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의 모든 현대 지도에 표출

된 지리사상들은 경위도를 기준으로 표현되며, 인공위성

을 이용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나 자동차 내비

게이션 등 거의 모든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사상들도 경위

도 좌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도의 경우, 과

거 뱃사람들도 낮의 길이, 태양의 높낮이, 그리고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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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반도 주변이 표시된 유럽 고지도와 고해도를 연구할 때, 존 해리슨에 의한 해상시계의 발명이 있었던 18세기 후반 이전의

지도와 이후의 지도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초자오선이라는 경도의 기준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설정하고 네덜란드 지도제

작자들이 지속해서 사용했던 카나리아 제도였거나, 자편각이 0이 되는 자오선의 발견에 따라 아조레스 군도, 베르데 곶 등 대서양의

다양한 자오선이 본초자오선으로 채택되었다. 1884년 워싱턴 D.C. 국제회의를 통해 표준화될 때까지 자국 천문대 기준으로 경도

좌표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수십 개의 본초자오선이 존재하였었다. 그리니치 본초자오선 채택 이전의 지도와 해도들의 경도

표기를 통해 제작 국가와 발간연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 본초자오선과 상관없이 해상시계의 사용 이전의 부정확한 경도 측정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모양과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유럽 고지도, 해도, 해상시계, 본초자오선, 경도

Abstract : When studying the old European maps and nautical chart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maps before and after the late 18th century according to the invention of the marine
chronometer by John Harrison. Furthermore, the Canary Islands chosen by Ptolemy or Azores Isle or Cape
Verde by the discovery of the zero-deviation meridian in the Atlantic Ocean were adopted as the prime meridian, 
or prime meridians of observatories were used till standardiz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eld in 
Washington D.C. in 1884. It is also possible to estimate the country of manufacture and the year of publication
from the longitude notation of maps and charts before the adoption of the Greenwich prime meridian.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due to the inaccurate measurement of 
longitude prior to the use of the maritime chronometer.
Key Words : European old maps, Nautical chart, Marine chronometer, Prime meridian, Longitude

- 1 -



박 경

- 2 -

의 별 등을 관찰하고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 이전 인도양을 항해하던 아랍 무역선들

의 위도 측정방식에 관해서도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었

다(Clark, 1993). 따라서 고대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시

대로부터 적도의 위도를 0°로 정하였지만, 경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은 위도와 달리 인위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럽 고지도에 관한 연구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된 지도

학적 분석은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서정철, 1991; 정인

철, 2015; 2017), 그 학문적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

나, 상당수의 연구가 동해 표현과 관련된 것들이다. 또한, 

외국식 지명 표기의 분석이나, 조선왕국의 형태 및 존재가 

표기된 지도들에 관한 연구도 상당수 있다(오일환, 2009; 

박경･장은미, 2012; 박경, 2015; 2020; 서지원 등, 2019). 하지

만, 한반도의 경도 표기 문제 특히 본초자오선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으로 그리니치 천문대와 본초자오선

을 다룬 연구(윤경철, 2004)와 경도가 지리학에 미친 영향

에 대한 논의(이준우, 2013) 등이 있을 뿐이다.

윤경철(2004)은 천문관측을 통한 경도의 측정을 위해 

설치된 그리니치 천문대가 본초자오선으로 결정되고 이

후 표준시로 채택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것의 지리

학과 지도 제작 분야 및 측량학적 의미에 관한 내용을 논하

고 있으나 본초자오선이 하나로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 관

한 내용 부분은 소략하다. 이후, 이준우(2013)는 당시 학부

생으로 경도 측정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소개하고 프톨레

마이오스 이후 포르튜니크 섬이 본초자오선으로 채택된 

것과 아조레스 제도와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 및 그리니

치 등 본초자오선으로 난립하던 것이 1884년 워싱턴 DC에

서 열린 국제회의를 거쳐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선

이 본초자오선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리적 위치의 등장이나 표준 시간대의 등장과 같은 본초

자오선 표준화의 의미와 함께 경도를 이용한 항해술과 지

리학의 발달에 끼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지만, 본초자오선

의 역사적 변천 과정 등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2012년 메르카토르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메르카토

르가 제작한 해도의 항해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진 적이 있으나 지도의 항해용 가치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한계가 있다(김성준·루크 카이버스, 2014).

서양 고지도의 경위도 관련 연구뿐 아니라 조선 시대의 

지도 제작과정에서 경위도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

는 지리학 분야에서도 오래전에 시도된 적이 있다(김두일, 

1992). 이 연구는 고산자 김정호와 관련된 지지 가운데 하

나인 ｢輿圖備志｣에 기록된 경도와 각 군현의 좌표를 현대

의 자료와 비교하여 경·위도 1도의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당시 연구를 보면 위도 1도의 거리가 평균

적으로 81~83km로 실제 111km에 비하여 대단히 짧고, 경

도 1도간의 거리도 위도 37도 30분 지점에서 75~79km로 

현재 측정된 길이보다는 짧게 나타난다. 실제 경위도 측정 

여부는 ‘편동서도(偏東西度)’라는 검색 항목을 통해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몇 개의 지점에

서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위키실록사전).

이 연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데이비드 럼지 역사지도 컬렉션(David Rumsey Historical 

Map Collection(http://www.davidrumsey.com/)과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프랑스 국립도서관

(Gallica)과 저작권 문제가 해소된 위키백과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들 가운데 본초자오선을 확인하고, 

이 지도들에 표현된 한반도 영역을 검색하여 경도 표기를 

분석함으로써, 경도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크기와 모양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18세기까지 한반

도를 표현하고 있는 유럽 고지도들의 상당수는 해안선과 

섬의 모양이 정확한 편이고, 중국이나 일본 지역의 지명도 

풍부하지만, 내륙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지

도(map)라기보다는 상당수가 해도(nautical chart)1)로 분

류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장차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가설은 경도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된 계

기가 되었던 해상시계 (marine chronometer)의 발명2)과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8세기 후반 이전의 지도와 

이후의 지도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본초자오선이라는 경도의 기준이 유럽 각국의 국가

(왕실)의 위상 제고라는 관점에서 자국의 천문대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1884년 국제회의를 통해 표준화될 때

까지 다양한 경도 표기 시스템을 사용했었다는 것이다. 또

한, 정확한 경도 측정 결과 해상교통이 안전해졌을 뿐만 아

니라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새롭

게 지도에 추가된 나라들의 윤곽과 크기를 비롯한 해도의 

정확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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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존 해리슨이 발명한 정밀한 해상시계(marine chronometer)

가 항해의 필수품으로 채택되기까지 경도 측정은 갈릴레

이 갈릴레오가 실용화한 목성과 4개의 위성의 위치 관계를 

통해 분석하거나, 월거법이라는 매우 복잡한 천문관측을 

통한 측정방식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방법은 

움직이는 선박 위에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일식 또

는 월식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은 너무 부정확하였다. 

월거법은 1714년 앤여왕(재위 1702~1714)에 의해 발표된 

경도법에 따라 설립된 경도상을 해상시계와 경합할 정도

로 상당히 정확하였지만, 선원들이 사용했던 조악한 측정 

기구와 천문학적 측정의 복잡함 때문에 일반 선원들에게 

있어 경도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김진준 역, 2001).

1. 본초자오선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 과정

유럽인들은 바다로 진출하여 새로운 항로와 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시행하였으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법은 알지 못하였다. 추측항법을 사용하거나 콜럼버스

가 대서양을 처음 횡단할 때 행한 것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직선 항해기법을 안전한 항해로 바꾸는 방안은 천문학적

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또한 왕이나 정부 주도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해양 강국마

다 천문대가 설치되게 된다(윤경철, 2004). 천문학적인 방

법으로 본초자오선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시작은 

언제일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려는 시도

가 있었으며, 특히 에라토스테네스(~276-~196 BCE)는 활

동 무대였던 알렉산드리아를 기점으로 지중해 지역의 인

간거주공간(ecumene)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시초로 본다(Withers, 2017). 본초자오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이며 그는 

당시까지 인간 거주지의 서쪽 끝으로 인식되었던 아프

리카 연안의 오늘날 카나리아 제도에 속한 포츄니트 섬

(Fortunate Isle)을 본초자오선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앞서 기술한 본초자오선 관련 논의는 유럽의 지리

학적 관점에서 논의일 뿐이며, 인도의 경우에도 마드야 프

라데시(Madhya Pradesh)주의 우자인(Uijain)을 사용하거

나, 아랍권은 이란 캉디즈(Kangdiz)의 자마거드(Jamagird)

라는 지점을 통과하는 자오선을 본초자오선으로 삼고 있

었다. 중국은 베이징을 기점으로 하거나 근대화 초기 일본

은 교토를 본초자오선으로 삼은 예도 있었다(Neef, 2007; 

Heki, 2020).

유럽인들이 대탐험 시대를 시작하게 된 15세기까지 페

로섬을 본초자오선으로 하는 관행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동·서 양방향으로 탐험과 발견의 성과가 누적되면서 프

톨레마이오스가 생각한 페로섬의 지리적 가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천문학자들은 처음부터 카나리아 

제도에 관한 생각이 달랐다고 한다(Withers, 2017). 천문

학자들은 그들이 관측을 시행하던 천문대를 본초자오선

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자존심이 걸

린 문제였기 때문에 위키백과에 정리된 수많은 본초자오

선이 나라별로 정해지는 계기를 맞게 된다(그림 1).

2. 본초자오선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본초자오선이 가진 과학적 가치는 188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본초자오선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디. 먼저 지도 제작을 위해 그때까

지 사용되던 수십 개의 본초자오선을 하나로 통일하여 영

국의 그리니치가 유일한 경도 기준점으로 채택(당시 회의

에 참석한 프랑스는 이를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측량과 지

도학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당시 캐나다와 미국처럼 

동서로 넓게 펼쳐진 나라들에서 운행되기 시작한 철도로 

상징되는 장거리 운송체계의 발달에 따라 혼란 감소를 줄

이기 위한 표준시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Pratt, 1942; 

이준우, 2013; 위키백과). 또한, 19세기 장거리 철도교통

이 출현하면서 기차의 출발과 도착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1884년 본초자오선 국제회

의는 본초자오선뿐만 아니라 표준시의 채택도 중요한 의

제 가운데 하나였으며, 본초자오선을 결정하는 회의에 캐

나다 대표단 가운데 하나가 철도공학자인 샌퍼드 플레밍

이라는 점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Withers, 2017).

하지만, 정작 해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선원들은 출발지 

항구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방향에 관심을 가

졌을 뿐 해도의 본초자오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치를 두

지 않았다고 하며, 대서양의 먼바다에서도 관찰이 가능했

던 테네리페(Tenerife) 산 정상을 본초자오선으로 가장 선

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Withers, 2017). 테네리페섬의 

정상은 엘 피코(El Pico) 또는 테이데봉(Mount Teide)으로 

불리는 화산섬으로 해발 3,715m에 달하기 때문에 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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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관측 가능하여 대서양 항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

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메르카토르 탄

생 500주년을 기념논문을 보면, 1569년 메르카토르가 제

작한 항해용 세계지도가 당시 선원들에게는 그 장점이 널

리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김성준·루크 카

이버스, 2014).

정인철(2015)도 “16세기의 세계지도가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제한되었다면 당시의 해도는 종교와 관계

없이 실용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다”라고 요약하여 기술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육지의 지리정보에 비하면 16세기

까지 제작된 지도들은 상당수가 해도의 형식으로 제작되

면서 지리정보도 부족한 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위키백과의 본초자오선 관련 내용을 보면, 1884년 본초

자오선 회의 당시 현재 날짜변경선에 가까운 베링해협이 

국가 간의 여러 갈등 요인과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중립

적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베링해협을 본초자오선으로 하

자는 의견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또한, 워싱턴 D.C. 내의 

4지점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이나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와 같은 상징성을 지닌 곳을 포함한 다양한 본초자오선들

이 근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존 해리슨(John Harrison)

의 해상시계 발명을 다룬 저서에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김진준 역, 2001:23). 그에 의해 해상시계가 완성되기 전

에도 왕실 천문학자였던 존 플램스티드(John Flamsteed)

와 핼리혜성의 발견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핼리(Edmund 

Halley) 등에 의해 정교한 성좌표(star charts)가 완성되었

고, 이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는 방식인 월거법(lunar 

method)이 최소한 육지의 천문대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570년 발간된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인 ｢세계

라는 극장(Typus orbis terrarum)｣을 보면 카나리아 제도

에 있는 테네리페가 본초자오선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아직 동아시아는 뚜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한반도는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그림 2). 따라서, 한반도의 동서의 폭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메르카토르를 시작으로, 요도쿠

스 혼디우스(Jodocus Hondius)와 플란시우스(Plancius)

를 거쳐 블라외(Blaeu) 부자(父子)로 이어지는 네덜란드 

지도학자들의 경우 그림 3처럼 테네리페를 본초자오선으

로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Heawood, 

1919; Hooker, 1993).

그림 1. 6개의 본초자오선이 표시된 가스코뉴만 해도(Bellin, Jacques Nicolas, 1773, Carte du Golfe de Gascogne Costes de France 

et D'Espagne). 

자료 : https://gallica.bn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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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초자오선과 경도가 대양 항해에 갖는 의미

는 무엇일까? 논의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에 나타난 유라시아 대륙은 

지나치게 동서로 길게 확대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15세기 

콜럼버스를 비롯한 대양 항해자들은 향료의 나라인 인도

와 더불어 금이 넘치는 나라로 소개된 지팡구(Zipangu: 13

세기 마르코 폴로에 의해 유럽에 처음 소개된 일본)의 거

리를 오산하여, 이들 나라를 찾아갈 동기와 가능성을 제공

한 면이 있다. 다음은 지팡구에 관련된 기술이다.

Chipangu (wrote Polo) is an Island towards the east in the 

high seas, 1500 miles distant form the Continent; and a 

very great Island it is. The people are white, civilized, and 

well-favored. They are Idolaters, and are dependent on 

nobody. And I can tell you the quantity of gold endless...

마르코폴로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리 단위인 ‘리’와 이

탈리아의 거리 측정단위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서쪽 땅으로 가는 항해 거리가 축소되면서 항

해를 시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부정확한 경도에 관한 

지식 때문이었다고 한다(Washburn, 1982). 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플로렌스의 학자 토스카넬리(Tos-

canelli)가 포르투갈 왕에게 보여준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그림 2.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가 제작한 ｢세계라는 극장(Typus orbis terrarum, Ortelius, Abraham, 1570｣

자료 : 데이비드 럼시 역사지도 컬렉션.

그림 3. Atlas van loon(1664)에 삽입된 빌라 외(Blaze)의 세계

지도 가운데 본초자오선 확대 

자료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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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중국까지 항해하는데 5,000마일 거리인 데 비하여 카

나리아 제도에서 서쪽으로 지팡구까지 3,000마일에 불과

하다고 설득하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경도 1도간의 거

리를 25% 축소하여 인식한 콜럼버스는 결과적으로 일본

까지 항해 거리를 2,400해리(750 리그)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ashbun, 1982).

3.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자오선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을 지도에 표현하여 유럽

에 소개함으로써 동양에 관한 지리적 지식을 한층 증가시

킨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들은 어떤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았는가? 프랑스의 경우 스페

인의 가르시아 세스페데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1634년 

4월 리슐리외 추기경과 여러 저명한 과학자들이 논의하고 

루이 13세 (King Louis ⅩⅢ)가 왕명으로 선포하여 카나리

아 제도 페로섬의 곶(Cap Ferro)을 본초자오선으로 확정

하게 된다(Withers, 2017). 나중에 파리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 페로섬과 파리 사이의 정확한 경도 차이를 확인

하는 것은 프랑스가 추구하던 도량형 표준화 과정과도 깊

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어 여러 차례 천문관측이 이루어지

게 된다(Withers, 2017). 실제 페로섬의 서단을 본초자오

선으로 결정한 배경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포함한 30년 전쟁 

기간 외교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표 1

에 나타난 것처럼 아시아 지도를 다수 제작한 니콜라스 상

송 (Nicolas Sanson)을 비롯한 프랑스 지도제작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과 일본

을 유럽에 소개한 이후 17세기 유럽인들의 관심은 정인철

(2015: 143)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

는 ‘중국의 경위도 좌표’였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처

럼 보이지만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크기의 문제는 

경위도 좌표만 확실하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임에도 불구

하고, 고대부터 알려져 있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는 

프톨레마이오스 이래 16세기의 포르투갈의 조악한 지도 

등으로 인해 유럽 지도제작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과제

이다(Szcześniak, 1956). 이러한 관심 속에서 일부의 사람

들은 한반도의 모양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카나리아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원문은 canonical) 믿

음은 콜럼버스를 포함한 여러 명의 대양 항해자들이 아

조레스 제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면서 소위 지자기 편각

(magnetic deviation)이 0이 되는 자오선, 즉 진북(眞北)과 

자북(磁北)이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고 이것이 알려지면

서, 메르카토르의 지도 제작과정에서 Cape Verde를 본초

자오선으로 채택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후 지자기 편각과 

이를 표현한 지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특히 후에 언급되는 포르투갈의 지도제작자 루이스 테이

셰이라(Luis Teixeira)가 16세기 말(~1585년)에 제작한 등

편각을 표시한 최초의 해도가 출현하게 된다(Gaspar and 

Leitão, 2018).

본초자오선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기술한 이유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영역을 표현한 유럽의 고지도들을 분석할 

때, 존 해리슨이 발명하여 기준점과 정확한 경도 차이를 

표 1. 17세기까지 유럽의 지도제작자들이 채택했던 본초자오선 목록

제작연도 제작자/작품 본초자오선 위치

1508 Joao de Lisboa, map Azores (25° 40' 32″ W)

1538, 1554 Geradus Mercator, maps Canary Islands(Ferro/El Hierro) 17° 39' 46″ W

1547 Fernadez de Oviedo, map Azores(25° 40' 32″ W)

1564 Abraham Ortellius, map Tenerife(16° 38' 22" W)

1569 Geradus Mercator, map Cape Verde(Cabo Verde) Islands

1570 Abraham Ortellius, map Azores, Cabo Verde Islands

1579 Abraham Ortellius, map Tenerife (그림 1)

1601 Jodocus Hondius, globe Azores(25° 40' 32″ W)

1612 Petrus Plancius, globe Azores(25° 40' 32″ W)

1622 Willem Blaeu, atlas Tenerife(16° 38' 22" W)

1656 Nicolas Sanson, map Ferro(17° 39' 46″ W)

1679 Pierre du Val, map Ferro(17° 39' 46″ W)

1688 Vincenzo Cornelli, globe Ferro(17° 39' 46″ W)

자료 : Withers, W.J.(2017)와 Wikipedia에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함.



해상시계 사용 전 유럽 고지도의 본초자오선과 한반도 주변 경도 표기에 관하여

- 7 -

밝혀줄 수 있는 해상시계의 사용 여부와 천문관측이 가능

한 학자의 동승 여부와 더불어 본초자오선을 정확히 분석

할 수 있어야만 한반도의 모양과 크기 및 위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간 시기가 불명확한 고지도

의 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페트루스 풀란 시어스(Petrus Plancius)가 1594년 

작성한 지도와 1612년 제작한 지구본에서 아조레스 제도

를 지나는 선을 본초자오선으로 채택한 이후 동아시아 무

역에 집중하던 네덜란드의 블라외(Blaeu) 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네덜란드 지도제작자들은 모두 페로섬보다 약 

8도 정도 서쪽에 있는 아조레스 제도를 본초자오선으로 

하여 지도를 제작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 말까지 프랑스 

지도에 표현된 경도에 관하여

먼저 1652년 발간된 상송(Nicolas Sanson)의 해도(그림 4)

를 분석해보면, 항해사가 아닌 지도제작자로서 상송은 중

국 북경의 경도를 동경 130°부터 160°까지로 측정한 여러 

명의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도를 인용하여 세계지도들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지도마다 심한 편차를 보인다(정성

화·이기한, 2013; Cams, 2017). 당시 대부분의 예수회 선

교사들은 중국의 크기를 과도하게 추정하였었다. 그 결과 

대양을 통해 중국, 일본, 인도로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항

해 거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콜

럼버스를 비롯하여 서쪽으로 가는 항해하고자 하는 이들

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

었다.

1732년 당빌이 작성한 지도 “Carte generale de la Tartarie 

Chinoise”(그림 5)를 보면 한반도의 서단은 PING NGAN

(평안도로 추정)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평안도의 서쪽 끝 

압록강 하구의 경도는 약 141° 30′ 정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경상남도의 147° 7′ 해안이 표기되어 있다. 앞

서 표 1에서 논의한 것처럼 프랑스의 경우 루이 XIII세 때부

터 왕의 명령으로 Ferro(El Hierro) 섬 서단(18° 03′W: 17° 39' 

46″ W로 수정)을 본초자오선으로 삼아 지도를 제작하였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록강 하구의 위치와 경상남도 동해

안의 경도가 큰 오차 없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는 물론이며 이후에도 17세기 전반에 중국에 파견

된 마테오 리치, 니콜라스 트리고, 알바로 세메도, 마르티

노 마르티니, 팔라폭스 멘도사 등 예수회 선교사들이 저술

한 책이 유럽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심지어 20

세기 초반까지도 이들이 저술한 저서를 통해 한반도를 이

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성화․이기한, 2013; 

정인철, 2014). 로버트 더들리(Robert Dudley, 1646)의 해

도를 보면 경도가 매우 부정확하지만. 지리정보가 축적되

그림 4. 니콜라 상송의 1652년 세계 해도 (L'hydrographie ou description de l'eau au c'est a dire des mers, golfes, lacs, destroits 

et rivieres principales, qui sont dans la surface du globe terrestre) 

자료 : 미국의회도서관 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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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지도들을 보면 상당한 정확도

를 보여준다. 또한, 1734년 발간된 당빌의 지도3)는 그림 5

의 좌측지도의 경도값과는 달리 북경을 본초자오선으로 

하고 한반도를 약 7°~13°로 표현하고 있다. 모양과 면적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본초자오선이 북경에 자리하고 있다

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동일한 제작자의 지도임에도 

본초자오선의 위치가 달라짐에 유의하여 지도에 표기된 

지명 변화와 함께 경도 표기 방식을 분석한다면. 현재까지 

시대를 밝히기 어려웠던 고지도들의 발간연도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반도와 관련된 프랑스 지도에 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해도는 La Perouse (1741~1788)의 탐사 경로를 그린 

“Chart of the Great Pacific Ocean”이다(데이비드 럼지 역

사지도 컬렉션). 라페루즈가 태평양 항해 당시에 휴대하

고 사용했던 지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의 사후 런던에서 발간된 항해 지도와 당빌 지도(그림 5의 

좌측)를 비교하면, 한반도 모양은 비슷하나 경도값이 

~122-~128° 정도로 영국에서 출판될 당시 영국의 그리니

치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

다. 당시 함선에는 천문학자인 다줄레 (J.L Dagelet)가 승

선하고 있었으며 경도를 측정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증보문헌비고�의 ‘동서편도’ 항목을 보면, 조선은 중국 

연경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편동도 10도 30분’을 설정하고 

있다(위키실록사전). 숙종실록에서도 청나라 목극등의 

경위도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운관지�

의 내용에 “무릇 땅의 경위(經緯) 거리가 각기 200리 떨어

지면 하늘의 경위는 반드시 1도 차이가 있다”고 하여, 동서

와 남북리차 모두 각 200리에 대해 1도 차를 주고 있다. 결

과적으로 한반도 모양에 상당한 왜곡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이며, 우리 지도에 기반한 서양 지도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김두일, 1992). 앞으로 고산자 김정호를 비롯

한 조선 후기 지도제작자에게 서양 과학 기술이 청나라로

부터 유입된 이후 지구에 관한 지식이 확산하여 가는 과정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18세기까지 영국인의 지도에 표현된 경도에 

관한 연구

영국은 1675년에 그리니치 천문대를 설치하였으며, 그

곳에서 초대 왕실 천문학자인 플램스티드(J. Flamsteed)

는 북반구의 성좌도(천구도보)를 제작하였다. 이를 기반

으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퍼지었다. 1750년 이후 영국

이 실제로 제해권을 갖게 되면서 여러 나라가 그리니치 본

초자오선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경

우 그리니치 본초자오선 채택 이전의 영국 해도를 논하는 

그림 5. D’Anville(1732)의 Carte generale de la Tartarie Chinois(좌)의 일부와 La Perouse 항해도(우; 1799)의 경위도 좌표 비교 

자료 : 데이비드 럼시 역사지도 컬렉션의 자료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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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도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로

버트 더들리(Robert Dudley)의 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6). 이 해도의 경우 여러 가지 판본이 있지만, 국립해

양박물관 소장의 지도를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6을 보면 조선왕국과 일본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

고, 최소한 1646년 판에는 한반도가 섬으로 표현되어 있으

며, 동해를 Mare de Corai로 표기하고 있다. 이 해도는 이

탈리아 플로렌스에 머물던 영국인 로버트 더들리에 의해 

1646년 (2판은 1661년 발간) 제작된 것이다. 이 해도에 관

한 자세한 논의는 슈트신부(Father Schütte, 1969)의 논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인철(2015; 156)의 

연구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와 관련된 경위도 좌표에 관한 내용만 보도록 한다.

그림 6의 한반도 부분을 보면 REGNO DE CORAI e 

’Penisola (조선왕국과 반도)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가 아닌 섬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경도 범위가 약 155.9°~158.15°로 매우 좁게 그려져 있다. 

즉, 이 지도를 보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본초자오선 기준이 

아니며, 근대적인 경도 측량성과를 반영하지도 않고 있다. 

슈트 신부(Father Schütte)는 이 지도가 지리학적인 측량 

또는 천문학적 측정 성과가 부재한 상태로 제작된 지도임

을 강조하면서 IEJO로 표기된 홋카이도의 바로 맞은 편에 

조선왕국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남쪽으로는 규슈와 마

주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 위치 관계와 형태가 매

우 부정확하다(Father Schütte, 1969)는 점을 강조한다. 일

본도 동서로 ~160° ~ 약 182°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는 섬으

로 그리고 있다(혼슈의 경우 특히 왜곡이 심하다). 로버트 

더들리(Robert Dudley)가 동아시아 해도를 제작할 때, 포

르투갈의 지도제작자인 루이 테이셰이라(Luis Teixeira)

가 처음 제작하여 오르텔리우스에게 보내졌고, 그가 제작

한 아틀라스에 포함된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한 것임

이 틀림없다(Father Schütte, 1969). 또한, 루이 테이셰이

라(Luis Teixeira)의 지도에 잘못 표기되었던 지명의 오류

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본의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

난다. 다만, 테이셰이라의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홋

카이도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그려져 있다는 점은 

이 지도만의 특징이다. 홋카이도는 실제에 비해 엄청나게 

넓게 표현되어 있다. 실제 일본을 답사한 경험이 없던 더

들리는 예수회 신부였던 De Angels4) 가 교황청에 보낸 서

신을 통해 여행 일수를 기반으로 하루 일정으로 소화한 거

리를 과대 추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도화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동서의 실제 거리가 600km 정도인 거리를 2,520km

로 계산한 결과 홋카이도가 과대하게 표현되었다. De 

Angelis 서신에 첨부한 지도를 보지 못하고 잘못 번역된 서

그림 6. 1646년 Robert Dudley가 발간한 “Arcano del mare” 1판의 일본과 코라이 왕국 지도

자료 : 국립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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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을 기초로 하여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Father 

Schütte, 1969). 영국의 경우 일찍부터 대서양을 중심으로 

무역을 시작하였으나, 1595년 네덜란드가 인도항로를 개

척하여 향료무역을 개시하고 나서야 1600년경 동인도회

사가 설립된다. 17세기 중반까지도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관심과 정보가 부족하였고,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

서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중국 시장 개

척을 위해 나섰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Neef, 2007)

고 생각된다. 이 지도를 통해서도 영국인들이 가진 동북아

시아에 관한 지리정보가 매우 빈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요약 및 결론

연안 항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항해가 대서양이나 

태평양 등을 가로지르는 대양 항해로 확대되면서, 경도 측

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대규모 해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

였다(김진준 역, 2001). 영국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

는 자오선을 본초자오선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본초자

오선의 설정 여부와 경도 측정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앤 여왕은 1714년 

경도법(Longitude Act)을 시행하고. 정확하게 경도를 측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에게 20,000파운드를 현상금

으로 내걸 정도로 경도 측정은 어려운 문제였다. 당시 개

기일식과 같은 천문 현상이나 갈릴레이가 발명한 목성의 

4개 위성의 위치 관계 등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 표를 이

용하여 현지 시각과의 비교를 통해 경도를 측정하는 방식

이 있었다. 또한, 정밀한 해상시계가 일반화된 18세기 후

반까지도 월거법이라는 매우 복잡한 천문관측을 통한 측

정방식이 대안으로 사용되었지만, 조악한 천문 측정 기구

와 더불어 사용기술의 복잡함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일반 

선원들에 의한 경도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8세기까지 제작된 유럽 고지도들과 해도들 가운데 한

반도를 표현한 고지도들의 대부분은 해안지역에 대한 정

보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내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

므로 상당수가 해도(海圖; nautical chart)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과 별개로 국립해양

박물관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별도의 한반도 관련 해

도집을 제작하거나 전시하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메르카토르에 의해 해도 제작이 이루어

지고 18세기까지 제작된 해도들은 상당수가 프톨레마이

오스 시대 이후 카나리아 제도의 특정 지점을 본초자오선

으로 하여 지도와 지구본을 제작하던 관행을 유지하였다

(Hooker, 1993). 하지만, 대양 항해가 증가하면서 나침반

에 대한 지식, 특히 자편각(磁偏角; declination)에 관한 측

정 결과가 누적되면서 아조레스 제도나 베르데곶 등 진북

과 자북이 일치하는 선을 본초자오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왕명에 의해 카나리아 제도의 페로섬을 

본초자오선으로 삼았으나 오랫동안 측정의 어려움을 거

쳤다. 파리천문대를 기준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페로섬과의 정확한 경도 차이 값을 확정하지 못하였음에

도 고지도 대부분이 페로섬을 기준으로 지도를 제작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양 강국인 네덜란드의 경

우 약간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카나리아 제도의 최고봉인 

테네리페를 기준으로 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영국의 경우 그리니치 천문대의 경도 측정치가 혼란을 

겪는 과정을 거치지만, 일찍부터 그리니치를 본초자오선

으로 해도를 제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독일과 러시아 및 

북유럽 지역의 경우 19세기 이전에 동아시아를 그린 해도

를 찾아보기 어려워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간 유럽 고지도와 고해도에 표현된 한반도 주변 지역

에 관한 연구의 많은 수가 동해의 명칭과 표기, 한반도의 

섬 여부나 형상의 변화, 외국어지명 표기 등에 머물러 있

었다면, 이 연구는 본초자오선의 변화과정과 경도 측정법

의 시대별 발달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표현 모습의 변화를 

지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프랑스 등 

유럽 출신 예수회 선교사들이 교황청이나 본국에 보고한 

불확실한 지리정보에 기반한 조선왕국 지도들, 그리고 외

국과 수교를 거부하던 조선왕국의 정책 탓에 일부 지역에

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한반도 해역과 해안선에 관한 측

량은 경도 측정 방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관한 

지도화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18세기 말 영

국인 브로우튼(W.R. Broughton)의 부산 방문과 사마랑 

호 등에 의한 서남해안 조사, 프랑스 라페루즈에 의한 세계 

일주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해 탐사 및 러시아에 의한 동해

안 조사를 통해 한반도가 서방세계에 정확히 알려지게 되

며, 한반도의 모양도 정확하게 표현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정확한 경도 측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

된다.

본초자오선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표준화되기 

이전의 유럽의 고지도와 해도 등을 연구 분석할 때, 지명

과 저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한 것이 출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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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원자료의 출처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경도의 기준

이 되는 본초자오선의 위치와 경도 표기 방식은 매우 중요

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줄 것으로 본다. 추후 지도 제작과 

관련된 서양 과학 기술이 청나라로부터 한반도로 전파되

어 반영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註

1) 해도의 종류는 항해용해도·수로특수도(水路特殊圖)･

일반 해도 등으로 나뉜다. 항해용 해도는 축척에 따

라 총도(總圖)·항양도(航洋圖)·항해도·해안도·항박도

(港泊圖)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총도는 축척 400만 

분의 1 이하로 지구상의 넓은 구역을 한 도엽에 수

록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을 표기한 고지도 중 많은 

수가 소축척 지도이며, 항해의 항적을 표시하거나 

정박한 장소를 표시한 해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 chronometer는 그리스어 χρόνος (chronos)에 측

정기라는 meter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해리슨에게 경도상을 안겨준 H-4의 완성을 기준

으로 하면 1759년 처음 완성되었고, 1761~2년 자

메이카, 1764년 바베이도스로 두 차례 시험 항해를 

거치게 된다(김진준 역, 2001). 해상시계가 발명되

어 실용화될 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은, 왕립

학술원의 경도상 수상의 경쟁이 되었던 것으로 천

문학적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 월거표(月距表)를 이

용한 관측법이었다.

3) 당빌의 1734년 지도는 https://www.davidrumsey. 

com/에서 Anville, Jean Baptiste Bourguignon, Carte 

la plus generale et qui comprend la Chine, la 

Tartarie Chinoise, et le Thib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정인철(2015)은 제롬이데 앙주라고 Jerome des 

Agnes로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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