달방(仁達행) 4, 5 ， 6 ， 7호， 양 

생방(養生행) 4, 5호， 여경방(餘慶행) 1 ，2호， 반송 

방(盤松행) 10, 14, 15, 16호 등 비교적으로 많은 수 

량이 보관되어 있고 중서에는 관인방(寬仁혜) 1호 

와 경행방(慶幸채) 3호의 2매만 현존한다. 

(그림-8) ‘京聽道漢城府東홈昌善행圖五校之內 

1. ‘京鍵道漢爛存地籍圖’ 의 내용과 형태상 특정 第二號’ (서울市縣合資料室 所藏)

1 ) ‘京鍵道漢城府地籍圍’ 으| 개요 ‘京鍵道漢城府地籍圖’ 는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 

‘京體道漢城府地籍圖’ 는 현재의 지적도 및 지형 인 ‘방(혜)’ 별로 작성되어， 각 ‘방’ 이 수매로 나누 

26) 현재는 1매가 누락되어 28매가 남아 있다. 
27) ‘西著積善功’ , ‘東훌昌善야’ , ‘中暑寬仁해’ 의 도면에 ‘隆熙二年 (S-9) fJ 測量’ 라는 기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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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京鍵道;휠或府地籍圖 일람표 (1908) 

西暑 積善tjj 1 I隆熙2년9월/縮R1: 500 

西暑 積善행 6 
西暑 龍山행 3 
西暑 龍山해 6 
西暑 龍山해 7 

西暑 龍山해 9 
西暑 龍山해 10 
西暑 龍山t겨 11 
西暑 龍山해 15 
西暑 仁達t겨 4 
西暑 仁達해 5 
西暑 仁達해 7 
西暑 養生tjj 4 
西暑 養生tjj 5 
d회暑 餘慶t겨 隆熙2년9월/縮R1: 500 

※ 리 진호， 1999 ， ‘객1-국지 적 史 p.4lO의 표를 참고 

어 그려져 있다. 그 매수는 방의 규모에 따라서 다 

르지만 각 도면에는 ‘京離道漢城府 東(西/南/北/

中)暑 00해圖 0板之內第 0號’라고 ‘경기도(京 

鍵道)’ , ‘한성부(漢城府)’ , ‘지명(功名)’ , 방 단위 

의 제작매수， 각 도면의 ‘호수(號數)’ 의 순서로 표 

기되고，해당도면이 어느지역(행)을몇장에나누 

어 그려졌는지， 이 지강} 몇 번째 도변인지를 확 

인할수있다. 

2) 도먼에 기재된 정보 

도면의 규격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로 90cm, 가로 

60cm로 제작되어 있지만， 해당지역 필지수가 매 

우 적어 완전한 1도곽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로 길 

이는 90cm로 제작하지 않고 해당 도면 내 필지수 

에 따라 대충 60-70cm의 길이로 줄여서 작성되어 

28) 경성부편， 1934 ， 京城府史 저1]3권， pp.4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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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暑 餘慶해 2 
西暑 盤松tjj 10 
西暑 盤松행 14 
西暑 盤松t겨 16 
西暑 仁達해 5 
西暑 仁達해 6 
東暑 昌善t겨 |逢熙2년5월/度支숍ß測量課 

東暑 昌善t겨 2 
東暑 뿔仁t져 5 
東暑 뽕仁t져 6 
東暑 뿔仁야 7 
東暑 뿔敎t껴 7 
中暑 寬仁t겨 隆熙2년7월뼈IJ量 

中暑 慶幸t껴 3 
계 29도엽 

있다. 다만 가로 길이는 현존하는 29매 모두가 

60cm로 통일되어 있다. 

각방의 첫 번째 도면(1호)에는도면의 여백에 방 

의 명칭과 지도의 상세한 정보가 주기 되어 있다. 

29매 도면 중 제1호의 도면이 존재하는 지역은 동 

서 장선방， 서서 적선방， 여경방， 중서의 관인방이 

다. 이 도면들의 여백에는각각측량시기와축척이 

기재되어 있다(그림-9). 이들 도면에 기재된 축척 

은 1:500으로 통일되지만 그 측량시기는 창선방 

(隆熙二年 五月 測量) , 적선방(隆熙二年 九月 測

量) , 여경방(隆熙二年 九月 測量) , 관인방(隆熙二 

年七月 測量)등차이가보인다. 

당시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5서， 47방， 288계， 775 

동샌)으로 구성되어 그 대부분이 도로， 하천 등을 근 

거로 행정구역의 경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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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京離道漢城府西홈積善해圖六校之內 

第-號’ (일부) 

을 보면， 일부 주택밀집지에서는 각 주택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지역도있다. 

도면 내에 기재된 행정구역명은 기본적으로 서， 

방(功) , 동(洞)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인달방 5호 

에는 동보다 규모가 큰 남정현(南표뼈)이라는 지 

명도 명기되어 있다. 또 용산방의 도면에는 한성 

부의 동(洞)과 다르게 정목(T 텀) , 정(메) 등 일본 

식 지명도보인다. 

각 도면에는 필지마다 지번과 지목이 기재되어 

있다. 지번은 동(洞)별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1 

번지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였으며， 1필지에 1지 

번을 원칙으로 하고 지번 아래에는 전(田) , 대(파) 

등의 지목이 기재되어 있다. 1개 동이 수개의 도면 

에 이어져 있을 때에도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서 

쪽으로 순차 보호가 붙어 있다. 기재는 ‘一， 二’ 등 

한자로 횡서하였으며， 도로와 면적이 협소하여 필 

지 내에 지번 및 지목의 기재가 불가능할 때는 필 

지 중앙에 갑(甲) , 을(ζ) 등 부호를 기재하고， 도곽 

의 여백에해당지번을별도기재했다 29) 

또， 각 도면에 기재된 지번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29) 윤형 섭 ,2005, 앞의 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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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이 ‘京幾道漢城府東홈몇信핸圖十校之內 

第표號’ (일부) 

지적도의 도면과 다르며 당시 지적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 종래의 지번을 참고로 해서 일시적으로 가 

지번(假地짧)을 붙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그리고 일부 도면에는 각 필지에 기입한 지번을 

나중에 수정한 흔적도 보인다. 용산방 6호의 욱교 

동(旭橋洞)은 2번지가 누락한 채 지번이 부여되면 

서 나중에 이 동내의 지번을순차적으로수정한흔 

적을볼수있다. 

숭신방 제5호 도면의 한 필지(지목은 田)에 輝

上/、파 ~T ν u (지적부에는 이 필지의 지목은 田

이 아니라 파로 기재되어 있음)’ 라고 게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0) 이것은 도면의 각 필지 

내 지목과지적부를대조한흔적이며 제작당시 혹 

은 제작 후에 해당 지역의 지적부와 비교 검토된 

사실을확인할수있다. 

2. '京鍵道漢城府地籍圖’ 의 제작 배경과 그 의미 

‘京離道漢城府地籍圖’ 는 지번이 기재된 대축척 

의 지도이며그일부는조선시대 및근대의 지도를 



소개한 지도집이나 문헌을 통하여 대한제국기에 

근대적인 측량기법으로 제작된 최초의 지적도로 

소개되어 있다. 또 이 지도자료는 불과29매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는 자 

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京鍵道漢城府地籍

圖’ 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많다. ‘京離道漢城府地籍圖’ 는 불과 29매만 남 

아있어，도면에서 알아볼수있는정보가한정되 

기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京鍵道漢城府地籍圖’ 로부터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이에 관련된 당시의 

문헌자료를 단서로 ‘京鐵道漢城府地籍圖’ 의 제작 

배경을살펴보파한다. 

1 ) 임시재산정리국의 토지조사 대상 

창선방(昌善행) 1호의 도면에 ‘탁지부측량과(度 

支部測量課)’ 라고 제작기관의 명칭이 적혀 있어서 

당시 토지조사를 담당했던 임시재산정리국이 ‘京

離道漢城府地籍圖’ 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나， 

도면상의 정보로서는 지도의 제작 시기， 상세한 대 

상지 역 등 더 이상의 제작배경을 확인할 수 없다. 

훌R 며조土宮Jì土及山林原野以外 / 土地/、諸種 / 請

願書及度支部量地課二f調製 ν 갖 JL-- 京城案測圖等 

二基수案地二就추其/所在r 面積’境界等?調훌ν 

見取뼈 又/、案測없 ?調製 ν之?所管rr 二引織수 

갖 ” 本調훌/、本章/ 首二述~갖 JL-- 如 ?不完全十 JL-

調훌二基추請願七 ν판/多추方첨案地/調훌二際 

ν請願A 二 '/7觸其/請願地/所在及境界等?知

공 -tj- J L-- 판 17~ 甚 γ추二至 ~ 7/、請願書二醫名 γ

갖 JL-- 請願AI 所在全 ? 不明 j- J L-- 판 1 7 ~ 調훌上 

/ 랐찢추二比ν짧見γ 껏 JL-- 土地少f추 11뺑f수能 

/、 7-( ‘臨時財塵整理局事務要鋼’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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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 에 따르면， 

정리국은 국유지 조사를 위해 제실재산조사국이 

민간으로부터 모은 청원서나 탁지부의 양지과가 

연수생의 양성을 겸하여 실시한 측량조사의 결과 

를바탕으로토지의 소재 면적 및 경계 등의 조사 

에 임하고， 그 성과를 見取圖(개황도/擁況圖)나 

실측도로 제작하여 각 담당 관청 에 제출한 것을 

알수있다 

또， 사무요강에는 국유지와 사유지(민유지)를 정 

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토지의 일필조사를 실시했 

는데 토지의 호적인 지적도 및 지적부가 당시 만들 

어지지 않아서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임시재산정리국은 토지의 실지조사 

와 함께 한성부 일대에 산재하는 제실소유의 가옥 

에 대해서도 조사국으로부터 계승한 청원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토지조사의 시기 
(표-4)는 융희2년 하반기 ‘한국재무경과보고(제2 

회)’ 를 참고로 1908년 하반기에 本局(度支部 臨時

財塵整理局 이하: 본국) 측량과에 소속한 연습생 

들이 강습을 겸해 실시한 토지조사의 장소， 기간，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08년 7월 말 

에 설치된 임시재산정리국은 용산을 비롯한 한성 

부 주변의 측량을 재빨리 시작하고， 국유부동산의 

정리를 목적으로 다음 달인 8월에는 한성부 내의 

국유지조사도 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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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측량 연습생의 실지조사 실적， 1908년 하반기 

※ 韓國財務經過報告書’ 저12회 隆熙2年下半期， p.476 

(표-5) 측량 연습생의 실지조사 실적， 1907"'1909년 

※ 韓國財務經過報告書’ 저13 ， 4회 隆熙3年(1909)年

그리고 임시재원조사국과 닥지부 사세국의 위축 

에 인해 한성부 일대의 측량과 동시에 평양， 개성 

지역의 실지조사도 담당하였다. 또， 7월에 시작한 

경성， 용산부근의 측량은 광무11년(1907년) 6월， 

측량과가 아직 탁지부 양지과였던 시기부터 계속 

진행된 작업이었으며 1908년 11월에는 벌써 外業

(토지의 현지조사)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는 ‘한국재무경과보고(1909년/제3 ， 4회)’ 

에 실려 있는 연습생의 측량상황을정리한결과이 

다. 이 표를 보면 1907년 6월부터 시작하던 용산을 

비롯한 한성부 주변 지역의 세부측량은 융희(隆 

熙) 2년(1908)년 말까지 일단 외업인 측량을 마치 

고 익년 1월에 내업인 토지의 면적 계산이나 경계 

의 설정， 그리고 지적부의 작성 등이 개시되어 9월 

에는 모든 조사가 종료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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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가(인 한성부)의 측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의 측량작업이 진행되어， 융희2년 말까지 측량작 

업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익년 1월에 내업도 마 

무리되었다는 것을 이 자료로 확인 할 수 있다. 그 

리고 용산을 비롯해 한성부 시가지와 주변지역의 

일련의 조사를 마친 측량과는 앞으로 부평， 김포， 

수원 등 점차 밖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계속 측 

량을 진행했다는 것도 알아 볼 수 있다. 

3)임시재산정리국이 제작한 지도 

이상의 결과로 알듯이 1907년 말부터 시작한 국 

유지 조사를 위한 측량은 임시재산 정리국의 기술 

자 및 연수생에 의하여 계속 실시되어， 어느 정도 

측량과 실내 작업이 완성된 지 역은 필요에 따라 지 

도가만들어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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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臨時財慶整理局이 조정한 지도 일람표 

韓國全圖調製
諸種의 韓國地圖를 總合하여 이것을 20萬分의 1으로 調製하기를 담的으로 61 
으로 區分하고 京城附近 看手 作業進行中.

미료 

京城 및 龍山市街圖 (交付)
경성 급 용산 세부측량 완성 지역의 도면 급 조사부를 한성부， 용산민단약소에 

교부함. 이 도면은 500分의 1의 一筆圖를 5.000分의 1으로 縮圖한 것. 

面別圖調製

石版印剛

小三角測量 終T의 結果 將來 事業t 必要할 同圖를 石版印빼함. 富平， 陽111 ，

金浦 通律 각 합B 350매 

本局에서 上記 印댐IJ物 外 印빼한 圖面은 13 ， 538매 

※ 韓國財務經過報告홈 저13 ， 4회 隆熙3年(1909)年

(표-6)은 임시재산정리국이 제작한 지도들을 정 

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한성부 및 용산의 시가 

지를 측량한 도면은 1:500의 축척으로 제도되었고 

그 도면들을 축도해서 1:5 ，000의 시가지 지도가 조 

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본국은) 이러한 

시가지 지도뿐만 아니라 각종 기존 지도를 편집함 

으로써 한반도 전역에 걸친 ‘전국도(全國圖)’ 의 

제작도 시도하였다. 그리고 본국에서 제도된 지도 

는나중에요청에따라인쇄되어 각관청에 교부되 

었다. 

(표-7) 漢城府 各홈圖籍表 

6월양 

4썽쟁 

2월{J 

a 
東훌 中훌 北훌 西훌 南훌 

.原圖(:f.!n ￡젠8 • 54 542 ↑탱2 

더詞훌據(00:: 70 72 50 146 g센 

톨 1짧況圖(00.; 70 ?갈 §때 146 앉g 

티 i뽀籍f훌(00‘ 70 72 50 14굉 깐。 

II~方圖($~:: 42 끽ζ 43 ‘〕끽역) 32 

※ 韓國財務經過報告’ 저15회 隆熙4年(1910)年， p.646 

-69-

(표-7)은 ‘한국재경과보고’ 의 제5회(1910년 상반 

기)를 참고로 한성부 5서를 대상으로 한 도면， 각 

토지조사부의 조정 수를 정리한 일람표이다. 이것 

은 190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성부의 토 

지조사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기도 한다. 이 표 

를 보면 압도적으로 서서(西醫)의 도면과 조사부 

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었다. 도면 매수의 차이는 

해당지역의 면적에도관련되지만， 이 결과는토지 

의 면적보다 토지측량을실시한목적과그배경에 

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1907년 이후 탁지부 측량과(測量課)(양지과量地 

課)에 의하여 한성부 일대의 측량작업이 실시되었 

는데， 그 대상지역은 한성부 (城內)시가지와 용산 

을 비롯한 성외의 주변지역이었다. 또， 임시재산정 

리국은 국유지의 조사와 함께 아직 조사되지 않은 

토지의 발견과 정리도 사업의 목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이미 가옥이 밀집된 한성부 시가지보다 필수 

적으로용산지역과성 밖의 한성부동서의 일부동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되었 

다고생각할수있다. 

그리고 (표-7)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토지조사에 

의하여 제도된 원도， 그리고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개황도와 함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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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의 행정단위였던 ‘행’ 단위로 지도(행圖)가 

235매 제작되었다는 기록이다. 

‘京鍵道漢城府地籍圖’ 는 당시의 행정단위인 

‘행’ 별로 구성되어 있고 도면의 제목이 ‘京鍵道漢

城府東(西/南/北/中)暑 00功圖’ 라고 되어 있는 것 

으로 이 도면들은 임시재산정리국이 제작한 ‘혜 

圖’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29매의 도면이 

방별로 되어 한 도면 내에는 방대한 공백이 생기더 

라도 대상지역 이외의 인접한 지역은 지명만 적어 

놓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두어 있는 것도 이 사실 

을증명하고있다. 

이상의 결과로 ‘京鐵道漢城府地籍圖’ 는 1907년 

부터 탁지부 양지과(度支部 量地課) , 그리고 1908 

년 7월부터는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옳整理局)의 

측량과(測量課)이 실시한 한성부내 국유지를 대상 

으로 한 측량실습에 의하여 모아진 토지조사 자료 

를 바탕으로 1910년 무렵 각 관청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행정단위인 방별로 제작된 지적도의 일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京鍵道漢城府地籍圖’

에는 한 가지 모순점 이 남는다. 그것은 도면의 표 

제가 ‘경기도한성부’ 라고 되어 있는 것， 즉， 한성 

부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성부가 경기도에 포함된 시기는 1910년 8월의 

합병조약(合供條約)의 직후， 9월30일에 새로운 지 

방제화 발포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이 지방관 

제(地方官制) 제 17조의 공포에 따라 漢城府는 京

城부로 개칭되었다 511) 그래서 ‘경기도한성부’ 라는 

명칭은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 내 기술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당시 

30) 경성부편， 1934 ， 앞의 책 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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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제도와지명의 분석，그리고도면에 기재된 

정보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지도의 비교 등을 해야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참고한 당시의 자료들로서 

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없었으며 ‘京離道漢

城府地籍圖’ 의 정확한 제도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의과제로두기로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지도의 작성 배 

경을밝히기 위하여，당시의 문서자료를중심으로 

토지조사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였다. 먼저 대한제 

국기 정부의 토지조사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담당기관의 변천 과정을 논술하고 당시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도면을 통해 정부의 토지 

조사 사업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리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 사업의 성과물인 

‘京鍵道漢城府地籍圖’ 의 제작 목적과 배경 등을 

분석하여 일제의 토지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 

기 이전의 토지조사 상황을 살펴보았다. 대한제국 

기의 토지조사 사업과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근대국가로 새롭게 시작한 대한제국정부는 

나라의 재정 관리를 통일하기 위하여 100년 이상 

행하지 않았던 전국적인 (光武)양전을 비롯해 재정 

기반을 파악하기 위한 국유지조사 등 적극적인 토 

지조사 사업을 전개했다. 이 양전은 외국인 측량 기 

사를 초빙하고 근대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실시되었 

다. 그러나 이 양전 사업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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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계승하는 것이었으며 그 조사부나 지도 이후에도 한성부내 국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조사를 

의 작성방법 에 대해서는 종래와 큰 변화는 없었다. 실시하여， 조사를 종료한 지 역에 대해서는 면적 측 

정 등 내무 작업을 하고 지도의 제작에 임했다. 

둘째， 1904년부터 정부는 시급한 토지조사보다 

근대 측량기술의 도입과 보급을 우선하는 방침을 

택하였다. 이 에 따라 1905년에는 정부에 의한 측량 

학교가 설립되어 측량기사의 양성이 진행되었으 

며 이 학교의 기수연습생들은 졸업 후， 전문 기술 

자로 토지조사의 임무를 맡았다. 측량학교의 보급 

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각지에 출장소와 민간의 

측량학교등이 다수설립되었다. 

셋째， 당시 민간의 소유지와 국유지의 구분은 애매 

한 부분이 많았다. 정부는 15X)7년에 ‘임시제실유급국 

유재산조사국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財塵調훌局官 

制)’ 을 발포하여， 본격적인 국유지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국유지에 대한 상세한 위치와 면 

적， 경계선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독자적인조사와함께토지 임 

대를 조건으로 민간으로부터 국유지의 실측도면을 

수집했다. 그 결과， 민간에서 다수의 도면들이 제출되 

었는데， 그 중에는 약도 등 토지의 위치나 경계션이 

분명치 않은 것이 많았다. 당시 정부에는 토지의 경계 

선을 파악하기 위한 대축척지화 존재하지 않아서 

토지의 소유권과 경계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으며， 국유지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넷째，제실재산과국유지를파악하기 위해서 민간 

으로부터 받은 청원서의 부도 및 제실재산정리국(帝 

室財塵整理局)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실측도， 그리고 

측량 기사 연수생들이 설습을 겸하여 실시한 실측도 

면 등은 15X)8년 7월에 설치된 임시재산정리국(臨時 

財塵整理局)에 모아졌다. 또， 임시재산정리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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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인 ‘京鐵道漢城府地籍

圖’ 는 임시재산정리국이 일련의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방(功)’ 단위의 지도(혜 

圖)이다. 이 지도는 토지조사에 의해 제작된 측량 

원도를 기초로 지적부와 함께 제작된 것이며， 한성 

부 시가지내의 국유지와 용산을 비롯한 성(城)밖 

의 신흥개발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또， 각도면은제작후에 각담당 기관에 배포 

되어 토지의 조사및 정리 작업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대한제국기의 지도 자료， 특히 대축척 

의 도면은 대한제국기의 경관을 알아낼 자료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 

대적인 수가 적고， 토지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표현 

한 것이 많아서 지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대축척의 지도 및 

도면에 관한 연구도 조금씩 발표되고 있지만， 그것 

은 그 지도에 실려 있는 정보를 그대로 분석한 것 

이며， 제작의 목적이나 배경을 분명히 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것은 역사적 자료가 되는 지도의 제 

작 배경， 즉 제작 연대나 제작자(기관) , 제작 목적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지도에 실려 있는 정보를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러한 자료를 다른 연구로 

사용하면 역사적인 왜곡이 생길 위험성도 있다. 한 

편， 대한제국기， 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시작한 

토지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만，그내용은당시의 정책을중심으로측량조사 

의 실시 과정 등을 연구한 것이 많고， 이른바 토지 

조사의 성과물인 지적부나 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 

고있지않다. 



대한제국기의 토지조사와 지도제작에 관한 고찰 

당시의 문헌 자료를 이용해 지도의 제작 배경을 

정리하는것은，그지도의 역사적인가치를찾아내 

는 것이며， 아직도 조사되지 않은 다른 자료의 분 

석이나 새로운자료의 발견으로 이어가서 향후의 

근대사 연구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京鍵道漢城府地籍圖’ 에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 

이나 모순점이 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는 동시기에 작성된 지도와 비교하거나， 당시의 

지명 및 통칭， 그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적 

부 등의 자료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로서는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러한 자료들은 현존하지 않는 것인지 , 혹은 아직 

조사되어 있지 않은 뿐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 

나 당시 대한제국의 재무내용이나 토지조사의 경 

과에 대한 정보는 일본 정부에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의 상당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 

다. 앞으로 기존의 자료의 재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발굴 

하고 분석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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