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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와 르네상스 지도의 오빌의 지리적 위치와 그 변화에 대한 연구*
정인철***

A Study on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Ophir and Its Change
on Maps of th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In-Chul Jung**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오빌의 지리적 위치와 시대별 위치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기에 제작된 지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대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세에는 인더스강
서편의 해안지역, 갠지스강 유역, 홍해연안 지역과 홍해상의 섬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에는 히스파니올
라, 페루, 향료제도와 소팔라로 대상지가 옮겨 갔다. 또한 다시스는 중세에는 카타이 서편에 그려졌으나, 르네상스 시기에는
오빌과 가까운 장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현지인들로부터 수집한 지식 역시 오빌의 위치를
변화시켰다. 1600년 이후에는 오빌은 성경지도를 제외한 지도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 역시 확인했다.
주요어 : 오빌, 다시스, 지리적 위치, 중세 지도, 르네상스 지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eographic location of Ophir and its change on maps
made during th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For this, maps produced in each period were investigated, and
the map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period and si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Middle Ages, the coastal area on the west side of the Indus River, the Ganges River basin, the Red Sea
coastal area, and islands on the Red Sea were marked. It was also confirmed that during the Renaissance, the
site moved to Hispaniola, Peru, the Spice Islands, and Sofala. In addition, Tarshish was marked in the west of
Cathay in the Middle Ages, but in the Renaissance,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located in a place close to Ophir.
Theological interpretations of Native Americans and knowledge gathered from locals by explorers also influenced
Ophir’s positional markings. After 1600 Ophir disappeared from maps other than Bible maps.
Key Words : Ophir, Tarshish, Geographic location, Medieval maps, Renaissance maps

가져왔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오빌의 지리

I. 서론

적 위치에 대해서 고대이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구약성서에 언급된 솔로몬의 성전은 유다 왕국이 멸망

피력했고, 또 지도제작자들은 이를 지도상에 표시했다.

했던 기원전 587/6년까지 약 400여년 정도 존속했다(김한

그런데 지도상에 표시된 오빌의 위치를 살펴보면 시대에

성, 2001). 구약성서 ｢열왕기상｣ 9장 28절에는 솔로몬이

따라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오빌의 지리적 위

성전을 짓는데 사용한 금 420 달란트를 오빌(Ophir)에서

치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탐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cju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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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상에 표시된 오빌의 지리적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

험가들은 오빌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을 탐사했다.
고대이후 많은 학자들이 오빌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

서 중세이후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했고, 이에 대한 논쟁은 19세기까지 이어졌다. 예를 들

조사 대상이 되는 지도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수 조사를 하

어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칼 리터(Carl Ritter)는 오빌이

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Bagrow(1985), Edson(2007), Shirley

인도 서쪽의 캄바트만(Gulf of Khambhat) 연안의 도시라

(2001)와 Woodward(1987)가 언급한 지도학 발달사에서

고 주장했다(Alborn, 2015). 또한 영국왕립지리학회는 남

의미 있는 지도 중 열람이 가능한 지도는 모두 조사하기로

아프리카의 림포푸(Limpopo)가 오빌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다. 또한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éque Nationale de

의견에 대해 활발한 찬반논쟁을 벌이기도 했다(Erskine,

France)과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등의 홈페이지에서

1868-1869). 그리고 현재도 오빌은 성서지리학적 관점에

제공하는 이 시기의 지도 역시 검색하여 오빌의 위치를 파

서 지도상에 표시되고 있다(문창수, 1975). 따라서 지리학

악하기로 한다.
조사 과정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따라 오빌의 위

발달사의 측면에서 오빌은 가장 오랜 기간 학자들과 대중

치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들의 관심을 받은 장소라 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리학사적 관점의 중요성에도 불구

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지도를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하고 실제로 오빌이 지도상에 표시된 장소에 대한 연구는

한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구분은 학문영역과 학자에 따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오빌은

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Cosgrove(2007)는 1450년에서

1600년 이후에는 일반도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오빌이 표

1650년까지를 르네상스 시기로 보았지만, ｢지도학의 역

시된 지역의 위치 변화와 오빌이 지도에서 사라진 이유 등

사: 르네상스 편｣의 편집자인 Woodward(2007)는 경위도

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좌표의 사용, 위치 측정방법의 정확도 개선, 제국주의 확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

장과 15세기와 16세기의 지리적 발견을 고려하여 1480년

이 소요되므로, 일차적으로 시대에 따른 위치변화에 한정

에서 1640년까지의 시기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Cosgrove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중

(2007)와 Woodward(2007)의 견해를 채택하여 중세와 르

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오빌의 지리

네상스 시기를 구분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지도나 지구의

적 위치와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 경우, 구상단계에서 실제 제작되어 발표되는 시기 사이

오빌의 지리적 위치는 구약성서 ｢열왕기상｣ 10장 22절

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또 초판 지도와 후속 지도의

과 ｢역대하｣ 9장 21절에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솔로

연대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 시기에 따라 일

몬이 다시스(Tarshish) 배로 삼 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

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지도학의 르네상스

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시기 역시 국가별로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이 구절에 의하면 오빌까지는 왕복 3년의 항해 기간이 소

연구에서 소개하는 1490년에 제작된 마르틴 베하임(Martin

요되며, 오빌은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이 많은

Behaim)의 ｢지구의(Erdapfel)｣의 경우 르네상스 시기에

장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제작되었지만, 중세 지도와 프톨레마이오스 전통이 혼합

솔로몬 당시는 아직 지중해를 벗어나 서쪽의 대서양으

된 것이기 때문에, 중세 지도로 간주하기로 한다(Dekker,

로 항해하는 시대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출발

2007).

해서 홍해를 경유해서 아프리카 동안이나 아시아 쪽으로
항해해서 이들 물자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II. 중세 지도 속의 오빌

｢열왕기상｣ 9장 26-28절에는 솔로몬이 홍해 연안의 에시
온게벨(Ezion-Geber)에서 배를 건조하고, 그 배로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중세에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오빌의 위치를 조사한 결

하나의 근거는 ｢이사야｣ 60장 9절이다. 여기에는 다시스

과, 인도와 황금반도, 홍해연안 지역 그리고 홍해상의 섬

의 배들이 먼 곳의 섬에서 은과 금을 싣고 온다는 내용이

으로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을 살펴보면 다

수록되어 있다. 즉 오빌이 섬일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이

음과 같다.

다. 이러한주장을 근거로 많은 지도들에 오빌이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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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와 르네상스 지도의 오빌의 지리적 위치와 그 변화에 대한 연구

1. 인도와 황금반도
1세기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는 오빌이 인도 동쪽에 위치하는 황금반도(Aurea Chersonesus)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Whiston, 1999:281). 그
리고 동시대 로마의 철학자인 폼포니우스 멜라(Pomponuis
Mela)는 갠지스강 주변에 은과 금의 섬이 있다고 기술했다
(Romm, 2001). 기원후 2세기에 활동한 프톨레마이오스
(Claudius Ptolemy)의 ｢지리학｣에도 황금반도에 대한 기
록이 있다. 이 책에는 행복섬(Fortunate Isles) 본초자오선
기준으로1) 동경 158~164도, 북위 0~4도 정도에 황금반도
의 도시와 하천이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현재의 벵갈만,
미얀마 남쪽 지역과 말레이반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상의 경위도 좌표에 의해 황금반도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
는 것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인도 또는 인도 동쪽

그림 2. 람마르틴 베하임 지구의 고어의 오빌

지역으로 대략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Wheatley,

출처 : Davidrumsey.com

1955).
필자가 조사한 지도 중 오빌이 표기되어 있는 가장 오래

갠지스강 주변 지역, 그리고 갠지스강 동편 지역에 해당한

된 지도는 1120년경에 람베르(Lambert)가 편찬한 중세 백

다(Bierdermann, 2014). 따라서 오빌이 표시된 지역은 인

과사전인 ｢꽃의 책(Liber Floridus)｣에 수록된 지도이다

더스강 서편의 해안 지역으로 볼 수 있다. ‘India ultima’ 아

(그림 1). 이 지도의 위쪽 즉 동쪽에는 에덴동산이 그려져

래에 있는 ‘hic pigmei et fauni et reges gentium’이라는 문

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강이 붉은

장은 “여기에 피그미와 반인반수,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색으로 채색된 홍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다.”는 의미이다(Lecoq, 1987).

좌측 첫 번째 강의 우편에 ‘ofir auru’로 표기되었는데 ‘오빌

갠지스강 하구에 오빌이 표시된 경우도 있다. 마르틴 베

2)
금’이란 뜻으로 오빌에 해당한다. 오빌 바로 동쪽 지역은

하임(Martin Behaim)의 1492년 지구의 고어(gore)에는 갠

‘India prima’, 그리고 그 동쪽에는 India secunda, 또 그 보

지스강 하구에 오빌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2). 지구의에는

다 동쪽에는 ‘India ultima’가 위치한다. 중세 유럽인들은

적색으로 ‘Ganges Aurea Regio’라 표기되어 있는데, ‘갠지

인도를 ‘India prima’, ‘India secunda’, 그리고 ‘India ultima’

스의 황금지역’이란 의미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주기에

로 구분해서 지도에 그렸는데, 각각 인더스강 서편 지역,

는 “창세기에 언급된 하빌라가 갠지스강이며, 솔로몬이
오빌로 배를 보내 예루살렘으로 금과 진주와 보석을 가져
왔으며, 오빌의 땅에는 갠지스가 흐른다.”는 내용이 기록
되어 있다.

2. 홍해연안 지역
홍해연안 지역에 오빌이 표시된 최초의 지도는 5세기
신학자 제롬(Jerome)이 수도사들의 교양을 위해 집필한
저서 ｢자유로운 공간(Liber locorum)｣에 수록된 지도이다
(그림 3). 이 지도는 이 책의 12세기 판본에 수록된 것이다.
그림 1. 람베르의 「꽃의 책」에 수록된 지도의 동아시아 부분 일부

지도에서 보면 우하단의 홍해로 흘러들어 가는 인더스강

출처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도서관.

(Indus Fluuius) 하구에 오빌(ultima ophir)이 위치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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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롬의 아시아 지도
출처 : 대영도서관.
그림 5. 보르지아 지도의 오빌
출처 : 맨체스터 대학교 존 라이랜드 도서관.

다. 오빌 바로 위쪽에는 라틴어로 거북과 관련된 지명인
‘Testudiu’가 표기되어 있는데, 거북 껍질이 많아, 인간들
이 그 속에 거주한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빌
좌측에 위치한 도시는 이스라엘 북부 항구도시인 아크레
(Acre)이다(Brown, 2000).
홍해와 접한 아프리카 동안의 에티오피아에 오빌이 표
시된 지도도 존재한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과 왕성한 교역을 하고 있었다(Marcus, 2002:17).
1450년경에 제작된 ｢보르지아 지도(Borgian planisphere)｣
는 남쪽이 위쪽으로 정치되어 있는데 오빌은 아프리카 연
안에 ‘offirprov’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5). 오빌 우편에 위

그림 4. 루카스 브랜디스의 세계지도

치한 강은 나일강이다. 오빌 아래편 즉 북쪽에는 산맥이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려져 있는데, 이 산맥 아래에 표기된 문장은 “여기에 황
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지리정보가 부족하던 당시의 지

금산맥이 있는데, 이곳은 엄청나게 많은 뱀들이 서식하는

도제작자들은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인더스강이 홍해가

광대한 사막”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Christidès,

접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빌의 우

1970). 실제로 현대의 성서지도에도 이 위치에 오빌이 위

편에 해의 섬(solis insula)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의 섬은 플

치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강사문 등, 2009).

리니우스(Pliny the Elder)가 ｢자연사(Naturalis Historia)｣
22장에서 언급한 인도 본토와 실론 사이에 위치하는 섬인

3. 홍해 상의 섬

데, Smith(1854)는 라메스와람(Rameswaram) 지역 근처
로 추정했다.

문헌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 유폴레무스가 오빌이 홍해

홍해 연안 지역에 오빌이 표시된 또 다른 지도는 1475년

에 위치한 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빌의 지

에 독일의 루카스 브랜디스(Lucas Brandiss)가 저술한 ｢역

리적 위치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사 연대기(Rudimentum noviciorum)｣에 수록된 세계지도

(Lipiński, 2004). 1300년경에 제작된 ｢헤리퍼드 마파문디

이다(그림 4). 오빌은 남쪽(Auster)이라는 문자 옆에 위치

(Hereford mappa mundi)｣에는 오빌이 홍해 상의 섬으로

한다. 오빌 아래편에는 아프리카가 위치하는데, 이집트,

표시되어 있다(그림 6).

에티오피아와 알렉산드리아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

지도 위편에 위치한 하트형의 섬은 좌편의 타프로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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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헤리퍼드 마파문디의 오빌, 금의 섬과 은의 섬
출처 : https://sims2.digitalmappa.org/36

그림 7. 안드레아 발스페르게 지도의 홍해와 인도양
출처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도서관 디지털센터.

와 우편의 용의 땅으로 분리되어 있다. 용의 땅은 플리니
우스의 ｢자연사｣에 언급된 아라비아 반도와 동아시아 사

III. 르네상스 지도 속의 오빌

이에 위치한 용이 거주하는 산지를 그린 것이다(Westrem,
2001:66). 타프로바나 아래 편 즉 서쪽에 네 개의 섬이 표시

르네상스 시기에 제작된 지도와 중세 지도를 외견상 비

되어 있는데, 좌상부터 각각 금의 섬(Crise Isula), 오빌
(Ophir), 은의 섬(Argire)이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의

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 여부라고 볼

섬은 비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홍해 우편에 위치한 땅은

수 있다. 물론 아메리카를 아시아의 일부로 그린 지도도

아프리카인데, 길게 표시된 하천은 나일강이다. 따라서

존재하지만, 이는 16세기 전반기에 국한되며, 16세기 중반

타프로바나 서편, 아라비아 반도 남쪽, 아프리카 동쪽에

이후 아메리카는 별도의 대륙으로 그려졌다. 르네상스 시

오빌, 금과 은의 섬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바다

기 오빌의 위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내용은 신대륙에

가 적색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섬들은 홍해 상에 위치

오빌을 그린 지도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럽인들은 지리정보의 부족으로

1. 히스파니올라

인해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실재보다 훨씬 가깝게 지도
상에 그렸다. 따라서 홍해를 인도 근처의 바다라 생각하고

콜럼버스는 홍해 근처나 인도에 오빌이 위치한다는 유

오빌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홍해 근처의 인도양에 오빌을 위치시키는 경

럽인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그는 항해를 준비하

우도 있다. 1448년경에 제작된 ｢안드레아 발스페르게

는 과정에서 피에르 다이이(Pierre D’Ailly)의 ｢이마고 문

(Andreas Walsperger) 지도｣는 남쪽이 위로 정치되어 있

디(Ymago Mundi)｣를 읽었는데, 이 책에는 오빌이 중국의

는데, 지도의 위쪽에 보이는 땅은 아프리카이며, 중앙에

동쪽 경계지역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De Beer

위치한 길쭉한 땅이 아라비아 반도이다. 중앙에 위치한 아

and Magasich-Airola, 2007:56). 그리고 콜럼버스는 이 내

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섬이 오빌로

용을 신뢰하여 중국에 오빌이 위치한다는 메모를 이 책에

‘Ophir Isula’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7). 1470년경에 제작된

추가했다(Buron, 1930:307). 그는 신대륙을 발견한 직후

｢자이츠 세계지도(Zeitzer Weltkarte)｣에도 이 지도와 동

자신이 도착한 히스파니올라를 오빌로 인식했다(D'Anghiera

일한 위치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표시되

and MacNutt, 1912:61). 그래서 1498년 콜럼버스는 스페

어 있다.

인 국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히스파니올라가 오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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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했다(Suarez, 2012). 그리고 교황 알렉산더 6세에

같은 맛을 가진 달콤한 뿌리를 먹는다. 이들은 철을 가지

게 보내는 1502년 2월 편지에서 이 섬에 모든 종류의 광물

고 있지 않으나, 날카로운 돌을 사용한다.

이 존재하는데, 특히 금과 구리가 많다고 기록했다. 또한

발트줴뮐러가 히스파니올라를 오빌로 표기한 이유는

1504년 기록한 ｢예언서(El Libro de las Profecías)｣에서도

그 역시 히스파니올라가 지팡구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다시스와 오빌이 동일한 장소이며, 예루살렘에서 아시아

(Washburn, 1952). 그렇지만 콜럼버스 당시에도 대부분

동쪽 끝까지 항해하기 위해서는 1년 13일이 소요되는데,

의 학자들은 오빌이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히

자신이 도착한 히스파니올라가 오빌이라고 주장했다

스파니올라에서는 금광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메
리코 베스푸치(Amerigo Vespucci)가 아메리카에 ‘신세계

(Babcock, 1920:109).
이후 콜럼버스는 자신의 주장을 약간 수정하여 1502년

(Mundus Novus)’라는 명칭을 1503년 ｢메디치가에 보낸

에 온두라스와 파나마 사이에 위치한 베라구아(Veragua)

편지(Letter to Lorenzo di Pierfrancesco de' Medici)｣에서

에 오빌이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갠지스

부여했고(Randle, 1994:54), 또한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인

강까지 거리는 10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Cohen,

마르티르(Peter Martyr)가 1511년 출간한 ｢신세계 십년사

1969:288). 이는 그가 자신이 도착한 곳이 아시아라고 생

(De orbe novo decades)｣에서 ‘신세계(Orbe Novo)’라는

각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용어를 사용한 이후 사람들은 히스파니올라가 아시아에

이렇게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와 베라구아를 오빌로

위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히스파니올라는 오

주장했다. 그렇지만 당시의 학자들은 콜럼버스의 의견을

빌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졌다(Huddleston, 2015:4).

수용하지 않았다. 베라구아를 오빌로 표시한 지도는 존재
하지 않으며, 히스파니올라를 오빌로 언급한 지도도 한 장

2. 향료제도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주장을 채택한 유일한
지도는 마르틴 발트줴밀러(Martin Waldseeműller)의 1516

16세기 초부터 향료제도에 오빌이 위치한다는 주장이

년 ｢해도(Carta Marina)｣이다(그림 8). 이 지도에는 히스파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 마르티르는 마젤란이 오

니올라 아래의 글 상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되어 있

빌이 몰루카에 위치한다는 정보를 알고 향료제도로 항해

다(van Duzer, 2020).

했다고 주장했다(Kesley, 1986). 오빌이 향료제도에 위치
한다는 스페인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림 9의 지

오빌로도 불리는 히스파니올라에는 금, 유향, 알로에,
쇠비름, 계피와 생강이 생산된다. 이 섬의 너비는 440마일
이며 길이는 880마일이다. 이 섬은 콜럼버스에 의해 1492
년 발견되었다. 빵 대신에 원주민들은 커다란 뱀과 밤과

그림 8. 마르틴 발트줴뮐러 1516년 지도의 히스파니올라

그림 9. 로버트 톤의 1527년 지도

출처 : van Duzer, 2020.

출처 : 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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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이 지도는 1527년 영국의 로버트 톤(Robert Thorne)

얻기 위해 영입한 포르투갈 출신의 장 알퐁소(Jean Alphonse

이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입수한 것이다(Weitzman, 2011).

de Saintonge) 때문이다. 그는 항해이론을 정리해서 1545년

영국의 리처드 해클루트(Richard Hakluyt)는 이 지도를

｢우주지(La cosmographie avec l'espère et régime du soleil

1582년 출간한 ｢다양한 항해(Divers voyages)｣에 포함하

et du Nord)｣를 출간했다(정인철, 2017). 이 책에서 그는

여 출간하기도 했다(Camino, 2005).

현재의 수마트라인 소자바(Java Minor) 동쪽으로 약

지도에는 향료제도에 ‘가장 부유한 다시스와 오빌의 섬

80~100 리그 거리에 오빌과 다시스가 존재한다고 기록했

들(Insule Tharsis et Offir ditissime)’이라는 문구가 수록되

다(Musset, 1904:278, 400). 르 테스투는 다시스는 그리지

어 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스페인이 파견한 이탈리아 탐

않았고 오빌(Terre de Offir)만 거대한 자바 북동쪽에 표시

험가 세바스찬 카봇(Sebastian Cabot)의 1526년 항해와 관

했다.

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카봇은 세비야에서 근무하고 있

영국의 정치가 존 디(John Dee)는 1570년대 잉글랜드의

었는데, 스페인 정부로부터 마젤란해협을 거쳐, 동중국,

북방항로 개척과 지리학에 기여했다(손일, 2012). 그는

다시스, 오빌, 일본, 그리고 향료제도로 항해해서 토르데

1577년 간행한 ｢항해의 기술(General and rare memorials

시야스(Tordesillas) 선을 측정하고, 동시에 금, 은, 진주,

pertayning to the Perfect arte of navigation)｣에서 황금반

보석, 약초와 향료를 이곳에서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와 오빌이 동일한 장소이며, 오빌은 실론과 수마트라 사

(Dalton, 2016). 따라서 향료제도에서 오빌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서의 많은 분량을 오빌

고 생각한 스페인 당국자들의 생각이 이 지도에 반영되었

에 할애했는데 이는 오빌을 강조해서 북서항로가 아닌 북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Spate, 1979).

동항로를 통해 중국과 향료제도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향료제도 근처에 오빌을 표현한 또 다른 지도는 프랑스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Yewbrey, 2015). 존 디는 중국과의

디에프 학파의 기욤 르 테스투(Guillaume le Testu)의 1555

무역, 오빌의 발견, 그리고 동양의 지혜를 이용하여 대영

년 ｢우주지(Cosmographie universelle, selon les navigateurs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Lach, 1993:473).
그리고 네덜란드가 향료제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tant anciens que modernes)｣에 수록된 지도이다(그림 10).
이 지도에서 오빌은 몰루카(MOLVQVES) 인근의 미지의 남

기여한 얀 린스호턴(Jahn Huighen van Linschoten)은 1596

방대륙에 위치한다. 오빌이 표시된 육지는 르네상스 시기

년 출간한 ｢수로지(Itinario)｣에서 수마트라를 오빌이라고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미지의 남방대륙의 동남아시아 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했다. 그는 말라카에서 남
동편 20마일 근처에 있는 땅이 수마트라인데, 역사가들은

위치한다고 상상한 거대한 자바(Java la Grande)이다.
르 테스투가 이렇게 거대한 남방대륙의 일부인 거대한

황금반도라 부르며 오빌로 확신한다고 했다(van Linschoten,

자바에 오빌을 그린 이유는 포르투갈의 동방무역정보를

1874:108).
그리고 영국의 정치가인 월터 롤리(Walter Raleigh) 역
시 1614년 저술한 ｢세계의 역사(The History of the World)｣
에서 오빌이 향료제도에 위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이 책에 수록한 지도에서 오빌의 위치를 추정가능하도록
한다(그림 11). 지도에서 보면 아랏산(ARARAT) 근처에 노
아의 방주가 위치한다. 그리고 인도 동쪽 갠지스강 쪽에
‘오빌의 자손들이 하빌라를 통해 인도로 이동한 경로(The
passage of Ophir en Hauilah into India)’라고 쓰인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동인도 지역의 금광이 있는 한 섬에
오빌의 자손이 거주하는데, 현재는 몰루카로 불린다고 기
록했다(Raleigh, 1614:148).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영국의 제
국주의 정책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당시 향료제도의
무역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경쟁하고 있었는데, 롤리

그림 10. 기욤 르 테스투의 1555년 지도의 거대한 자바

는 오빌을 향료 무역로에 위치시킴으로 영국 정부의 향료

출처 : 프랑스 국방역사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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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월터 로리의 1614년 지도의 오빌 자손의 이동 경로 표시
출처 : Raremaps.com

제도 진출을 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Popper, 2012:149).

그림 12. 아리아스 몬타노 1572년 ｢성경지리 지도｣의 오빌

그렇지만 동시대 모든 영국인들이 향료제도가 오빌이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라는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무
엘 퍼차스(Samuel Purchas)는 1614년 간행한 ｢항해기 전

몬타노는 남아메리카가 오빌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주장

집(Hakluytus posthumus or Purchas his Pilgrimes)｣ 에서

했는데, 그 근거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오빌의 아버지

미얀마의 금 생산지인 바고(Bago 또는 Pegu)를 오빌이라

인 욕단(Jokdan)과 멕시코의 유카탄 지역의 발음이 비슷

고 주장했다(Purchas, 1905:87-92).

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역대하｣ 3장에 언급
된 솔로몬의 금의 산지로 언급된 또 다른 장소인 바르와임

3. 페루

(Parwaim)이 페루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르와임(Parvaim)
의 ‘im’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이므로 ‘페루(Peru)로

16세기 중반부에는 히스파니올라가 아닌 아메리카 대

알려진 두 개의 지역’이라고 주장했다(Shalev, 2003). 그래

륙의 다른 장소에 오빌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여러 학자들

서 이 지도에는 오빌이 북아메리카와 페루의 두 곳에 위치

에 의해 제기되었다. 프랑스의 신학자 프랑스아 바타블

한다(그림 12). 몬타노의 지도에는 북아메리카의 서쪽 해

(François Vatable, 1495-1547)은 처음에 히스파니올라가

안과 페루 해안에 ‘19’로 표기되어 있는데, 범례에서 이를

오빌이라는 콜럼버스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아메리카 대

오빌로 표기하고 있다.

륙의 다른 곳에 존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Cobo, 2010:64).

이 지도는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남아메리카가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기욤 포스텔(Guillaume Postel)

오빌이라는 것은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합스

과네덜란드의언어학자요한고로피우스바카누스(Johannes

부르크 제국 황제를 겸임하고 있던 스페인 국왕 펠리페 2

Goropius Becanus)가 이에 동의했다(Wursten, 2011).

세가 기독교 제국의 확장에 기여하는 현명하고 신성한 왕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을까? 학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몬타노의 주장은 스페인이 신성로

자들은 아메리카에도 인간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됨

마제국의 황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도 사용

에 따라,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 대표되

되었다(Popper, 2012:146).

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외에 아
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

4. 소팔라

서 유럽학자들은 노아의 후손들이 북아프리카나 중국 등
에 거주하고 있다가 일본 북쪽의 열도나 베링해협을 통해

1570년 ｢세계의 무대(Theatrum orbis terrarum)｣를 출
간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둔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

마젤란해협까지 이주했다고 주장했다(True, 2019:38).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베니토 아리아스 몬타노(Benito

(Abraham Ortelius)는 한때 오빌이 페루라는 주장에 동조

Arias Montano)는1572년｢성경지리지도(Sacrae Geographiae

했으나, 이후 모잠비크의 소팔라(Sofala)라는 입장을 채택

Tabulam ex Antiquissimorum Cultor)｣를 그렸다(그림 12).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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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Shalev, 2003).
오르텔리우스는 포르투갈의 역사가 토메 로페즈(Tomé
Lopes)가 소팔라에 대해 기술한 내용 역시 참조했다. 로페
즈는 1502년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와 함께 소팔
라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솔로몬의 배가 이전에 이곳에 온
전설이 있다는 것을 원주민들로부터 전해들었다고 기록
했다(Alborn, 2015). 실제로 당시 소팔라는 아프리카의 금
무역 중심지였고, 1507년 포르투갈의 군사기지가 설치된
상태였다. 그렇지만 포르투갈 왕실은 이곳에 금광은 있지
그림 13.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의 ｢거룩한 지리｣의 삽입지도

만,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에 상아를 수출하고

출처 : 프랑스 국립도서관.

받은 금이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이곳이
오빌이라는 주장을 의심한 것이다(Elkiss, 1989:87-88). 이

이러한 그의 입장을 나타내는 지도가 1595년에서 1598년

것은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서 낙원을 찾는 하나의 과정

사이에 출간된 세계 역사서인 ｢파레르곤(Parergon, sive

으로도 볼 수 있는데, 포르투갈은 이후 상아해안을 포함한

Veteris Geographiae aliquot Tabulae)｣에 수록된 ｢거룩한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빌을 찾는 탐사를 수행했다

지리(Geographia sacra)｣이다(그림 13). 이 지도에는 페루,

(Deckard, 2009). 오빌이 소팔라라는 주장은 존 밀턴이

앤틸레스 제도, 소팔라, 그리고 인도 근처의 네 곳에 오빌

1667년에 출간한 ｢실낙원｣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표기되어 있다. 남아메리카에는 ‘몬타노와 포스텔, 그

고려할 때, 당시 유럽 전역에 소팔라가 오빌이라는 주장이

리고 고로피우스가 주장하는 오빌’의 의미인 ‘Ophir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조신권, 2010:199). 그렇지

Montano, Postello, er Goropio’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리

만 오르텔리우스는 다른 지도에서는 오빌을 표시하기 않

고 아시아에는 네덜란드 지리학자 바레니우스(Gaspar

았다.

Varrerius)와 이탈리아 지리학자 마리우스 니게르(Marius
Niger)가 주장하는 오빌이란 의미로 ‘Ophir Varrerio et

5. 솔로몬제도

Nigro’로 표기했다. 그리고 앤틸레스 제도에는 16세기 프
랑스 고전학자 로베르티 스테파니(Roberti Stephani)에 의

오빌과 관련된 지명 중 국가 명칭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한 오빌이란 의미의 ‘Ophir Rob, Stephani’로 표시했다. 그

지명은 솔로몬제도이다. 솔로몬제도는 태평양에 존재하

리고 아프리카에는 오르텔리우스 자신이 주장하는 오빌

는 금과 은이 많은 섬, 또는 오빌과 다시스를 발견하기 위

이란 의미로 ‘Ophir Orteilio’를 표기했다. 이 지도는 당시

한 탐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Camino, 2005). 스페인 탐

오빌의 위치에 대해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

사대의 대장인 알바로 데 멘다냐(Alvaro de Mendana)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567년 11월 금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전설 속의 땅

그러면 오르텔리우스는 왜 아메리카 대신 소팔라에 오

을 찾아서 태평양을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1568년 2월

빌을 위치시켰을까? 그는 스페인 예수회의 호세 데 아코스

파푸아뉴기니 동쪽의 섬들을 발견했다. 그는 이곳에서 금

타(Jose de Acosta)의 1590년 ｢인디언의 역사(Natural and

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곳을 오빌이라고 주장했다.

Moral History of the Indies Historia natural y moral de las

그리고 멘다냐는 멕시코로 귀환한 직후인 1569년부터 솔

Indias)｣의 내용에 주목했다. 아코스타는 페루에서도 금

로몬제도란 명칭으로 불렀다. 당시 스페인의 관리들은 이

이 생산되지만, 성서에 언급된 오빌의 금의 양에 비교할

지명을 사용하면서도, 이곳에 솔로몬의 광산이 존재한다

때, 매우 적은 양이며, 또 페루에는 코끼리가 서식하지 않

고 믿지는 않았다. 멘다냐와 동행했던 선원들도 이곳은 솔

기 때문에 페루는 오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페루라

로몬의 섬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멘다냐가 강력하게 주

는 지명은 비교적 최근에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당 지

장했고 이후 채택되었다. 결국 실질적 의미가 있는 지명이

역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지역의 강을 부르던

아닌 낭만적 명칭(romantic name)으로 솔로몬제도란 지

명칭에 불과하므로, 성서와 연관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

명이 채택된 것이다(Jack-Hinton, 1969:79-82). 이후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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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원주민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의 시도였다.
그렇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 코끼리가 서식하지 않고 있
다는 사실로 인해, 오빌의 대상지에서 배제되었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향료제도 진출의 정당성을 주장하
기 위한 목적으로 오빌이 지도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기욤 르 테스투와 영국의 월터
롤리의 지도이다. 이들의 지도는 일종의 제국주의 프로파
간다로도 볼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중세에는 에티오피아가 오
빌이 위치한 장소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바스코 다 가마
의 항해 이후에는 모잠비크의 소팔라 근처에 오빌이 위치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섯째, 오빌과 다시스를 찾기 위한 스페인의 탐사는 솔
그림 14.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 ｢태평양지도｣의 솔로몬제도

로몬제도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솔로몬제도에 도착한 멘

출처 : Wikipedia.org

다냐는 금광을 확인하지도 않고, 솔로몬제도란 지명을 부
여했지만, 이후 지도에 표시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지명은

인 지도학자 벨라스코(Lopez de Velasco)의 1575년 ｢서인

국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 제도 지리지(Description de las Yndia del Potiennte)｣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지도상에 표

의 태평양지도(Mapa del Pacífico)에 처음 솔로몬제도로

시된 오빌의 위치는 성서의 내용에 기반했지만, 로마학자

표기되었다. 이후 상업적 아틀라스로 성공을 거둔 오르텔

들의 의견, 지리상의 발견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존재에 대

리우스가 1589년 ｢태평양 지도(Mare Pacifi)｣에 솔로몬제

한 신학적 해석의 변화에 따라 변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Insulæ Salomonis)란 명칭을 채택했고, 이후 유럽의 지

오빌을 찾으려는 시도는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도제작자들은 솔로몬제도로 표기했다(그림 지도 14).

졌지만, 성서지도가 아닌 일반도에서는 오빌은 1600년경
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면 왜 17세기 이후 오빌은 지도에서 사라졌을까? 여

IV. 결론

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도제작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한 추

이상에서 오빌이 표시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지도

론이 가능하다. 16세기 전반부 유럽은 관측에 대한 지도제

를 조사하여, 오빌의 지리적 위치가 시대별로 변화한 양상

작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16세기 스페인 당국은 모든 선원

을 분석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 위치시킨 학자들과 탐험

들로 하여금 항해 도중에 본 것만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기

가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술했다(Headley, 1997). 이것은 이전과 달리 개인의 상상

첫째, 15세기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교역이 가능했던 홍

이 아닌, 관찰에 기반하는 지도제작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

해 인근의 섬과 연안지역이 오빌로 지도에 표시되었다. 그

을 의미한다. 특히 당시 지도제작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리고 요세푸스의 의견에 의거하여, 인도 남부나 서부의 해

삼각측량 기술의 도입이었다. 네덜란드의 헤마 프리시위

안지역이 오빌로 표기되었다. 그렇지만 지리정보의 부족

스(Gemma Frisius)는 1533년 삼각측량에 관한 저서인 ｢위

으로 인해, 인도양과 홍해 사이의 거리가 매우 축약된 형태

치설명서(Libellvs de locorum)｣를 집필했다. 이러한 과학

로 지도상에 표시되었다.

적 지도제작의 분위기가 당시 유럽의 지도제작 중심지인

둘째,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를 오빌이라고 주장했

네덜란드의 지도제작자들에게 전파되고, 주변 국가로 전

다. 그렇지만 히스파니올라를 오빌로 표시한 지도는 발트

파되었다(손일, 2014).

줴뮐러의 1516년 지도가 유일하다. 북아메리카 서부해안

영국에서도 지도제작 방식이 변화했다. 영국의 헨리 8

과 페루에 오빌로 표기한 지도가 등장했는데, 이는 아메리

세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인 튜더 왕조시기인 16세기 전

- 10 -

중세와 르네상스 지도의 오빌의 지리적 위치와 그 변화에 대한 연구

반에 부분적이지만 국가 측량을 시도했다. 1573년 크리스

1997, Milton: Paradise Lost, London: Longman.)

토토 색스톤(Christopher Saxton)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

문창수 역, 1975, ｢아가페 성서지도｣, 서울: 아가페 출판사.

방의 측량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 과업은 존 노든

(Aharoni, Y. and Avi-Yonah, 1968, The Carta Bible

(John Norden), 윌리엄 캄덴(William Camden), 그리고 존

Atlas, Jerusalem: Carta.)

스피드(John Speed)에 의해 계속되었다. 즉 관찰에 의한

Alborn, T., 2015, King Solomon’s Gold: Ophir in an

지도제작의 관행이 도입되던 시기였다(Barber, 2007). 따

Age of Empire, Journal of Victorian Culture, 20(4),

라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빌은 완전히 지도 상에서 사라

491-508.

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abcock, W., 1920, Antillia and the Antilles, Geograph-

이 연구는 오빌의 지도상의 위치를 시대별, 그리고 지역

ical Review, 9(2), 109-124.

별로 정리했다는 최초로 정리했고, 또 1600년경에 일반도

Bagrow, L., 1985, History of Cartography, Chicago:

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지도학 발달

Precedent Publishing.

사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시

Barber, P. 2007, Mapmaking in England, ca. 1470–1650,

대별 변화의 사회적 맥라, 오빌이 일반도에서 사라진 이유

in Woodward, D., eds., History of Cartography:

와 이후의 오빌을 찾기 위한 탐험, 그리고 현대지리학자들

Cartography in European Renaissance, Chicago:

이 추정하는 오빌의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89-1669.

요할 것이다.

Biedermann, Z., 2014, Imagining Asia from the Margin,
in Rujivacharakul, V., Hahn, H. H., Oshima, K.
T., and Christensen, P., eds., Architecturalized

註

Asia, Hongkong: Hongkong University Press, 35-52.
Brown, W. A., 2000, The World Image Expressed in the

1)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도제작에 사용한 본초자오선
으로, 그리니치 기준으로는 서경 18도 40분에 해당

Rudimentum Novitiorumi,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한다.

Buron, E., 1930, Ymago Mundi, de Pierre d'Ailly, Paris:

2) ｢꽃의 책｣의 다른 판본에 수록된 지도에는 ‘ofir,

Librarie Orientale et américaine.

Hic aurum’으로 표시되어 있다.

Camino, M.M., 2005, Producing the Pacific: Maps and
Narratives of Spanish Exploration (1567-1606),
Amsterdam: Rod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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