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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독도는 영국의 호넷호와 프랑스의 콩스텅틴호에 의해 발견된 1855년을 기점으로 서구 세계에 명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1855년에 이들 서양 전함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호넷호와 콩스텅틴호가 크림전쟁 당시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이들

영불 연합함대의 동해진출 배경, 호넷 호와 콩스텅틴 호의 독도발견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당시에 인식되었던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독도가 서구의 근대 지도제작에 반영되었던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크림전쟁

당시 영불 연합함대는 일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근거지로 삼아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둘째, 독도는

영불 연합함대의 작전 동선에서 위치상의 전략적 중요성 및 항로 상의 이정표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셋째, 1855년 무렵,

프랑스와 영국의 해군성은 독도의 위치와 특징에 관해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독도의 존재는 전 세계에 공식화되었다.

주요어 : 크림전쟁, 영불 연합함대, 동해, 독도, 호넷호, 콩스텅틴호, 하코다테

Abstract : Dokdo began to be clearly known to the West in 1855 when it was discovered by the British Hornet
and the French Constantine. What has been known is only the fact that it was discovered by these Western 
fleets in 1855, and any detail of the discovery was not review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new
lights on the course of Dokdo discovery by the Hornet and the Constantine as well as on the background of
the Anglo-French combined fleets' advance into the East S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history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ir dispatch to chase Russian fleets during the Crimean War, determine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Dokdo at that time, and investigate the course of Dokdo’s being reflected in modern Western
cartography. This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Anglo-French combined fleets used operations
to chase Russian fleets, with Hakodate in Hokkaido, Japan as their base, during the Crimean War. Second, Dokdo
had a strategic importance in terms of location and was valuable as a milestone on the route while the 
Anglo-French combined fleets implemented their operations. Third, the British and French Naval Departments 
attached importance to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kdo around 1855 and such countries as the United
Kingdom, France, Russian, and the United States shared information about Dokdo, making its existence formal 
around the globe.
Key Words : Crimean War, Anglo-French combined fleet, East Sea, Dokdo, Hornet, Constantine, Hakodate

- 1 -



안옥청⋅이상균

- 2 -

I. 서론

한반도 동해상의 공간은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 일

행의 다즐레(Dagelet, 울릉도) 섬 발견 이후, 영국의 제임

스 콜넷에 의한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의 발견(1791년), 

브로튼의 동해안 탐사(1797년), 그리고 러시아 크루젠스

테른의 한반도 동해 탐사(1805년)를 통해 서구의 지도에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무렵 동해는 포경선을 제외한 군함 

및 무역선에게는 거의 잊혀진 공간이었다. 1850년대 이전 

조선과 접촉하려는 서양 선박들은 주로 황해를 이용하였

다. 예컨대, 병인양요(1866) 이전에 서양인들은 서울의 정

확한 위치는 몰랐지만, 서울이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서양인들의 가장 큰 관심

사였던 중국과 마주 보는 곳이 한반도 서안이었으므로, 외

부인들에게는 황해가 동해보다는 훨씬 더 우선시되는 바

다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 동경인 에도가 위치한 일본의 남동 연안이 일본의 서해

안보다는 서양인들에게 더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동해는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서양인 또는 일본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서양 선박 모두에

게 무관심의 바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정인철·Roux, 

2014:165-166).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왜 군함이 아닌 포경

선들이 제일 먼저 독도를 발견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가 도를 넘는 상황에서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연구는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독도연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의 논거를 발굴하거나 강화하는 연구와 일본 측 주장에 

반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

은 서구인들의 극동 탐험과 지도제작의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독도연구에 있

어서 이러한 제 3자적 접근은 한일 양자 구도의 논쟁에서 

벗어나 보편성과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에 관한 외부 세계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안옥청·이상균, 2018; 

이상균·김종근, 2018).

서구인들의 독도 ‘발견’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1849년

에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발견과 그러한 결과

가 지도제작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1) 즉, 리앙쿠르호에 의한 단 한번의 독

도발견 사실로 서구인들이 독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군함 카프리시으즈(Capri-

cieuse) 호의 동해탐사와 지도제작 과정을 살펴본 바에 의

하면, 1850년 프랑스의 해군 수로지에 독도발견 사실이 실

리고, 1851년에 제작된 ｢태평양해도｣2)에 독도가 표시되

었음에도, 당시 정규 교육을 받았던 해군 장교들에게 독도

의 존재는 무시되었다(안옥청·이상균, 2018). 다시 말하

면, 1852년 7월 카프리시으즈호의 동해탐사 이후에 제작

된 1467번 해도에 독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독도의 존재가 확실해지고 유럽의 

지도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일까? 서구인들이 독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크림전쟁 시기였

다. 오호츠크해의 러시아 함대를 추적하기 위해 영국과 프

랑스는 자국의 극동 함대를 일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函

館, Hakodate)에 집결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의 공간이 영불 연합함대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영불 연합 함

대의 동해진출 배경, 영국 호넷(Hornet)호의 독도 ‘발견’, 

그리고 프랑스 콩스텅틴(Constantine)호의 독도 ‘재발견’

의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 영불 연합함대가 인식했던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과 독도가 서구의 근대 지도제작 과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발견의 역사와 지도제작의 변천사를 살펴보

는 것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서구 세

계의 인식 과정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학사의 측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크림전쟁 시기 영불 연합함대의 

동해진출 배경

얼핏 생각하면, ‘19세기 중엽 크림반도에서 발발한 크림

전쟁(1853-1856)이 독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하고 의아

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크림전쟁을 계기로 서

구인들은 독도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독도의 존재

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서구에서 제작되는 지도

에 이 섬은 명확하게 표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영국의 

호넷호와 프랑스의 콩스텅틴호의 독도의 ‘발견과 재발견’

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우선 크림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 극동 함대의 동해진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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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크림전쟁은 예루살렘의 성지관리권을 둘러싼 가톨릭교

와 러시아 정교회 사이의 종교분쟁인 동시에 오스만제국

의 세력 약화와 이를 틈 탄 러시아의 팽창으로 유럽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염려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제

국과 연합해서 러시아에 맞선 최초의 현대전이다. 러시아

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 투르크 영내로의 남

하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1853년 9월 

오늘날 루마니아의 일부인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를 점령

하자 투르크는 10월 러시아에 선전포고한다. 1853년 11월 

30일 나히모프 제독 지휘 하의 러시아 흑해함대가 소아시

아의 시노프만에서 투르크 함대를 전멸시키자, 러시아가 

발칸반도를 통해 직접 지중해로 진출하여 인도와의 통행

로가 막힐 것을 우려한 영국과 1815년 빈회의의 결과로 생

긴 유럽 체제를 깨고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를 원하던 나폴레옹 3세는 오스만제국을 지원하기로 하고, 

1854년 3월 28일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Rolland- 

Villemot, 2016:123-133).3) 러시아군의 요새가 있는 세바

스토폴을 중심으로 한 크림반도 일대가 주된 격전지였으

나, 전쟁은 발틱해, 백해, 태평양 일대로 확대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크림전쟁의 여러 격전지 가운데에서 태평양 일

대에서 전개된 영불 연합 함대의 러시아 함대 공략을 중심

으로 영불 양국의 극동 함대가 어떤 배경에서 한반도 동해

안으로 진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4)

1854년 3월 28일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개전을 선

포했다는 소식은 몇 달이 지나서야 양국의 태평양함대와 

극동 함대에 전해졌고, 강력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양국의 함대는 신속하게 전쟁에 임할 

수 없었다. 먼저 페루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태평양함대

는 자국의 포경선을 보호하고, 러시아 함대를 공격할 목적

으로 캄차카반도로 향했다. 연합 함대는 1854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캄차카반도의 페트로파브로스크(Petropavlovsk)

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공략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북미로 돌아갔다. 이 지역 특유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양

국함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남미에 있던 영불 연합 함대는 페트로파브

로스크에 대한 2차 공략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만, 4

월 17일 러시아의 자보이카(Zavoika) 제독은 오호츠크해

로 철수한 후였다.

한편 동인도함대를 지휘하는 영국의 스털링(Stirling) 제

독은 오호츠크해와 타타르 해협을 중심으로 러시아 함대 

수색을 명령받는다. 그런데 영국의 스털링 제독은 1854년 

10월 일본과 맺은 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함대를 

이끌고 일본으로 갔고, 4월 초 엘리엇(Elliot) 함장에게 호

넷(Hornet)호, 시빌(Sibylle)호, 비턴(Bittern)호를 이끌고 

타타르 해협을 조사하도록 명한다. 5월 20일 엘리엇 함장 

일행은 4월 17일 페트로파브로스크를 떠난 자보이카 제독

의 함대를 발견하지만, 세척의 배로는 러시아 함대를 상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털링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비턴호를 보내고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살피지만 나

쁜 기상조건을 이용해 러시아 함대는 아무르강으로 피신

하였다. 엘리엇 함장은 남쪽으로 배를 돌려 사할린에서 스

털링 제독과 비턴호를 만난다. 스털링 제독이 가지고 있던 

지도에 의하면 남쪽에서 아무르강에 진입할 수 없고, 북쪽

의 오호츠크해까지 가야만 아무르강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먼저 타타르 지역을 다시 탐사하

기로 하였다.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함대의 경우에는 지휘권 인수인

계 문제로 공백이 생겨 콩스텅틴호의 함장 몽트라벨(Mon-

travel)이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5) 콩스텅틴호의 몽트라벨 

함장은 러시아 함대와의 결전을 위해 영국함대와 합류하

라는 라게흐(Laguerre) 제독의 명령을 따라 4월 5일 콩스

텅틴(Constantine)호, 시빌(Sibylle)호, 콜베르(Colbert)호

를 이끌고 상하이를 출발하여 시모다(요코하마)를 거쳐 

나가사키로 향하였다. 영국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5월 21

일 출항하였으나 콜베르호는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 후 상

하이로 보내졌고, 몽트라벨은 증기선 없이 콩스텅틴호와 

시빌호만을 이끌고 5월 31일 나가사키를 출발하였다. 6월 

3일 대한해협을 지나 6월 10일 하코다테에 도착하여 영국

의 스틱스(Styx) 호로부터 사할린 남쪽의 아니와(Aniwa)

로 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6월 30일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영국함대와 합류하였는데, 일본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

한 교섭을 하러 스털링 제독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30일 저녁 영국의 스털링 제독은 몽트라벨에게 러시아 함

대가 중국해로 도주했을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며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윈체스터(Winchester) 호와 비턴(Bittern)

호를 이끌고 하코다테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엘리엇 함장

과 협력해 러시아 함대 추적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남겼다.

아니와에는 프랑스의 콩스텅틴호, 시빌호, 그리고 영국

의 시빌호, 스파르탄(Spartan)호, 호넷호 등 5척만 남아 있

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시빌호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하코

다테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4척의 영불 연합 함대는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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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와를 떠나 사할린 동쪽연안을 따라 북상하던 도중 바

라쿠타(Baracouta)호를 만나게 되었다. 아무르강으로 진

입할 수 있는 강하구를 찾던 연합국 함대는 7월 25일 두 그

룹으로 나뉘어졌다. 엘리어트 함장은 시빌호, 스파르탄호

와 함께 8월 6일 아얀(Ayan)에 도착하였고, 바라쿠타호는 

좌초된 러시아의 다이애나(Diana)호 병사들을 실어나르

던 그레타(Graeta)호를 발견하여 하코다테로 끌고 갔다. 

콩스텅틴호와 호넷호는 오호츠크해의 남쪽 일대를 탐사

하였지만, 러시아 함대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어서 8월 11

일 아얀에서 엘리엇 함장과 합류하였다. 몽트라벨과 엘리

엇 함장은 다시 타타르 해협으로 돌아가 아무르강의 입구

를 찾고 러시아 함대에 대한 공격 결정을 내렸다. 영국함

대는 8월 13일, 프랑스함대는 8월 15일에 각각 아얀을 떠

나 아니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콩스텅틴호가 8월 26일 

약속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스파르탄호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엘리엇 함장과 나머지 배들은 스털링 제독의 

부름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간 뒤였다. 한 척의 함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몽트라벨도 9월 10일 하코다

테로 돌아갔다.

프랑스의 시빌호와 영국의 피크(Pique)호의 우루프

(Urup)섬에서 시위와 10월에 엘리엇 함장의 타타르 해협

에 관한 짧은 탐사를 제외하고는 1855년에 더 이상의 러시

아 함대 추격은 없었다. 1856년 2월 유럽으로부터 종전이 

가깝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3월 30일 파리조약이 체결되

었다. 러시아 함대는 줄곧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무르

강 하구에 숨어서 영불 연합 함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

하였다. 2년에 걸친 크림전쟁 중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한 

실전은 1854년 8월 29일에서 9월 6일 사이에 있었던 페트

로파브로스크 공격 한 번밖에 없었다. 러시아 측의 손실은 

영불 연합 함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다이애나호는 자연

재해로 좌초된 것이었고, 팔라스(Pallas)호의 경우는 포와 

물자를 비운 후 승무원들이 불을 질러 태워버린 것이었다. 

III. 1855년 영불 연합 함대의 

독도발견 경위

프랑스의 콩스텅틴호는 1854년 11월에 발생한 지진으

로 좌초된 러시아 함대 다이애나 호의 조사를 위해 1855년 

4월 5일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시모다(요코하마)로 향한

다. 5월 8일부터 나가사키에 머무는 동안 영국함대와 협력

하여 오호츠크해 일대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함대를 추격

하라는 명령을 받고 5월 21일 증기선 콜베르 호를 선발대

로 출항시키는데, 콜베르 호는 고토섬에서 사고를 당해 다

시 나가사키로 돌아온다. 파손의 정도가 심한 콜베르호는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수리를 한 후 상하이로 보내졌고, 

몽트라벨은 콩스텅틴호와 시빌 호를 이끌고 5월 31일 나

가사키를 출항하여 한반도의 동해를 가로질러 하코다테

로 향한다.

콩스텅틴호의 함장 몽트라벨은 1856년에 쓴 보고서 서

문에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라서 정확한 수로 조사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안개가 자주 끼어서 천문관측 역시 

불가능하였다. 일본과 관련된 지도는 라페루즈 및 크루젠

스테른의 지도밖에 없었다.”6)라고 기록하고 있다. Li(2010:74)

는 상기의 부분을 인용하며 1853년 프랑스를 떠날 당시 몽

트라벨은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두 종류의 지도만 갖

고 있었기 때문에 1849년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발견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몽트라벨은 실제로 독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일까? 

1854-1855년판 프랑스 해군 수로지에 실린 상기의 보고서 

본문에 리앙쿠르 암(독도)이 여러 번 언급되는 것으로 보

아 당시 프랑스에서는 독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으로 사료된다. 즉, “1855년 6월 4일 리앙쿠르 암에서 15 

miles(약 24.14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데, 지도상에 

지나치게 동쪽에 그려져 있어서 찾기 어렵고, 안개 때문에 

볼 수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서문에

서 말한 것과는 달리 리앙쿠르 암(독도)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855년 당시 독도가 표시

된 지도라면, 1851년 제작된 해도 1264번이었을 것이다. 

또한,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몽트라벨 일행이 관측한 여러 

지역의 좌표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 11월 17일에 발

견된 리앙쿠르 암의 위치를 북위 37° 2(지도), 동경 129° 42′

(추정)라고 쓰고 있다.7) 북위 37° 2′는 리앙쿠르호가 측정

한 독도의 위치이며, 몽트라벨은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

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해군 수로지의 내용과는 달리, 이보다 앞선 

1855년 6월 초, 하코다테로 향하는 콩스텅틴호의 항해상

황을 프랑스 해군성에 보고하는 편지에서 독도에 대한 언

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몽트라벨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호끄모헬 일행은 이미 프랑스를 향해 출발하여 만나지

는 못했지만, 카프리시으즈호가 관측한 자료들을 후임으

로 오는 몽트라벨 일행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편지에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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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 몽트라벨은 호끄모헬 일행이 제작한 지도와 보고

서를 참조했을 것이며, 따라서 호끄모헬이 남긴 자료를 신

뢰하여 하코다테로 갈때에는 독도를 존재하지 않는 섬으

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몽트라벨의 편지를 보

면, ‘한반도의 동해상을 항해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고 기술하고 있다.9) 따라서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발

견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프리시으즈호의 동해

탐사 이후 제작된 지도에 독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의심하고 무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왜 해군 

수로지에 실린 보고서와 해군성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 차

이가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영국 호넷호

의 독도발견 사실을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한편, 영국의 호넷호는 시빌호, 비턴 호와 함께 1855년 4

월 16일 홍콩을 출발하여 일본을 향한다(그림 1). 호넷호

의 항해일지를 보면 하코다테로 가는 도중 1855년 4월 25

일 한반도의 동해상에서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섬을 

발견했으며, 이 섬은 북위 37° 17′, 동경 131° 54′에 위치한

다고 기록하고 있다.10) 그리고 독도 ‘발견’ 사실을 같은해 

11월 항해잡지 Nautical magazine에 ‘일본해에 있는 섬들’

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이 섬들은 일본해에 배가 

지나가는 항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리는 것이 유

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호넷호

의 함장 포사이스(Charles Codrington Forsyth, 1810-1873)

는 호넷 섬(독도)에 대해 “처음에는 다즐레 섬의 위치가 지

도에 잘못 표시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다즐레 섬으로 추정

하였다. 그러나 라페루즈에 의하면, 다즐레 섬은 둘레가 

14.48km(9 milles: 1mille=1.61km), 숲이 있고 주민들이 

거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로 맞닿은 듯한 이 두 섬들

은 훨씬 작고, 사람이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숲도 없고, 험한 

두 바위섬은 상당히 높게 치솟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

다(Simpkin, Marshall, and Company, 1855:602). 

영국 해군은 신속하게 이 사실을 지도제작에 반영하는

데, 1855년 10월에 발간된 지도 ｢Japan: Nipon, Kiusiu and 

Sikok, and a part of the coast of Korea｣를 보면 다즐레 섬 

동남쪽에 호넷 섬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독도의 이름은 세척의 함대 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섬의 

위치를 측정한 호넷호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런던의 한 대형 민간 지도제작사에

서 제작된 해도에 표현된 한반도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정

보를 해군성에서 제작된 해도의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11) 당시 James Imray & 

Son은 런던에 있던 대표적인 민간 지도제작회사였는데, 

그림 1. 홍콩에서 하코다테로 향하는 호넷호의 이동경로

출처 : Forsyth(1855).

그림 2. 호넷호의 항해일지 ‘4월 25일, 독도발견 부분’

출처 : Forsyth(1855).

그림 3. 호넷호의 독도발견 사실이 반영된 영국 해군성 수로부 

지도

자료 : Hydrographic Office of the Admiralty(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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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에서 제작된 1863년 해도에 독도의 명칭은 호넷 섬

이 아닌 호넷 호의 함장 이름을 따서 포사이스 섬(Forsyth 

Is)으로 표기되었다(그림 4).

이 해도는 본래 프랑스의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했

던 1849년에 초판 발행되었던 것인데, 1855년과 1863년에 

각각 증보판이 발행되었다. 1849년판에는 중국과 프랑스

를 경유하여 서구 세계에 전파되었던 울릉도와 우산도가 

Fan-ling-tao와 Tchian-shan-tao로 표현되었으며, 라페루

즈가 발견하고 다즐레라 명명했던 울릉도와 리앙쿠르호

가 발견했던 독도는 표현되지 않았다. 그 후, 1855년판에

는 기존의 Fan-ling-tao와 Tchian-shan-tao가 그대로 표현

되어 있으면서 아르고노트와 울릉도, 그리고 독도까지 모

두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

던 아르고노트 섬은 정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다즐레

(울릉도) 섬은 ‘의문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고, 독도는 호넷 

섬이 아닌 포사이스 섬으로 표현되어 있다. 1863년에 발행

된 해도도 1855년판과 내용이 동일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영국 해군성에서 발표했

던 호넷호의 독도발견 사실이 James Imray & Son 측에 알

려지긴 했지만, 섬의 명칭이 호넷 섬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 또한, 프랑스 해군장교 호끄모헬이 한반도의 동

해상을 탐사하고 아르고노트는 없는 섬이라는 사실이 이

미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민간 지도제작사에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의문의 섬’

은 아르고노트가 아닌 다즐레 섬에 표시되어 있다. 더욱

이, 영국의 브로튼에 의해 Fan-ling-tao와 Tchian-shan-tao

는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판정이 나서 대부분의 지도에

서 삭제된 이들 두 섬은 여전히 표현되어 있다.

당시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 제작자들 중 하나

였던 James Imray & Son의 해도가 이 정도로 부정확한 지

리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로부터 당시의 민간 지도

제작자들은 해군성 등 정부 기관과는 긴밀한 소통이 없었

으며, 또한 최신의 지리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자료에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추가하고 지도의 가장자리에 

화려한 장식을 꾸며 판매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1849년에 

독도를 발견하고, 프랑스 해군성에서는 이미 그러한 사실

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해군성의 많은 장교들

이 민간선박이 제보한 정보를 신뢰하지 않았던 사실은 의

미심장하다.

프랑스의 콩스텅틴호는 하코다테에 도착한 후 4개월 이

상 영국의 호넷호와 함께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러시아 함

대를 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상

호 간에 수집한 지리정보 교환을 하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넷호의 포사이스 함장으로부

터 독도 ‘발견’ 사실을 접했을 것으로 보이는 콩스텅틴호의 

몽트라벨 함장은 임무를 마치고 상하이로 귀환하는 도중, 

11월 17일 한반도의 동해상에서 독도를 확인하고, 독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스케치를 남긴다(그림 5).

  “ … 15 miles(약 24.14k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보니, 두 

섬으로 구성되어있고, 동쪽에 있는 섬은 그다지 높지 않고, 

서쪽에 위치한 섬은 높고 가파르며 뿔처럼 생겼다(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 1854-1855:262).”12)

해군 수로지에 실린 몽트라벨 보고서의 항해기록을 보

면,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월 4일에는 독도를 보지 못

했는데, 11월 17일에는 굵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독도를 

확인하고,13) 스케치까지 남긴 것으로 보아 호넷호가 발견

그림 4. 19세기 중엽 영국의 민간 지도제작사에서 제작된 해도의

독도표현 사례

출처 : Imray(1863).
그림 5. 콩스텅틴호에서 스케치한 독도의 이미지

출처 : 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185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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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섬이 리앙쿠르호가 발견한 섬과 동일한 섬인가 여부를 

밝히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정보교류와 

독도 인식의 공식화

1855년 항해잡지 Nautical Magazine이 발표한 영국 호

넷호의 독도발견 사실은 1856년 프랑스의 해군 수로지에 

번역되어 실리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해군

측은 “대략 이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섬이 1849년 1월 2일14) 

르아브르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Lasset 선장에 의해 발견

된 것이다. Lasset 선장은 그의 보고서에서 다즐레 섬을 북

서쪽으로 두고 동쪽 방향에서 바위섬을 보았으며, 이 섬은 

북위 37° 2′, 동경 129° 26′ 지점에 있다고 진술했다. 1264번 

해도에 표시된 이 섬은 영국 함대가 측정한 위치와 경도 8

분, 위도 13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영국 함장의 

보고서는 Lasset 선장의 발견을 확인시켜주는 것일까? 그

렇지 않으면 1854년15)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다에서 새로 

발견한 섬인가?”16)라고 기술하고 있다.

프랑스의 콩스텅틴호의 증언뿐 아니라, 러시아 함대 팔

라다호의 1854년 조선 동해안 탐사 및 독도발견 사실이 

1857년에 알려지면서 프랑스의 포경선이 발견한 리앙쿠

르 암과 영국의 호넷호가 발견한 호넷 섬이 동일한 섬이라

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서구에서 독도의 존재도 확실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이상균·김종근, 2018). 1858년과 

1861년도판 프랑스의 해군 수로지를 보면, 일본해를 항해

할 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섬들로 다즐레(마츠시마), 리

앙쿠르(호넷), 아르고노트 섬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섬들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르고노트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표 1).

1855년부터 독도는 확실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서구의 

여러 지도에 그려지기 시작한다. 1853년 일본의 문호개방

을 요구하기 위해 극동에 다녀간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5

년에 귀국하여 발행한 두 장의 지도 중 한 장을 보면, 한반도 

동해안의 일부 해안선과 아르고노트 섬을 표현한 부분이 

프랑스의 호끄모헬 함장 일행의 탐사 정보를 그대로 반영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다즐레 섬의 남동쪽에 독도가 호넷으

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영국과 미국 간에 지리정보 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6).19)

그림 7은 1864년 프랑스 해군성에서 발행된 지도인데, 

독도가 프랑스 명칭인 리앙쿠르 암, 영국 명칭인 호넷 섬, 

러시아 명칭인 올리부차와 메넬라이 등으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제작된 지도의 한반도 동해상 부

분에 독도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무렵에 독도를 

목격하고 지도에 표현했던 국가들의 명칭 표기 방식이 모

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관련국들 간에 지리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독도 명칭이 이렇게 다

양하게 표기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독도의 명칭이 통

일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도는 이후에도 리앙쿠

르 암, 호넷 섬, 올리부차와 메넬라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나 1880년 이후 다른 명칭들은 대부분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서구에서 독도를 처음 발견한 프랑스 측 명칭인 

‘리앙쿠르 암’ 명칭만이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다(Li, 

2010:80).

한편, 당시 영국과 프랑스 해군 사이에는 경쟁 관계가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양탐사와 지도제작의 관점에

서 그들 간의 견제와 협력의 양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

로운 일이다. 프랑스의 몽트라벨 함장은 선임자인 호끄모

헬 함장과 마찬가지로 리앙쿠르 암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

표 1. 1858년과 1861년판 프랑스 ｢해군 수로지｣에 수록된 독도 관련 내용

1858년판 프랑스 해군 수로지 내용 1861년판 프랑스 해군 수로지 내용

리앙쿠르암(호넷): 북위 37° 14′, 동경 129° 35′에 위치한 이 섬들은 

1849년 1월 27일 리앙쿠르호와 1855년 4월 25일 영국의 함대에 의

해 발견되었다.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약 1.6킬로 정도 펼쳐져 

있으며 초목이 없는 섬으로 각각의 섬은 대략 400미터 가량 떨어

져 있다. 두 섬은 암초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서도는 약 124미

터 높이에 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동도의 정상은 평평하고 

이보다 낮다. 이 섬들은 일본해를 통해 하코다테로 가는 배들이 

지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17)

메넬라이와 올리부차섬(리앙쿠르암, 프랑스지도): 높이 솟은 두 

바위섬은 흰색의 구아노(저자 설명. 산호초 섬에 바닷새의 배설물

이 바위에 쌓여 화석화한 덩어리)로 뒤덮여 있어 상당한 거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북위 37° 14′, 동경 129° 36′ 51″에 위치한 이 

섬들은 올리부차호에 의해 발견되었고, 메넬라이, 올리부차로 명

명되었다. 이 섬들은 이웃하는 섬들과 꽤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

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가는 항로에 있기 때문에 두 바위섬의 

발견은 항해상에 중요하다.18)

출처 : 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1858:180); 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186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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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넷호의 포사이스 함장으로부터 이 섬이 실존한다는 사

실을 전해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국 측이 지도

에 독도를 호넷 섬으로 표기하고, 항해잡지를 통해 이 섬

의 발견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보고 프랑스 측이 

먼저 발견한 리앙쿠르 암에 대한 주도권을 영국 측에 빼앗

기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이러한 추정은 콩스텅틴호가 1855년 11월 임무

를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가는 귀로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

하고 리앙쿠르암을 스케치하고, 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부터 가능해진

다. 또한, 1852년 11월 10일 마닐라에서 쓴 호끄모헬의 보

고서가 프랑스 해군수로지 1854-1855년판에 실려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보고서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글

이 1856년 11월 몽트라벨이 프랑스 귀국 후 쓴 보고서다. 

그리고 1855년 영국의 항해잡지 Nautical Magazine이 발

표한 호넷호의 독도발견 사실은 1856년판 프랑스의 해군 

수로지에 실리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게재순서를 봐도 몽

그림 6. 일본 탐험도의 동해 부분도

출처 : Maury and Bent(1855).

그림 7. 독도 명칭이 다양하게 표현된 프랑스 해군성 지도

출처 : Le Dépo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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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벨 함장의 보고서를 왜 그렇게 서둘러 해군 수로지에 

실었는지에 관해 짐작이 가능해진다.

해군 수로지에 실린 몽트라벨 함장의 보고서를 보면, 하

코다테로 향하던 6월에도 이미 리앙쿠르 암의 존재를 확

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프랑스 측

이 리앙쿠르 암을 먼저 발견했고 그러한 사실을 프랑스 해

군 측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

럼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측이 새로

운 지리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

하면서도 동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20)

V. 결론

이 연구는 ‘서구에서 제작되었던 해도에 독도는 언제부

터 명확하게 표현되기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19세기 중엽 이전, 한반도 동해상에 출어했던 

다수의 포경선들이 독도를 목격하고 그들의 목격담을 항

해일지에 기록했음에도 근대 서양의 해도에는 거의 반영

되지 않았다. 특히,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

를 발견하고 프랑스 해군성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많은 

프랑스 해군성 장교들은 민간 포경선의 제보 사실을 신뢰

하지 않았다(안옥청·이상균, 2018).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는 1855년을 기점으로 서구 세계

에 명확하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즉, 영국의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프랑스의 콩스텅틴호가 독도를 재발견

함으로써 사실상 독도라는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식

화되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영국의 호넷호와 프랑스의 

콩스텅틴호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같은 해에 한반도 동

해상에 진출하였는지, 그리고 독도의 발견 과정은 어떠하

였는가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넷호와 콩스텅틴호가 독도를 발견했던 1855년

은 크림전쟁 시기로 영국과 프랑스는 오호츠크해에 머물

고 있던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기 위해 자국의 극동 함대를 

일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로 집결시킨다. 따라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 이후에 독도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던 

프랑스의 콩스텅틴호와 독도를 발견한 영국의 호넷호는 

영불 연합함대에 소속되었던 전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호넷호와 콩스텅틴호의 작전 동선을 통해 독도의 

전략적 위치 및 항로상의 이정표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

었다. 예컨대, 어떤 선박이 라페루즈와 같이 대한해협을 

지나 사할린 방향으로 북동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울릉도 

옆을 지나게 되겠지만, 호넷호와 같이 대한해협을 통과하

여 홋카이도 방향으로 항해한다면 독도를 볼 가능성이 높

다. 또한, 나가사키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서쪽 연안을 우

회하여 홋카이도 방향으로 항해할 경우에도 독도 인근 해

상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국의 호넷호는 1855년 4월 16일 홍콩을 출발하

여 일본의 하코다테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1855년 4월 25

일 한반도의 동해상에서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하였다. 호

넷호의 독도발견 사실은 같은 해 11월 항해잡지 Nautical 

magazine에 ‘일본해에 있는 섬들’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

는데, 함장 포사이스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배가 지나가

는 항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진술하였다.

넷째, 프랑스 콩스텅틴호의 함장 몽트라벨은 임무를 마

치고 상하이로 돌아가는 길에 독도의 존재를 재확인하였

다. 해군 수로지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하코다테로 향

하던 1855년 6월 4일에는 지도상에 리앙쿠르 암(독도)이 

지나치게 동쪽에 그려져 있어서 이 섬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안개로 인하여 관측에 어려움이 있어 독도의 실

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몽트라벨

은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상하이로 귀환하던 11월 17일 독

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스케치를 남겼다.

다섯째, 1864년 프랑스 해군성에서 제작된 해도에 독도

는 1855년 무렵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해군성에서 각각 

파악했던 정보를 근거로 프랑스식 명칭 리앙쿠르 암, 영국

식 명칭 호넷 섬, 러시아식 명칭 메넬라이와 올리부차 등 

당시에 명명되었던 모든 명칭들이 표기되었는데, 이는 당

시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간에 독도의 존재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으며, 또한 당시의 해도에 독도가 명

확하게 표현되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1855년 이후에 독도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여섯째, 1855년에 영국의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호

넷 섬이라 명명하여 한동안 해도에는 호넷 섬으로 표기되

기도 하였는데,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영국의 호

넷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독도를 발견하고 프랑스에서

는 이미 독도를 리앙쿠르 암이라 부르고 있었던 상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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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영국 해군성은 독도의 명칭을 영국식 호넷 섬이 아닌 

프랑스식 리앙쿠르 암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오

늘날 독도의 명칭은 리앙쿠르 암으로 일반화되었다. 프랑

스 해군성은 독도 발견의 주도권을 영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들의 독도발견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해

군 수로지에 등재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영불 양국 간에 적지 않은 경쟁의식이 작용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註

1) 서구인의 독도 발견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의 많은 포경선이 동해상에서 독도를 발견하고 

그들의 항해일지에 이 섬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격담은 지도제작에 반영되

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리앙쿠르호의 독도발견 사실

만이 프랑스 해군 수로지에 실리는 정도였다. 서구인

의 독도발견과 관련된 연구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

르호의 독도발견’에 관한 것이 있으며(정인철･Roux, 

2014), 크림전쟁 시기 영불 연합함대의 독도 발견사

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이진명(2005), 정성

화 등(2007), Li(2010), 정인철･Roux(2014) 등의 연

구에서 콩스텅틴호와 호넷호의 독도발견 사실을 간

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크림전쟁 시

기에 러시아 전함과의 추격전 상황에서 독도의 전략

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섬에 대해 주목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2) Vincendon-Dumoulin(1851) 참조.

3) 크림전쟁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Gouttman(1995)

의 책을 참조할 것.

4) 이 장의 주된 논의는 du Hailly(1858:169-198)와 

Rath(2011:254-256)의 문헌을 참조한 것임을 밝

혀둔다.

5) 1855년 4월 17일 라게흐(Laguerre) 제독이 타고 

있던 잔 다르크(Jeanne d’arc) 호는 그의 후임자인 

게랑(Guerin) 제독의 비흐지니(Virginie) 호를 마

중하러 싱가폴로 향했다.

6) Tardy de Montravel, Capitaine de vaisseau, 

“Nouvelle-Calédonie, renseignements hydro-

graphiques et autres, recueillis à bord de la 

corvette la Constantine”, in Annales hydro-

graphiques, recueil d’avis, instructions, documents 

et mémoires relatifs à l’hydrographie et à la 

navigation, 1854-1855, tome 10, 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 France, 155-156.

7) “Dans la journée du 4, nous trouvant par beau 

ciel, mais horizon gras, à 15 milles (=24.14 km) 

de la roche du Liancourt, nous ne l’avons pas 

aperçue, soit parce qu’elle est portée trop à l’E. 

sur la carte, soit parce que l’horizon était trop 

brumeux pour l’apercevoir à cette distance, 

mais nous l’avons vue au mois de novembre 

suivant, en descendant la mer du Japon, sans 

cependant pouvoir vérifier sa position faute 

d’observations”, Tardy de Montravel, op. cit., 

262.

8) 1856년 10월 16일자 편지.

9) “ … Le 3 juin au jour, nous eûmes con-

naissance des premières îles qui bordent la côte 

sud de la Corée et donnâmes dans le détroit 

avec un temps magnifique qui nous a permis 

de déterminer exactement la position de quelques 

points principaux et notamment celle de l’île, 

direction que j’ai trouvée placée de 16’ trop à 

l’est sur la carte de la Capricieuse. Notre route 

à travers la mer du Japon du ? au ?, ne nous 

a présent ? aucun incident, autre que la 

rencontre d’un baleinier américain que j’ai fait 

résonner. … ”(1855년 7월 8일자 편지)

10) 프랑스측에서 측정한 경도와 비교하여 대략 2°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시 프랑스는 파리자오선을 

기준으로, 영국은 그리니치자오선을 기준으로 경

도를 측정하였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1) 서구 해도 제작의 역사와 민간 지도제작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19세기 중반, 런던에서 

유명세를 탔던 한 사업가와 그 회사에 대해 소개하

고자 한다. 제임스 임레이(James Imray, 1803-1870)

는 런던에서 염색업자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

버지의 가업을 잇지 않고 문구점을 운영하던 윌리

엄 루킨(William Lukyn)의 도제가 되어, 후에는 

스스로 서적 판매상으로서, 그리고 제본 기술자로

서 자리를 잡았다. 1836년에 임레이는 블랜치퍼드

(Robert Blanchford)의 회사와 동업을 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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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사명 Blanchford & Imray에 서명하였다. 그 

당시 블랜치퍼드의 회사는 해도 제작업자 Norie 

and Laruie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

황이었는데, 임레이가 투입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임레이식 마케팅이 빛을 발하여 그 회사는 점점 살

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846년 임레이는 

Blanchford의 모든 지분을 사들여 해도를 제작하

는 회사의 주인이 되었으며, James Imray라는 이

름으로 출판을 시작하였다. 1850년에는 사무실을 

더 확장하고, 사업이 잘되어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해도 출판업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1854년에는 25

세가 된 임레이의 아들 James Frederick Imray가 

동업자로 회사 일에 참여함에 따라 회사 이름은 

James Imray and Son이 되었다. 그의 가장 성공

적인 해도들은 특정 무역 루트를 대상으로 삼았는

데, ‘조지아의 목화 항구’, ‘인도의 쌀 항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쉬와 같은 사건에 맞춰 등장한 해도들도 있

었다. 임레이의 회사는 영국의 해군성이나 미국의 

해안 측량국 등 정부 기관들의 발전에 보조를 맞춰 

비슷하게 성장하였다. 즉, 기존의 해도 제작방식

에서 벗어나 항해사들에게 익숙하고 실용적인 형

식으로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다가 1870년

에 임레이가 세상을 떠나자 회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다. 임레이의 아들은 해도 제작 및 출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아버지 사후에는 아버

지가 준비해 놓았던 지도들을 수정하거나 영국 해

군성 제작 해도를 복제하는 정도의 일을 하게 되었

다. 이 시기에는 해군성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을 

따르다 보니 임레이가 생존하던 때와는 달리 해도

에 장식을 넣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 당시 해군성

의 해도는 개인 회사에서 제작하는 해도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최신의 정보를 수록하는데 중점을 두

었다. 세기 말에 이르러, 이 회사는 급격히 기울어

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1899년에 ‘James Imray 

and Son’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Norie 

and Wilson’과 합병되었으며, 1904년에는 Laurie

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현재 이 회사는 ‘Imray, 

Laurie, Norie and Wilson’이라는 이름으로 해도

를 제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Geographicus 

Rare Antique Maps; Imray Nautical Charts & 

Books).

12) Vue dans le N. 17° O. à une distance que 

j’éstime à 15 milles, elle m’a paru être composée 

de deux parties, l’une à l’E., peu élévée, et 

l’autre à l’O., haute, escarpée et ayant la 

forme d’un cône, (Annales hydrographiques, 

1854-1855:262).

13) 4 juin: beau temps, belle mer; 17 nov.: pluie 

grosse, houle de S.O.

14) 1월 27일이 수로지에는 1월 2일로 쓰여 있음.

15) 1855년이 수로지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

16) Une île située dans une position à peu près 

semblable aurait été vue, le 2 janvier 1849, 

par M. Lasset, commandant le Liancourt, 

baleinier du Havre. Ce capitaine dit dans son 

rapport: “Je relevais l’île Dagelet au N.O. ½ 

N., lorsque je vis une roche dans l’E.; sa 

position donnée par de bonnes observations a 

été trouvée par 37° 2′ lat. N. et 129° 26′ long. 

E.” Cette île, marquée sur la carte n°1264, gît, 

comme on le voit, à 8′ près, par la même 

longitude que celles vues par la division 

anglaise, et sa position et latitude ne diffère 

que de 13′. Le rapport du commandant de la 

division anglaise viendrait-il confirmer la 

découverte faite par le commandant Lasset, ou 

bien la roche vue en 1854 est-elle une nouvelle 

roche découverte dans ces parages peu connus? 

A.L., (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 

1856:20-21).

17) Rochers Liancourt(Hornet). – Ces îlots, situés 

par latitude N. 37° 14′, longitude E. 129° 35′ 

(Rochers Liancourt, 37° 14′ N. et 129° 37′ E. 

Pallas-Morskoi sbornik), ont été vus par le 

Liancourt, le 27 janvier 1849, et par une division 

anglaise, le 25 avril 1855. Ce sont des rochers 

arides qui ont environ 1 mille d’étendue du 

N.O.q.O. au S.E.q.E., et qui gisent à ¼ de mille 

de distance environ l’un de l’autre; ils paraissent 

réunis ensemble par un récif. Le plus à l’O. a 124 

mètres d’élévations environ ; sa forme est celle 

d’un pain de sucre, et il est le plus haut. Le plus 

à l’E. est plat au sommet et plus bas. Il paraiss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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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voir du fond auprès de ces îlots, mais ils sont 

dangereux par leur position, car ils gisent sur 

la route des bâtiments qui traversent la mer du 

Japon pour aller à Hakodaki, (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 1858:180).

18) Rochers Ménélas et Olivoutza(Rochers Liancourt 

de la carte française)– Deux rochers élevés, 

couverts de guano blancs et à cause de cela 

reconnaissables à une distance considérable, ont 

été ddcouverts par la corvette Olivoutza, par 

latitude N. 37° 14′ et longitude E. 129° 36′ 51″, 

et nommés Ménélas et Olivoutza. La découverte 

de ces deux rochers a été importante pour les 

navigateurs. Ils sont placés à une distance assez 

grande des îles les plus voisines et sur le passage 

des navires allant au N. par la mer du Japon, (Le 

Dépôt des Cartes et Plans de la Marine, 1861:62-63).

19) 프랑스의 호끄모헬 함장 일행이 조선동해안 및 동

해의 섬들을 탐사하고 제작한 지도를 보면, 두 가

지 측면에서 명확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호끄모헬 일행이 직접 확인하고 측량했던 조선의 

동해안은 실선으로 표현했던 반면,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아

르고노트 섬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

과가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특징

들이 페리 제독의 귀국후 발행된 지도에 반영되었

다는 것은 페리가 극동에 머무는 동안 호끄모헬 함

장을 만나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또

한, 1855년에 영국의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이 섬의 명칭을 호넷이라 명명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페리 제독의 귀국후 지도에 마찬가지로 반

영되었다는 것은 영국과 미국간에도 정보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안

옥청·이상균, 2018:115).

20) 1852년 7월, 프랑스 호끄모헬 함장이 한반도 동해

상을 탐험하던 당시에 남긴 기록은 의미심장하다. 

즉, 영국 탐험가 등이 보고한 대부분의 지리정보

는 오류로 드러난 반면, 라페루즈와 같은 프랑스

인의 탐사결과는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국인들이 조사한 한반도 동해안에 대한 재조사

를 결정하는 등 자국 탐험가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

부심을 보였던 반면, 경쟁국의 탐사 성과에 대해

서는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안옥청·

이상균,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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