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지도에는 신학, 역사 그리고 민족지학의 요소가 포함되

어 있다. 특히 지도에 그려진 외형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혼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괴물인간은 지도학 발달사에서 

오랜 기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중세지도에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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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사티로룸의 지리적 위치와 시대별 위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괴물인간

인 사티로스의 성격과 거주지인 사티로룸이 위치하는 장소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3세기에서 18세기 까지 제작된 

지도를 조사하여, 사티로룸의 위치를 분류하고, 그 의미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중세지도에는 에티오피아에 사티로룸이 위치하는

데, 이는 중세의 공간도식에 의하면 전형적인 타자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 초반에는 동남아시아로

사티로룸이 옮겨 갔는데, 이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언급된 좌표에 의한 것이다. 이후 메르카토르와 오르텔리우스는 

일본 북쪽의 섬으로 사티로룸을 이전시켰다. 그리고 니콜라 상송은 제주도를 사티로룸으로 지칭했다. 그렇지만 니콜라 상송의

지도는 역사지도이므로 이를 동아시아에 대한 타자화의 전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어 : 사티로스, 사티로룸, 중세지도, 프톨레마이오스, 니콜라 상송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eographic location of Satyrorum and its change on
Western old maps. For thi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character of the monster-human satyr and 
the location of the satyrorum, the dwelling place. And by examining maps made from the 13th to the 18th century,
the location of the satyrorum was classified and its meaning was grasp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atyrorum
is located in Ethiopia on the medieval map,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typical space for others according
to the medieval spatial schema. And at the beginning of the Renaissance period, the Satyrorum moved to Southeast
Asia, according to the coordinates mentioned in Ptolemy’s Geography. Mercator and Ortelius moved the 
Satyrorum to an island in the north of Japan. Afterwards, Nicolas Sanson referred to Jeju island as Satyrorum.
However, the maps of Nicolas Sanson are historical maps, it is confirmed that they cannot be regarded as typical
of East Asian otherization.
Key Words : Satyr, Satyrorum, Medieval maps, Claudius Ptolemy, Nicolas S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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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매우 다양

하다. 이러한 설명의 하나는 “다른 공동체를 상상하고, 자

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괴물인간들을 

그렸다”는 것이다(Mittman, 2006:35). 

중세지도에 그려진 괴물인간은 모두 그리스 신화 또는 

그리스 시대의 여행기에 언급된 다음 중세 시대에 전승된 

것들이다(Leclercq-Marx, 2010:43). 이러한 괴물인간의 하

나가 사티로스(Satyros)인데, 사티로스가 거주하는 장소

를 사티로룸(Satyrorum)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지도제작자 니

콜라 상송(Nicolas Sanson)이 1650년 출간한 ｢옛날의 아시

아(Asia Vetus)｣에서 제주도를 ‘사티로룸 섬(satyrorum I.)’

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17세기 일부 지도에 제주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표기된 ‘도적의 섬(Ilhas das ladrones)’

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성이 높은 지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프랑스 왕실지리학자이며 상송투영법으로 유명

한 니콜라 상송은 왜 제주도를 음탕, 폭력과 질투를 표상

하는 존재인 사티로스가 거주하는 땅으로 지도에 그렸을

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18세기 전반부에는 일본이 사티로룸으로 표기

된 지도도 등장한다. 일본을 사티로룸으로 표기한 대표적

인 저자가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로 동해를 한국해(Mer 

de Corée)로 표기한 기욤 드릴(Guillaume Delisle)이다. 

그리고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의 저자인 장 밥

티스트 부르기뇽 당빌(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은 베트남의 꼰다오(Pulo-Condor)를 사티로룸 제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 사티로룸이 그

려진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유럽인의 동아시아 인식을 살

펴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괴물인간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에 

그려진 괴물인간(Wittkower, 1942)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도상에 표시된 괴물인간이 유럽

중심주의의 강화에 미친 영향으로 발전되었다(Friedman, 

1994; Műnkler, 2002).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에 표시

된 바다괴물(van Duzer, 2011)과 발트제뮐러(Waldseemüller)

의 1516년 ｢해도(Carta Marina)｣의 아시아 북부지역에 표

시된 괴물인간(van Duzer, 2010)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렇지만, 사티로스가 거주하는 사티로룸에 대한 연구

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고지도에서의 사티로룸의 위치와 

그 변화,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사티로스와 사티로룸을 언급한 그리스와 로마시

대, 그리고 중세문헌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티로스는 신화적 존재로만 인식되었지만, 이후 여행기

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

났다. 문헌연구를 통해 사티로스에 대한 이미지의 변용, 

그리고 사티로룸이 위치한 장소에 대한 동시대인의 인식

을 조사하기로 한다. 

둘째,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사티로룸의 위치를 조사하

고, 표시된 공간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지도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는 것

은 불가능하지만, Bagrow(1985), Edson(2007), Nurminen 

(2015), Shirley(2001)와 Schüler(2010)가 언급한 지도 중 

열람이 가능한 지도는 모두 조사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저서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éque Nationale de 

France)과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등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시기의 지도 역시 조사하기로 한다. 

셋째, 조사 결과 사티로룸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를 구

분하는 기준이 되는 1480년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다른 위

치에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1) 따라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

기의 지도를 구분하여 사티로룸의 위치와 그 위치 변화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II. 고대와 중세 문헌의 사티로룸 

괴물인간에 대한 기록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

다. 기원전 8세기의 작가인 호메로스(Homer)의 �오딧세

이아�에는 하나의 눈만 가진 거인 종족인 사이클롭

(Cyclop)이 언급되어 있다(Musgrave, 1865:170). 그리고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Herodotus)가 저술한 �역사�에

도 많은 괴물인간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와 미술에서 사티로스들은 디오니소스의 

추종자이자 자연의 정령으로, 성적, 도덕적 일탈을 일삼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주색을 즐기는 난동꾼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제사에서 디오니소스의 시

종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

다(김요한, 2016:211). 디오니소스의 축제에서 시작된 사

티로스의 역할은 사티로스극(Satyr Play)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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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로스극에서 사티로스는 합창단의 구성인원들이 되

어서, 심각한 주인공들과 달리, 음탕한 유머들을 구사했

다. 학자들은 사티로스가 그리스 연극 무대에 대략 기원전 

7세기 말에 등장했고, 기원전 6세기경부터 형상이 시각화

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이방연, 2021:80-81).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이 가졌던 사티로스의 이미지는 대본이나 

조각품을 통해 고증이 가능하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 작품

에 표현된 사티로스의 모습은 인간의 상체, 말이나 염소의 

하체, 말총과 같은 꼬리, 발기된 남근, 대머리, 턱수염, 납

작코에 길고 뾰족한 귀를 갖는 모습으로 미술품에 전해진

다(김혜진, 2013:25). 

그렇지만 이러한 사티로스에 대한 언급은 신화적인 내

용으로, 축제와 예술의 영역에 제한된다. 따라서 사티로

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런데 사티로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기록

이 등장했다.

크테시아스(Ktesias)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하던 의사

였는데. 그리스로 돌아온 다음, 기원전 398/7년경 인도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 책에서 피그미(Pigmy)나 스키

아포드(Sciapod), 그리고 키코테팔루스(Cynocephali)와 

같은 괴물인간들이 인도에 거주한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도는 기괴한 동물들이 사는 땅으로 유럽인들

이 인지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Wittkower, 1942:160). 

그리고 기원전 303년경 그리스의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

는 시리아왕 셀레우코스(Seleukos)의 사절로 인도를 방문

했는데, 귀국한 이후 �인도지(Indica)�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인도의 산지 지역에 사티로스를 비롯한 많은 괴

물인간들이 거주하는데, 사티로스는 매우 영리하다고 기

록했다(McCrindle, 1877:167).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는 전

적인 신뢰를 받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세기의 지

리학자 스트라보(Strabo)는 �지리학� 2권 1장에서 메가스

테네스를 거짓말쟁이로 간주하고 자신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스트라보는 인도에 대해 이야기

하는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 역시 거짓으로 간주했다

(Roller, 2014:95). 

그렇지만 사티로스의 존재에 대한 진위여부에는 관계

없이 사티로룸이 인도에 존재한다는 의견이외에는 다른 

주장은 제기되기 않았다. 로마의 지리학자 폼포니우스 멜

라(Pomponius Mela)는 43년경 출간한 �지지(地誌, De 

Chrographia)�에서 사티로스는 인간보다는 동물에 가까

우며, 나일강 옆 리비아 내륙지역에서 거주하는데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닌다고 기록했다

(Romer, 1998:40). 

그렇지만 1세기에 아프리카에도 사티로룸이 존재한다

는 의견이 등장했다. 기원후 77년경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는 �자연사(Natural history)� 5권 8장에서 사티로스

가 에티오피아에 서식하는데, 외형 말고는 인간의 습성과 

닮은 것이 없으며, 나일강 유역에 주로 서식한다고 했다. 

반면 7권 2장에서는 인도 동쪽의 산악지대인 카타르클루

디(Catharcludi)에 사티로스라 불리는 인간의 외양을 가진 

매우 빠른 동물이 서식하는데, 네발로 걷거나 직립 보행을 

하는데, 매우 빠르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지 않으면, 잡히

지 않는다고 기술했다(Bostock and Riley, 1847: 58, 184). 

이렇게 사티로룸은 에티오피아와 인도 두 곳으로 확장되

었다.

기원후 150년경에 출간된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y)의 �지리학�에는 사티로룸이 세 곳 등장한다. 사티

로룸 산지(Satyrorum Mons.),2) 사티로룸 곶(promontorium 

Satyrorum), 그리고 사티로룸 제도(insulae Satyrorum)인

데, 사티로룸 산지는 에티오피아에 위치하고, 사티로룸 제

도와 사티로룸 곶은 중국 근처에 위치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사티로룸 산지는 동경 65° 40´, 북위 

19°의 에티오피아에 위치한다고, 지리학에 기술했지만

(Stevenson, 1991:107), 이곳은 사티로스가 거주하는 곳은 

아니다. 여기서의 사티로스는 헤로도토스가 �역사�에서 

언급한 동굴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인을 의미하는 트로

글로디티스(Troglodytice)를 의미한다(김봉철, 2016:499; 

MacBean, 1773:S5). 프톨레마이오스는 인도의 위치를 언

급하면서 사티로룸 제도는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는데 중

간에 위치한 섬의 좌표는 동경 171° 남위 2° 30´이라고 기술

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티로스의 형상과 비슷한 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프톨

레마이오스는 중국을 기술하면서 사티로룸 곶의 좌표를 

동경 175°, 북위 0°로 기술했다(Stevenson, 1991:157-158).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은 서로마 제국의 몰

락과 함께, 유럽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중세 유럽 지리학에

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괴물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서와 백과사전

을 통해서 중세에 전파되었다. 3세기 중반의 지리학자 솔

리누스(Gaius Iulius Solinus)는 �역사서(Polyhistor)�3)에

서 사티로스가 에티오피아에 서식한다고 기술했다(Wittkower, 

19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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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로마인들은 사티로스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졌을까? 로마 신학자 제롬(Jerome, 347-420)은 �구약성

서� ｢이사야｣ 13장 21절에서 바빌론을 언급하며 지칭했던 

들 염소를 사티로스로 판단했다. 그런데 염소는 ｢레위기｣ 

17장 7절과 ｢역대하｣ 11장 15절에서 우상으로 간주되었

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롬은 사티로스를 음란함과 연관

시켜 사탄의 상징으로 간주했다(Link, 1995:44-45).

그렇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괴물인간의 성격을 규명하

는 것 역시 필요했다. 즉 “괴물인간은 인간인가 괴물인가?”

에 대한 의문에 답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4세기 신

학자 어거스틴은 �신국론� 16권 8장에서 이를 정의했다. 

그는 개의 머리를 한 키코테팔루스(Cynocephali)와 다리

가 하나만 있는 스키오포다이(Skiopodes) 등의 예를 들며 

괴물인간 역시 아담의 자손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외

형은 신의 섭리 중의 일부일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들이 ‘사멸하는 이성적 동물’이라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답했다(성염, 2004; 1699-1703). 즉 사티로스 역시 인간에 

속한다고 정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괴물인간의 존재를 중세에 널리 전파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게 한 것은 고대의 문화를 중세에 전달했다

는 평가를 받는 중세백과사전인 이시도루스(Isidore of 

Seville, c.560-636)의 �어원(Etymologiae)�이다. 이시도

루스는 �어원� 11권 3장에서 사티로스는 코가 굽어 있고, 

이마에 뿔이 있는 작은 인간으로 염소 발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출신의 성(聖) 안토니오(Antony the Great, 

c.251-c.356)가 사막4)에서 본 것과 같은 종이라고 기술했

다. 그리고 사티로스가 성 안토니오에게 자신은 사막에 사

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교도들이 파우누스

(Faun)5) 혹은 사티로스로 섬긴다고 했다(Barney, et al., 

2006:245). 그리고 4세기 성 히에로니무스(Saint Jerome)

의 기록에 의하면 성 안토니오가 만난 사티로스는 진정한 

신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추구했다고 한다(Asma, 

2009:79). 

이후 이 이야기는 9세기 라바노 마우로(Rabanua Maurus)

의 �우주론(De Universo)�에도 언급된다(Mitter, 1992:10). 

그리고 12세기 생빅토르의 위그(Hugo von St. Viktor)는 

�동물지(De Bestiniis)�를 기록했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

서도 반복된다(Wittkower, 1942:191). 또한 13세기 알베

르트 마그누스(Albertus Magnus)의 �동물지(De Animalibus)�

에도 이 내용은 되풀이된다(Scanlan, 1987:132). 

이러한 내용은 사티로스의 이미지가 악한 괴물인간에

서 선한 괴물인간으로 변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로 1230년에 건립된 스위스 로잔(Lausanne) 대성당의 장

미창에는 사티로스가 선한 성격을 가진 괴물인간으로 그

려져 있다(Strickland, 2003:53). 이는 사티로스 역시 구원

의 대상이며, 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인들

은 괴물인간의 육체적 기형은 문제를 삼지 않았다. 대신 

식인종이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전도된 괴물인간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Műnkler, 2002:221). 따라서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미지를 가진 사티로스는 멸시의 대상

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III. 중세지도 속의 사티로룸 

사티로룸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는 

1300년경에 제작된 ｢헤리퍼드 지도 (Hereford map)｣이

다. 1234년에 제작된 ｢엡스도로프 지도(Ebsdorf map)｣에

도 사티로룸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 지도는 2차 대전 중 분

실되었고 현재는 복제본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두 장의 

지도는 현존하는 중세 지도 중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많

은 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표시된 괴물인간의 수도 

다른 지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그리고 1350년경에 제작

된 ｢애스래이크 지도(Aslake map)｣에도 사티로룸이 에티

오피아에 표시되어 있다(Barber and Brown, 1992:37). 사

티로스가 인도에 그려진 지도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다. 

｢헤리퍼드 지도｣에는 나일강 남쪽의 에티오피아로 추

정되는 장소에 뿔이 있는 새의 머리를 한 괴물인간 그림과 

함께 ‘Satirii’가 표시되어 있다(Westrem, 2001:134). 그리

고 사티로스의 다리 아래에는 태양이 표시되어 있는 이는 

남회귀선을 상징한다(Bevan et al., 1873:83). 그런데 사티

로스 상징 위쪽에는 사티로스를 만난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사원 상징과 ‘사막에 있는 성 안토니오의 사원(Monasteria 

Sancti Antonii in deserto)’ 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그림 1).

그리고 ｢엡스도르프 지도｣에도 사티로스가 나일강 유

역의 에티오피아에 그려져 있다. 지도 중앙부에 오른 손에 

동물의 뼈를 들고 있는 괴물이 사티로스인데, ‘Satyrus’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2). 사티로스 좌측의 나일강 하중도에 

표시된 도시는 바빌론(Babylon)이다. 일반적으로 중세지

도에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바빌로니

아 제국의 수도를 지칭하는데, 여기서의 바빌론은 중세 십

자군의 주적인 이집트 술탄이 거주하는 이집트 멤피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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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도시로 비정되고 있다(Westrem, 2001:130). 사티로스 

위편에 위치한 괴물인간의 위편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괴물인간들에 대한 주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집트의 

사막, 여기에 외모 말고는 인간과 공통점이 없는 사티로스

가 거주한다”6)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에 성 안토니오 사원의 상징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 역

시 성 안토니오가 사티로스를 만난 사막으로 추정할 수 있

다. 

1350년경에 제작된 ｢애스래이크 지도(Aslake map)｣에

도 ‘SATIRII’란 명칭만 에티오피아에 표기되어 있다. 그리

고 지도 위쪽 즉 동쪽에 ’사막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

(MONASTER SANCTI ANTONII IN DESERTO)가 표기되어 

있다(그림 3). 따라서 ｢애스래이크 지도｣에 표시된 사티로

룸 역시 이시도루스의 �어원�에 기록된 내용에 의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세 지도에서 사티로룸은 모두 에티오피아에 위

치한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일강 근처에 위치한 

사막이라고 볼 수 있다.8) 에티오피아는 플리니우스의 �자

연사�에 언급된 장소이면서, 이시도루스의 �어원�에 인

용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 안토니아가 사티로스를 

만난 장소를 지도에서 사티로룸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 지도들에 그려진 사티로스의 모습은 음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사티로스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엡스도르프 지도｣의 

주기에서 확인했듯이, 사티로룸을 저주의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세인들은 에티오피아를 저주의 땅으로 인식했다. 에

티오피아는 중세세계에서 남쪽의 변방에 속하는 땅이다. 

일반적으로 중세지도에서는 에쿠메네에서 멀리 떨어질

수록 괴물이 많이 그려졌다(Leclercq-Marx, 2010:43).9) 중

세지도에서는 지도의 중앙부에 서유럽국가로 이루어진 

에쿠메네가 위치하고, 외곽으로 나가면서 유대인과 무슬

림 국가, 야만인의 땅, 괴물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구분되

는 공간도식이 형성된다(Levezzo, 2006:14). 단 예루살렘

이 무슬림에 의해 함락된 1244년 이후에는 지도의 중앙부

에 예루살렘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후로는 유대인과 무슬

그림 1. ｢헤리퍼드 지도｣에 표시된 사티로룸 

출처 : Westrem(2001).

그림 2. ｢엡스도르프 지도｣에 표시된 사티로룸

출처 : Kugler et al.(2007).

그림 3. ｢애스래이크 지도｣ 모사판 일부7)

출처 : Barber and Brown(1992)에 근거하여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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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포함하는 에쿠메네, 야만인 국가, 그리고 괴물인간이 

사는 땅의 도식으로 변경되었다(Mittman, 2006:37). ｢헤러

퍼드 지도｣ 등 여기에서 인용하는 지도들은 모두 1244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이므로 지도 중앙에 예루살렘과 기

독교 국가로 구성되는 에쿠메네가 위치하고, 외곽으로 가

면서 무슬림, 스키타이, 곡과 마곡과 같은 야만인이 거주

하고, 세계의 끝에는 괴물인간이 거주한다는 도식이 가능

하다(Friedman, 2000:46). 그런데 이 세계의 남쪽 끝이 에

티오피아였다. 중세인들은 아프리카를 노아의 저주 받은 

아들 함(Ham)의 후손이 거주하는 곳으로 보았다. 함의 손

자가 니므롯(Nimrod)인데, 니므롯이 흑인의 조상이 되었

다고 중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Relaño, 2002:35). 그런

데 에티오피아의 어원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Aethiopes)’

이다.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에티오피아인들은 검은 피부

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검은 색 피부는 태양열 때문이 아

니라 악과 죄의 결과로 간주되었다(Friedman, 2000:65). 

실제로 중세 신학자 베다(Beda Venerabilis)는 에티오피

아인의 검은 피부를 영적인 어두움의 결과로 보았다(Rix, 

2014:133). 

｢헤리퍼드 지도｣와 ｢엡스도르프 지도｣를 보면 에티오

피아에 많은 괴물인간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헤리퍼드 

지도｣의 경우 사티로스 주변에 귀가 없는 괴물인간인 암

바리(Ambari), 다리는 하나지만 매우 빨리 달리는 스키노

포데스(Scinopodes),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말인 파우

니(Fauni), 머리는 사람이지만, 새의 날개와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스핑크스가 그려져 있다. 

중세지도는 기독교 세계관의 표상인데, 지도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멀어질수록 신의 축복과는 멀어진

다. 중세지도에서 괴물인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먼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주로 볼 수 있다

(Strickland, 2003:186-188). 또한 이곳은 지도상에서 예루

살렘에서도 가장 먼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괴

물인간이 밀집한 에티오피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

지는 시공간 연결의 관점에서 보아도 가장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Leclerq-Marx, 2010:46). 

성 안토니오가 사티로스를 만난 사막을 기후 조건과 연

관시켜 생각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중세 문헌에서 괴물인

간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는 기후조건이 인간거

주에 열악한 사막이나 산지였다. 그런데 중세인들은 이러

한 자연조건 역시 신의 분노의 결과라고 생각했다(Kline 

2003:181-185).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사막은 괴물인간들

을 배치하기 좋은 장소였다. 

IV.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의 

사티로룸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이 재발견된 르네상스 시

기에는 사티로룸의 위치가 에티오피아에서 동남아시아

로 이동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의 본문은 1409

년경에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1427년에는 지도제작자들

은 이 책에 수록된 좌표에 근거하여 지도를 재구성하여 제

작하기 시작했지만, 필사본 제작이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1472년부터 인쇄본

으로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하여 유럽 사회에 널리 전파되

었고, 이제 지도학은 르네상스 시기로 들어가게 된다

(Woodward, 2007: 8-11). 

르네상스 시기의 초반부에는 사티로룸은 프톨레마이오

스가 기록한 좌표의 위치에 표시된다.10) 독일출신으로 이

탈리아에서 활약했던 콘라드 스벤하임(Conrad Swenheym)

은 1478년 출간한 프톨레마이오스 �지리학�에 수록된 ｢아

시아지도(Asiae Tabula)｣에는 사티로룸 제도(Satyrorum 

insulae)와 사티로룸 곶(Satyrorum promontorium)이 표

시되어 있다. 지도 오른편에 표시된 세 개의 섬이 사티로

룸 제도이며, 그 우편에 위치한 육지에 사티로룸 곶이 표

기되어 있는데, 사티로룸 제도의 중앙에 위치한 섬은 동경 

171° 남위 2° 30´, 그리고 사티로룸 곶은 동경 175°, 북위 0°

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이는 정확하

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좌표와 일치한다. 

그런데 지도 좌편에 사티로룸 제도와 거의 동일한 위도

에 10개의 섬으로 구성된 마니올레 제도(Maniolae insulae)

가 표시되어 있다. 마니올레 제도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사

티로룸 제도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10개로 구성된 섬이며, 

마니올리(Manioli)로 불리는 식인종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 섬에는 자석이 있어서 근처를 지나는 배들의 못이 다 뽑

혀서 배가 파괴된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tevenson, 

1991:157). 그렇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섬의 좌표를 기

록하지는 않았다. 이 마니올레는 이후 사티로룸의 위치 변

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1480년에 프란체스코 베를린기에리(Francesco 

Berlinghieri)가 출간한 프톨레마이오스 �지리학�에 수록

된 지도와 니콜라우스 게르마누스(Nicolaus_Germ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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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482년에 출간한 �우주지(Cosmographia)�에 수록된 

지도에도 이 위치에 사티로룸이 위치한다.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표시한 발트제뮐러(Waldseemüller)

의 1507년 �세계지도(Universalis Cosmographia)�에도 이 

위치에 사티로룸 제도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섬 옆에 

표시된 주기에 “꼬리가 있다고 말해지는 사티로스의 섬들

(Satirorum insule que Caudas habere dicuntur)”이라는 문

구가 수록되어 있다(그림 5). 즉 발트제뮐러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관계없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좌표에 의거

해 사티로룸 제도를 표시했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을 제

외하고는 다른 장소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기록된 좌표를 이용했고, 프톨레마이오스가 고안한 투영

법11) 역시 그대로 채택되었다(van Duzer, 2012:14). 

그렇지만 헤르하르뒤스 메르카토르(Gerhardus Mercator)

의 1569년 ｢세계지도(Nova et aucta orbis terrae descriptio)｣

와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의 1570년 

｢동인도 지도(Indiae Orientalis Insularumque Adiacientium 

Typus)｣에는 사티로룸 제도가 일본 북쪽의 북위 45°, 동경 

175°의 위치로 이동되어 있다.12) 경도 좌표는 프톨레마이

오스의 좌표와 동일하지만, 위도 좌표가 50° 이상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티로룸 제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북쪽으로 이동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니올레제도와 관련한 자성문제, 홋

카이도 이북의 원주민의 형상, 그리고 카티가라의 위치와 

관련된 상대적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런데 이상의 세 가지 가설을 모두 시각화할 수 있는 지도가 

루몰드 메르카토르(Rumold Mercator)가 1595년에 아버지

의 지도를 편집하여 출간한 ｢아시아 지도(Asia)｣이므로, 이 

지도를 가지고 각각의 가설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6).13)

첫 번째 설명은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는 사티로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사티로룸 

제도 인근에 위치한 못이 뽑히는 자력을 가진 섬인 마니올레

(Maniolae)가 북극권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티로룸의 위치가 변화했다는 것이다(Suarez, 1999:86). 

그림 4. 콘라드 스벤하임의 ｢아시아지도｣ 일부 

자료 : 스탠포드대학교 도서관 

그림 5. 발트제뮐러 1507년 ｢세계지도｣ 일부 

자료 :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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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메르카토르의 1569년 지도에는 강한 자성을 가진 

‘검은 바위(rupes nigra et altissima)’가 자북극에 그려져 있

는데, 메르카토르는 이 바위의 존재를 믿었다고 한다

(Taylor, 1956:60). 그림 6의 지도에서도 검은 바위가 북극

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설명은 독일의 지리학자 필립 프란츠 시볼트

(Philipp Franz Barthasar von Siebold)의 의견이다. 그는 

1823년부터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지리와 식생을 위

시하여 기후와 천문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홋카이도와 사

할린 등의 일본열도 북방을 조사한 일본 관료들과 친하게 

지냈고, 일본지도를 입수할 수 있었다(남영우･김부성, 

2009:5). 시볼트는 1563년 일본에 도착한 이후 30여 년간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포교활동을 한 예수회 선교사 루이

스 프로이스(Luís Fróis)의 서한과 관련시켜 사티로룸을 

설명한다. 프로이스는 1565년 로마 예수회에 보낸 편지에

서 교토 북쪽 300 리그(1 리그는 17.5도) 떨어진 곳에, ‘야

만인이 사는 광대한 지방(amplissima sylvestrium hominum 

regio)’이 위치한다고 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인지한 오

르텔리우스가 현재의 홋카이도라 판단되는 일본 북쪽에 

사티로룸 제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von Siebold, 

1859:98). 

세 번째 가설은 메르카토르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

록�에 언급된 텐둑(Tenduc)14)을 프톨레마이오스의 카티

가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카티가라는 �지리학�에서 ‘중

국의 항구도시(Cattigara Sinarum Statio)’란 명칭으로 남위 

8° 30´, 동경 177°에 위치한다고 기록한 장소이다(Stevenson, 

1991:158). 그런데 이 카티가라는 르네상스 시기 유럽인들

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도시였으며, 동아시아 지도 제작의 

기준점이 되는 장소였다(Suarez, 1999:57, 92). 메르카토

르는 1569년 지도의 주기에서 카티가라가 아시아 대륙의 

끝, 현재 텐둑이라 불리는 왕국과 일치한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카티가라를 북위 58° 동경 173°에 배치했다. 그리

고 오르텔리우스의 1570년 ｢세계지도(TYPUS orbis terrarum)｣

에도 카티가라는 이와 유사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이렇

게 이전의 지도들보다 카티가라가 북쪽으로 이동하다 보

니, 사티로룸 제도와 사티로룸 곶 역시 북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6의 지도에서 보면 카티가라는 텐둑 

동편의 해안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카토르와 오르텔리우스의 지도가 출간된 이후 일

본 북쪽에 사티로룸 제도를 표시하는 지도들이 증가했다. 

프랑스 지리학자 장 르 클레크르(Jean le Clerc)의 1602년 

｢세계지도(orbis terrae novissima description)｣와 프랑스

의 동방학자 기욤 포스텔(Guillaume Postel)의 1621년 ｢세

계지도(planisphère)｣에도 이 위치에 사티로룸 제도가 표

시되어 있다. 

메르카토르와 오르텔리우스의 지도는 이후 동아시아 

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티로

룸 제도를 표시하지 않는 지도들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탐사정보를 반영한 1641년에 출

간된 혼디우스(Jodocus Hondius)의 ｢세계지도(Nova totivs 

terrarvm orbis geographica ac hydrographica tabvla)｣에

는 사티로룸과 카티가라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지

도들이 프톨레마이오스나 플리니우스, 그리고 마르코 폴

로의 정보에 의존했다면, 이 지도에는 예수회의 아시아 정

보와 이 지역을 새롭게 탐사한 유럽인들의 정보가 수록되

어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탐사가 진행되고, 또 동아시아 국

가들과의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티로룸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1650년에 사티로룸은 다시 지도에 등장한다. 17

세기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인 상송(Nicholas Sanson)15)

은 1650년 출판된 지도 ｢옛날의 아시아(Asia Vetus)｣에서 

제주도를 ‘사티로룸 섬(satyrorum I.)’으로 표기했다(그림 

그림 6. 루몰드 메르카토르의 1595년 ｢아시아지도｣ 일부 

자료 :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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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지도에서 사티로룸 섬은 동경 173°, 북위 33°, 그리고 

사티로룸 곶은 북위 30°, 동경 170° 정도에 위치한다. 프톨

레마이오스의 좌표와 비교할 때, 경도의 차이는 거의 없지

만, 위도의 차이는 35° 정도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송은 자신의 남긴 아틀라스나 지리서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지도의 동아시아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중국

의 산둥반도에 카티가라(Cattigara)가 북위 38° 동경 163°

에 표시되어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위도와는 약 46°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메르카토르나 오르텔리우스와 위

도 값에 비해서는 훨씬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다

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중국에는 가톨릭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있었고, 이

들이 수집한 정보는 로마교황청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네

덜란드 지도제작자들은 이들의 정보와 자신들의 탐사정

보를 종합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중국지도를 제작

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송이 이들의 중국 정보를 접한 다

음, 카티가라를 실제 중국이 위치한 남쪽으로 이동시켰을 

확률이 높다. 

그림 7의 지도에서는 사티로룸 곶 북쪽의 중국 동쪽 해

안에 ‘이크티오파고이 시나(Ichthiophaoi sinae)’가 표시되

어 있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크티오파고이는 그리

스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이크티스(ichtyps)’와 ‘먹다’를 

뜻하는 ‘파게인(phagein)’의 합성어로 ‘물고기를 먹는 자

들’을 의미한다. 헤로도토스는 �역사� 3권 9장에서 에티오

피아에 이들이 거주한다고 했다(김봉철, 2016:327). 그리

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아프리카 동안 홍해 연안(이집트 동

쪽), 페르시아만 연안과 아프리카 서해안, 그리고 카타가

라 근처의 극동 해안에 이들이 거주한다고 했는데, 극동에 

거주하는 물고기를 먹는 종족도 ‘에티오피아 이크티오파

고이(Aethiopes Ichthyophagi)’로 불렀다(Stevenson, 

1991:101, 157). 이렇게 에티오피아는 동아시아와도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일본에 표시된 지명을 살펴보자. 일본은 ‘이아

바 섬(IABA INSULA)’으로 표기되어 있다.16) 그리고 섬의 

중앙부에 ’은의 도시(Argentea Metrop.)‘가 북위 35° 동경 

177° 위치에 그려져 있다. 이아바 섬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사티로룸 제도를 언급하면서 기술한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 풍부한 섬이다(Stevenson, 1991:157). 당시 인도네

시아의 자바 근처에 은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가 있다는 전

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Wolters, 2018:105). 그리고 오르텔리우스의 1589년 ｢태

평양 지도(Mare Pacifi)｣에는 일본 북쪽에 은의 섬이 그려

져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에 은의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안 상송이 이아바 섬을 일본으로 옮겨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니콜라 상송의 1650년 ｢옛날의 아시아｣ 일부 

자료 : 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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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송이 1652년 출간한 ｢아시아(L’Asie)｣에는 제

주도에 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또 그가 1652년 출간

한 ｢중국도(Royaume de la Chine)｣에서는 제주도를 도적

의 섬(I. des Larrons)으로 표기했다.17) 그리고 이들 지도에

서는 일본이나 중국 지명이 당시에 출간되던 네덜란드 지

도에 수록된 지명을 그대로 차용했다. 

 따라서 상송이 1650년 출간한 ｢옛날의 아시아｣는 일반

적인 지도가 아니라, 순수 역사지도로 볼 수 있다. 상송은 

이 지도와 함께 ｢옛날의 유럽(Europa Vetus)｣과 ｢옛날의 

아프리카(Africa Vetus｣를 같은 해에 출간했는데, 이들 지

도에 수록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프톨레마이오스와 플리

니우스의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지도가 출간되던 17세기 중후반부 대부분의 지도출

판사들은 지도의 정확성보다는 상업성을 추구했다(Egmond, 

2009:44). 상송은 피에르 마리에트(Pierre Mariette)가 운

영하던 출판사와 계약하여 지도를 출간했는데, 당시 출판

사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역사지도 출간을 지도제작

자들에게 주문했다(Bousquet-Bressolier, 2001:206; Lelewel, 

1852:202).18) 당시 유럽에서는 필립 클리버(Philipp Clüver), 

페트로 베르티우스(Petrus Bertius), 그리고 필립 브리에

(Philippe Briet) 등이 역사지리학 저서와 역사지도를 출간

하여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출판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송 역시 역사지도를 그린 것으로 판단

된다(Pastoureau, 1988:56). 

또한 당시는 역사지리학 중 고대 그리스 지리학, 특히 프

톨레마이오스와 스트라보가 인기를 끌던 시기였다. 이것

은 예수회의 고전교육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예수회의 지

리학 교육과정은 고대 역사지리학과 일반 지리학으로 구

성되었는데, 역사지리학의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스

트라보, 그리고 일반 지리학은 나가사키와 멕시코에서 수

집한 아시아지리와 아메리카 지리, 그리고 메르카토르와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de Dainville, 2011:189). 니콜라 상송 역시 아미

엥(Amiens)의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의 졸업생이기 때문

에 이러한 역사지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관심이 역

사지도 제작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Bousquet- 

Bressolier, 2001:206). 

17세기와 18세기에 프랑스에서 간행된 역사지도들은 

오르텔리우스의 1579년 역사지도집 �파레르곤(Parergon)�

을 모델로 한 것으로 고대세계와 현대세계를 비교하기 위

한 것이다. 이 지도들은 고대 저자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

로 언급했다. 당시 역사 지리학 또는 역사지도의 제목에서 

공통된 것은 이들 서적이나 지도의 제목에 ‘누구에 의한’ 

이라는 문구 또는 ‘옛날의(vetus)’란 제목이 삽입되는데 이 

지도의 제목도 이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역사지

도라고 볼 수 있다(Hofmann, 2000:103). 

따라서 상송이 제주도를 사티로룸 제도로 표기한 것은 

메르카토르의 1569년 지도, 오르텔리우스의 1589년 지도

에 기입된 은의 섬이 더 이상 동남아시아에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일본 북쪽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프톨레마이스의 �지리학� 내용을 자신이 재구성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19) 이 지도의 경우 사티로룸 곶과 사티로

룸 제도의 위도와 경도는 각각 2°, 10°의 차이가 나는데. 이

는 각 2° 30´과 4° 차이가 나는 프톨레마이오스 좌표와 위도 

차이는 비슷하지만, 경도는 6°나 오차가 있다. 따라서 상송

이 적당한 섬을 찾을 수 없어서 당시 유럽인들에게 ‘도둑의 

섬’ ‘켈파트(Quelpaert)’ 또는 ‘풍마(Fungma)’로 알려진 제

주도를 사티로룸 제도를 그렸을 확률이 높다. 

니콜라 상송의 아들인 기욤 상송(Guillaume Sanson)은 

1667년 ｢옛날의 유럽(Europa Vetus)｣ 개정판을 출간한다

(그림 8). 이 지도에서는 조선이 이전의 섬의 형태가 아닌 

반도로 그려져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사티로룸

으로 표기되어 있다. 카티가라와 같은 프롤레마이오스가 

언급한 장소들의 경위도 좌표는 니콜라 상송의 1650년 지

도와 동일하다. 이 지도는 니콜라 상송이 1650년 역사지도

를 출간한 이후, 적어도 17년간은 여전히 제주도를 사티로

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프랑스에서 지속되었다는 사실

그림 8. 기욤 상송의 1667년 ｢옛날의 아시아｣ 일부

자료 : 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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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준다.

프랑스 왕실지리학자 기욤 드릴은 1714년 출간한 ｢신세

계지도(Orbis Veteribus noti Tabula Nova)｣에서 일본을 

사티로룸으로 표시했다(그림 9). 드릴은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자료를 접할 수 있

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하게 아시아 지도를 제

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영국 왕실지리학자 엠마노엘 보웬

(Emmanuel Bowen)이나 헤르만 몰(Hermann Moll) 역시 

드릴의 지도를 그대로 복제하여 아시아 지도를 출간했다. 

드릴은 동해를 한국해(Mer de Corée) 또는 동해(Mer 

Orientale)로 표기했고, 18세기 동해 표기는 그의 방식을 

채택했다. 드릴이 1700년 제작한 ｢아시아지도(L’Asie)｣에

서는 일본을 ‘JAPON’과 ‘NIPHON’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이 지도는 그의 일반적인 지도와는 완전히 다르

다. 드릴은 이 지도의 동북아시아 부분에 표기된 주기에서 

플리니우스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술했다. 당시 일본 북

쪽에 홋카이도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홋카이도가 일본과 

분리된 땅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제

작자들은 홋카이도가 일본과 하나로 연결하여 그렸다. 따

라서 메르카토르와 오르텔리우스의 사티로룸 위치를 반

영하되, 두 개의 섬 대신에 하나의 섬으로 표시하다보니 

일본 전체가 사티로룸으로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드릴

이 활동하던 18세기 초반부는 잘못 그려진 지도에 대해서

는 가차 없이 비판하는 지도학계의 분위기가 조성된 시대

였다(Pedley, 2005:173). 따라서 역사지도가 아니라면 이

러한 지도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역시 일

본을 타자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빌(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은 니콜라 상

송과 기욤 상송이 조선의 남쪽 해안 근처20)에 사티로룸 제

도를 배치한 것을 비판했다. 또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일본

의 좌표까지 수집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기욤 드릴이 사

티로룸을 일본으로 비정한 것 역시 오류라고 주장했다

(d’Anville, 1834:599). 당빌은 카티가라의 위치를 아랍 지

리학자 이드리시(al-Idrisi)의 저서를 참조하여 메콩강 하

구 건너편에 위치한 베트남의 꼰다오로 판단했다(d’Anville, 

1753:155, 160). 그는 꼰다오에 인간 크기의 원숭이들이 서

식하는데, 꼬리를 가진 사람으로 오인되어 한 때 사티로스

로 불리었는데, 이로 인해 사티로룸 제도로 알려졌다고 주

장했다(d’Anville, 1769:188). 즉 당빌은 고대 로마인의 아

시아 무역 항로의 대상이 되는 장소 중 원숭이가 많이 서식

하는 섬을 사티로룸 제도로 비정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0). 

당빌의 주장에 이후의 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Smith, 1854: 944). 그렇지만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은 다

른 견해를 제시하는 등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Thomson, 1965:317). 

그림 9. 기욤 드릴의 ｢신세계지도｣ 일부 

자료 : 프랑스국립도서관 

그림 10. 당빌의 1763년 ｢새롭게 그린 구세계｣ 일부 

자료 : 프랑스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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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상송의 사티로룸 표기에서 문제의식을 발굴하여 시작

한 이 연구는 서구문헌에 언급된 사티로룸에 대해 살펴보

았고, 또한 중세이후 18세기까지 제작된 지도에서 사티로

룸의 위치를 찾아보고, 그 변화 양상의 원인을 찾아보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그리스 여행가들은 인도와 에티오피아에 사

티로스란 괴물인간이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프톨레마이

오스는 사티로룸이 동아시아에 위치한다고 기술했다. 그

리고 로마시대 플리니우스는 사티로룸이 인도와 에티오

피아에 존재한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중세에는 이시도루

스가 에티오피아에 사티로룸이 위치한다고 기록했다. 

둘째, 현존하는 중세지도에서는 에티오피아에만 사티

로룸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티로룸은 성 안토

니오의 사원 근처에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이시도루스의 

�어원�에 언급된 사티로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괴물인간 역시 아담의 자손으로 인정되었다는 사

실과 일부 종교시설에서는 사티로스가 선한 괴물로 표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추함이나 악의 

상징으로 볼 수는 없다. 

셋째, 에티오피아에 사티로룸이 표시된 이유를 살펴보

았는데, 이는 지도의 중심인 에쿠메네에서 멀어질수록 유

대인과 무슬림, 야만인, 괴물인간의 순으로 배치하는 중세

의 공간도식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에티오피아

는 남쪽에 위치한 변방으로, 신의 저주와 연관된 땅이었

다. 따라서 사티로룸은 불결함, 태만, 미개, 야만 등의 부정

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는 공간이다. 

넷째, 르네상스 시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기록한 좌

표에 의거하여 동남아시아에 사티로룸이 표시되었다. 그

렇지만 사티로룸 제도 주변에 위치한다고 알려진 자성이 

강한 섬, 프로이스의 서한 및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의 내용과 연계하여 일본 북쪽에 위치한 섬들이 사티로룸 

제도로 표기되었다. 

다섯째, 프랑스 지도제작자 니콜라 상송은 역사지도를 

제작하면서, 당시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북쪽의 

사티로룸을 제주도로 옮겼다. 그리고 사티로룸 곶은 중국 

동안으로 위치시켰다. 기욤 드릴은 일본을 사티로룸으로 

비정하기도 했다. 이들 지도는 당시의 상업적 지도 출판의 

과정에서 제작된 역사지도이므로, 이를 동아시아인을 ‘야

만’으로 보는 서구의 전형적인 동아시아 인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제작자가 내면적으로 

제주도를 야만의 공간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

더라도, 지도가 공간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서

구의 독자들에게 제주도가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남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여섯째, 당빌은 상송이 제주도를 사티로룸으로 비정한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드릴의 주장 역시 잘못되었다고 지

적했다. 당빌은 꼬리가 긴 원숭이 또는 오랑우탄이 베트남 

연안에 서식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꼰드로를 사티로룸 

제도로 비정했는데, 후대의 지리학자들은 대체로 이에 동

의했다. 

사티로룸의 좌표를 표시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

은 현재 유럽인들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준거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르네상스 시기 이후

에 집필된 아시아 관련 서적과 아시아 지도가 이 책이 제공

하는 프레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Gunn, 

2018:ⅹⅹⅵ ). 상송 역시 이 프레임 속에서 제주도를 사티

로룸으로 비정했다. 

그리고 서양고지도에서 한반도의 형태와 동해 명칭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드릴, 당빌, 그리고 시볼

트 등이 사티로룸에 대해 논했다는 것은 사티로룸이 동아

시아 인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티

로룸은 동시대의 유럽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

간의 이미지를 보다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

인데, 본 연구는 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註

1) 지도학에서의 르네상스 시기는 유럽의 경우 국가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서유

럽국가의 경우 1480년경부터 1640년까지를 르네

상스 시기로 규정한다(Woodward, 2007:6). 

2) ‘Satyron mountains’로 번역되기로 한다. 

3) �기괴한 이야기(Collectanea rerum memorabilium, 

Collection of Curiosities)�와 동일한 서적이다. 

4) 이시도루스는 어떤 사막인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도에 표시된 성 안토니오 사원의 위치를 고려할 

때, 나일강 동쪽의 사하라 사막으로 볼 수 있다. 

5) 남자의 얼굴과 몸에 염소 다리와 뿔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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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고대 로마 신화에서 언급되는 숲

의 신인데, 외양이 사티로스와 유사하다. 

6) Egyptia deserta, Hic Satyri nascuntur, nichili 

aliud de hominibus preferantes nisi figuram.

7) 원 지도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아. 해당 논문에 수록된 에 표시된 모사본을 소

개한다. 

8) 현재의 기후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막이 

에티오피아에 위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수단에 위치했던 누비아 왕국이라고 볼 수 

있다. 

9) ｢헤리퍼드 지도｣에서는 지중해에 플리니우스가 

언급한 괴물들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반드시 괴

물들이 에쿠메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0) 르네상스 시기에 도입하기 이전에 필사본으로 제

작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에도 사티로룸은 �지

리학�에서 언급한 좌표에 표시되어 있다. 그렇지

만 필사본 지도의 수가 적고, 또 이들 지도의 서지

사항이 불명확하므로, 여기서는 르네상스 시기에 

인쇄본으로 제작된 지도를 소개한다. 

11) 사용된 도법은 프톨레마이오스 제이도법인데 정

적도법의 특성을 가지며, 수정된 원추도법으로도 

불린다(정인철, 2006:15). 

12) 오르텔리우스의 1570년 ｢세계지도(Typus Orbis 

Terrarum)｣에도 이 위치에 사티로룸 제도로 추정

되는 세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13) 메르카토르의 1569년 지도는 상대적으로 대축척

지도이고, 또 보존상태 등의 문제로 지면에 소개

되었을 경우, 경위도 좌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오르텔리우스의 1570년 ｢동인도 지도｣에

는 ‘검은 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14)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언급한 장소로 

내몽골 자치구의 후흐호트(呼和浩特) 부근이다(김

호동, 2000,188). 

15) 17세기 프랑스 지도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17세기 후반 유럽 지도제작의 중심지를 암스테르

담에서 파리로 옮겨오게 하는데 기여한다. 그는 

루이 13세에게 지리학을 가르쳤고, 왕실 지리학자

의 칭호를 얻는다.

16) 이아바 섬은 ‘Iabadii insule’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표시되어 있는데, ‘Barley island’로 

번역 된다.

17) Larrons는 Ladrons의 오타이다.

18) 상송은 1657년까지 이 회사와 계약했다.

19) 1639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일본 북쪽에 그려

진 은의 섬을 찾기 위한 탐사대를 동해와 보내었

고, 홋카이도와 사할린, 쿠릴 열도를 탐사했으나 

금과 은의 섬을 찾는 것은 실패했다(정인철, 

2020:155). 

20) 제주도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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