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머리말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산도= 

독도’설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산이란 명칭은 대한제국기

에 이르러 공식문서에서 사라졌으며, 조선후기 최고 수준

의 ｢대동여지도｣에도 그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대한제국 관보(1900)에는 울릉도, 석도, 죽도가 기재되는

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왕조 내내 각종 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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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우산 명칭의 소멸과 석도 명칭의 등장 사이에서 실체(독섬1))와 명칭(우산, 석도)간 불일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와 사료에 등장하는 독섬의 이미지, 그리고 우산, 석도 명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독섬의 실체, 그리고

우산과 석도 명칭에 얽힌 의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7세기 무렵, 조선왕실은 독도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독도는 지도에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공도정책으로 독도에 관한 지리정보는

현저하게 퇴보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오류는 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초기 버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나, 김정호의 치밀한 고증으로 그때까지 반복되었던 표현상의 오류는 1861년 무렵에 이르러 완벽하게 시정되었다.

요컨대,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후기 전국지도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독도는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주요어 : 독도영유권, 울릉도, 우산도, 자산도, 독도, 김정호, 대동여지도, 청구도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questi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entity (Dokseom, Dokdo) and the names
(Usan and Seokdo) while the name of Usan disappeared and that of Seokdo appeared and to analyze the images
of Dokseom (Dokdo) appearing in the maps and other materials manufactured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names of Usan and Seokdo in the context of awareness and mapping of the entity to answer 
the questions about the entity of Dokseom and the names of Usan and Seokdo. Around the seventeen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was fully aware of the entity of Dokdo, which was indicated clearly on the maps as people
at that time understood it. However, it seems that the long-term repatriation policy had made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about Dokdo somewhat uncertain for a hundred years or so. These problems were still found in 
｢Cheonggudo｣ and the initial version of ｢Daedongyeojido｣ ; then, these repetitive errors were corrected by Kim
Jeong-ho’s careful investigation around 1861. In summary, ｢Dongyeodo｣ and ｢Daedongyeojido｣, both of which
are nationwide maps manufactured by Kim Jeong-ho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have a clear
indication of Dokdo.
Key Words : Sovereignty over Dokdo, Ulleungdo, Usando, Jasando, Dokdo, Kim Jeong-ho, Daedongyeojido, 

Cheongg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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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도에 기록되었던 ‘우산’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대신

에, 석도와 죽도란 명칭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

면, 우산 명칭의 소멸과 석도 명칭의 등장은 어떻게 설명

될 수 있는가?

예컨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하나의 명칭으로 중복되게 

지칭된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런 경우, 해당 대상을 

인식했던 주체가 일시적으로 다른 것과 혼동했거나, 그 대

상을 기록하던 주체가 실체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

거에 기록했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적는 경우일 것

이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독도와 또 다른 섬이 우산이란 

동일 명칭으로 중복되게 지칭될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과 지도표현에 관해서는 현지 주

민과 조선의 수도에 거주하던 문서 기록자 간에도 크게 다

를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경우, 특정 대상에 관한 지리정보

가 구전을 통하여 자연스레 학습되고 전수될 수 있지만, 

문서 기록자의 경우, 현지 정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황

에서 단지 이전에 기록해 놓은 자료를 참고하여 반복적으

로 따라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정 지역에 관한 지리정보는 중앙의 공식문서에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부 지도에는 이미 이미지의 형

태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조선전기에는 사료와 

지도에 공통적으로 울릉도와 우산도가 기록되었지만, 중․

후기로 접어들면서 문헌과 지도상에 표현되는 내용 간에

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1700년 무렵, 독섬으로 

추정되는 한 쌍의 바위섬이 ｢강원도지도｣(혜정박물관 소

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지만, 문헌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더욱이, ｢대동여지도｣(1861)에 우산이란 명칭

이 사라지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대상이 이 지도

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도와 죽도 명칭은 ｢대동여

지도｣보다 수 십 년 늦게 대한제국 관보에 새롭게 포함된 

예를 들 수 있다.2)

한편, 대동여지도가 완성되기 전에 제작된 지도들을 보

면, “소위 우산”과 같이 우산 명칭에 대한 혼동 또는 실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지된다. 그렇다면, 우산과 석도 명칭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명칭의 불연속과 단절의 문제

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문헌을 기록했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봐야 하나? 또한,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

정호는 왜 우산 명칭을 폐기한 것인가?

한국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료와 지도

에 등장하는 우산이 오늘날의 독도로 인정되고 있는데, 조

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전기에 기록된 우산의 특징은 

현재 독도의 모습과는 차이가 크다.3) 또는, 우산이란 명칭

을 쓰고는 있지만 오늘날의 독도를 지칭하는 기록도 있

고,4) 경우에 따라서는, 우산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서

도 독도를 가리키는 기록도 있다.5)

우리는 여기서 우산이라는 명칭이 서로 다른 실체를 지

칭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즉, 조선전기

의 우산은 오늘날의 독도가 아닌,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

들 중에 하나를 지칭했을 수도 있으며, 조선 중․후기 동안

에는 우산이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지도제작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우산도 외

에 새로운 실체, 즉 오늘날의 독도에 해당하는 독섬이 우

산도와 함께 표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6)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산 명칭의 소멸, 그리고 독섬 이미

지와 석도 명칭의 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적어

도 조선전기·중기에 제작된 2도 체제(울릉도, 우산도)의 

지도로부터 조선 중․후기에 제작된 3도․4도 체제(울릉도, 

우산도, 관음도, 독섬?)의 지도 분석이 필요하며, 문헌상

에서는 우산이 소멸되던 시기와 석도 명칭이 새롭게 등장

하던 전후 시기의 사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산 명칭

이 소멸되고, 석도 명칭이 등장하던 상황에서 제작된 대동

여지도는 어쩌면 독섬(석도, 독도)의 실체와 우산 명칭에 

얽힌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리분야에서 고지도를 분석한 독도연구는 이미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2도 체제(울릉도-

우산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7) 다

시 말하면, 정상기의 ｢동국지도｣(18세기) 계열의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우산도의 틀이 오늘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본관점이다. 한편, 조선후기 지도제작의 최고봉

으로 여겨지는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1861)에는 

울릉도 주변에 작은 섬 3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울릉/우산 

2도 체제에 갇혀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면밀한 규명은 고사

하고, 오늘날 김정호의 업적은 독도 영토주권 관련 연구에

서는 전혀 의미있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간에는 지리정보의 양과 지도제작의 질적인 차원에

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울릉도 주변의 지리정보 또

한 크게 바뀌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가 당시의 최신 지리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가정하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로부터 김정호의 ｢대

동여지도｣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부속 섬들의 

표현방식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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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들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표

현되는 과정을 밝히고, 대한제국 관보에 석도 명칭이 기재

되는 역사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독도 영토주권

의 근거로서 한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우산도=독도>, 

<석도=독도> 입장에 더욱 명확하고 확고한 이론적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II. 새로운 실체의 인식과 지도표현의 변화

18세기 전반부 이전에 제작된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

열의 지도에는 한반도의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표

현되었던 반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무렵의 문헌8)과 

지도9)상에는 오늘날의 독도에 해당하는 독섬의 실체가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2도 체제(울릉도

와 우산도) 프레임에 독섬을 비롯한 울릉도 주변의 다른 

섬들이 지도상에 표현되는 상황을 분석하면서 당시에 울

릉도 주변 해양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자 한다. 또한 조선의 공도정책으로 인하여 한동안 도서지

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퇴보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

로, 18~19세기 동안의 지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울릉도 주

변에 표현되었던 섬들의 실체가 불분명하게 왜곡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1. 지리정보의 증가와 독섬의 등장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울릉도(독

도) 관광 안내도(그림 1)를 펼쳐보면, 울릉도 및 주변 섬들

의 위치와 크기가 관광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배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독도의 

위치와 크기인데, 독도는 실제로 울릉도로부터 87km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울릉도 옆에 가깝게 그려져 있으며, 

크기 또한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오늘날의 관

광지도를 조선시대에 제작된 울릉도 주변 섬들의 표현방

식과 비교해 본다면, 비록 제작 시기와 주체는 다르지만, 

표현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

라본다면, 조선의 한양에 머물고 있던 지도제작자는 독도

의 위치와 특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강원도지도｣에 독섬으로 추정되는 섬은 울릉도의 남

쪽 해상에 한 쌍의 바위섬으로 표현되었다(그림 2). 한편, 

울릉도의 북동쪽에 표현된 우산도에는 초목이 두드러지

게 표현되어 있지만, 독섬으로 추정되는 바위섬은 그 형태

만 그려졌을 뿐 명칭도 없고 초목도 그려지지 않았다. 이

는 그 당시에 이 섬의 위치와 형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

만, 지도상에 표현된 것처럼 현지에서는 독섬으로만 불려

졌을 뿐, 공식적인 명칭은 부여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

다.10)

여기서는 독도로 추정되는 섬의 위치와 형태를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를 통해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조선반도에서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는 동해안에서 동

쪽으로 항해하였던 반면, 울릉도에 출입하였던 일본인들

은 일본 오키섬에서 울릉도 방향(동남→서북)으로 항해하

면서 그 중간에 위치한 독도를 인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는 조선에서 제작된 ｢강원도지도｣와 1696년에 일본

에서 제작된 ｢죽도지회도｣의 울릉도·독도 부분을 비슷

한 스케일에서 대조한 것이다. 이 두 지도를 보면, 비록 독

도의 크기와 위치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독도라고 여겨지는 섬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

게 구별할 수 있다.11)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 섬의 표현방식을 살펴보

면, 일반적으로, 바위섬과 같은 작은 규모의 무인도는 지

도에 표현되지 않았던 반면, 최소한의 규모를 가진 섬들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토지 생산성이 있는 섬들은 그 

당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도에도 표

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울릉도 주변에는 실제

그림 1. ｢울릉도 관광안내도｣와 독도 이미지

출처 : 울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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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바위섬들이 분포하지만,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

에는 작은 바위섬들까지 모두 표현되지는 않았다.12) 즉, 

울릉도, 관음도, 우산도(죽도)는 오늘날에도 관찰할 수 있

듯이, 일반 바위섬들보다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경작이 가능하며, 초목이 있는 섬들이다. 반면, 독도

로 판단되는 한 쌍의 바위섬이 울릉도 남쪽 해상에 표현된 

경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공도정책의 시행과 지리지식의 퇴보

지금까지 몇 가지 지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중기 

무렵에 조선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

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도학적 맥락은 

1694년에 첫 번째 수토관(搜討官)으로 파견되어 울릉도

를 시찰하였던 장한상의 기록이 뒷받침해준다.

“울릉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니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모습

이 보이며,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

데 아득히 동남방에 위치하며, 섬의 크기는 울릉도의 3분

의 1에 못 미치고 거리는 300여리에 지나지 않는다.”13)

장한상의 증언이 말해 주듯이, 그가 가리키는 동남방 해

                       a) ｢강원도지도｣, 18세기 초                            b) ｢죽도지회도｣, 1696

그림 2. 독섬으로 추정되는 섬의 위치와 형태

출처 : a)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b) 일본 돗토리현립박물관.

그림 3. ｢조선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부속도서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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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섬은 울릉도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의 죽

도(댓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

만, 방향이나 거리정보를 통해 볼 때, 오히려 이 섬은 오늘

날의 독도로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진다.14) 장한상은 

울릉도에서 조선의 동해안의 풍경과 동남쪽 해상의 섬 등 

멀리 보이는 지점을 주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장한상

이 바라본 섬에 대한 기록은 그림 2 (a)에 표현된 바위섬이 

오늘날의 독도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조선왕실의 공도정책(쇄환정책)으로 인하여 울

릉도 주변 섬들에 대한 지리정보는 부분적으로 퇴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살펴본 ｢강원도지도｣에는 울릉

도의 남쪽 해상에 한 쌍의 섬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던 반면, 

｢강원도 지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지도｣에는 ｢강원도지도｣에 표현되었던 한 쌍의 바위섬이 

두 쌍으로 표현되었으며, 섬의 모양은 비슷하나 크기와 위

치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3).

III. 김정호의 근대적 지도제작과 

독섬의 재인식

울릉도와 주변 섬들에 대한 지도표현의 오류는 김정호

의 ｢청구도(1834)｣로부터 1861년 판 ｢대동여지도｣가 제

작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드러난다. 그림 4는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의 울릉도 부분이며, 그림 5는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요람｣의 울릉도 지도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 두 지도에서 왜곡된 독섬의 이미지는 형

태와 위치 등의 측면에서 더욱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최초의 ｢강원도지도｣에서는 한 쌍의 섬으

로 그려졌던 독섬이｢조선지도｣를 거쳐, 김정호의 ｢청구도｣

와 ｢청구요람｣에 이르러서는 한 쌍이 아닌 각각의 독립된 

4개의 섬으로 왜곡되어 표현되었다.

한편, 울릉도 부속 섬들이 지도상에서는 다소 불명확하

게 표현되기도 하였지만, 정기적인 수토를 통해 과거에 부

정확하게 인식되었던 지리정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정황은 지도제작 과정

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림 6을 보면, 울릉도 동쪽에 섬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명칭은 “소위 우산도”이다.15) 이는 

이전 지도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인데, 이는 이 

시기에 이르러 우산도의 명칭과 실체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후, ｢대동여지도｣의 최종판

에서 우산이란 명칭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우산이란 섬이 기록으로만 전해졌을 뿐, 실체 파악에 문제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정호의 ｢청구도｣와 ｢청구요람｣에 표현된 울릉도 부

그림 4. ｢청구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부속도서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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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섬들에 관한 정보는 한동안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모사

되다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과정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16) 즉, 1861년에 제작된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보면, 울릉도 남동 해상에는 세 개의 작은 섬이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섬은 세 봉우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섬은 봉우리가 각각 두 개씩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봉우리의 수는 섬의 규모 차이가 반영된 것

으로 해석된다.17) 예컨대, 가장 오른쪽에 세 개의 봉우리

로 표현된 섬은 조선시대 중후반부까지 지도상에서 우산

도로 표현되었던 섬으로서 이는 오늘날의 죽도(댓섬)에 

그림 5. ｢청구요람｣에 표현된 울릉도와 부속도서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6. ｢광여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부속도서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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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할 수 있으며,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섬은 그 이전 시기

까지 왜곡되어 표현되었던 독섬과 관음도에 각각 비정할 

수 있다. 그림 7은 김정호의 지도들 중에 최고 수준으로 인

정받는 목판본 ｢대동여지도｣(1861)이며, 그림 8은 ｢대동

여지도｣보다 더 많은 지리정보가 포함된 ｢동여도｣이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면서 그 이전부터 왜

곡된 채 전해진 수많은 지리정보를 수정하고 이를 지도제

작에 반영하였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김정호

가 우산도를 지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

로는 김정호가 울릉도와 부속 도서에 대해 아주 명확히 인

식하고, 섬의 규모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왜곡되었

던 것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18)

오늘날 남아있는 ｢대동여지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울릉도 부속도서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우산 명칭 

유무에 따라 초기와 후기 버전으로 대별된다. 예컨대, 일

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에는 우산이란 명칭

이 표기된 섬이 기존의 지도에서처럼 울릉도의 동쪽 해상

에 표현되어 있으며, 울릉도 남쪽 해상에는 기존 지도에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독섬 및 관음도로 추정되는 섬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 지도의 판각 상태는 대단히 거칠고 조

잡하다(그림 9 a).

그림 7.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부속도서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8. ｢동여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부속도서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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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 11월에 서울 소재 한국연구소에서 발견된 

필사본 ｢대동여지도｣에는 기존의 지도표현 방식과 같이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 해상에 강조되어 있다. 울릉도의 

남쪽 해상에는 기존의 지도에 있는 것과 같이 5개의 섬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9 b). 이와같이 ｢대동여지도｣는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상에서 검토한 두 버전은 ｢청구도｣

와 1861년 판 목판본 ｢대동여지도｣ 사이의 중간단계의 것

으로 추정된다. ｢대동여지도｣의 완성본에 표현된 울릉도

와 그 주변 섬들은 이전 시기에 제작된 것과는 달리 실제의 

축척에 맞게 섬들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지고 정교화되

는 등 과거에 지속적으로 왜곡되어 졌던 지리정보가 파격

적으로 수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는 동안 다양한 지도와 지리지 등

을 고증함으로써 기존에 불분명했던 울릉도와 주변 섬들

에 관한 지리정보를 대폭적으로 바로잡았을 것으로 사료

된다.

IV. 독섬의 일상적 인식과 명칭의 공식화

실체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지도와 문헌에 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식은 이미지로 먼저 표현되며 점차 

문헌상에 명칭으로 공식화된다. 이러한 대상과 명칭의 관

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문헌에 포함

된 관련 내용(대상과 명칭)을 상호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지도와 문헌의 내

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취하는 경향을 보였

다(그림 10). 그러한 방식의 접근법은 연구의 엄밀성과 객

관성을 담보되기 어려우며, 단지 자의적인 해석만이 남게 

된다.

조선 전기에는 문헌과 지도에 우산의 실체와 명칭이 동

일하게 표현되고 명기되었지만, 조선 중기 무렵부터는 대

상과 명칭 간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문헌

에는 여전히 울릉과 우산의 2도 체제로 기록되어 있는 상

황에서 지도상에는 독섬의 이미지가 새롭게 포함되기 시

작하였는데,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존 명칭의 혼동

으로부터 소멸, 그리고 새로운 실체의 등장과 명칭의 공식

화의 다중적이고 동시적인 인식의 관계를 놓쳤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그림 11은 문헌상의 명칭과 지도상의 실체를 중첩

시켜놓고 대상과 명칭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시도

이다. 이러한 분석방식을 통해 기존 명칭의 진화와 소멸,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의 등장부터 공식화까지의 과정을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도상에 독섬

의 이미지가 등장할 무렵, 우산의 명칭은 모호해지기 시작

하였다. 100여년이 지난 후, 우산의 명칭은 지도상에서 소

멸되었으며, 문헌상에서도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1700

년대 전반부 무렵에 처음으로 지도상에 등장했던 독섬의 

이미지는 우산의 명칭이 사라지던 시점에서 문서상에 공

식적인 명칭(석도)으로 기록되었다.

독섬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일상적인 명칭이

었다.19) 해당 지역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다면, 분명 

세대를 거듭하면서 대상의 명칭은 구전되었을 것이다. 주

민들 사이에서 독섬이라는 실체가 분명히 인식되었다면, 

독섬이라는 명칭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며 대한제국 관보에 석도로 기록되는 주된 근거로 작

                    a)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b) 한국연구원 소장

그림 9 ｢대동여지도｣ 초기버전에 표현된 울릉도와 부속도서

출처 : a)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 b) YT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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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을 것이다. 반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우산이라는 

명칭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통용되었다면 오

늘날까지도 계승되어야 하는데, 조선후기에 소멸되었다

는 것은 명칭과 실체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대안적인 분석틀(그림 11)을 도입하고, 1600년

대 말엽 안용복이 도일과정에서 직접 목격하고, 일본인 어

부들과의 논쟁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독섬의 명칭과 실체

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도식이 성립된

다(그림 12). 조선시대 중반까지 각종 사료와 지도에는 [울

릉+우산]의 2도 체제였지만, 안용복의 등장과 함께 우산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1名 2島). 또한, 이 무렵에는 ｢강

원도지도｣에 독섬이 한 쌍의 바위섬의 형식으로 지도상에 

분명하게 등장하였으며, 장한상과 같은 인물을 통하여 울

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독섬의 실체 또한 정확하게 묘사

되었다.

그림 13은 명칭과 실체에 관한 독도 인식의 변천사를 보

여주고 있다. 즉, 1900년 대한제국 관보에 기록된 석도 명

칭은 지역 주민들이 부르던 독섬의 한자식 표현이었으며, 

이 섬의 실체는 1700년 무렵에 제작된 ｢강원도지도｣에 처

음으로 표현되었고, 그러한 정황은 첫 번째 수토관으로 울

릉도에 갔던 장한상(1694)의 증언을 통해 뒷받침된다. 조

선전기 문헌과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동일하게 기

록되고 표현되었다가, 18세기 무렵, 수토사들이 울릉도에 

파견되면서 울릉도와 주변 섬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었

고, 결국에는 우산이라는 실체와 명칭에 대해 의구심을 갖

게 되었으며, 지도상에도 ‘소위 우산’이라 표기하는 등 우

그림 10. 기존의 사료중심 연구관점

그림 11. 지도와 사료가 균형 잡힌 대안적 분석틀

그림 12. 17세기 말엽의 울릉/우산 인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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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칭의 소멸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우산 명칭

은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1861)에서 완전히 폐기

되었으며, 대한제국 관보에는 우산 명칭 대신에 석도와 죽

도가 울릉도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었다.20)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흥미로운 자료 한 가지를 소개하

고자 한다(그림 14).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독도 연구에서 

｢대동여지도｣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대동여

지도｣의 울릉도 부분도와 대한제국 칙령(1900)의 관련 내

용을 같이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이 자료는 ｢대동여지도｣의 

울릉도 부분도에 칙령의 독도 관련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서 의미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자료의 하단에는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

재로서는 이 자료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21) 지금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중반 무렵부터 19세기 중

반까지 울릉도 주변 섬들에 관한 정보가 일시적으로 퇴보

되었던 적은 있지만, 장한상과 안용복 시기의 울릉도/독

그림 13. 조선의 독도 인식과 명칭의 변천사

그림 14. ｢대동여지도｣의 울릉도 부분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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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식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까지 일관되게 이

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17~19세기 동안에 조선의 독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실체와 명칭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한국 

정부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기본 입장은 <우산=독도>인

데, 유감스럽게도, 우산이란 명칭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지도와 문헌에서 사라진다. 반면, 1900년 대한제국 관보

에 새롭게 등장한 석도 명칭과 조선 후기에 실체가 모호해

진 우산 명칭 간의 연결 관계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평가

가 지배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체와 명칭 간의 불일

치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독도가 최초로 등장하

는 것은 18세기에 제작된 ｢강원도지도｣로 특정된다. 이 지

도는 수토사 장한상의 증언과도 일치하며, 동시대에 일본

에서 제작된 ｢죽도지회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지도에 

표현된 한 쌍의 바위섬은 독도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울릉도 주변 섬들

에 관한 지리정보는 퇴보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강원도지도｣에 표현되었던 한 쌍의 바위섬은 ｢조선지도｣

에는 두 쌍의 바위섬으로 왜곡되어 표현되었고, ｢광여도｣

와 ｢해동지도｣ 등 이후의 지도에는 네 개의 독립된 섬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기존 학계의 입장과는 달리 김정호는 ｢대동여지

도｣에 독도를 표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도｣의 

범례에 따르면, 김정호는 기존에 답습되어 오던 지리정보

와 현지 주민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지도 내용을 수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정호는 ｢대동여지도｣ 제작과정에서 기존에 반복적으로 

지도에 표현되었던 우산의 실체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며, ｢대동여지도｣의 완성본에서는 기존의 

우산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실제 스케일에 맞게 울릉도의 

부속 도서들을 표현하였다.

넷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규정하는 울도(鬱

島)의 관할 판도는 ｢대동여지도｣를 통해 상세화되었다. 

칙령의 관련 내용이 기재된 ｢대동여지도｣의 울릉도 부분

도는 칙령 제41호가 반포되던 무렵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자료의 등장으로 일본에서 제기하는 ｢대동

여지도｣의 독도 유무의 문제와 칙령의 석도 명칭에 관한 

그림 15. 조선의 독도 인식과 지도표현의 변천사: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출처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울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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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명쾌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칙령에 

포함된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와는 전혀 관련없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비록 지금까지 한국 정부

와 학계에서 취해온 기본 입장(우산도=독도)과는 차이가 

있지만, 독도연구가 ｢동국지도｣ 계통의 지도에 표현된 <울

릉도+우산도> 형식의 불명확했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독도가 표현된 ｢

대동여지도｣가 한국의 독도영유권 논거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본질적인 근거로써 재고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대동여지도｣는 지도학적으로도 18세기

와 20세기의 시간적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

명한 자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註

1) 문헌상에 ‘석도’ 또는 ‘독도’ 명칭이 정착되기 이전 

시기 지도에 표현된 것으로 사료되는 독도 이미지

는 ‘독섬’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2) 독도 관련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고지도에 표현된 

우산에 독도를 비정했기 때문에 본고에서 본질적

으로 다루게 될 석도로 추정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는 의미있게 분석하지 않았다.

3) “김인우(金麟雨)를 무릉(武陵) 등지 안무사(安撫使)

로 삼았다(1416년 9월 2일, 庚寅/以金麟雨爲武陵

等處安撫使)”. “안무사(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土産物)인 대죽

(大竹)·수우피(水牛皮)·생저(生苧)·면자(綿子)·검박

목(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戶]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1417년 2월 5일, 按撫

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水牛皮、生苧、

綿子、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其島戶凡十

五口, 男女幷八十六)”. “왜적이 울릉도와 우산도에

서 도적질했다(1417년 8월 6일, 倭寇于山、武陵.)”, 

“우산도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었으며(1425년 

10월 20일, 于山、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搜捕本島

避役男婦二十人來復命), 조선왕실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통치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였다(1425

년 8월 8일, 以前判長鬐縣事金麟雨爲于山、武陵等

處按撫使).” “특히 우산도는 토양이 비옥하고 산물

도 많아 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관하여 

왕께 건의했다(1436년 6월 19일, 江原道監司柳季

聞啓: “武陵島牛山, 土沃多産, 東西南北各五十餘

里, 沿海四面, 石壁周回, 又有可泊船隻之處。 請募

民實之, 仍置萬戶守令, 實爲久長之策).”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

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때에는 우

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于山, 武陵 

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

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한편, 조선 

중기 무렵, 박세당은 �서계잡록(西溪雜錄)�(1659)

에서 그 당시에 조선의 육지에서 울릉도 및 우산도

가 보이는 바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대개 

두 섬은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

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아주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

는다. 울릉도가 조금 더 높다. 풍랑이 잦아들면, 노

루와 사슴이 이따금씩 바다를 건너 나온다(盖二島

去此不甚遠一颿風可至于山島勢卑不因海氣極淸朗

不登最高頂則不可見鬱陵稍峻風浪息則尋常可見麋

鹿態獐往往越海出來).” 여기서 관찰자의 시점은 강

원도 동해안의 어느 고지이며, 울릉도와 우산도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섬으로 기술되고 있다.

4)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에는 “울릉과 우산

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

5) 1694년, 첫 번째 수토관으로 울릉도에 시찰을 갔던 

장한상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니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

이고,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

는데, 아득히 동남방에 위치하며, 섬의 크기는 울

릉도의 1/3에 못 미치고, 거리는 300여리에 지나지 

않는다”(장한상, 1694, ｢울릉도사적｣, 西望 大關嶺

遠迤之狀 東望海中有一島 杳在辰方 而其大末滿蔚

島三分之一不過三百餘里).

6)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 과정에서(1696), 안용복은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인 어부들을 만

나게 되고, 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분과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당시 일본 현

지에서 기록했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 시기에 

안용복이 오늘날 독도에 해당하는 섬을 목격했던 



17-19세기 조선의 독도 인식과 지도표현의 변천사

- 13 -

정황과 안용복이 그 섬을 지칭했던 명칭을 확인하

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안용복과 일본 어부들 

간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는 원래 우

리 경지인데, 왜인들이 어찌 감히 월경하여 침범하

였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 “우리는 본

디 마쓰시마(송도)에 살고 있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여기까지 왔으나 지금 곧 본소로 

돌아가겠다” “마쓰시마는 곧 자산도(子山島)이며, 

그 섬 또한 우리 땅인데 너희가 어찌 감히 거기서 

산다고 하느냐” 이러한 안용복의 행적과 증언에 관

한 내용은 조선왕실이나 공식적인 문헌에는 명확

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지도제작에는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믿어진다. 안용복이 이 섬에 대해 지칭

했던 자산도는 숙종실록에 기록되었으며, 이에 관

한 일본측 문서에는 자산도를 일본어 독음으로 ‘소

우산도’로 표기되었다(김학준(2010:104); 오오니

시(2011:303-310).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은 자산

도와 우산도가 동일한 섬일 것으로 믿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자산도와 소우산도를 우산도의 하위개

념 또는 부속섬 즉 우산도의 아들섬 내지는 또 다른 

작은 우산도로서의 소우산도라는 명칭을 썼을 것

으로 추정한다. 한국의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우

산의 于자와 자산의 子자를 혼동하여 쓴 것으로 여

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7) 독도명칭/고지도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찬(1978), 한국고지도에서 본 독도; 김지영(2003), 

개항기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연구; 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오상

학(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

식의 변화; 유미림(2008),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 박세당(1659)의 ｢울릉도｣와 장한상(1694)

의 ｢울릉도사적｣을 중심으로; 이상태(2008), 독도 

명칭의 역사적 고찰; 이상태(2009), 고지도가 증명

하는 독도의 영유권; 허진영(2011), 유럽과 한국에

서 <독도>명칭 변천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새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독도의 표기 문제; 이기봉

(2012),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과제를 통해 

본 石島·獨島 고찰; 최장근(2012), 독도명칭 ｢우산

도·석도·독도｣의 생성 배경: 독도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 등.

8) 장한상, 1694, ｢蔚陵島事蹟 (울릉도사적)｣.

9) ｢강원도지도｣, 18세기 초 제작 추정,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

10) 오늘날의 관음도로 추정되는 섬은 울릉도의 북동

쪽 해안에 바짝 붙어 있지만, 지도상에는 실제의 

위치보다는 크게 과장되어 남쪽방향으로 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조선과 일본의 양국에서 바라본 독도의 크기 및 

형태, 위치는 서로 다르다.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

에서 독도는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일본 오키섬에서 울릉도로 건

너가는 과정에서 독도가 지리적, 관념적으로 훨씬 

가깝고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조선에서 바라본 독도는 일본에서 표현한 것보다

는 훨씬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 조선의 육지에서 울릉도로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독도는 울릉도에서 다시 동남

쪽으로 87km 이상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에 조선

에서 인식되었던 독도는 일본에서 인식했던 것보

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두 지도에서 

독도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한 쌍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식생 피복은 없이 바위섬으로만 인식되었

다. 반면, 우산도는 식생이 덮여 있는 것으로 표현

되었는데, 이 섬은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로 비정

할 수 있다.

12)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어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

를 그린 이규원의 ｢울릉도 지도｣는 예외적이다.

13) 西望 大關嶺遠迤之狀 東望海中有一島 杳在辰方 而

其大末滿蔚島三分之一不過三百餘里(장한상, 

1694).

14) 독도관련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 대한 연구는 

유미림의 연구(유미림, 2008,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 : 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

의 ｢울릉도사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29권 2호)를 참조할 것.

15) “소위 우산”이란 명칭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

해동지도｣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16) 김정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까지 약 40여년 안팎의 

세월을 지도제작에 바쳤다. 김정호 자신이 직접 

쓴 청구도 범례를 보면, “지도에 기록된 것과 지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이에는 또한 서로 다른 것

이 있어 적절하게 따르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옛

지도의 내용을 따르되 후고(後考)를 기다린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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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술이 있다. 이와같이 김정호는 기존에 나와 

있던 지도를 근거로 지도제작을 시작하였으며, 제

작과정에서 수많은 고증을 통해 조금씩 고쳐나갔

다. 울릉도 및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그가 제작한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초기 버전에서는 옛 방

식 그대로 계승되었다가 1861년 목판본 ｢대동여

지도｣에서는 오늘날의 지리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현격하게 수정·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호의 지도제작에 관한 연구는 이기

봉의 책(2011)을 참조할 것.

17) ｢대동여지도｣의 경우, 봉우리의 개수에 차이를 둠

으로써 섬의 규모를 표현하였으며, ｢동여도｣의 경

우, 섬 옆에 표기된 숫자가 섬의 둘레를 의미한다.

18) 김기혁(2009)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 우산

도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지면의 제약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이상태(2009)

는 ｢대동여지도｣가 목판본이므로 판각의 여유가 

없어서 우산도를 생략한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장

상훈(2010)은 김정호가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중

시하는 자신의 객관적인 태도로 인해 ｢대동여지

도｣에 우산도를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 논한바 

있다. 오상학(2006)은 ｢대동여지도｣의 동쪽에 표

현되었던 우산도를 빼고, 남쪽 해상에 세 개의 섬

만을 그려 넣은 것에 대해 김정호가 울릉도 지역

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기존의 인식을 

수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역사교

과서에도 독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동여지도｣가 

등장하는데, 원본과는 달리 독도를 현재의 위치에 

인위적으로 기입한 것이 특이하다(이서영･이상

균, 2018).

19) 독도 명칭에 관해서는 유미림(2012), 이기봉(2012), 

최장근(2012)의 연구를 참조할 것.

20)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면서 �대동지지� 

또한 기록하였다. 그러나 김정호는 �대동지지�

(1863)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

에 �대동지지�에 기록된 기존의 울릉도와 우산도 

등 2도체제의 내용은 새로운 지리정보(울릉도, 

죽도, 석도)로 수정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남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종의 명을 받고 울

릉도에 검찰사로 파견된 이규원은 �울릉도 외도�

(1882)를 그려오는데, 이 지도에는 울릉도의 동

쪽 연안에 죽도와 도항(섬목 → 오늘날의 관음도)

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반면, 이 지도에는 오늘

날의 독도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기존 지도에 우

산으로 표현되었던 섬은 죽도에 비정된다. 이 지

도는 대동여지도와 대한제국 관보에 표기된 울릉

도 및 그의 부속도서 명칭을 확인시켜 주는 증빙

자료라 할 수 있다.

21) 이 자료는 칙령 41호가 반포되던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 바로 윗부분에 울릉도

의 규모(東西六十餘里南北四十餘里周二百餘里)를 

표기한 필체와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관련 내용

을 기록한 필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지도의 여백에 칙령의 내용을 옮겨 적는 과

정에서 군청의 소재가 태하동(台霞洞)이 아닌 하

태동(霞台洞)으로 표기된 것은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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