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장 밥티스트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가 1735

년 출간한 �중화제국전지(La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 ’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에는 장 밥티스트 부

르귀뇽 당빌이(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이 

제작한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가 포함되어 있

다. 이 지도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로도 사

용되어 왔는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조선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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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당빌의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의 내용과 지도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지도가 가지는 자료적 가치와 의미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이들 초안 지도는 중국 예수회의 고빌 선교사가 파리에 보냈고, 이를 근거로 ｢조선왕국도｣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지도 주기를 분석한 결과 한양의 위도는 37° 38′ 20″인 것을 확인했다. 셋째, 도별 경계가 그려진 초안 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비정하여 지명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명 비정을 통해 목판본 ｢조선도｣의 전라도 남해안 지명 표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

넷째, 로마자 표기 방식을 조사했는데, 전자법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포르투갈식 표기 방식에서 프랑스식 방식으로 변화하

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장 밥티스트 부르귀뇽 당빌,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 �황여전람도�, 안트안느 고빌

Abstract : This paper is to examine contents and cart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raft maps of Royaume
de Corée by D’Anville preserved in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To this end, the material value and meaning
of the maps was investiga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se draft maps were sent to Paris by the missionary Gaubil of the Jesuits of China, and based on this,
Royaume de Corée was produced.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Map annot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latitude of Seoul used in the map is 37° 38′ 20″. Thirdly, a list of place names was presented by arranging the
names included in the draft map on which the boundaries of each province were draw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ame of the southern coast of Jeolla-do in the woodblock version Korean map in Kangxi
atlas was incorrect. Fourthly, the transliteration method was used for romanization of place names.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the Portuguese notation to the French one.
Key Words : 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Royaume de Corée, Draft map, Kangxi Atlas, Antoine Gau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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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 포함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상태, 2009; 서정철, 

2013).1) 또한 서구에서 조선을 독립적으로 그린 최초의 지

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왕국도｣는 한국의 학계와 언

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왕국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 학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 지도의 모본으로 사용된 �황여전람도(皇輿全

覽圖)�수록 ｢조선도｣2)에 포함된 지리정보에 관한 포괄적

인 연구로, 장상훈(2006)은 ｢조선도｣의 제작 배경과 과정

은 물론, 수록 지명, 산천 및 도서의 윤곽, 해안선의 윤곽 등 

각종 지리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지도에 수록되어 있

는 지리정보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조선도｣의 모본 지도에 대한 연구이다. 한상복

(1988)은 백두산정계비와 일부 지명의 표기 여부를 기준

으로 1652~1712년 사이에 제작된 조선지도를 모본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Ledyard(1994)는 서울역사박물

관 소장 ｢팔도총도｣와 �동국여지승람� 속의 ｢동람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상훈(2006)은 

남해안 해안선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선팔도여지지도

｣와 ｢조선팔도고금총람도｣가 모본에 가장 가깝다고 보았

다. 또한 김기혁(2015)은 수록 지명의 유사도 측면에서 규

장각 소장 �관동·관서지도�에 포함된 ｢조선전도｣가 ｢조

선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조선왕국도｣가 이후의 서구지도학자들이 조선

을 그리는데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김차규(2015)는 

조선왕국도에 그려진 한반도 형태가 이후 프랑스의 자크 

니콜라 벨랭(Jacques-Nicolas Bellin)과 독일의 마티아스 

하스(Mathias Haas),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키친(Thomas 

Kitchin) 등 서구의 대표적인 지도제작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것을 확인했다.

넷째, ｢조선왕국도｣에 표시된 조청경계의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이재은·양보경(2011)은 18세기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조청경계를 조사하면서, 이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

을 분석했는데, 이 지도에서 평안도가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 넓게 표시되어 있고, 함경도 역시 두만

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허

우범·복기대(2021)는 �대동지지�의 평안도 행정구역에 

기록된 경위도를 분석하여 19세기 조선의 서북 경계를 검

토했는데, ｢조선왕국도｣의 조청경계선과 유사하게 중국

의 요녕성과 길림성 지역이 조선의 강역에 포함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당빌의 ｢조선왕국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지도에 수록된 지리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모

본 지도에 대한 연구와 조청경계나 독도영유권과 같은 정

책적 활용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에는 ｢조선왕국도｣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초안 지도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필자의 조사 결과 이 지도들은 인쇄본 

지도의 해석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프랑스국

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지도들을 목판본 ｢조선도｣ 및 인쇄본 ｢조선

왕국도｣와 비교 분석하여 각 지도가 가지는 자료적 가치

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초안 지도에는 ｢조선도｣ 또는 ｢조선왕국도｣에 포

함되지 않은 주기가 표기되어 있다.3) 따라서 이 주기들을 

통해 지도의 서지정보와 조선의 국호 표기, 한양의 위도 좌

표, 그리고 동해 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는 1721년 목판본 ｢조선도｣에 수록된 

지리정보가 ｢조선왕국도｣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전제에

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판본 간에 수록된 정보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이는 1719년에 간행된 동판본 지도의 

경우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선 표시가 명확하지도 않을뿐

더러, 조선의 지리정보가 만주어로 표기되어 정보 습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초안 지도에는 대부분의 지

명이 만주어와 로마자로 병기되어 있어, 정보 습득이 용이

하다. 그리고 로마자 지명이 병기되지 않은 경우는 박상규

(2012)의 만주어 사전 등을 참조하여 지명을 비정하기로 

한다. 

셋째, 두 장의 초안 지도와 인쇄본 ｢조선왕국도｣를 비교

하여 지리형상(geographic feature)의 간략화 과정, 그리

고 로마자 표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본 서지정보와 지도의 주기 

1. 기본 서지정보

�황여전람도�는 시누소이달 투영법(sinusoidal projection)

에 의해 제작되었다(Jupp, 2017). 따라서 ｢조선왕국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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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 투영법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경위도를 평면좌표로 변환하는 것이 지도투영법인데 당

시 예수회 선교사들이 수집한 조선의 경위도 좌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뒤 알드의 �중화제국전지�에 언급

된 조선의 좌표는 한양의 위도 좌표 하나뿐이다. 따라서 

｢조선왕국도｣의 투영법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으므로, 

투영법을 제외한 다른 서지정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는 현재 3종의 ｢조선왕국도｣ 필사

본이 소장되어 있다.4) 그런데 필자의 조사결과 한 장은 필

사본이 아니며, 두 장만 인쇄본을 사용하는데 제작된 초안 

지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

장하고 있는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는 두 장으로 확인되

었다(그림 1과 그림 2).  

초안 지도 1은 만주어와 로마자가 병기되어 있는 지도

이며, 초안 지도 2는 로마자로만 표기된 지도이다. 초안 지

도 1의 지명이 만주어로 표기되었다는 것은 이 초안 지도

가 1719년 마테오 리파(Matteo Ripa)가 판각한 �황여전람

도�동판본의 조선과 인근 지역을 필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왕전진·유약방(2007)의 영인본에 

수록된 동판본과 비교한 결과 일부 탈자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한반도는 동판

본에는 6개의 도곽에 분산되어 그려져 있는데, 하나로 종

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초안 지도 1에는 상단에 프랑스어로 ｢조선왕국도, 중국

어로는 카오리, 달단어로는 솔호, 북경 기준점 경도 동쪽

의 만주 달단의 10번째 지방(Carte du royaume de Corée, 

en chinois Cao-li, en tartare Soiro à l'est du méridien de 

Pé-king 10ème pays des tartares Mantcheou)｣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의 제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정확한 지도의 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그림 1).5)

초안 지도2의 지도 제목은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

으나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서지 목록에는 제목이 ｢중국인

들이 예수회에 제공한 기름종이 조선왕국도(Carte huilée 

du royaume de Corée fournie aux jésuites par les chinois)

｣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의 크기는 78.5×53㎝ 이

다. 이 지도는 초안 지도 1과 윤곽은 물론 경위선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수록된 지도 정보는 매우 간략화되

그림 1.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 1, GE C 5323

자료 : 프랑스국립도서관

그림 2.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 2, GE DD 2987(7325B)

자료 : 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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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초안 지도 1의 지형 윤곽을 필사

한 다음, 하천이나 산지 등의 지리형상을 간략화하여 표현

한 지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 초안 지도는 누가 제작하여 프랑스로 보

냈을까? �황여전람도�제작 당시 프랑스 예수회와 중국 현

지의 연락은 안트안느 고빌(Antoine Gaubil)이 담당했다

(Cams, 2017). 고빌의 서한에 의하면 1728년 중국인들로

부터 수집한 조선지도를 축소하여 필사하여 프랑스로 보

낸 기록이 있다(Gaubil, 1970:205). 그리고 고빌은 1732년 

5월 15일 정치인 로랑 랑게(Lorents Lange)에게 보낸 서신

에서 이전에 자신이 프랑스에 두 장의 조선지도를 보냈다

는 내용을 확인했다(Gaubil, 1970:302). 그리고 고빌은 앞

에서 언급한 1728년 서신에서 나가사키를 기점으로 조선

의 상대적 위치를 설정하고 배치하라고 했으며, 쓰가루 해

협이 나가사키 보다 동쪽으로 13° 40‘ 거리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당빌이 1732년에 제작한 ｢중국령 달단 지도(Carte 

générale de la Tartarie Chinoise)｣에는 나가사키와 쓰가

루 해협이 모두 그려져 있고, 한반도에 수록된 지리정보도 

초안 지도들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 지도의 한반도 동해안

에 표시된 주기에는 “카오리 또는 코레 왕국, 조선으로 불

리며 만주인들에 의해 솔호국 또는 솔고 왕국이라고 불린

다(Kaoli Koue ou Royaume de Corée nommé aussi 

Tchao-Sien et par les Mantoueous Sol Ho Kouroun ou 

Royaume de Solgo)”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초안 지도 1의 지도 제목과 유사하다(그림 3). 또한 초안 지

도 1에 표시된 도별 경계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 지도에도 

도별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당빌은 초안 지도 1을 

이용해서 이 지도를 제작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1735년 

｢조선왕국도｣ 역시 초안 지도 1과 지도의 윤곽이나 수록

된 정보가 유사하다. 따라서 고빌이 보낸 이 초안 지도들

이 이들 지도제작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6)

2. 지도의 주기

지명을 제외한 지도의 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초안 지

도 2에는 주기가 없기 때문에, 초안 지도 1의 주기만 살펴

보기로 하자. 지도 좌편의 강화도 해상에는 한양의 지명과 

좌표에 대한 주기가 있다. 이 주기에서는 한양의 지명을 

공기, 궁정의 중국인들은 또한 경기도로 부른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조선의 수도로 부르며 이 도시는 37° 38′ 20″를 

지난다(Kong-Ki, Les chinois à la cour les nomment ainsi 

King-ki-tao, Les Coréens la momment ainsi chez eux 

capitale de ls Corée, est passée par observation à 37° 38′ 

20″)" 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 내용은 �중화제국전

지�에 수록된 레지(Jean-Baptiste Régis)의 보고서에 언급

된 내용이다(Du Halde, 1735, t.IV:425). 

이 주기는 ｢조선왕국도｣ 제작에 사용된 한양의 위도 좌

표에 대한 기존의 논쟁을 종식시킨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

면 ｢조선왕국도｣에 표시된 한양의 위도 좌표는 세 자료에 

의해 추론되었다. 첫째, �숙종실록� 39년 5월 16일자에 기

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1713년 조선을 방문한 목극등(穆克

登) 일행인 하국주(何國柱)가 서울 종가(鍾街)에서 측정한 

좌표로 당시 그는 북위 37° 39′ 15″, 순천부 중선 기준 편동 

10° 30′으로 측정했다. 따라서 ｢조선도｣도 이에 근거해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이찬, 1991:353; 장상훈, 2006: 

122). 둘째, 예수회 선교사인 에티엔느 수시에(Etienne 

Souciet)가 세계 각지의 좌표를 수록한 1729년 천문관측 보

고서에서는 한양의 좌표가 북위 37° 30′ 15″, 동경 10° 30′(북

경 원점 기준)로 기록되어 있다(Souciet, 1729:141). 따라서 

이에 근거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뒤 알드의 

�중화제국전지�에는 서울의 경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

만, 중국의 천문학자가 서울의 위도가 37° 38′ 20″로 측정했

다고 기록되어 있다(Du Halde, 1735, t.IV:425).

그런데 초안 지도 1의 주기에는 한양의 위도를 명백하
그림 3. 당빌의 1732년 ｢중국령 달단지도｣ 일부

자료 : 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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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37° 38′ 20″로 기록하고 있다.7) 따라서 당빌의 ｢조선왕

국도｣는 �중화제국전지�에서 언급한 한양의 위도 좌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국주의 관측이 아닌 다른 관

측 자료를 사용하여 ｢조선왕국도｣를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초안 지도 1의 주기에는 동해를 한국해8)로 표기

한 내용도 있다. 지도 우상 아래쪽에는 ‘동쪽 달단의 바다 

즉 코레 가오리의 바다의 북쪽(mer de la tartares orientale 

soit septentional des las mer des Corees Caoli)’9)으로 표기

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황해도 연안과 남해 연안에도 각

각 한국해 표기를 찾을 수 있다. 즉 초안 지도를 제공한 예

수회 신부들은 동해를 한국해로 명명한 것이다. 18세기 프

랑스 지도제작자들의 절대 다수는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

하고 있었다(정인철, 2010). 따라서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는 것이 당연

했다. 그렇지만 당빌은 해양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지도제

작자이다. 그가 해양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확한 것만 기록하는 그의 성향과 관계가 있

을 것이라고 판단된다.10) 실제로 그는 극도로 꼼꼼했고, 

자기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다(Haguet, 2011:90). 따라서 

18세기 프랑스 지도에 동해는 한국해로 표기되는 것이 일

반적이었으나, 당빌의 이러한 성향에 의해 초안 지도에 표

기된 한국해 명칭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III. 수록 지명과 로마자 표기 

1. 수록 지명

초안 지도 2에는 초안 지도 1에 표시된 많은 군현들의 정

보가 생략되어 있고, 도별경계와 하천 산과 고개 등의 정

보는 존재하지 않는다.11) 따라서 여기에서는 초안 지도 1

에 수록된 지명만 살펴보기로 한다. 초안 지도 1의 지명은 

만주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지명 비정을 위해 한자로 표

기된 ｢조선도｣의 지명을 참조했다. ｢조선도｣에 수록된 지

명은 장상훈(2006)에 의해 이미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에

서는 한문 표기는 생략하고 한글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그

리고 ｢조선도｣에 수록되지 않았거나, 로마자 표기가 되지 

않은 지명의 경우는 만주어 사전 또는 다른 참고 자료를 활

용하여 비정하였다.

조사 결과 파악한 한반도 내에 표시된 지명의 수는 512

개인데, 김기혁(2015)이 목판본 ｢조선도｣에서 확인한 504

개보다 8개가 많다. 이를 도별과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1

과 같다.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의 순으로 많은 지명이 수

록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군현지명, 산·고개 지명, 관

방 지명의 순으로 많다. 표에서 보면 관방 지명은 함경도

와 평안도,  산·고개 지명은 강원도와 함경도, 그리고 하

천 지명은 평안도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안 

지도 1에 표시된 도별경계선에 의거하여 통계처리 했기 

때문에 실제 행정구역 별 분포와는 차이가 있다. 

표 2는 초안 지도 1에 수록된 지명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장상훈(2006)과 김기혁(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나 각 도에 속하는 군현 및 산·고개의 수는 다르다. 이들 

선행 연구는 목판본 ｢조선도｣의 행정경계가 표시되어 있

지 않아. 실제 군현이 속한 도를 고려하여 지명을 표시했

지만, 본 연구의 경우는 지도에 표시된 행정경계를 기준으

로 군현이 속한 도를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실

제 경계와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조선도｣의 모본을 추정

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충청도 제천이 경기도, 경

표 1.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 1 수록 지명의 도별/유형별 분포 

도 전체 군현 관방 산·고개 하천 포구 섬 기타

전국 512(100.0) 323(63.1) 46(9.0) 80(15.6) 28(5.5) 5(1.0) 23(4.5) 7(1.4)

경기도  52(10.2)  37  1  7  1 -  3 3

충청도  71(13.9)  54  2  7 - -  4 2

전라도  72(14.1)  55  4  9 - 1  3 -

경상도  92(18.0)  69  6 12 - 2  2 1

강원도  42(8.0)  25 - 15 - -  2 -

황해도  33(6.4)  24 -  3  4 -  2 -

함경도  68(13.3)  19 16 15  9 -  8 1

평안도  83(16.2)  40 15 11 14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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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 수록 지명 일람표

군현 관방 산·고개 하천 포구 섬 기타

경기

가평, 강화, 개창부, 고양, 과천, 광주, 교

동, 교하, 금천, 김포, 남양, 마전, 부평, 

삭령, 수원, 안산, 안성, 양근, 양성, 양주, 

양지, 양천, 여주, 연천, 영평, 용인, 음죽, 

이천, 장단, 적성, 죽산, 지평, 진위, 통진, 

파주, 포천, 풍덕 

수영

백악산, 수리산 

관악산, 삼각산, 

송악산, 오갑산, 

치악산 

 임진강

정포도,

대부도, 

자연도 

경기도, 

홍자원, 

비정

충청

결성, 공주, 괴산, 남포,  니산, 당진, 단양, 

대흥, 덕산, 면천, 목천,  문경, 문의, 보령, 

보은, 부여, 비인, 서산, 서천, 석성, 신창, 

아산, 연기, 연산, 연풍, 영동, 예산, 옥천, 

온양, 은진, 임천, 음성, 전의, 정산, 제천, 

직산, 진잠, 진천, 천안, 청산, 청안, 청양, 

청주, 청풍, 충주, 태안, 평택, 한산, 해미, 

홍산, 홍주, 황간, 회덕, 회인

병영, 수영

가야산, 월악산, 

속치산, 차현산, 

장산, 조령, 죽령

 

덕물도, 

원산도, 

명호도, 

용도 

요아량, 

안흥량

전라

강진, 고부, 고산, 고창, 곡성, 광양, 광주, 

구례, 금구, 금산, 김제, 나주, 낙안, 남원, 

남평, 능주, 동복, 만경, 무안, 무장, 무주, 

보성, 부안, 순창, 순천, 여산, 영암, 영광, 

옥과, 옥구, 용담, 용안, 운봉, 익산, 임실, 

임피, 장성, 장수, 장흥, 전주, 정읍, 진산, 

진안, 진원, 창평, 태인, 함열, 해남, 화순, 

흥양, 흥해, 제주, 대정, 정의, 함평 

병영, 우수, 

좌수, 우병

교룡산, 금이산, 

무목산, 송경산, 

용금산, 

마이산,모악산, 

천관산, 한라산

남조포

흑산도, 

군산도,

진도

경상

개령, 거제, 거창, 경산, 경주, 고령, 고성, 

곤양, 군위, 김산, 기장, 김해, 남해, 단성, 

대구, 동래, 문경, 밀양, 봉화, 비안, 사천, 

산음, 삼가, 상주, 선산, 성주, 신령, 안동, 

안음, 양산, 언양, 연일, 영덕, 영산, 영천, 

영주, 영해, 예안, 예천, 용궁, 울산, 웅천, 

의령, 의성, 의흥, 인동, 자인, 장기, 지례, 

진보, 진주, 진해, 창녕, 창원, 청도, 청송, 

청하, 초계, 칠곡, 칠원, 출기, 하동, 하양, 

함안, 함양, 함창, 합천, 현풍, 흥해 

영등, 우병, 

우수영, 좌병, 지세포, 

천성 

백석산, 웅산, 

윤산, 파음산 

모자산, 무계산, 

보현산, 지리산, 

청량산, 팔공산, 

화악산 금오산 

진조정, 

평산포 

절영도, 

가덕
적암 

강원

강릉, 고성, 금성, 김화, 낭천, 삼척, 안변, 

안협, 양국, 양양, 영월, 울진, 원주, 이천, 

인제, 철원, 춘천, 통천, 평강, 평창, 평해, 

홍천, 회양, 횡성, 흡곡 

장산, 공작산, 

금강산, 두타산, 

오대산, 우두산, 

황룡산, 대관령, 

추지령, 대고산, 

청평산, 

기타 3개 

울릉도,

우산도 

황해

강령, 금천, 숭수, 백천, 봉산, 서흥, 송화, 

수안, 숭수, 신계, 신천, 안악, 연안, 옹진, 

은율, 장련, 장연, 재령, 토산, 평산, 토산, 

풍천, 해주, 황주 

구월산, 전석산, 

수양산 

건수, 주회하, 

패수, 흑하 

추도, 

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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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문경이 충청도, 강원도 철원과 평강이 황해도, 평안

도 안변이 함경도에 잘못 소속되어 표기되어 있으며, 조령

과 죽령은 경상도가 아닌 충청도에 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쇄본 ｢조선왕국도｣에는 도별 경계선이 표

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빌이 행정구역 표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별 경계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뒤 알드의 

�중화제국전지�에도 각 도에 속하는 군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도를 그리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도｣에 비교하여 약간의 가감된 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산지 지명이 추가된 경우이다. 함경

도에는 마운령과 포달산, 그리고 강원도에는 대고산과 청

평산이 그려져 있다. 특히 마운령과 청평산이 초안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규장각에 소장된 �관동·관서지

도�의 ｢조선전도｣가 다른 지도에 비해 황여전람도 ｢조선

도｣와 가장 유사하다는 김기혁(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비정이 어려운 3

개의 산이 영월, 인제, 양구 부근에 표시되어 있다.12) 그렇

지만 ｢조선도｣에 있는 옥금산, 추월산과 금성산은 초안 지

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군현 지명 중에는 ｢조선도｣에 

표시되어 있는 평안도 창성은 초안지도에는 표시되어 있

지 않다. 그런데 창성이 ｢조선왕국도｣에는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빌이 초안 지도에 의존했지만, ｢조선도｣ 또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여 ｢조선왕국도｣를 제작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조선도｣의 전라

도 남서지역의 일부 군현의 위치와 지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남평(南平), 주령(州

嶺), 영암(灵岩), 그리고 우수(右水)이다. 

먼저 남평은 초안 지도 1에는 ‘Sian Pin’으로 발음되는 만

주어로 표기되어 있다. ‘Sian’에 해당하는 만주어는 함양과 

함안의 ‘함’과 동일한 글자이다. 단 ‘Pin’에 해당하는 만주

어는 평양의 평이나 평해의 평과는 동일한 글자는 아니며, 

한반도 영역 내에서는 이 글자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비정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무안과 영광사이에 

위치한 함평(咸平)일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대동여지

도�와 ｢해좌전도｣에도 이 위치에 함평이 위치하기 때문

이다. 

둘째, 주령은 현재까지 그 지명이 비정되지 않고 있다

(장상훈, 2006, 151). 주령은 초안 지도 1에서 로마자로 

‘Lo-tcheou’로 표기되어 있고, 만주어 발음은 ‘Lo Jeo’이다. 

‘Lo’에 해당하는 만주어는 평안도 나청청의 ‘나’와 동일한 

글자이며 ‘Jeo’에 해당하는 만주어는 전라도 광주의 ‘주’와 

일치한다. 그리고 1760년에 제작된 �황여전도�13)에도 주

령이 나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주령은 나주의 잘못된 

표기이다. 

셋째, 영암은 ‘Nan Ping’ 발음을 가진 만주어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Nan’은 남원과 남해의 ‘남’과 일치하며, ‘Ping’

표 2. ｢조선왕국도｣ 초안 지도 수록 지명 일람표(계속)

군현 관방 산·고개 하천 포구 섬 기타

함경

갑산성, 경원부, 경흥성, 고원, 단천, 덕

원, 무산성, 문천, 북청, 삼수성, 영흥, 온

성, 이성, 정평, 종성, 함흥, 홍원, 회령성 

고령성, 낙언성, 

미천진성, 방산보성, 

사산성, 서수락성, 

소진성, 순진성, 

신갈이보, 아산포, 

양옹성, 옹대성, 

왕탄성, 이봉파, 

전원포, 동관성 

낙라동산, 

우선산, 입원산, 

증산, 회산, 

검화산, 대박산, 

도안산, 반룡산, 

백두산, 비백산, 

성대산, 소백산, 

포달산, 마운령 

건천구, 두만강, 

삼지원, 

서수락천, 

어윤하, 

토문강색금, 

파하천, 허천하, 

홍단하  

국도, 

사도, 

연도, 

웅도, 

저도, 

화도 

묘도, 

신도 

인선위 

평안

숙주, 애주 가산, 강동, 강서, 대천, 곽산, 

구성, 덕천, 맹산, 박천, 삭주, 삼등, 상원, 

삼화, 선천, 성천, 숙천, 순안, 순천, 안주, 

양덕, 영변, 영원, 영유, 용강, 용천, 운산, 

원주, 위원, 은산, 의주, 자산, 이산, 정주, 

중화, 증산, 철산, 평양, 함종  

고산리성, 구갈이보, 

대길로성, 대비성, 

대수고성, 발등성, 

산양성, 소거류성, 

소비성, 오등성, 

요곽이성, 장걸성, 

지고이성, 필동성, 

필성, 만포성 

개막산, 금수산, 

대목산, 대조산, 

무작산, 백벽산, 

봉두산, 악산, 

이산, 충천령, 

향산 

결락이하, 

나청하, 대동강, 

대정강, 대천하, 

동금하, 동해하, 

삭천하, 

상주걸하, 서천, 

선천하, 압록강, 

장노하 

만포
나청청, 

오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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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양, 그리고 정평의 ‘평’과 동일하다. 따라서 영암은 남

평(南平)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우수는 초안 지도에는 ‘Ling y’로 로마자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하는 만주어 발음은 ‘Ling Ai’이다. 그런

데 ‘Ling’에 해당하는 만주어는 ‘영광’이나 ‘영산’의 표기할 

때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영’자로 볼 수 있

다. 단 ‘Ai’에 해당하는 만주어는 이 지도의 다른 곳에서 사

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별은 불가능하다. 그렇

지만 ｢해좌전도｣를 비롯한 다른 고지도에도 이 위치에 영

암이 위치하기 때문에 영암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섯째, 해남 서편에 지명이 없이 표시된 장소는 우수이

다. 초안 지도 1에 이 장소에 표시된 지명의 만주어 발음은 

‘Jeo Xui’인데, 경상도 우수영에도 동일한 글자가 사용되었

다. 따라서 이는 전라도 우수영에 해당한다. 

이를 참조하여 ｢조선도｣의 지명을 수정한 것이 그림 4

이다. 좌측의 목판본에서 한글로 지명을 표시한 장소가 이

에 해당한다. 이러한 오류는 ｢조선도｣ 모본 지도를 기초로 

목판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안 지도 1은 ｢조선도｣에 표기된 대구와 대관

령 지명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한다. ｢조선도｣에서 대구는 

화구(火邱), 대관령은 화관령(火關嶺)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 초안 지도 1에는 ‘화’가 평안도 대목산의 ‘대(Da 또는 

Ta)’와 동일한 만주어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실은 

｢조선도｣ 제작시 ‘大’를 ‘火’로 잘못 판각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2. 로마자 표기 

｢조선왕국도｣는 발행된 이후 서구에서 간행된 한반도 지

명의 로마자 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경, 2015). 

따라서 초안지도와 인쇄본 ｢조선왕국도｣의 로마자 표기

의 차이를 분석하면 당시의 로마자화 과정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초안 지도들에 표기된 로마자 지명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로마자 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 표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즉 철자에 따라 적는 전자법(轉字法)과 발음대로 

적는 전사법(轉寫法)이 있다(김영훈·김순배, 2010). 초

안 지도에 수록된 로마자 지명은 만주어 발음을 로마자화 

한 것인데, 음절 단위로 나누어 표기한 것을 살펴보면 전자

법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초안 지

도 1과 초안 지도 2에서는 ‘kong ki tao’로 자간 여백을 두고 

표기했고, 인쇄본에서는 ‘king-ki-tao’와 같이 음절 구분 표

시인 붙임표(-)를 사용하여 이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둘째, 후부요소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다. 낙언성과 방산

보성 등 성을 지칭하는 지명의 경우, 성을 후보 지명소로 

인식하여 발음 그대로 표기하기 않고, 도시를 지칭하는 만

주어 단어인 ‘hoton’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섬이나 산의 

경우는 ‘tun(섬)’ 이나 ‘alin(산)’ 과 같은 만주어에 해당하는 

후보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발음 그대로 표기했다. 그리고 

강의 경우 만주어에 해당하는 단어인 ‘oula’를 사용하거나, 

중국어의 강에 해당하는 발음의 로마자 ‘kiam’  또는 ‘koam’

을 후보 요소로 혼용하기도 했다. 초안 지도 1의 경우는 압

록강을 ‘yalou oula koam’, 두만강은 ‘toumen oula ou kiam’

그림 4. 수정한 지명을 기록한 ｢조선도｣와 해당 지역의 초안 지도 1 

자료 : 미국 의회도서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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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했는데, 이는 각각 ‘압록 울라 또는 강’, ‘두만 울라 

또는 강’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울라와 강을 모두 사용

하여 표시한 것이다. 즉 성과 강의 경우는 대상의 성격을 

보여 주는 만주어 단어를 후부요소로 사용하여 지명을 표

기했다.

셋째, 뒤 알드가 제시한 로마자 표기 방식의 채택이다. 

뒤 알드는 중화제국전지 1권 서론에서 로마자 표기에 대

해 언급한다(Du Halde, 1735, t.1:L).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ㅅ’과 ‘o’에 해당하는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는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들과 일부 프랑스 출신 선교사

들은 ‘ㅅ’을 ‘x’로 표기하지만, 다수의 프랑스인들은 ‘ch’로 

표기한다고 기록했다. 실제로 초안 지도 1에서는 산이 

‘xan’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초안 지도 2에서는 ‘chan’으로 

변했고, ｢중국령 달단지도｣와 ｢조선왕국도｣에서는 ‘chan’

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산도는 초

안 지도 1에서는 ‘tchian xan tao’ 초안 지도 2와 ｢조선왕국

도｣ 에서는 ‘tchian-chan-tao’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o’

의 경우는 포르투갈인들은 ‘m’을 사용해서 표기하지만 프

랑스인들은 ‘ng’로 표기한다고 기록했다. 초안 지도 1의 경

우는 압록강이 ‘yalou oula koam’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

기서 강을 지칭하는 ‘koam’은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

교사들이 강을 표기하던 방식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의 

‘kiang’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14) 초안 지도 2에는 압

록강의 로마자 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 

하지만, ｢조선왕국도｣의 경우는 압록강은 ‘Ya-lou-Kiang’

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 방식이 프랑스 

식 표기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자를 만주어로 전사하면서 발생한 오류에서 발

생한 지명표기 차이이다. 남조포와 남해의 경우 한자는 모

두 ‘남(南)’이나, 동판본의 만주어 표기는 다르다. 전사 과

정의 실수로 인해 남해는 ‘n’에 해당하는 로 표시되어

야 하지만, ‘a’에 해당하는 로 전사되었다. 이후 남해는 

‘anhai’ 그리고 남조포는 ‘nan tao fou’로 표기되었다. 

다섯째, 로마자 표기 과정의 단순한 실수와 일관성 부족

으로 인한 오류이다. 안동은 초안 지도 1에는 ‘an tong’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초안 지도 2에는 ‘gan tong’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선왕국도｣에는 ‘iantong’으로 표기되었

다. 그리고 보은의 경우 초안 지도와 인쇄본에 모두 ‘pao’ 

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초안 지도 1에서 ‘보은’을 로마

자로 전사하면서 ‘은’을 전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의흥의 경우 초안 지도 1에서는 ‘sin-ing’으로 표기했으나 

초안 지도 2와 인쇄본에서는 ‘sing’으로만 표기했다. 그렇

지만 ｢조선왕국도｣에서 보완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울진의 경우는 초안 지도 1에서는 ‘tchen’으로만 표기했

으나, 인쇄본에서는 ‘ivei tchen’로 보완해서 표기했다. 그

리고 단어의 초성과 종성을 역으로 전사한 경우도 존재한

다. 천안, 전의 그리고 양구는 각각  ‘an tien’, ‘y tcheun’, 

‘cao yang’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잘못 전사한 

이유는 만주어는 세로쓰기가 원칙인데, 이들 글자가 가로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시작해서 읽어야 하

는지 혼돈이 생겨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전사과정의 

일관성 부족 역시 발견할 수 있다. 만주어로 동일한 ‘안’에 

해당하는 문자로 표기되었지만, 안성이나 안음의 경우는 

‘안’이 ‘yn’으로 로마자화 되었지만, 안산의 경우 ‘안’이 ‘an’

으로 표기되었다. 

 

IV. 결론 

이상에서 ｢조선왕국도｣ 초안지도들의 서지정보와 지도

학적 특성, 그리고 수록된 지명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 지

도를 조사하면서 학계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

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안 지도 1은 1719년 동판본을 필사한 것이며, 초

안 지도 2는 초안 지도 1을 간략화한 것이다. 이들 초안 지

도는 중국 예수회의 고빌 선교사가 파리로 보냈고, 이를 근

거로 당빌의 1732년 ｢중국령 달단지도｣와 1735년 ｢조선왕

국도｣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지도의 주기를 분석한 결과 한양의 위도는 하국주

가 측정한 위도가 아닌, 뒤 알드의 �중화제국전지�에 언급

된 위도 자료인 37° 38′ 20″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초안 지도 1에는 해양명칭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조선왕국도｣와 달리 동해에 한국해 명칭이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셋째, 초안 지도 1에는 실제 조선의 행정구역과는 다르

지만, 도별 경계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경계선에 근거하여 수록된 지명이 표시된 표를 제시했

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선도｣ 보다 더 많은 지명이 수록

된 것을 확인했고 새로운 지명을 비정했다. 그리고 이 결

과는 ｢조선도｣의 모본 지도를 추정하는데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수록 지명을 조사한 결과, ｢조선도｣에 수록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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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남해안 지역의 일부 지명이 잘못표기된 것을 확인했

다. 이에 의거하여 수정한 지명을 제시했고, 또한 미표기

된 지명을 추가로 비정할 수 있었다. 

다섯째, 초안 지도에 수록된 로마자 표기법을 분석했는

데, 전자법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초안 지도와 

인쇄본 지도의 표기 방식이 달라졌는데, 이는 뒤 알드가 

언급한 포르투갈식 방식에서 프랑스식 방식으로의 변화

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만주어를 로마자화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기 오류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조선왕국도｣를 지도학적 관점에서 연구하

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초안 지도가 인쇄

본에 미친 보다 구체적인 영향과 비정하지 못한 일부 지명

에 대한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안 지도 1에 행

정구역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숙종 때 청나라 사신 

목극등이 가져간 조선지도에 행정구역이 이러한 방식으

로 표시되어 있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향후 목판본 ｢조

선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국주의 관측이 아닌 뒤 알드가 언급한 관측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註

1) 1732년에 출간된 ｢중국령 달단지도(Carte géné

rale de la Tartarie Chinoise)｣에도 독도는 표시

되지만, ｢조선왕국도｣ 보다 소축척이고 독립적인 

조선 지도가 아니다. 

2) 이후 �황여전람도� 수록 ｢조선도｣는 목판본 ｢조

선도｣ 또는 ｢조선도｣로만 부르기로 한다. 

3) �황여전람도� 판본에 대한 정보는 이명희(2011)

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4) 각각의 목록번호는 GE DD 2987(7324), GE C 

5323과 GE DD 2987(7325B)이다. 그리고  ｢시베

리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방을 포함한 거대한 

달단 필사본 지도(Carte manuscrite de la grande 

Tartarie contenant le païs entre la Sibérie et 

la Chine), GE BB-124 (162 RES)｣는 총 25장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도엽이 조선의 

중부와 남부를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 도엽은 ｢조

선왕국도｣의 필사본 지도는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5) 전염병 상황으로 인한 도서관 폐쇄로 인해 현지 

조사가 불가능해서 지도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6) 그림 3에 그려진 조선 팔도의 행정경계는 초안 지

도 1의 행정경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지도

의 경우 전라도가 경상도 남해안, 충청도가 전라

도 서해안에 표시되는 등 행정구역 표시의 정확성

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7) 경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8) ‘mer de Corée’는 ‘조선해’ 또는 ‘한국해’로 번역

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

지와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 용어를 ‘한국해’로 지

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한국해’

로 번역하였다.

9) 문장의 프랑스어 문법은 틀리지만, 표기된 그대

로 인용했음을 밝힌다. 

10) 당빌이 해양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하

는 문헌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

지만 하나의 바다에 하나의 명칭만 표기하는 방식

과 연안을 따라 해당 지역의 지명을 모두 표기하

는 방식이 동시에 사용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불확

실한 것을 피하려는 그의 시도가, 지도제작 시한

의 촉박함과 맞물려 발생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

단하고 있다. 

11) 면천, 진보, 함창, 상주, 웅천, 창성, 필성, 구갈이

보, 고령성, 동관, 순진성, 전의, 저평, 횡성, 원

주, 제천, 평창, 영월, 춘천, 가평, 포천, 양주, 회

양, 충주, 청안, 음성, 아산포, 마전, 석성, 철원, 

군위 등은 위치와 지명이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

다. 반면 양성, 안성, 영산, 안음, 영등, 평산포, 

진도, 강화, 함종, 천안의 경우는 위치는 표시되어 

있으나, 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12) 각각의 만주어 발음은 ‘비산산’, ‘니오테산’, ‘테오

세산’인데, �대동여지도�에서도 이들 발음과 유사

한 산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 �건륭십삼배지도(乾隆十三排地圖)�로도 불린다. 

14) 당시 포르투갈인들은 북경을 ‘Pekim’으로 표기했

지만, 프랑스인들은’ Peking’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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