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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반도 최초의 근대지도 제작이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5년 지적과를 설치하였고 1898년 양지아문을 만들어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교육을 시도하였으나, 중추원에서는 양지아문

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지도 및 측량교육은 1909년 보성소학교

내에 설치된 신흥농업강습소가 융흥농림강습소로 개칭된 후 신설되었던 임업속성과가 보성전문학교로 이관되면서 실시한 것이 

효시였다. 우리나라에 측량교육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신교육구국운동과 삼림법의 시행에 있었다. 그 이유로 측량학교와

강습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측량교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1908~1909년은 측량학교 전성시

대였다고 간주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보성소학교의 신흥(융흥)농업강습소가 보성전문학교의 임업속성과로 이관되어 측량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4년에 걸친 짧은 측량교육은 재정난과 한일합병으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주요어 : 개화기, 양지아문, 측량학, 측량학교, 보성전문학교

Abstract : It has already been revealed in a prior study that the first modern map of the Korean Peninsula was
produced by the Japanese Military Surveys.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established an intellectual department
in 1895 and established the Yangjiamun in 1898 and attempted to train the survey for mapping and development,
but there was some discussion among the Chungchuwon about the abolition of the issue. Map and survey 
education for making modern maps of Korea was first conducted at Yungheung Agricultural Training Center
in 1909. It 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ducation and forest law that the survey education became an 
urgent matter for Korea. As a result, surveying schools and institutes have been established in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stimulating survey educ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year 1908 to 1909 was the heyday
of surveying school. At this time, Yungheung Agricultural Training Center of Bosung Primary School was 
transferred to the forestry properties of Bosung College. However, the four short years of surveying have been
short-lived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annexation of Korea.
Key Words : The Enlightening period, Yangjiamun, Land surveying, Surveying school, Bosu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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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는 정교함이나 정확도에 있어 근

대지도에 비하여 뒤떨어지거나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현시점에서

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여 평가하

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도를 유일한 기준

으로 판단하면, 즉 과학성을 유일한 지도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고지도보다 근대지도가, 또 근대지도보

다 현대지도의 수준이 월등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의 가치는 과학성만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

니므로, 거리나 방위가 부정확하여 비과학적 지도라 할지

라도, 목적에 따라서는 훌륭한 지도가 될 수도 있다(남영

우, 2011:3-4). 일본이 이노우(伊能忠敬, 1745~1818)가 제

작했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의 

군사적 효용이 적어 근대지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토지개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측량

에 기초한 근대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北田幌司 

등, 2009).

김정호가 1864년 전근대적 한반도 지도를 완성한 지 14

년 후인 1878년부터 일제 참모본부 장교들로 구성된 간첩

대에 의해 한반도 지도가 새롭게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

미 선행연구(남영우, 1992; 남영우, 1997; Nam, 1997)에 의

해 밝혀진 바 있다. 일본은 과거 군대에서 제작한 외국지

도를 외방도(外邦圖)라 부르고, 그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외방측량이라 칭하였다. 초기의 외방도는 1875년

의 ｢동해안조선도(東海岸朝鮮圖)｣ 및 ｢조선국전도(朝鮮

國全圖)｣를 비롯하여 1876년의 ｢월미도해협약측도(月尾

島海峽略測圖)｣ 및 ｢조선강화도도(朝鮮江華島圖)｣, 1877

년의 ｢조선국부산항(朝鮮國釜山港)｣ 등이 있었다(日本

海軍水路局, 1875a; 1875b; 1876a; 1876b; 1877). 외방도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일본의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초기로 추정된다(測量·地圖百年誌編集委員會, 1970).

일본은 세계 및 아시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국내

정세가 혼탁해지면서 주변국에 대하여 강경책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1875년 9월 20일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동원하여 한반도 침략을 노골화하면서 육군성의 전신인 

제6군의 지도하에 해외첩보활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일

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가 강제적으로 체결되면서 간첩

대가 은밀하게 실시하였던 측량사업을 한국 주둔군의 호

위를 받으며 당당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화기 우리나라

에서 근대적 측량술에 입각한 지도학 교육이 어떤 배경에

서 시작되었는지 각종 문헌을 기초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개화기에 고등교육 기관 가운데 최초로 측량

교육을 실시했던 보성전문학교에서의 측량교육을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들은 기존에 실시된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개화기에 측량교육을 실시했던 보성전문학교

의 자료와 일본에서 간행된 문헌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II. 측량관련 부서의 태동

고려 공민왕 5년(1356) 이후 조정의 6조 가운데 호조(戶

曹)에서 재정과 양지(量地)를 관장케 한 관례가 조선 후기

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고종 31년(1894)에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의해 제정된 새로

운 관제에서는 의정부 및 내무·외무·탁지·군무·법

무·학무·공무·농상 등 8개 아문(衙門)이 설치되었다. 

그 가운데 탁지아문(度支衙門)은 이전의 호조를 기본적

으로 계승하여 전국의 재정·출납·조세·화폐 등의 사

무를 통괄하고 지방의 재정을 감독하는 주된 업무를 수행

했다.

탁지아문의 구성은 탁지아문을 총괄하는 탁지부대신 

휘하에 협판(協辦) 1명을 두고, 그 밑에 총무국·주세국·

출납국·국채국·은행국 등의 10국을 두었다. 탁지아문 

어디에도 양지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없었지만, 1895년 3

월 칙령 제53호로 내부관제가 공포되면서 양전사무(量田

事務)를 담당하던 기관으로 판적국(版籍局)과 토목국 등

의 5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판적국에는 호적과와 지적과

를 설치하였다. 당시 내무대신은 박영효, 초대 판적국장

에는 윤진석이 임명되었다. 

당시 지적과는 ① 지적, ② 무세(無稅) 관유지의 처분 및 

관리, ③ 관유지의 명목변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大

韓帝國官報, 1895년 4월 17일자). 명목변환에 관한 사항

은 관유지의 지명변경보다는 지목변경에 관한 업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적

(地籍)’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내부분과 규정 제

8조에는 토목국 내에 토목과와 지리과를 두고, 제10조에

는 토지측량과 토지수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

정하였다(남영우, 2011:143-144).

이와 같은 제도개혁의 배후에는 강화도조약의 일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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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였던 이노우에(井上馨)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이진호, 1989). 그는 이토(伊藤博文)와 영국에서 

유학을 함께했던 동기로 내상(內相)과 장상(藏相)을 역임

한 인물이며, 1894년에는 장관직을 사임하고 주한공사를 

희망하여 고종을 알현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을 권한 바 있다.

1898년 7월 6일 독립관서인 양지아문(量地衙門)의 직

원 및 근무규정1)이 칙령 제25호로 공포되었다. ‘양지’는 지

적측량을 의미하며, ‘아문’은 중앙부처이므로 양지아문은 

오늘날의 지적측량 기관에 해당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양

지아문은 막강한 기관이었으며 측량부서의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장관급으로 예우하였다. 근무규정 제9조에 따

라 1898년 9월 미국인 수석기사 R.E.L. Krumm이 초빙되

었는데,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측량기사이며 교수

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영어와 일본어를 공부한 20명의 학

생을 선발하여 측량교육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최초의 

근대적 측량은 1899년 4월 1일에 서울의 남대문 일대를 대

상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

시 전역으로 측량지를 확대하여 연습을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의 중추원은 양지아문의 개설과 외국인 측량

기사를 초빙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양지아문

은 사실상 8개월 만에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지계아

문(地契衙門)2)에 통폐합되고 말았다(大韓帝國官報, 1901

년 11월 11일자; 1902년 1월 7일자). 양지아문 총재는 사직

하였고 측량교육을 받던 학생들은 해산되었으며, 측량기

사 Krumm은 탁지부로 전속되었다.

고종은 1896년 4월 영국인 M. Brown을 재정고문에 임

명하고 1903년 8월 해관 총세무사를 겸직케 하였다(김원

모, 2002). 그는 영국 지리학자 I.B. Bishop 여사가 한국기

행문 ｢한국과 이웃 나라들｣을 저술할 때 도움을 준 인물이

다(이인화, 1994). Brown은 취임 후 재정의 기초를 확립하

기 위해 우리나라 지적정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백성

들에게 토지측량의 필요성을 알리고 양반들에게 측량술

을 습득시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05년 6월에는 일본인 기사를 고용하여 견습생을 속성

으로 측량기사를 배출하였다. 당시에는 양성기간이 짧았던 

탓에 측량술 중 가장 초보적인 부분측량을 습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장차 시행될 토지조사사업에 대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1907년 12월 양지과 수

업규정을 제정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도근측량3)과 

소삼각측량술을 강습하였다. 1905년 이래 양지과 측량기

술연습소에서 양성한 측량기술자는 총 402명에 달하였다.

타이완의 토지조사를 마친 구마다(熊田信太郞)는 1906

년 한국에 들어와 측량교육 및 토지조사에 착수하였다. 지

방에서는 토요다(豊田四郞)와 같은 측량기사들이 가세하

였다. 그들은 1909년 11월 처음으로 경기도 부평군에서 세

부측량과 도근측량을 하였지만, 통감부에서 실시한 최초

의 측량은 1906년 진해만과 거제도 일대의 군용지 측량이

다(원영희, 1988).

대한제국 정부는 비록 해외에서 신학문을 배워온 인재

들을 등용하지 않았지만, 양지과의 토지조사에 동원된 측

량기사는 한국인이 300명, 일본인이 23명으로 한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제가 1910년 식민지체제 수

립을 위한 작업으로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에 참여한 

5,666명의 측량원 가운데 약 80%는 한국인이었다. 측량교

육을 실시한 주체는 일제였지만, 손과 발이 되어 국토를 

조사한 것은 한국인들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신학문

인 측량술에 대한 한국인의 교육열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나라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유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왕실과 정부재산의 

분리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07년부터 활동하던 임

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

局)과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을 계승하여 

1908년 7월에 임시재산정리국이 설립되었다. 이 부서에

서는 국유지에 이속된 재산을 조사 정리하고, 부동산 권리

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며, 제실의 채무를 정리하는 

동시에 토지측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로부터 측

량도면과 측량에 의해 산출된 면적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관행이 생겨났다(이규철, 2014:29). 이 부서는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안에 임시토지조사국이 설치되

면서 통합되었다(그림 1).

그림 1. 임시토지조사국 청사(1910년대)

출처 : http://allsteel.blog.me/1897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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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도학 교육기관의 설립

1. 개화기 사립학교의 설립

개화기 사립학교는 1898년까지만 해도 그 수가 많지 않

았으나, 1904년 한일의정서의 체결과 1905년의 을사늑약

을 계기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1908년에 그 수가 정점을 이

루었다(그림 2). 이는 1906년 학교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고종이 반포한 ‘흥학조칙(興學詔勅)’ 덕분이었을 것이다. 

개화기 3대 문장가 중 한 명인 매천 황현이 1864〜1910년

에 이르는 47년간의 역사를 비판적 지식인의 관점에서 서

술한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이 시기에 설립된 

사립학교가 3천여 개에 달하였다(허경진, 2006). 그러나 

당시 신문광고가 대중화되지 못하였고 광고를 낼 만큼 재

정이 넉넉한 사립학교 설립자가 별로 없었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하여 전국에 5천

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견해도 있다(김효정, 

2015).

당시 청년들이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1908년 11월 3일 �황성신문(皇城新聞)�에 

게재된 측량학 교재의 광고를 보면 당시 탁지부에서 편찬

한 교재의 정가가 �토지측량술�은 60전, �토지측량법�은 

40전이었다(그림 3). 당시 강사회의에서 결의한 보성전문

학교의 월사금(月謝金)이 50전이었음을 감안하면, 교재

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大韓每日申報, 1908년 1

월 9일자). 당시의 수업료는 매월 지불하게 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이 측량교과서를 구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었을 것이다. 또한 1910년 임시토지조사국 서기급의 월급

은 20~30원 정도였음을 고려하면(朝鮮總督府 臨時土地

調査局, 1910), 교재의 가격은 매우 비싼 수준이었다.

1907년 사립학교는 모두 212개소였는데, 그 다음해인 

1908년에는 3배가 넘는 667개소로 증가한 것은 측량학교

의 건립이 붐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한성부에 가장 많은 

22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 211개소가 

자리하였다. 평안북도(124개)와 평안남도(42개)에도 많

은 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평안도의 교육열

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진호, 1989: 65). 그러나 

1908년에 반포된 ｢사립학교령｣으로 1909년부터 사립학

교의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1,642

개소의 사립학교 중 측량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

도에 달하였기에, 측량교육을 빼놓고 사립학교의 신교육 

구국운동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화기 사립학

교의 설립에서 측량학교가 지니는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

할 수 있다.

측량교육은 민간에서만 실시한 것이 아니라 군부에서

도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에 사

립측량학교가 설립되자 육군 참위 출신 이병갑이 교사로 

초빙되었던 점(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23일자)과 측량

서적을 집필한 이한룡이 육군무관학교 출신이란 점에서 

볼 때, 군부에서도 측량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부에서는 측량조사와 함께 병사들에게도 측량학을 가

르쳤다(皇城新聞, 1909년 4월 1일자). 

2. 개화기 측량교육과 측량사무소

개화기에는 양지과를 비롯한 대구·평양·전주 출장소

에서 1908년부터 소삼각측량이 개시되면서, 이들 기관에

그림 2. 개화기 사립학교의 설립 추이

출처 : 김정해, 1987:134를 기초로 작성.

그림 3. 측량교재 광고가 게재된 황성신문

출처 : �황성신문(皇城新聞)�, 1908년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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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측량연습용 지도를 제작하였다. 측량술이 점차 발전

하면서 민간에서도 사립측량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측량학교와 강습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측량교육이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교육 구국운동과 삼림법의 시행에 있었다.

이미 1889년 미국인 H.B. Hulbert의 ｢민필지｣라는 최

초의 근대적 지리교과서가 간행되었지만, 이 책에는 지도

학이나 측량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개화

기로부터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출판된 지리

교과서에는 지도에 관한 내용이 한성사범학교 본과에서 

가르친 지도묘법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였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다(류재명, 2001:298-347). 지도묘법에는 측량

술이 포함되어 있었으나(神田精輝, 1925), 일본이 1911년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여 한성사범학

교를 관립경성보통학교의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로 개

편하면서 측량술 교육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

개 학년에서 1시간에 불과한 수업으로는 측량술 습득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진출하

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학 및 측량술의 발달을 견인하

지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측량학교에서는 비교적 집중교육이 이루

어짐에 따라, 1900년대 초에 들어와 지도제작이나 측량을 

다룬 유사한 간행물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속 출판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중 1898년 9월 창간되어 1910년 9

월 폐간된 �황성신문(皇城新聞)�이 12년간 광고란에 게

재한 측량관련 서적은 �정선토지측량법�·�신찬지형측

량술�·�양지법�·�신찬측량학�·�토지측량술�의 5~6

권이었다(황영원, 2013).

측량교과서는 측량학교 설립의 절정기였던 1908년과 

1909년에 출간된 것들이 여러 권 있었다. 1908년에 간행된 

이한룡의 �토지측량법�을 시작으로, 강대성·주영운·

이해동이 함께 저술한 �신찬토지측량법�, 이성실의 �양

지법�이 속속 간행되었으며, 탁지부에서 출간한 �토지측

량술�두 권과 작자 미상의 �정선도근측량술�, 정인환의 

�정선토지측량법�이 출판되었다. 1909년에는 김택길의 

�신찬측량학�을 위시하여 유길준이 직접 저술한 �신찬측

량학�, 진희성의 �최신전야임실지측량법�, 홍종대의 �신

찬지형측량술�등이 출간되었다.

이들 중 가장 널리 이용된 교재는 1908년 탁지부 양지과

에서 편찬한 �토지측량술(土地測量術)�을 한글로 번역한 

것(그림 4)을 비롯하여 표 1에서 밝힌 것처럼 민간에서 개

그림 4. 양지과 편찬의 「토지측량술」과 도근측량 지도

출처 : 度支部 臨時財産整理局 測量課 編, 1908a; 1908b.

표 1. 개화기 한국인이 저술한 측량 교과서

발행년 도서 명칭 저자 발행처

1908 土地測量法 이한룡 光東書局

1908 精選土地測量法* 강대성, 주영운, 이해동 大韓書林

1908 量地法* 이성실 中橋測量事務所

1908 土地測量術: 圖根及細部測量之部* 탁지부 龍山印刷局

1908 土地測量術: 小三角水準測量之部* 탁지부 龍山印刷局

1908 精選圖根測量術 ? ?

1908 精選土地測量法 정인환 ?

1909 新撰測量學 유길준 안태섭 발행

1909 新撰測量學* 김택길 同文館

1909 最新田野林實地測量法 진희성 義進社

1909 新撰地形測量術* 홍종대 유일서관(?)

1909 新撰測量學 이용익 ?

* �황성신문(皇城新聞)� 광고란에 실린 서적.

출처 : 이진호(1989:147)를 필자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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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제작한 교재가 여러 권 있었다(이진호, 1989). 탁지부

에서 제작한 책은 제1편(총론), 제2편(세부측량), 제3편

(도근측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측량연습은 경기

도 고양군 평천면과 사리면4)을 대상으로 도근측량의 사례

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포함되었던 실측 지형도에는 

등고선과 하천 등이 묘사되어 있으며, 축척은 1:500 혹은 

1:1,000이었다.

위에서 밝힌 측량관련 교과서 중 1908년 이한룡이 저술

한 �토지측량법(土地測量法)�의 서문은 변영만과 윤익선

이 작성하였는데, 그 중 변영만은 1908년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법원 판사로 부임하기 전에 서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문으로 쓰인 서문 중에 “죽음으로 토지

를 지키는 길을 기대한다.”란 글귀는 일본인들에게 땅을 

수탈당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국한문으로 기록된 윤익선의 서문에는 저자인 이한룡을 

‘나의 학교’ 출신으로, 또 변영만을 ‘학우’로 부른 점에서 모

두 보성전문학교 동창생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독립운동

을 한 것으로도 알려진 이들 3명은 보성전문학교 법학전

문과 출신이었는데, 어떤 연고로 측량술에 관심을 갖고 서

적을 집필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측량학의 선두주자였던 김택길이 1909년 집필한 �신착

측량학(新撰測量學)�은 유길준이 작성한 서문을 포함하

여 측량기구를 이용한 매우 심층적 측량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6개 편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제

1편은 측거법과 평판측량, 제2편 삼각대와 수준용나선(水

準用螺旋), 제3편 나침의(羅針儀)를 이용한 방위측량, 제4

편 트랜싯을 이용한 각도측량, 제5편 스타디아(stadia) 측

량의 응용 및 이론, 제6편 고저측량 및 수준측량에 관한 설

명 등이다. ‘스타디아 측량’이란 시거측량(視距測量)이라

고도 부르는데, 이는 지형측량에 사용되는 간접적 거리측

량법의 하나이다. 근대적 측량기구인 수준용나선이나 트

랜싯 등을 이용한 측량을 3~6개월에 습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탁지부 양지과의 측량기술견습소에서는 개화기 한국인

들이 저술한 측량에 관한 교과서가 출판되기 전까지 일본 

센다이 시 세무감독국 기사였던 쓰쓰미(堤慶藏)가 1904

년에 저술한 �토지측량법(土地測量法)�을 교재로 사용하

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그림 5). 당시 일본에서는 삼각측량

에 의한 측량술의 노하우가 20여년 축적되어 있었다. 쓰쓰

미는 일본 참모본부의 육지측량부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

에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었던 메

가다(目賀田種太郞)와는 그의 저서 서문을 써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陸地測量部 編, 1922). 총설, 세

부측량용 기계, 세부측량, 제도, 계산에 필요한 표들, 잡례

(雜例) 등의 6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3편에서 세부

도근측량과 필지측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상술한 정인환의 �정선토지측량법�은 내용과 구성

이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림 6은 1908~1909년 신문에 게재된 사립측량학교 광

그림 5. 쓰쓰미의 저서와 메가다(目賀田)의 서문

출처 : 堤慶藏, 1904.

그림 6. 사립측량학교 및 강습소의 분포(1908-1909년)

출처 : �황성신문(皇城新聞)�･�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경

향신문(京鄕新聞)�의 광고를 정리한 李鎭昊(2014)의 자료

를 근거로 필자가 지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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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지역별로 정리하여 지도화한 것이다. 130개에 달하

는 측량학교와 강습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모든 민간교육

기관이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교육은 한국인 교사

가 담당하였다. 함경남도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와 제주도

에 측량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다. 

1908년부터 측량학교와 강습소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이

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민회를 중심으로 한 신교육 구국

운동 및 삼림법의 시행과 더불어 측량사무소의 출장소가 

설치되었던 대구 및 평양을 비롯하여 전주에도 측량교육

기관이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신민회는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결성된 비밀결

사 단체로서, 1907년 4월 안창호의 발기로 양기탁·전덕

기·이동휘·이동녕·이갑·유동열·안창호의 7인이 창

건위원이 되고, 이승훈·이시영·이회영·이상재·윤치

호·김구·신채호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로부터 토지수탈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을 가진 신민회 결성자들의 노력으로 여러 학

회가 설립되었다. 측량학교의 설립은 학회 및 개인 차원에

서 이루어졌다. 1906년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통합되

어 만들어진 서북학회는 1908년 1월 서울에 서북협성학회

를 설립하였고(이송희, 1982:47), 같은 시기에 기호흥학회

는 서울 중앙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기호학교를 설립하여 

측량술을 교육하였다. 1908년 5월에는 유길준이 측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할 것을 목적으로 서울의 박동에 

위치한 수진궁5)에 있던 흥사단을 빌려 수진측량학교를 설

립하였다(그림 7). 이곳은 1896년에 설립된 러시아어학교

인 관립한성아어학교(官立漢城俄語學校)의 건물이 있었

던 장소이며, 1906년 인접해 있던 민족사학자 김교헌의 저

택 중 일부인 200여 간을 매입하여 지금의 조계사 자리에 

설립되었다.6)

사립측량학교인 수진측량학교는 1909년 2월에 대한측

량총관회(大韓測量總管會)와 연합하여 제반설비를 확장

하고 제2회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수업기간이 6개월이었

던 수진측량학교는 국한문의 독서·작문·산술의 학과시

험 합격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측량학술과 실습

을 교육하였다. 제2회 입학생의 수업기간은 9개월이었는

데, 학과목은 제1기(6개월)에 산술·기하·대수·삼각을 

학습하였고, 제2기(3개월)에 측량 과목을 이수하였다. 수

진측량학교는 강사진과 캠퍼스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측량학교라 할 수 있다. 교사진은 일본의 도쿄공

수학교(東京工數學校) 졸업자인 김택길과 김두섭, 1897

년 일본의 도쿄 참모본부에서 측량학을 공부한 이주환 등

이었다.7) 이주환은 당시 조선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

아 일본으로 유학하여(李鎭昊, 2014), 일본 육지측량부 수

기소(修技所)의 초등지형측량학과에서 한국인은 물론 외

국인으로는 최초로 2년간의 교육을 받았다(陸地測量部, 

1922:152; 李鎭昊·全炳德, 2007:437). 

이와는 달리 규모가 매우 작은 측량강습소도 곳곳에 설

립되었는데, 이는 남씨 측량과·이씨 측량과·최씨 측량

과 등처럼 향교 혹은 개인주택에 소규모 학교를 설립된 것

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일본인에게 토지를 빼앗길 지도 모

른다는 우국충정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

된 소규모 측량학교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재

정난으로 단명한 것들도 많았다.

학회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금의 압박을 덜 받았지

만, 개인은 찬조금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랐

다. 특히 자금력이 없는 무명인사들은 더 많은 경영난에 

허덕였다. 사립학교가 측량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학

회에 비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민족 언론과 간행물은 한결같이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일본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측량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술한 메가다(目賀田)는 1905년 6월부터 측량기술견

습소(속칭 양지학교)를 설치하고 쓰쓰미(堤慶藏)를 일본

에서 교사로 초빙하여 측량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양지과

는 1907년 1월 60명의 견습생을 모집하는 등 출장소 견습

생을 합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1908

년 당시 양지과 직원은 한국인 300명, 일본인 23명을 합쳐 

총 323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은 한일합병 전까지 대한제

국의 토지조사를 수행하였다.그림 7. 수진측량학교 터(서울시 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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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늑약을 계기로 국권상실의 

위기를 감지한 당시 한민족의 지도자들은 교육구국운동

을 전개하였다. 관립학교들은 대한제국 정부가 자주성을 

상실하자 제대로 된 민족교육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불가

능했다. 이에 따라 1906~1910년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수천여개의 사립학교가 설치되었다. 이들 사립학교 

중에는 농업·공업·상업 등의 실업기술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공업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중에는 측량술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한 실업교육기관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1908년 이용익

과 함께 개화파였던 유길준이 설립한 수진측량학교는 측

량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다.

교육구국운동, 즉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된 시기는 을사

늑약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 8월 한일합방 때까지이

다. 그러나 이전부터 개인이 설립한 사립교육기관이 도처

에 개교하였는데, 1886년 미국 선교사의 이화학당과 1887

년 정신여학교, 1895년 민영환이 설립한 흥화학교 양지과, 

민영기가 설립한 중교의숙, 1905년 엄주익이 설립한 양정

의숙,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안창호

가 설립한 대성학교, 한용운이 설립한 경성명진측량강습

소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교육구국운동이 전개되던 

1905년 충청남도 태안군에 이희열 등이 설립한 화양의숙

과 1907년 흥사단 창설과 함께 설립된 융희학교 등이 있다

(이진호, 1989:91; 태안신문, 2017년 2월 15일자). 유길준

은 그의 동생이며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유성준을 흥

사단의 학무부장에 임명하였다(윤병희, 2017:63). 이희열

은 측량과·조림과·화림농림전수학교를 병설하여 운영

하기도 하였다.

1908년 1월 21일 공포된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의 소

유자는 3년 이내에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장관에게 신

고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국유로 한다.”라고 규

정되었다. 이에 따라 삼림 약도를 그릴 수 있는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하여 전국에 196개소의 측량학교가 생겨났으며, 

여기에 화양의숙 측량과를 더하여 모두 197개소의 측량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측량 및 제도

사무소가 전국에 44개 분포하였는데, 그 중 29개소는 한성

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李鎭昊, 2014:164-168), 측량 및 

제도사무소는 1907년 11월 한성부 중서(中署) 장통방(長

通坊)의 동곡에 개설된 광산(曠山)측량제도사무소가 그 

효시였다.

이후 광산측량제도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

며, 주로 경기도, 평안도, 경상남도에 분포하였다. 측량 및 

제도의 수요는 비록 전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탁지부 양

지아문과 같은 측량관련 관청 및 보성전문학교가 한성부 

수진동에 있었으므로, 측량제도사무소는 서울의 중심부 

중 현재의 종로구에 해당하는 중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였던 것으로 짐작된다(그림 8). 그림 8의 한성부 상세도는 

1897~1902년 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에서 발행한 지도

이다. 여기서 당시 중서에 측량사무소가 집중된 것은 탁

지부 양지아문과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수진측량

학교가 측량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증거이기

도 하다.

그림 8. 1900년대 측량 및 제도사무소의 분포

출처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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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성학교와 신흥농업강습소

1. 이용익의 생애와 보성학교

신교육에 의한 인재양성을 위해 ‘흥학교 이부국가(興學

校以扶國家)’를 건학이념으로 보성소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이용익은 대한제국 시기에 왕실 

위주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중심인물이다. 1854년 1월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시절 서당에서 수학

하였고 20세까지 주자학자인 초병덕(楚秉悳)으로부터 가

르침을 받았다. 이후 고향을 떠나 보부상과 물장수로 전전

하다 금광에 투자하여 재산을 모았다. 

이용익은 1883년 단천부사, 1885년 북청부사, 1886년 

영흥부사를 거쳐 1887년 광산경영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1887년 광무국(鑛務局)이 설치된 이후 함경남

도 광무감리로 임명되어 그 지역 광산을 관리했다. 단천 

및 영흥에서 채굴한 사금을 고종에게 바쳐 크게 신임을 얻

었던 그는 1887년 12월에는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 올랐

다. 1888년 북청민란으로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에서 파면

되었지만, 이후 강계부사로 근무하다가 1891년에 함경남

도 병마절도사로 재임명되었다(조익순·이원창, 2002:39). 

이용익은 서북광무감리(1890년), 서북제부금광사무감독

(西北諸府金鑛事務監督, 1896년), 평안북도 관찰사(1896

년) 등도 역임한 바 있다.

1897년 각부 각군 금은동철매탄각광사무(各府各郡金

銀銅鐵媒炭各鑛事務)에 임명된 후 전국의 광산을 감독하

기 시작하였다. 1898년에는 철도사(鐵道司)를 설립하여 

감독을 맡고 서울-목포, 원산-진남포, 경흥-의주 간 철도부

설을 계획하였으며, 궁내부에 서북철도국이 설치되자 서

북철도감독을 맡아 경의선과 경원선 부설을 추진하였다. 

1898년 전환국장이 되어 백동화(白銅貨)를 대량 발주하

여 그 이익을 국가재정에 충당했으나 그 결과 물가 앙등과 

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유통경제를 혼란시키기도 하

였다. 1899년 내장사장(內藏司長)을 거쳐 1904년까지 내

장원경(內藏院卿)을 겸임하며 대한제국기 왕실재정 강화

에 노력하였다. 1901년 지계아문 총재관(地契衙門總裁

官)이 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지계를 발행하여 토지의 소유

권을 법인(法認)하는 지계사업과 양전사업을 담당하였다.

또한 일본 제일은행권의 통용을 저지하기 위해 1903년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兌換金卷條例) 등을 반포

하여 독자적인 지폐발행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는 각 도

에 광산감리를 임명하여 광산을 관리하게 하고, 외국인의 

잠채(潛採)를 금지하는 동시에 광세(鑛稅)를 징수하는 등 

광산경영에 힘썼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역토(驛土)·

둔토(屯土) 등의 국가소유 토지를 내장원에 귀속시키고 

봉세관(捧稅官)을 파견하여 도조(賭租)의 징수를 강화하

였다. 그밖에 홍삼을 제조하는 삼정과(蔘政課)를 증설하

여 홍삼의 제조 및 판매를 관장하며 전매했으며, 수륜(水

輪) 잡세 등도 관리하여 왕실재정의 증가에 큰 공을 세웠다.

러일전쟁이 일어날 무렵이던 1904년, 탁지부대신 겸 육

군참장의 지위를 가졌던 이용익은 조선의 국외중립을 주

장하며 독립을 유지하려는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일본이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이용익이 조선의 식민지화

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를 일본으로 압송하여 10개

월간 감금하였다. 이용익은 1905년 귀국하면서 600여 권

의 서적과 인쇄기를 들여 와 번역작업을 벌였으며(大韓每

日申報, 1905년 1월 6일자) 신교육에 의한 인재양성을 위

해 보성소학교를 비롯하여 보성중학교와 보성전문학교

를 설립하였다. 당시 이용익이 �신찬측량학(新撰測量學)�

을 저술한 것으로 보아 그 서적들 중에는 측량학에 관한 서

적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1 참조).

보성전문학교와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던 한성법학교가 

야간제였던데 반해, 보성전문학교는 주간제였고 고종의 

하사금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보성전문학교의 각별

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皇城新聞, 1905년 4월 1일자). 또

한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창립된 사립학교들은 

조선왕조의 전통적 교육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이 

그림 9. 보성학교 설립자 이용익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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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근대적 신식교육기관으로 신시대에 필요한 인재

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려

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210). 1905년 9월에는 야

간제였던 한성법학교가 폐교되자 그 학생들을 인수함에 

따라 보성전문학교에도 야간제가 생겨났다.

민간사학의 학교 이름에는 ‘대성(大成)’을 비롯하여 ‘협

성(協成)’·‘명성(明星)’ 등과 같이 인재양성으로 구국의 

기틀을 이룩하려는 집념이 깃들여 있었다. 그중에서도 ‘보

성(普成)’에는 구한말 인재양성을 꿈꾸었던 이용익의 원대

한 포부와 주권회복으로 독립국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근대 민주국가 건설의 구국이념 및 자주독립의 집념이 담

겨져 있다. 원래 이용익은 교명을 ‘중앙학교(中央學校)’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고종이 ‘보성(普成)’을 하사함에 따라 

보성학교로 명칭이 정해졌다(皇城新聞, 1905년 2월 15일

자). ‘보성’의 의미는 “널리 사람다움(인간성)을 열어 이루

게 한다.”란 뜻이다.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학교에서는 

1908년에 임업속성과와 측량과를 합병하여 조림학 총론·

조림각론·묘포론·삼림보호학·삼림정리학·측량학술

과 실습(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8일자)을 가르쳤다.

이용익은 1906년 교재 출판을 위하여 캠퍼스에 인접한 

박동(현 조계사)에 인쇄소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그

림 10), 인쇄소는 ‘보성사’, 도서관은 ‘보성관’으로 명명하

였다(그림 11). 보성관은 당시에 도서관이라 칭하였으나 

사실상 도서출판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으며, 바로 이곳에

서 1919년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다. 

보성관에서 출간한 �지문학(地文學)�과 �외국지지(外國

地誌)�는 각각 지질학과 세계지리 교재였다(윤태영, 1907; 

김봉희 1999). 이 인쇄소는 이용익의 사재가 투입되었다

고 하지만(皇城新聞, 1907년 12월 20일자), 적어도 경상비

의 대부분은 황실 재산(내탕금)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생

각된다(皇城新聞, 1905년 4월 1일자).

그 후 이용익은 경상북도 관찰사·제실회계심사국장·

군부대신 등에 임명되어 중앙정계에 복귀하였으나 일본

의 공작에 의해 강원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그는 강원도

에 부임하지 않고 비밀리에 출국하여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성을 세계열강에 널리 알

리려고 시도하였지만, 프랑스로 향하던 중 1906년 6월 중

국 산둥성에서 일본관헌에게 발각되었고 대한제국 정부

는 그의 공직을 파면해 버렸다(日本外務省, 2014:378). 그 

뒤 프랑스와 러시아 등지를 유랑하면서 대한제국의 독립

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나 1907년 1월 블

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사망하였다.8) 이용익의 노력은 일제에 의해 사전

에 탐지되었으나, 고종의 비밀서한이 미국측에 전달되고 

이용익의 사후이기는 하지만 헤이그 평화회의에 이준을 

밀사로 파견케 함으로써 실현되었다(유동준, 1987).

보성학교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이 퇴위되

고 이용익이 사망하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보성학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주인이 

없는 보성학원을 운영했던 윤익선이 손병희에게 지원을 

간청하자, 천도교는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1910년 손

병희의 주도로 보성학원을 인수하였다. 천도교 역시 3.1

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며 다시 학교

는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3월 사

그림 10. 보성학원과 수진측량학교 캠퍼스(1905-1917년) 비정

출처 : 필자 작성.

그림 11. 1910년대 보성전문학교 수송동 캠퍼스

* 정문에 ①사립보성초등학교, ②사립보성학교, ③사립보성전

문학교, ④보성사라고 쓰인 4개 현판이 걸려 있다(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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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 규칙과 전문학교 규칙9)을 공포함에 따라, 보성전

문학교의 교명은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었고 1918

년에는 낙원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보성전문학교는 

김병로를 비롯한 전국의 독지가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10) 

1921년 11월 28일 총독부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해 12월 28일자로 교명이 부활하였다.

1922년에 다시 수송동으로 교사를 이전했으나, 그 이후

에도 계속되는 학생 수 증가와 학교 팽창으로 재정난이 이

어졌으며, 1932년 동아일보 등을 운영하고 있던 인촌 김성

수의 중앙학원이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후, 1934년 현재

의 안암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하였다.11)

2. 보성전문학교와 신흥농업강습소의 측량교육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을 계기로 구국을 위한 교육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사

립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었다. 이들 사립학교 중에

는 농업 분야의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도 상당수

에 달하였다. 1905년 4월 1일자로 개교한 보성전문학교에

는 법학전문과·이재(理財)전문과·농업전문과·상업전

문과·공업전문과 등의 5개 학과가 설치되었다. 보성전문

학교는 개교 이래 법(法)·경(經)·농(農)·공(工)의 4개

과를 전문으로 하는 건학이념을 버리지 않았고, 1915년 농

업학과 공업학의 설치를 학칙에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실

제로 농과대학(당시 농림대학)을 설치한 것은 6.25전쟁 

당시 캠퍼스를 대구로 옮겼다가 다시 안암동 캠퍼스로 돌

아온 1952년의 일이었다. 당시의 입학시험과목에는 세계

지지와 세계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리와 역

사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

원회, 2008:42).

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농림학교는 농상공부령 제48호를 근거로 보성전문학교

보다 1년 늦은 1906년 9월 농상공학교 예과 교실에서 문을 

열었다(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농상공

학교에서의 측량교육은 1898〜1904년 사이의 광무양전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이규철, 

2014:27).

보성학교가 설립되었던 시기는 <전문학교령>이 제정

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보성학교의 학칙은 1900년 9월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중학교규칙>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

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성전문학교의 지원 자격은 20세 이

상의 남자에 한정되었으며, 입학시험과목은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와 한국사 및 세계사를 비롯한 국문 및 한문의 독

해와 작문능력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술을 이해하

고 국한문의 소양이 있으며 지리와 역사의 간단한 구두시

험을 통과할 만한 실력을 가진 자라면 입학할 수 있었다. 

1910년대의 입학시험과목은 국어한문·지리·역사·산

술이었다(大韓每日申報, 1919년 3월 1일자). 상업과의 교

과과정 중에는 상업지리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경제지리학에 해당하는 과목이었다. 상업지리는 1942년

에 경제지리로 바뀌었다.

보성소학교에 설치한 신흥잠업강습소도 농업에 관한 

실업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한성의 보성소

학교 내에 3개월 과정으로 설치되었던 이 강습소는 1909

년 8월에 신흥농업강습소로 개편되어, 농학·가잠(家蠶)·

작잠(作蠶)·수의학·과수재배론·상림학(桑林學)·식

물학·토양학·비료학 등 농업에 관한 실업교육을 7개월 

과정의 야학으로 실시하였다(김영우, 1997). 그러나 대부

분의 사립학교는 3개월의 단기간에 측량술을 교육하는 데 

그쳤으므로 학생들의 실력은 미진하였을 것이다.

신흥농업강습소는 1909년 10월에 또다시 융흥농림강

습소(隆興農林講習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치도 보성

소학교에서 수진동(현 수송동)의 흥사단 터로 옮기는 한

편, 유길준을 소장으로 임명하여 규모가 더욱 확장되었다. 

유길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측량학 교재를 집필할 정도의 

측량술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교과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으

로 지급되었다.

  유길준은 측량학교에 1898년 일본 육지측량부 수기소

를 졸업한 한국인 최초의 측량기사인 이주환을 비롯하여 

김택길과 김두섭을 초빙하여 측량교육을 실시했으며, 당

시 큰 호응을 얻었다. 표 2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인 교과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흥사단의 측량학교는 

1908년 5월 개설 당시 3개월의 기초과정과 3개월의 실습

과정으로 운영되다가 1909년 2월부터 유길준이 회장인 대

한측량총관회와 연합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기초과정이 6

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

개월 과정의 속성과 강습소를 열어 수흥측량강습소를 개

설하였던 것 같다(이진호, 1989). 시험과목으로 알 수 있듯

이 측량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었다.

보성전문학교에서 측량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유길

준이 측량학교를 설립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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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황성신문� 1908년 4월 23일

자 ｢유씨설교(俞氏設校)｣의 기사 내용을 보면, “今日 斯學

(測量學)이 極히 緊急切迫할 뿐만 아니라 今日 無產業한 

人士를 多數히 入學 硏究하면 不過 幾日月하야 一大 產業

的 活計를 得할터이니 該俞氏의 今日 斯學은 可謂 公私上 

兩益에 出함이더라.”라 하여 유길준이 측량학교를 설립한

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사업인데, 그 까닭은 측량학이 

절박하게 필요한 학문이면서 동시에 몇 개월의 단기간 교

육으로도 실업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윤

병희, 1998:164-165).

이 강습소는 1910년에 수업기간을 5개월로 변경하였고, 

교과목도 가잠학·토양학·비료학·실용과수재배학·

잠업 부기·실습 등으로 편성하였다. 1910년 4월에 농과

를 특설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해 5월부터 교육을 실시

하였다. 수업은 오후 7~9시까지 야간제로 운영되었으며, 

농업과의 학생을 증원하면서 수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 1

시간 늘리고, 교과목도 농업대요·실용과수재배법·비

료학·양잠학·토양학·실용양계법·양돈법 등으로 변

경하였다. 그러나 측량교육은 1909년 임업속성과의 폐지

로 중단되고 말았다.

1908년 6월 11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 게재된 보

성소학교 임업속성과의 학생모집 광고에 의하면 교과과

정에 ‘측량학술 및 실습’ 과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9

년 2월에는 보성소(초등)학교에서 관할하던 임업과를 보

성전문학교로 이관하여 임업속성과로 개칭하였다. 종래

의 임업과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근처에 있던 임업시험

장을 정부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토대로 개설하였던 임업

에 관한 1년 과정의 속성강습과였다(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8:77). 당시에는 단기간에 인재를 배출하

였으므로 명칭을 ‘속성(速成)강습과’라 불렀다. 1908년 6

월의 신문광고인 “本校에서 夜學林業速成科를 合設하

고…”란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임업과는 측량과와 합

병하여 학생을 모집했다(皇城新聞, 1908년 6월 17일자). 

이는 보성전문학교 최초의 이공계 전문교육과정이었다.

속성교육을 행한 이유는 무엇보다 삼림법이 한시법(限

時法)이었으므로 측량기술자를 급히 양성하여 측량사업

에 종사시키기 위함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08년에 공

포된 ｢삼림법｣ 제19조에 의거하여 1911년 2월까지 개인이 

소유한 임야의 지적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모든 토지는 국유지로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보성

소학교에서 운영하던 임학과를 보성전문학교로 이관한 

이유는 양산된 측량학교와 차별화하여 학업 내용에 전문

성을 기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경영이 순조롭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교육에는 평판측량을 위한 제도

판·제도연필·제도용지·제도용 자·양각기·컴퍼스·

측도기 등이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총론에 해

당하는 점·선·면·각도에 관한 기하학적 지식을 습득

하였고, 이후 미터법과 축척에 관한 학습을 비롯하여 해상

측량 및 지형측량에 대하여 배웠다. 세부측량에서는 측량

기구의 취급방법과 도근점의 설정방법에 관한 교육에 이

어 전방·후방·측방 교회법(交會法)의 요령을 터득한 

표 2. 측량학교의 교과과정 사례

개강일 수업과목 기간 시험과목 학교명

1908/05/05 測量學術 및 실습 6개월 국한문 독서 작문, 산술(사칙연산) 사립측량학교

1908/10/04 3개월 산술(사칙연산), 작문(국한문교용) 측량과

1909/01/11 測量學術 및 실습 6개월 산술(사칙연산), 작문(국한문작문) 수진측량학교

1909/01/16 도근측량(2회) 3개월 세부측량 졸업증 수진측량학교

1909/02/21

전문과

- 산술, 기하, 대수, 삼각법
6개월

산술(사칙연산)
수진측량학교

(대한측량총관회와 연합)전문과

- 세부측량, 도근측량
3개월

1909/03/30 속성과(1회) 2개월 수흥측량강습소*

1909/05/01 세부실습과, 도근실습과 (평판측량 졸업자에 한정) 대한측량총관회 교육부

1909/06/02 속성과(2회) 2개월 사칙연산 수흥측량강습소

* 수흥측량강습소는 수진측량학교와 별도의 교육기관임(이진호, 1989:83).

자료 : 윤병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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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500 축척의 필지측량을 연습하였다. 또한 제도 실습

과 구적계(planimeter)를 이용한 면적계산법도 다루었다.

학생들은 목측과 보측에 의한 스케치로 약도(略圖)를 

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지형측량을 위하여 삼각

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습하였다. 고도를 측량하기 위해서

는 측사의(測斜儀)라는 기계를 사용하거나 보측과 목측을 

활용하였다(이지호·홍시환, 1956:89-133). 이 단계를 통

해 등고선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을 것이다. 학

생들은 1908년 양지과에서 편찬한 �토지측량술�과 이한

룡이 집필한 �토지측량법�을 비롯하여 1909년 이용익이 

집필한 �신찬측량학�을 교재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

다. 당시의 측량기구 상점은 일본인이 독점적으로 판매하

던 금룡상회·사노사기(篠崎)기계점·하세가와(長谷川)

측량기계포 등이 있었지만, 측량기구가 고가품이었으므

로 학생들이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12)

임업속성과에서 실시한 측량실습은 도근삼각측량을 주

로 교육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선을 설정하고 그 남단에 

자오선 측량을 행한 후 경위도를 설정하여 삼각측량과 수

준측량으로 도근점을 확정하는 연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요령은 1904년 11월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육지측량부 소

속의 측량기사들에게서 배운 것으로 짐작된다.

보성전문학교는 1909년 이미 일제에 의해 황실로부터 

지급되던 지원금이 끊긴 상태였고, 교주 이종호 역시 독립

운동에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많

았다. 임학과를 운영하기 위해 초빙한 교사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난에 봉착하였다.13) 어려움을 

겪던 임학속성과는 그 후 임업시험장이 정부에 반환되면

서 폐과되고 말았다(표  3). 우리나라의 근대적 측량교육이 

시작된 지 결국 4년 만에 중단된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

포구 도화동 부근에 있었던 임업시험장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중등교육 수

준의 측량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수월했던 것도 고등교

육 수준의 보성전문학교 임업과가 경영난을 겪은 이유 가

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비록 임업속성과는 경영난에 봉착

하여 폐과되고 말았지만 측량술이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

은 산림학과와 같은 학과에서 임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근대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측량 및 지도학이 처음 개설된 고등교육기관이 현재 고려

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3. 보성학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캠퍼스 위치

1905 사립보성소학교 및 보성전문학교(교장 신해영) 한성부 박동(수송동)*

1906 사립보성중학교(교장 신해영), 보성사 설치 캠퍼스 확장

1908 수진측량학교 대한측량총관회(大韓測量總管會)와 연합, 설비확충

1908 보성소학교 임업과와 수진측량학교 통합

1909 보성소학교 내에 신흥잠업(용흥농림)강습소 설치 한성부 수진동(수송동)*

1909 임업속성과를 보성전문학교로 이관 후 폐과 임업시험장(도화동)

1910 천도교 총본부가 설립자가 됨(손병희)

1913 사립보성학교로 개칭

1915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사 신축(1914년)

1917 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로 개칭

1918 보성전문학교로 환원(서북학회 건물로 이전) 경성부 낙원동

1922 재단법인 사립보성전문학교 인가(이전) 경성부 수송동*

1924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설립자가 됨

1927 캠퍼스 신축 경성부 혜화동

1932 보성전문학교와 재단분리(김성수) 경성부 안암동

1944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

1945 보성전문학교로 환원 서울시 안암동

1946 고려대학교로 교명변경

* 박동이었던 수송동은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 ‘수진동(壽進洞)’과 ‘송현(松峴)’의 앞 글자를 따서 새롭게 생겨난 지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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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공립학교와 사범학교에서 지도학

을 교수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근대지도가 발달하지 못

한 중요한 이유였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1895년에 설립

되었으나 지도학(측량술)을 가르치지 않았고, 일제강점

기인 1922년에 설립된 경성사범학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의 근대지도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범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지도교육을 하지 못하였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895년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에서

는 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통감부는 사립사범학교의 설

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1906년에 제정된 <사범학교령>으

로 3년의 본과와 1년 이내 과정의 예과속성과 및 강습과를 

두었으나 지도학 교육은 지리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합병 이후 대부분의 측량속성과가 폐교됨에 따라 

측량기사의 수요는 폭증하였지만 공급이 부족하여, 측량

기사의 대우는 대단히 좋았다. 일제강점기 “군수는 말이 

한 필이고, 측량기사는 두 필이었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

도였다. 

V. 요약 및 결론

한반도 최초의 근대지도가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

한 것임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일제는 한

일의정서 체결에 반대하던 탁지부대신 이용익을 납치하

여 일본으로 압송하고 1904년 한일의정서가 강제적으로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한반도를 일제 치하에 두었다. 러일

전쟁의 개전과 더불어 한반도에 진주한 일본군은 진용을 

정비한 뒤, 한반도에 대한 측량을 비밀측량에서 공공연한 

측량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1876년의 강화도조약과 1882

년의 제물포조약으로 해안만 측량할 수 있었던 일본 참모

본부 간첩대의 내륙지방에 대한 비밀측량이 공개 측량으

로 바뀐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5년 지적과를 설치하였고 1898년 

양지아문을 만들어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교육을 시도하

였으나, 1899년 3월 10일 중추원에서는 측량사업이 실시

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양지아문의 폐지를 주장하

기까지 하는 논의가 일어날 정도였다(왕현종, 1995:55- 

65). 우리나라에서 근대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지도 및 측

량교육은 1909년 보성소학교 내에 설치된 신흥농업강습

소가 융흥농림강습소로 개칭하면서 신설된 임업속성과

가 보성전문학교로 이관되어 실시한 것이 효시였다.

우리나라에서 측량교육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신

교육 구국운동과 삼림법의 시행에 있었다. 그 이유로 측량

학교와 강습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측

량교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도교육이 관립사범학교

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임업과 또는 임업속성

과에서 실시된 이유는 사범학교 지리과의 지도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가 부족하고 면적 산

출이 어려워 임야의 소유권이 모호해지면서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신학문이

었던 측량술은 우리나라의 국토와 임야의 소유권을 지키

는 데 매력적 학문으로 인식되어 신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권을 지

키려는 지원자들이 생겨나면서 전국에 많은 측량학교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1908~1909년은 측량학교 전성시대였

다고 간주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보성소학교의 신흥(용

흥)농업강습소가 보성전문학교의 임업속성과로 이관되

어 측량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4년에 걸친 측량

교육은 재정난과 한일합병으로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비

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폭증하는 측량사업에 부응하기 위

하여 양지과와 보성전문학교 임업속성과의 전신인 수진

측량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지도의 발달이 지체된 이

유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보다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개화기 자료들을 더 발굴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도록 하겠다.

註

1) 당시에는 처무규정(處務規定)이라 불렸다.

2) 오늘날의 등기권리증에 해당한다.

3) 도근측량(圖根測量)이란 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

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하는 기준점의 위치

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을 가리킨다.

4) 평천면과 사리면은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구에 해당하는 곳이다.

5) 수진궁(壽進宮)은 7궁 중 하나로 예종의 차남인 제

안대군 이현의 사저였으며, 그 후 일찍 사망한 대

군･왕자･공주･옹주･후궁 등의 제사를 지내는 궁으

로 바뀌었다.

6) 이용익의 주선으로 설립된 한성아어학교(漢城俄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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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자 일본군의 압

력으로 폐교되었다(東亞日報, 1932년 3월 30일

자). 김교헌은 7대조 김주신이 영조 때 하사받은 박

동의 340칸에 달하는 대저택 자리에 보성학교를 

설립하였다(신용하, 1976). 고지도와 근대지도에 

표기된 전동(磚洞)은 박동(礡洞)의 오기로 전(磚)

은 (石+專)으로 표시되고, 박은 (石+薄)으로 표기

되어야 옳다. 당시 인쇄활자가 준비되지 않은 탓이

거나 한자를 착각한 데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수

선전도(首善全圖)｣에 표기된 박석동은 바닥에 돌을 

깔아 붙여진 것으로 박동과 동일 지명이며, 박동 

남쪽에 전동(典洞)은 별개의 지명임을 밝혀 둔다.

7) 조선 조정은 일본에서 신문물을 배우고 돌아온 인

재들을 등용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유배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1897년에 

일본에서 지형측량을 배우고 돌아 온 이주환, 남순

희와 같은 측량사들도 양지아문에서 영입하지 않

았다(최선웅, 2005; 2009).

8) 이용익은 매국노로 오인되어 공산주의자였던 김현

토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국사편

찬위원회, 한국근대인물자료 및 ｢대한계년사(大韓

季年史)｣, 1906년 기사 참조).

9) 19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전문학교 규칙에는 “본

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문학교가 아니면 전문학

교라 칭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10) 서울을 비롯한 전라도·경상도·경기도·황해도 등

의 사회인사 58명이 각각 1,000원에서부터 3만 원

을 출연하여, 그 총액이 433,000원에 달하였다.

11) 민족주의자였던 김성수에 의해 사실상 현재 고려

대학교가 가지는 민족적인 이미지가 거의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

전이 막바지에 달하자 1944년 조선총독부는 <법

문계 전문학교의 종합정리안>을 만들어 보성전문

학교를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京城拓殖經濟專門

學校)로 재출발하라는 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경제

과 96명, 척식과 100명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러

나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지고, 형편이 점

점 어려워짐에 따라 점차 학생들은 학원에서 학업

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그 해 9월에 재단이사회가 개최되어 모든 학사규

정을 보성전문학교의 그것으로 환원시켰다가, 

1946년 8월 고려대학교로 발족되었다(고려대학

교, 1965).

12) 1900년대 초 측량기구의 가격은 측량기 1대에 35

원이었는데, 이는 보리 20가마에 해당하는 고가

였다. 그리고 평판측량기 1대는 18원이었다.

13) 당시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1909년 6월 30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 기사에는 “보성전문학교 내

에 임업과를 설치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졸업시험

까지 치렀으나 해당 교사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

아 도장을 날인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없게 되

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월급은 30원이었

다(고려대학교 1000년사 편찬위원회, 2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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