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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지도집 편찬시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 관장 최병현교수의 발간사에 의하면 “한국초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와 장로회학교에서 수학한 매산 김양선(1907-1970) 선생이 수집한 자료를 기증한” 것을 중심으로 편찬 하였다

고 한다. 이 책은 도판, 논고, 도판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도판 150여점 중에서 100여점을 선별하여 

편찬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는 30여종의 천문 관련 문헌을 포함하였다. 

수록 자료의 해제를 위하여 두 편의 논거(양보경, 총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지도와 지리서; 임종태, 전통

과 새로움의 혼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박물관 소장 천문학 자료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천문학)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도판해

설을 위하여 양보경, 오상학, 임종태, 이명희, 양윤정, 김현정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도판 부분은 한국의 고지도, 한국의 

지리서, 중국의 고지도, 중국과 일본의 지리지, 중국과 한국의 천문서, 서양의 고지도와 지리서 등 모두 6장으로 나누어 편찬

하였다. 그리고 도판 해설에 앞서 특집으로 “지도를 만든 사람: 김정호와 최한기”, “동서양 지리학과 천문학의 만남”을 설정하

여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였다.

이 책은 그간의 고지도집의 편집과 달리 17세기 이후 주요 고지도외에 지리서, 천문서와 천문도를 함께 다루어 옛것을 찾아

가는 듯하다. 또한, 천문을 함께 다루었던 근대화 시기 지리교과서의 편제와 흡사하다.  더 나아가 조선시대 관상감 내에 천문

과 지리교수 직제를 배려하여  “하늘과 땅” 기록을 한 책에 담은 것 같아 어색함이 없다. 더군다나 천문과 지리의 순리적인 

흐름을 하나로 묶어 따르는 듯하여 옛것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하다.

 

이 책에는 숭실대 박물관 수집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를 중심으로 편찬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집품에 하나

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 1매에 대한 지상 공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테오 리치의 “兩儀玄覽圖(1603)”이다.

대동여지도 목판이 남아 있음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25년 조선력사편수회에서 개최한 조선고지도전람회에 아무런 설명 

없이 목판 2매가 전시되었든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7년 후 1932년 경성제국대학에서(10월 15일 개학기념) 발간한 朝鮮古地圖

展觀目錄에 목판 2매와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에 관하여 간단한 목판 소개와 함께 다음 기록을 남기고 있다(19쪽). 

“---. 前擖 大東輿地圖는 목판이다. 一은 제1층의 一, 즉 表題이고, <堂宇>의 하부를 깍은 것은, 李太王 원년 재간행 할 

때에, 초각 <堂宇십이년 辛酉(철종12년, 1861)>의 年紀干支를 깍은 것이라 해야 한다. 二는 제4층의 2 및 3으로 양면에 판각했

다. 본도 판목소장자는 양삼(인)에 있고, 총 수십 수매 현존한다.” 

위 기록으로 보아 1920년대에는 목판의 상당부분을 2-3인의 민간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95년 국립중앙박

물관 수장본으로 11매(보물 제1581호로 지정됨)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지금은 숭실대 소장본을 포함하여 모두 12매 만이 보존

되고 있다. 대동여지도를 영인하기 위해서는 60여 매의 목판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지도책에 숭실대 보관 목판은 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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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집 과정을 알 수 없다. 그 나마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어 참으로 자랑스러운 귀중

한 보물이다. 이 책에서 4쪽에 걸친 목판 그림은 옆에서 판각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현재로는 모두 12매 이외 나머지 목판의 소재는 알 길이 없다. 일제강점기에 김양선교

수가 수집한 일부 목판본은 6.25전쟁 중에 손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930

년대의 기록으로 보아 아직 어디인가에는 상당량의 목판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다른 하나의 귀중한 지도 자료는 1603년 중국에서 제작되어 현재 박물관에 소장

된 세계지도 “兩儀玄覽圖(1603)”이다. 원래 이 지도는 1602년 마테오 리치에 의해 제작

된 곤여만국전도를 1603년 북경에서 이응시가 확대 제작하였다고 한다. 1604년 조선

에 전래된 이후 평해 황씨 집안에서 보관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하나와 

숭실대 박물관에 하나 모두 2본이 남아 있는 귀중한 세계지도 이다. 김양선 선생은 

6.25 전쟁기간에 이 양의현람도를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하여 땅속에 묻어 숨겨두었

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이 세계지도의 연구를 위해 한때는 저명한 외국의 지도학자

들이 박물관을 수시로 방문 한 것으로 유명했다. 최근에는 이 지도에 지명 표기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 책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리서로 동국지리지(한백겸, 1615년), 택리지(이중환, 1751), 대한신지지(장지연, 

1907)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지리지 발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장지연의 책속에 수록된 <대한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독도)’를 그려 넣어 그의 나라사랑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이웃나라의 전통적인 지리와 천문 지리서의 

소개는 참으로 새로운 것이다. 이 가운데 근대맹아기에 육영공원에 교사로 초빙된 미국인 헐버트(H. Hulbert)가 1889년에 

쓴 세계지리서 사민필지(士民必知) 발간은 많은 사립학교의 교과서로 채택되어 새로운 지리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는 출간이 금지되었든 책이다. 이들 외에 1673년 김수홍이 제작한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고금총람도”, 국내에 

유일한 최한기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의(地球儀}”(보물 제883호), 김정호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혼천전

도(渾天全圖)”들은 참으로 숭실대 박물관이 자랑할 수 있는 귀중한 수집품이며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박물관 소장품 중에 채색 필사본 “渤海(附 女眞)” 고지도를 편찬에 반영 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이 지도책은 권위 있는 논거와 자세한 도판 해설 그리고 고지도 특유의 특성을 살린 품위 있는 출판으로 “하늘과 땅”, 兩儀의 

조화를 읽는데 손색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고지도와 지리서의 고전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여준다. 1925년 일제하

에서 처음 고지도에 대한 전람회이후 고고학자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박물관이 하나로 묶어서 펴내놓은 일은 

더욱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천문과 지리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엮은 훌륭한 학문적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의 지도학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정립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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