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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부분의 명문

『문화재대관 보물 - 지도・천문・무기』 발간사

문화재청은 보물 동산문화재 중 지도, 천문, 무기 등 과학기기 분야의 문화재 76건을 모아 『문화재

대관 보물-지도・천문・무기』편을 발간합니다.

이번 대관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발간을 마무리한 총 5편의 국보대관에 이어 보물 동산

문화재로는 처음 발간하는 문화재 총서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 문화사적 가치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자 발간하는 이번 보물

대관은 조선시대 과학기기 76건을 지도地圖, 천문天文, 무기武器로 나누어 편집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화동고지도’, 국방을 위해 제작한 ‘요계관방지도’, 우리나라 

군현을 상세하게 살펴 민생에 참고하기 위해 제작한 군현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같은 조선 

전도까지 다양한 옛 지도들이 실려 있으며 별자리를 통한 천문지식 연구에 활용되었던 천문도, 세계

지도가 새겨진 지구의, 태양의 경로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등을 통해 

조선시대의 우주관과 천문학, 기상학에 대한 발달된 과학적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조선수군의 연승을 이끌었던 거북선과 판옥선에 장착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성능이 뛰어난 대형화포, 병인・신미양요 때 조선군의 주력 화포로 운영되었던 최장수 

화약무기였던 불랑기자포 등은 우리나라 화기발달사는 물론 육・해전사 연구자료 및 국방과학기술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됩니다. 

『문화재대관 보물-지도・천문・무기』의 발간이 우리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보물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문화재대관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장처와 소장자, 귀중한 원고를 주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청장

2014년 11월



손잡이 부분의 명문

Foreword

This publication—Treasures: Cartographic, Astrological, and Armory Heritage—presents 76 Korean cultural 

artifact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tr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the first compilation on such treasures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ve-volume series on National Treasures executed from 2007 to 2011. 

Guided by the desire to disseminate their historic import and cultural value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elected three categories of Treasures—maps, astrological objects, and 

weapons—for this publication, each of which is distinctively described in this publication. 

The cartographic heritage contained here covers the breadth and depth of ancient maps, including Hwadong 

gojido (Old Map of China and Korea), which offers a peek into our ancestors’ cosmology; Yogye gwanbang ji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crafted for defensive purposes; provincial and district maps drawn as a reference 

for formulating public policy; and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which presents an overview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strological equipment testifies to the advanced level of knowledge of astrology and meteorology during 

the Joseon Dynasty. A diverse range of tools is offered, including celestial charts used for astrological studies, 

sundials that keep time in accordance with the movements of the sun, and rain gauges to measure precipitation. 

The weapons introduced through this publication played a critical role in Korea’s history of arms development, 

and also serve as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into military history and on the advancement of defensive 

technology. Among these are large-sized cannons with significant firepower, such as the cheonja, jija, and hyeonja 

chongtong installed on warships during the 16th-century struggles with Japan, as well as cannons for bullanggi 

swivel guns which were used during conflicts with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and gained 

renown as the longest-lived firearm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publication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among 

those interested in Korean cultural legacy. Sincere gratitude is owed to all those individuals and agencies who 

maintain these heritage objects in their collections, to those who authored the accounts of them, and to all the 

staff member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November, 2014

Rha, Sun-hwa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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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도

보물 제1590호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Hwadong gojido 
Old Map of China and Korea

001 조선(16세기)

견본채색絹本彩色

1축

세로 187cm, 가로 198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6세기에 제작된 조선의 대표적인 세계지도로 인촌기념관 

소장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歷代國都疆理地圖>와 동일 계열의 

사본이다. 같은 계열의 사본들이 일본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묘우신지妙心寺 린쇼우인麟祥院에 소장된 <혼일역대국도강리

지도混一歷代國都疆理地圖>, 쿠나이쪼우宮內廳 소장의 <혼일역대국

도강리지도混一歷代國都疆理地圖>, 미토水戶 쇼오코오칸彰考館 소장의 

<대명국지도大明國地圖> 등이 대표적이다.

현존하는 사본들의 작자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지 지도에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추정해 

볼 뿐이다. 지도 하단 범례의 ‘가정오년嘉靖五年’(1526)이라는 연

대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양자기楊子器의 지도 범례가 

쓰인 1526년 이후에 사본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상의 

지명으로 본다면, 1549년(명종 4)에 유신현惟新縣으로 강등되었

던 충주목忠州牧이 여전히 충주로 표기되어 있고, 경상도의 좌수

영이 울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상도의 좌수영을 울산에

서 동래로 옮기는 논의가 1534년에 결정되었는데, 정확하게 이

전된 해는 알기 어려우나 실록의 기록을 통해볼 때는 1544년 경

에는 이미 동래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화

황해 부분의 황하 유로변천 기록과 조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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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지도>는 충주목이 유신현으로 강등되기 이전이면서 아울러 

경상 좌수영이 동래로 이전되기 전인 대략 153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자기의 지도가 제작된 1526년에서 

경상 좌수영의 동래 이전이 결정된 1534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

로 추정된다.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는 다르게 아프

리카, 유럽, 아라비아 등의 지역은 그려져 있지 않고 중국을 중심

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 <화동고지도>는 중국

에서 들여온 16세기 초반의 양자기 지도를 저본으로 삼고 최신의 조

선 지도를 추가하여 편집・제작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뤼순박물

관旅順博物館에 소장된 양자기의 <여지도>와 비교해 보면 지도의 형태

나 내용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양자기 <여지도>의 하단에 있는 

명대의 위소명衛所名, 양자기의 발문, 범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양자기의 지도에 없는 황하의 유로변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황해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도 황하와 장강長江의 

유로를 상세하게 그렸는데 지도 여백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양자기의 <여지도>와 비교해 볼 때,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지도상에서 보면 황하는 개봉開封에서 둘로 갈라지고 남쪽의 분

류는 직접 회안淮安을 거쳐 산동반도 남쪽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두 지도가 같다. 그러나 북쪽의 분류에서는 차이가 뚜렷

하다. 또한 만리장성의 표시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양자기의 

지도에 그려진 장성은 명대明代의 것이지만 그 경로가 불확실하

고 요동반도의 변장邊牆까지 장성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화동

고지도>는 산해관山海關에서 난주蘭州까지 정확한 경로를 따르고 

있고 난주에서 가욕관嘉峪關까지의 경로도 현대 지도와 별 차이가 

없다. 그 밖에 산동반도의 윤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바다

에 그려진 섬나라의 모습도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파도의 문양

은 양자기의 지도처럼 마름모꼴의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표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화동고지도>가 

양자기 지도를 저본으로 제작했지만 최신의 정보를 추가하여 수정 

제작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반도 부분은 양자기의 원도에는 뭉툭한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화동고지도>에서는 최신의 조선 전도를 활용하여 그린 

점이 특징적이다. 산지는 연맥으로 그려 맥세를 강조하였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낙동강 동쪽의 낙동정맥이 강조

되어 표현되어 있다. 주요 하천이 그려져 있고 군현명은 직사각형 

내부에 표기되어 있다. 군현명 이외의 다른 인문적 요소는 보이지 

않아 소략한 느낌을 준다. 1402년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 지도에 비해서는 수록된 정보의 양이 적다. 

<화동고지도>는 16세기 조선의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가치가 있다. 16세기 이전 조선의 세

계지도가 대부분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화

동고지도>는 국내에 소장된 세계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에 

해당한다. 

16세기 조선사회는 주자성리학이 향촌사회까지 뿌리를 내리

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성리학에 정통한 사림세력이 중앙 정계

로 진출하면서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서 유교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는 시기였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15세기에 비해 중국

과의 사대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화동고지도>에

서는 이전 시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달리 지리적 세계가 

크게 축소되었다. 교류가 거의 없었던 유럽, 아프리카와 심지어 

아라비아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중국 전통의 직방세계로 회귀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6세기 주자성리학이 사회운영의 원리로 정착

됨에 따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문화적 중화관인 화이관華夷觀이 

지배하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 중화中華인 중국과 소중화小中華인 

조선 이외에는 이夷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중국과 조선의 

관계도 군신관계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으

로 의미가 부여되는 곳은 중국과 조선 정도이며 그 주변의 나머지 

지역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화동고지도>는 바로 이러

한 세계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유교적 기준에 입각

하여 의미 있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그려냈던 대표적인 보기이다.   

<화동고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상은 중국과 조선 및 

주변 조공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수록된 내용은 최신의 것들이다. 

1526년 중국에서 제작된 양자기의 지도를 입수하여 바로 조선에

서 다시 편집・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도가 당대 최신의 

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지명도 이전 시기의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와 달리 명대의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계망

의 표시도 비교적 자세한데 본류와 지류의 구분도 가능하다. 특

히 황하 유로의 변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은 최신

의 정보를 지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오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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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dong gojido (Old Map of China and Korea) is one of the definitive world maps from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nd fashioned in a similar manner as Honil yeokdae gukdo gangni jido (Integrated Map of Historical 

Capitals and Countries) currently held at Inchon Memorial Hall at Korea University. World maps drawn in an 

identical style are presently known to be located in Japan as well, including at Rinsho-in in Myōshin-ji,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and Shōkō Hall (Shōkō-Kan) in Mito. 

This world map bears no indication of the date of its creation, which can only be assumed based on what is 

inscribed. An explanatory note at the bottom of the map contains “嘉靖五年”—meaning “the fifth year of the 

Jiajing Era (1521–1566),” demonstrating that the world map is dated to after 1526, when the world map Da 

Ming guo di tu (Map of the Great Ming) was produced by the Qing scholar Yang Ziqi. Certain place-names on 

Hwadong gojido support an assumption of a date prior to 1534 when Chungju-mok was demoted to Yusin-

hyeon and Gyeongsang Jwasuyeong (Naval Headquarters in Eastern Gyeongsang Province) was transferred 

to the Dongnae district. Given this evidence, Hwadong gojido is assumed to have been produced somewhere 

between 1526 and 1534.

Based on the Yang Ziqi map, which was introduced into Joseon from China in the early 16th century, Hwadong 

gojido was drawn by integrating and editing available maps produced in Joseon. Unlike the 1402 map of the 

world Honil gangni yeokdae gukdo jido (Integrated Map of Historical Countries and Capitals), Hwadong gojido 

does not include Africa, Europe, and the Middle East, but focuses on East Asia and places China at the center. 

Chinese place-names are written in the style used during the Ming Dynasty (1368–1644), which is not the case 

in the 1402 world map. Water networks are described in detail, with the main stem and branches of rivers being 

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The extensive explanation regarding the flow of the Yellow River, in particular, 

is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effort to integrate up-to-date information into the map. 

Hwadong gojido is a telltale example demonstrating transformations in the perception of the world by Joseon; 

transformations brought about as the Neo-Confucianism of the Chinese philosopher Zhu Xi (1130–1200) 

became entrenched as state orthodoxy in the 16th century. The map does not depict every corner of the globe, 

but instead selectively represents those regions of special significance. Since Korean maps of the world dating 

from before the 16th century are mainly currently housed in Japan, Hwadong gojido is the oldest Korean world 

map available today in the country.

Hwadong gojido 
Old Map of China and Korea

Treasure No.1590

Joseon (16th century) / Painting on silk / 1 item
187 × 198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경상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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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Cheonha yeojido 
Map of the World

002 조선(17세기)

견본채색絹本彩色

1축

세로 198.4cm, 가로 228.3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601호

조선전기의 관찬 세계지도를 계승하는 17세기의 대표적인 세

계지도이다. 중국의 왕반王泮이 제작한 <여지도輿地圖>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증보한 것이다. 지도의 발문을 통해서 볼 때, 중국 부분은 

『대명관제大明官制』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참고하여 수정했고 

조선 지도를 새롭게 첨가했으며, 일본・유구・노아・홀온 등의 

나라도 그려 넣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 

지도의 제작시기에 대해 중국의 임금성任金城은, 일본 부분에 

1603년에 성립된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의 수도인 에도江戶가 

표시되어 있어서 1603년을 지도의 상한선으로 잡았고, 발문의 

‘천조天朝’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정묘호란 이전에 사용했던 

용어라 하여 지도의 하한선을 정묘호란이 있었던 1627년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한영우는 ‘천조’라는 표현이 정묘, 병자의 두 

호란 이후에도 명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도의 제작시기를 경상도의 자인현慈仁縣이 설치된 1637년 

이후, 명이 멸망한 1644년 이전으로 추정했다. 

조선 부분의 지명만으로 제작시기를 추정해 본다면, 1640년 

처음으로 설치되는 경상도의 칠곡漆谷이 표기되어 있어서 최소한 

1640년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청도의 병영이 

1651년 해미海美에서 청주淸州로 옮겨지는데 지도에는 여전히 해

미에 있다. 이와 더불어 황해도의 우봉현牛峰縣과 강음현江陰縣은 

1652년 합쳐져 금천군金川郡으로 되는데 지도에는 우봉과 강음

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1640년에서 165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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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조선, 일본, 

유구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일부 조공국이 그려져 있는 정도이다. 

16세기에 제작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화동고지

도>와 같이 직방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지도라 할 수 있다. <화동고

지도>처럼 중국의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조선에서 새롭게 편집

한 지도이다. 동일한 사본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다. 이 지도 역시 세로 180cm, 가로 190cm의 비단에 채

색으로 그려져 있다. 

<천하여지도>는 표현수법, 재질, 정교한 필체 등으로 보아 국가

에서 화원을 동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윗부분은 

일부 훼손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중국 

부분은 명대의 13성 행정구역이 색채를 다르게 하여 표현되어 

있다. 부주현府州縣의 지명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행정구

역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산지는 독립된 산으로 표현하여 조선

의 연맥식 표현법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바다에는 마름모꼴의 

파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

장의 <화동고지도>와 유사하다. 

한반도의 윤곽도 <화동고지도>의 것과 유사한데 북부지방의 

윤곽이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리산으로 뻗어 내린 백두대

간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고, <화동고지도>에서 보이는 낙동정

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인문적 요소는 군현의 명칭만 직사

각형 내부에 표기된 정도로 소략하다. 울릉도도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 서쪽의 우산도는 ‘평산도平山島’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지도 상단의 훼손된 부분에는 노아간奴兒干 도사都司가 거느리고 

있는 200여 개의 위衛와 소所가 기록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양경兩京(북경과 남경) 소속의 부府와 주현수州縣數, 양곡수糧穀數, 

그리고 13포정사布政司 소속의 부府와 주현수州縣數 및 거경

리수距京里數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지地誌로써 지도를 보충

해주는 형식이다.

왕반의 지문에 따르면, 그의 친구 백군가白君可가 이 지도를 

영표嶺表에서 얻어 목판으로 인쇄했는데 왕반이 여기에 지문識文을 

썼다고 한다. 지문을 쓴 해가 1594년(갑오년)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1594년에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를 이후에 조선에서 들여와 다시 

편집, 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하여지도>는 17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관찬 세계

지도로 평가된다. 두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도 조선은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의 지도를 활용하여 세계지도를 제작하여 세계에 대

한 이해를 넓혀 가려 했는데, 이 지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도이다. 

<천하여지도>도 16세기의 세계지도인 <화동고지도>처럼 전

통적인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이지만 조선과 일본, 유구가 상

세하게 그려져 있다. 유구국은 소유구, 유국국으로 나누어 산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화동고지도>의 것과 대략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모습은 이전 시기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수록

된 지도보다 훨씬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서 최신의 일본 지도를 

입수하여 편집,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제작된 세계지도로 평

가할 수 있다. | 오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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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天下輿地圖一本 舊行于國中 經變之後 不復見矣 近得印本輿地圖八幅 

山陰王泮識之 天朝視我東 不啻內服 雨露所霑 舟車所通 目不及覩 足不

及履 則寫之爲圖 一便覽了者 誠不可一日無也 今因是圖 更考大明官制 

一統志 則兩京及十三省 府縣州衛所互有增減 依此略正于一 附以我國地

圖 以見天朝一統之大 於今爲盛也 至於日本 琉球奴兒忽溫之屬 並誌其地 

後之覽者 不可不知 是圖之所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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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ha yeojido (Map of the World) is a superlative example of a world map from the 17th century, created in the 

style of the government-issued world map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It was drawn based upon—but with the 

addition of new information to—Yu di tu (Map of the Earth) produced by the Chinese cartographer Wang Pan. A note 

by Wang Pan indicates it was 1594, the year gabo according to the sexagenary cycle, when he wrote it. Therefore, it 

is inferred that Yu di tu was made in 1594 and, at a later point, was brought to Joseon to serve as source material for 

Cheonha yeojido in the 17th century. According to the preface of Cheonha yeojido, the depiction of China was drawn 

by referring to Da Ming guan zhi (Administration of the Great Ming) and Da Ming yi tong zhi (Maps for the Universal 

Rule by the Great Ming); a map of Joseon was newly included; and additional countries such as Japan, the Ryukyu 

Kingdom, Nure, and Huwen were included. A copy is also held by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The date when this map was drawn can be divined based on place-names. Chilgok, a district installed in 1640, appears 

on the map; the Army Headquarters for the mid-western province of Chungcheong-do, which was transferred from 

Haemi to Cheongju in 1651, is indicated as being still located in Haemi; Ubong-hyeon and Gangeum-hyeon—two 

small districts which were integrated into a larger county-level district named Geumcheon-gun in 1652—are included 

as they were. These place-names support dating the map to between 1640 and 1651. 

The quality of the material, expressive skills, and delicacy of handwriting all demonstrate that Cheonha yeojido was 

created by royal painters with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utside some partial damage to the upper 

part of the map, the remainder is in a relatively good condition. As for the depiction of China, each of the thirteen 

provinces of the Ming Dynasty is discretely shaded, and the names of smaller districts—bu, ju, and hyeon—are noted 

in detail, alluding to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the map. The outline of the Korean Peninsula is similar to that 

depicted in Hwadong gojido (Old Map of China and Korea) from the 16th century held at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ith the borders of the northern portion distorted. The Baekdudaegan (White Head Great Ridge) 

running down to Mt. Jirisan is emphasized, but the Nakdong Jeongmaek Ridge—represented in Hwadong gojido—

is not expressed. Ulleung Island is marked, but Usan Island to the west of Ulleungdo is mistakenly identified as 

“Pyeongsando.” Mountains are depicted individually, which is contrary to the Joseon manner of expression them 

as a ridge. Ocean waves are set in a diamond shape, a technique shared by Hwadong gojido. Besides geographic 

information, the district names appearing in rectangular boxes are the only further data available from the map. 

Cheonha yeojido is a representative world map from the 17th century, created under government patronage. As with the 

16th century world map Hwadong gojido, China takes the center here, but Joseon, Japan, and the Ryukyu Kingdom 

are described in detail. The representation of the Ryukyu Kingdom—divided into the Ryukyu Kingdom and the Small 

Ryukyu Kingdom and set in the shape of a mountain—is similar to that found in Hwadong gojido. The illustration 

of Japan, in particular, is more delicately expressed compared to the one included in Haedong jegukgi (Chronicle of the 

Countries in East Asia) compiled by Sin Suk-ju in the mid-15th century, indicating that information from more up-to-

date Japanese maps could be reflected in this work. Cheonha yeojido embodies the endeavors made by Joseon to collect 

cartographic information on East Asia.

Cheonha yeojido 
Map of the World

Treasure No.1601

Joseon (17th century) / Painting on silk / 1 item 
198.4 × 228.3cm
Seoul Museum of History

일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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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849호

곤여만국전도
坤輿萬國全圖
Gonyeo manguk jeondo
Matteo Ricci’s Map of the World

003 조선(1708년)

종이

1점 8폭

세로 170cm, 가로 533cm

국유(서울대학교 박물관)

1708년 천문과 역법, 지리 등을 주관하던 관청인 관상감觀象監에

서 제작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사본이다. 이 지도의 

제작에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최석정崔錫鼎(1646-1715) 외에 전

관상감정前觀象監正 이국화李國華와 유우창柳遇昌, 화원 김진여金

振汝 등이 참여하였다. 천문도의 제작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최

석정의 서문에는 ‘건상곤여도乾象坤輿圖’로 표현되어 있다. 천문

과 지리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던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석정의 서문에서는 아담 샬이 1628년(숭정崇禎 초년)에 <건상

곤여도>를 각각 8폭으로 제작하여 병풍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쇄

본이 조선에 전해져서 이 시기에 다시 모사하여 올렸다고 기록

하고 있다.1 여기서 언급한 곤여도는 현존하는 지도로 볼 때,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이다. 이로 본다면 1628년에 아

담 샬이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를 중간한 것이거나 아니면 최석

정이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를 아담 샬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담 샬이 세계지도를 제작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 봉선사에도 1점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유실

되었다고 한다. 규장각에는 이 봉선사본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남아 있어서 그 대강을 엿볼 수 있다. 봉선사본은 명주 바탕에 

그려진 지도로 세로 182cm, 가로 494cm의 8폭 병풍으로 이루

어져 있다. 현존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곤여만국전

도>와는 1폭과 8폭에 수록된 마테오 리치의 「지구도설」과 최석

정의 서문 위치만 약간 다를 뿐, 지도의 외형과 내용은 동일하다. 

오히려 봉선사본이 필체나 그림이 더 정교하고 보관상태도 양호

한 것으로 보아 1708년에 제작된 원도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1932

년 경성제대京城帝大에서 열렸던 고지도 전시회에 서울대학교 박

물관 소장본과 같이 출품되기도 했다. 

1708년의 <곤여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의 다른 세계지도

와는 달리 각종의 동물, 선박 등의 그림이 삽입된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흔히 ‘회입繪入 <곤여만국전도>’라고도 불리고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회입 <곤여만국전도>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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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본, 중국의 난징박물원南京博物院 소장본, 일본의 난반문화관南

蠻文化館 소장본 등 세 점만이 알려져 있다. 난징박물원 소장본은 

이전에 베이징역사박물관에 소장되었던 것을 옮긴 것이고 난반

문화관에 소장된 것은 일본인 키타무라 요시로北村芳郞가 소장

하던 것을 구입한 것이다.2 

이들 회입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 베이징판 <곤여만국전

도>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단지 선박, 동물들이 추가로 삽입

되어 있다. 난징박물원 소장본은 한때 1608년 신종神宗에게 

헌상했던 지도로 추정되었으나 비단이 아닌 종이에 그려져 있는 

점 등을 들어 헌상본 그 자체는 아니고 이의 사본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난징박물원 소장본에는 좌측 하단 예수회의 IHS 인印 옆

에 있는 “전당장문도과지錢塘張文燾過紙 만력임인맹추일萬曆壬寅孟

秋日”이라 하여 ‘만력 임인년(1602) 가을 전당 사람 장문도가 교

정을 보았다’는 주기가 빠져 있어서 황제에게 헌상했던 원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회입 <곤여만국전도>는 6폭 병풍으로 제작된 1602년의 북경판 

<곤여만국전도>와 달리 8폭 병풍으로 제작된 대형 전도로, 중앙에 

난형卵形의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주위에 지도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의 지도와 그림, 그리고 천문학적 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지적地誌的인 기술을 수록

하여 지도와 지지를 결합한 양식을 띠고 있다. 특히 세계지도의 

주변으로 「북반구도」, 「남반구도」, 「구중천도」, 「천지의」 등의 

그림과 더불어 일식도, 월식도 등 다양한 지도와 그림이 수록

되어 있다. 또한 각종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폭에는 일명 

「지구도설」이라고도 하는 천지에 대한 리치의 설명문이 있고 

6폭에는 지구와 구중천도에 대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곤여만국전도>에는 대항해 시대 이후 축적된 지리지

식과 르네상스 시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도학의 성과

가 반영되어 있다. 리치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 등을 토

대로 볼 때 지도제작에 기초가 되었던 자료는 1569년 메르카토

르Gerardus Mercator(1512-1594)의 세계지도, 1570년에 간행된 오르

텔리우스Abraham Ortelius(1527-1598)의 『세계의 무대Theatrum Orbis 

Terrarum』에 실린 세계지도, 플란치우스Peter Plancius(1552-1662)가 

제작한 1592년의 대형 세계지도 등이다.

회입 <곤여만국전도> 원도는 1602년 베이징판 <곤여만국전

도>를 기초로 제작했기 때문에 최소 1602년 이후부터 마테오 리

치가 죽기 전인 1610년 이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지도에 그려진 

각종 동물, 선박 등의 그림들은 유럽의 지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으로 17세기 당대의 것은 아니고 중세에서 지리상의 발견

시대 사이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유럽의 세계지도에서는 이러한 

그림과 도상들이 지도의 여백에 그려지곤 했는데 단순히 장식

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배적인 이념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마도 회입 <곤여만국전도>가 황제에게 헌상용으로 특별히 제작

된 것이라면 지도상의 각종 그림들은 중국을 넘어선 미지의 세

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의도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박물관본 <곤여만국전도>는 조선후기 서양의 지리

지식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서구식 세계지도로, 현존하는 <곤여만국전도> 여러 사본 중에서도 

학술적,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지도로 평가된다. | 오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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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yeo manguk jeondo (Matteo Ricci’s Map of the World) is a copy of Kunyu wanguo quantu (Complete Map of 

the Ten Thousand Countries of the Earth made by Matteo Ricci in 1602 upon request of the emperor of China). 

The production of Gonyeo manguk jeondo was conducted in 1708 under the leadership of Gwansanggam, the 

office in charge of astronomical and geographic affairs. Another copy was housed at Bongseonsa Temple, but 

was lost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However, a photograph presumed to be of the Bongseonsa copy 

remains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ffering a rare chance to observe the lost map. The 

Bongseonsa copy appears identical to the one hel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in terms of both 

content and structure, except only for slight differences in the placement of the two explanatory notes made 

by Matteo Ricci and copiers. The Bongseonsa copy appears to have been in a better state of maintenance and 

painterly quality, giving rise to the assumption th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version was derived 

from the Bongseonsa copy. 

The 1708 world map is characterized by the inclusion of pictorial illustrations, an aspect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pies of Ricci’s 1602 map. Featuring depictions of animals and ships, the 1708 copy is considered an 

“Illustrated Kunyu Wanguo Quantu.” Beside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copy, there are only two 

other known copies of Illustrated Kunyu wanguo quantu: one at the Nanjing Museum in China and the other 

at the Nanban Cultural Centre in Japan. The original “Illustrated Kunyu Wanguo Quantu” map is likely to have 

been drawn between 1602, when Matteo Ricci first made the world map, and 1610, when the mapmaker died. 

Drawings like those appearing on Illustrated Kunyu Wanguo Quantu can also be found on European maps of 

the world, a cartographic style derived from the medieval period of geographic discoveries. On European maps, 

illustrations and drawings were made at the margins of a map and included not simply for decorative purposes, 

but also as a means to elucidate governing ideologies. If the Illustrated Kunyu wanguo quantu had been made 

specifically for the emperor’s perusal, the drawings might have been included in order to stimulate his interest 

in the unknown world beyond the territories of China. 

Distinct from the six-paneled 1602 map, the 1708 copy was mounted on a large eight-panel folding screen, 

with the cartographic depiction of the world in the shape of an ellipse taking the center and being surrounded 

by explanatory maps, texts, and illustrations. Graphic explanations include image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hemispheres, the Aristotelian geocentric world system, and the orbits of the sun and moon; textual introductions 

written by Matteo Ricci regard the systems of the terrestrial and celestial world in the first panel and describe the 

Aristotelian geocentric world system in the six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copy is a classic world map made in the Western style and is prized for 

its academic and cultural value among the multiple copies of Kunyu Wanguo Quantu.

Gonyeo manguk jeondo 
Matteo Ricci’s Map of the World

Treasure No.849

Joseon (1708) / Paper / 1 item (8 panels)
170 × 533c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제1폭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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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882호

곤여전도 목판
坤輿全圖�木板
Printing Woodblocks of 
Gonyeo Jeondo 
Ferdinand Verbiest’s Map of  the World

004 조선(1860년) 

목재

3점

세로 177.5cm, 가로 68.7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674년 선교사 페르비스트가 제작한 <곤여전도坤輿全圖>를 

1860년에 조선에서 중간했는데 이의 판목이다. 목판은 3쪽 양면

으로 모두 6면이다. 서반구와 동반구가 들어있는 지도부분은 

완전히 남아있는 반면, 양쪽에 지진, 인물, 강과 하천, 산악 등에 

대한 해설부분의 목판이 빠져있다. 

페르비스트는 벨기에 출신 선교사로서 1658년 마카오에 상륙

하여 포교에 전념하다가 1660년 베이징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들어온 아담 샬의 선교사업을 계승하는 한편 청조淸朝에 임용되어 

평생을 천문, 역법 등 서양과학의 보급에 주력하였다. 이 사업과 

병행하여 1672년에 그림이 같이 수록된 세계지리서인 『곤여도설坤

輿圖說』을 편찬해 발간하였고 1674년에 서구식 세계지도인 <곤여

전도>를 판각했다.

1674년판 <곤여전도>는 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조선으로 유입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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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등지에 

1674년 초간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곤여만국전도>처럼 

일찍이 연행사신을 통해 들여왔다고 생각된다. 조선에서 제작된 

<곤여전도>는 바로 이러한 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간행된 것이다.

조선에서 <곤여전도>를 제작한 배경에는 당시 밀려오는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1840년에 이어 1860년의 제2차 

중영전쟁은 서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베이징에 파견된 조선 사신들에 의해 자세히 보고되어 

다가온 서양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1860년 <곤여전도>를 제작함으로써 조선은 세계의 지리

를 파악하고 밀려오는 서양세력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자 했다.

<곤여전도>는 시점을 적도상에 둔 평사도법으로 동서 양반구를 

분리하여 그린 것이다. 이 지도의 동반구에는 아세아亞細亞(아시

아), 구라파歐羅巴(유럽), 이미아利未亞(아프리카), 서반구에는 남북

아묵리가南北亞墨利加(남북아메리카)가 그려져 있고 묵와랍니가墨瓦

蠟泥加(메가라니카, 미지의 남방대륙)는 양반구에 걸쳐 있다. 자오선은 

양반구에 각각 9개씩 그어져 있고, 위선은 적도와 남북회귀선 및 

극권極圈이 그어져 있을 뿐이다. 1569년판 메르카토르의 수정 세

계지도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도상의 지명 등은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를 주로 따랐다.

<곤여전도>는 앞서 저술한 『곤여도설』을 세계지도와 결합한 

것으로, 『곤여도설』에는 지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각 지역을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

이다. 대형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지도의 여백에 『곤여도설』에 수록

된 내용들을 그대로 주기로 옮겼다. 「지원地圓」, 「지체지원地體之

圓」, 「지진地震」, 「해지조석海之潮汐」, 「해수지동海水之動」, 「풍風」, 

「기행氣行」, 「강하江河」, 「산악山岳」, 「인물人物」 등과 각 대륙별

로도 『곤여도설』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하였다. 또한 『곤여도설』의 

뒤편에 수록된 각종 동물이나 선박 그림도 대륙과 해양에 그려

놓았다. 

이처럼 <곤여전도>에 수록된 내용들은 마테오 리치의 <곤여

만국전도>에 비해 지문학地文學적인 내용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리치의 지도에 수록된 주기에는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 일월의 

운행, 일월식, 경위도, 일출입시각 등 역법 제작에 기초가 되는 

천문학적 지식이 망라되어 있는데, 페르비스트의 지도에서는 지

구 표면의 구체적인 자연현상과 지리적 사실에 보다 중점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수 상류 지식층을 상대로 편집된 <곤

여만국전도>와 달리 좀 더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지도를 제작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리치의 

세계지도는 고위관리와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역법의 바탕이 

되는 천문학적 지식에 더 치중했던 반면, 페르비스트의 <곤여전

도>는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지리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수록했다. 

<곤여전도 목판>은 규격이나 판각의 솜씨로 볼 때 개인적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목판이 원래 조선의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가 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분실로 이관되

었고, 이 분실이 폐지되자 다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가적 사업으로 <곤여전도>의 

중간이 이뤄졌음은 분명하다. 이 조선판 <곤여전도>는 베이징의 

초판과 거의 동일하나 단지 양반구의 직경이 143cm로 원도에 비해 

약간 짧고 지명이나 주기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보인다.

<곤여전도>는 1674년 최초로 중국의 베이징에서 제작된 이후 

1858년 중국의 광뚱廣東과 1860년 조선의 한양에서 중간되었다. 

그러나 <곤여전도>의 목판은 조선에서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곤여전도 목판>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귀중한 지도 문화재로 평가된다. | 오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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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lgian missionary Ferdinand Verbiest first published Kunyu quantu (Complete Map of the Earth) in 

1674 in China. It was republished in Joseon in 1860. These are the woodblocks used to print the 1860 Joseon 

version. The remaining three woodblocks—carved on both sides—contain the eastern and western hemispheres 

in their entirety, but those bearing carvings of explanations about human figures, mountains, and rivers are 

missing. 

Ferdinand Verbiest landed on Macau in 1658 to begin his mission, and then transferred to Beijing in 1660. 

While taking over the missionary work initiated by the earlier missionary Adam Schall (1592–1666) in Beijing, 

Ferdinand Verbiest was h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Qing Dynasty (1644–1912) and dedicated his life 

to disseminating Western scientific knowledge on astrology. He compiled the world geography book Kunyu 

tushuo (Explanation of the Earth) in 1672 and printed the world map Kunyu quantu in 1674. The 1672 world 

geography book did not include a world map, limiting the reader’s overall understanding. To compensate for 

this, he created the Western-style map Kunyu quantu, combining the textual explanations in Kunyu tushuo and 

the cartographic description of the globe. A large map of the world took up the center and textual explanations 

from Kunyu tushuo were featured at the margins. The illustrations of animals and ships, which first appeared in 

the back of the world geography book, were also included in the map. 

The 1674 map is purported to have been introduced into Joseon not long after its initial printing. Although 

records regarding how it was imported are absent, copies of the 1674 map remain in Korea in places such a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d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suggesting 

that they were brought into Joseon by diplomatic envoys immediately after the initial printing in Beijing. The 

reprinting commissioned in 1860 in Joseon was based on these imported copies. 

The scale and skillful carving of the woodblocks demonstrate that the reprinting effort must have been a 

government project. This is particularly clear considering the site where the woodblocks have been maintained: 

originally located at the Gyujanggak (Royal Library) of Joseon, they were later moved to the library division 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When the library division was closed, they were transferred to the affiliated 

library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The 1860 map is almost identical to the 1674 original, but the 

diameter of the two hemispheres—143 centimeters—is slightly smaller than that of the original map and there 

are minor differences in place-names. 

Originally printed in 1674 in Beijing, Kunyu quantu was republished in 1858 in Guangdong Province in China 

and again in 1860 in Hanyang in Joseon. However, the 1860 version is unique for its printing blocks having 

survived to the present. In this sense, these woodblocks hold a value that goes beyond the borders of Korea and 

into the sphere of global importance. 

Printing Woodblocks of 
Gonyeo Jeondo 
Ferdinand Verbiest’s Map of the World

Treasure No.882

Joseon (1860) / Woodblock / 3 items
177.5 × 68.7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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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Dongguk daejido 
Great Map of the Eastern State

005 조선(18세기 중반) 

견본絹本

1점 

세로 272.2cm

가로 147.5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538호

<동국대지도>는 농포자農圃子 정상기鄭尙驥(1678-1752)가 

제작한 <동국지도東國地圖>1의 우리나라 전도 계통으로, 최초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필사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조선

전도를 중심으로 만주의 일부, 중국 대륙의 동해안, 일본 

등을 합해 그렸으며, 조선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소략

하게 표현하였다.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이란 측면에서 근대적 측량 성과를 

기초로 제작된 우리나라 지도와 거의 유사하게 그린 첫 

번째 지도 제작자가 정상기이다. 그는 조선 초 이조판서 

정인지鄭麟趾(1396-1478)를 배출한 하동정씨河東鄭氏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하나인 성호星湖 이익李瀷(1681-1763) 등과 

교류하면서 『농포문답農圃問答』・『심의설深衣說』 등 다양한 

방면의 여러 저술을 남겼다. 

정상기가 정확한 지도의 제작 필요성을 절감하여 <동국

지도>를 제작한 시기는 말년인 1740년대로 연구되고 있다. 

그는 지도 제작에 필요한 거리와 방향, 해안선・물줄기・

산줄기 등의 정보를 첫째, 전국 고을지리지인 『신증동국여

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둘째, 길 위 중요 지점 사이

의 거리를 정리한 정리표程里表(또는 도로표道路表), 셋째, 

1720년대 국가에서 편찬한 그림식 전국 고을지도책 등에 

수록된 내용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 속의 거리 정보는 근대적 측량에 의한 평면 거리가 아

니라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가는 길 위의 실제 거리였

기 때문에 지도 위에는 산이 많은 지역의 120~130리와 평

지의 100리를 동일한 길이로 그렸다. 또한 방향 정보도 대

부분 동서남북 네 방향이었기 때문에 90°의 오차 가능성을 
경성과 주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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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서 1장으로 만들었다. 둘째, 근대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백리척百里尺을 표시해 주어 지도 

위의 실제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평평한 곳에서

는 지도 위의 백리척 거리가 실제로 가는 길 위의 100리 거리와 

같다고 이해하면 되지만 산과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곳에서

는 지도 위의 백리척 거리가 실제로 가는 길 위의 120~130리와 

같다고 이해하라는 배려의 문구까지 적어놓았다. 셋째,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국을 남북 약 1m 안팎의 8장으로 나누어 그렸지

만 전도로 만들고 싶을 경우 모두 이어 그리기만 하면 되도록 8

장의 축척을 동일하게 그렸다. 또한 전도로 이어 그릴 때 8장의 

경계선에 있는 산줄기와 물줄기를 하나만 그리고 하나는 생략해

야 한다는 글을 적어놓아 미숙한 필사자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

화시켰다. 넷째, 고을・감영・산・하천・물길・땅길・경계선・

봉수・산성・진鎭・역驛의 정보를 기호화하여 지도 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각 기호의 

종류, 고을의 소속 도道를 구별하고 고을과 감영의 성곽 유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다. 

이용의 편리함, 베낄 때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

하여 그렸기 때문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18세기 중반 이후 

민간은 물론 국가에서도 가장 많이 베껴서 사용하는 정확한 대형

지도의 표준이 되었다. 또한 18세기 후반 이후 정확한 대형지도, 

나아가 정확한 초대형지도의 제작이 활발해져 1861년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로 집대성되는 출발점 역할을 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아들인 정항령鄭恒齡(1710-1770), 손자인 정원림鄭元

霖(1731-1800), 증손자인 정수영鄭遂榮(1743-1831) 등 3대에 걸쳐 지속

적인 수정이 가해지고 더 자세해졌다. 또한 해주정씨 가문 출신

인 정철조鄭喆祚(1730-1781)・정후조鄭厚祚(1758-1793) 형제가 정상

기의 <동국지도>를 기초로 하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여 훨씬 자세한 수정본 지도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수정본 계열 대부분이 이용의 편리함과 베낄 때 조심해야 할 부분

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정상기의 <동국지

도> 원본 계열의 필사본이 수정본 계열보다 훨씬 많이 전해지고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필사본 중 전도 계통은 8장의 분도分

圖에 비해 이용하기에 너무 커서 불편했기 때문에 많이 제작되지 않

았다. 현재 8장의 분도 계통이 수십 종이나 전해지는 반면 전도 

계통은 5종 안팎에 불과하다. 

<동국대지도>는 첫째, 비단에 정교한 필체와 화려한 색상으로 

그려져 있고, 둘째, 지도 위의 왼쪽과 아래의 오른쪽 모서리에 일

제가 궁중의 도서를 정리하면서 찍은 ‘이왕가도서지인李王家圖書

之印’이라는 커다란 도장이 찍혀 있어 도화서의 화원에 의해 어람

용御覽用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수록된 지명의 

측면에서 볼 때 1767년 경상도의 안음安陰과 산음山陰이 안의安

義와 산청山淸으로 바뀐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이전에 필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실록』권90 1757년(영조 33) 8월 6일의 기

록에 홍양한이 정상기의 아들인 정항령의 집에 정확한 <동국대

지도東國大地圖>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영조가 칭찬하면서 홍문관

에 한 본을 모사模寫하여 두도록 명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앞에서 

언급한 지도의 두 가지 측면과 『영조실록』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동국대지도>는 영조의 명을 받아 제작된 모사본이거나 최소한 

그 모사본을 바탕으로 다시 제작한 부본副本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국대지도>는 첫째,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점, 둘째, 기호의 사용과 산줄기・

물줄기 등의 표현에서 정상기의 발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 셋째, 세로×가로가 272.2×147.5cm의 대형지도로 

희귀성이 높다는 점, 넷째, 비단에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필체로 

그려진 어람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도학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 또한 아주 높은 우수한 작품이다. | 이기봉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정보를 비교・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시키

려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근대적 측량지도만큼의 정확성을 실현할 수 없었으며,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근대적 측량지도와 비슷할 정도로 잘 그렸지만 부분

적으로는 실제와 다르게 그린 부분이 꽤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오차 가능성을 내포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근대적 측량지도

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렸다는 사실을 통해 정상기가 

얼마나 천재적인 지도 제작자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도 제작자로서 정상기의 천재성은 단지 지도의 정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을 모두 이으

면 남북 약 2.5m 안팎의 대형전도가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기에

는 너무 커서 불편한 크기이다. 정상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실제로 이용하기 편리한 남북 1m 안팎의 8장으로 

나누어 그렸다. 당시 8도로 나누어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정상기는 한 장으로 그리면 이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큰 함경도를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2장으로 나누고, 대신 도道의 크기가 작은 

1    동국東國은�중국을�기준으로�동쪽에�있는�우리나라를�가리키는�이름�

중의�하나다.�따라서�정상기가�그린�지도의�이름으로�사용되는�‘동국

지도’는�‘우리나라�지도’란�보통명사이기�때문에�후대의�필사본에는�

동국지도�이외에도�‘지도’란�뜻의�‘여지도輿地圖’,�‘우리나라�지도’란�

뜻의�‘해동지도海東地圖’�등�다양한�이름이�붙는다.

백두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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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daejido (Great Map of the Eastern State) is a copy of the national map Dongguk jido (Map of the 

Eastern State) crafted by the 18th-century cartographer Jeong Sang-gi (1678–1752), and has been praised as one 

of the copies most faithful to the original. The map feature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Manchuria, the eastern 

coast of China, and Japan, but areas outside the territory of Joseon are rather briefly depicted. 

Jeong Sang-gi is evaluated as the first cartographer in Korea to emulate the geodetic measurement of modern 

maps in terms of precision in direction and distances. Studies have found that it was in the 1740s, in his later 

life, when the mapmaker completed the national map Dongguk jido. 

It is not simply the high precision that is admired about the cartographic work accomplished by the genius 

mapmaker. Jeong’s map is convenient to use and features information on how to avoid inadvertent mistakes in 

copying.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Dongguk jido was perceived as a standard national map after the 18th 

century and was most frequently adopted as source material for large maps not only by the private sector, but by 

the government as well. Jeong’s masterpiece also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reation of grand-scale maps 

of a high level of precision, a cartographic trend that culminated in the compilation of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an extra-large printed map commissioned by Kim Jeong-ho. 

Dongguk daejido features delicate handwriting and colorful painting on a silk background, and also bears the 

stamp “李王家圖書之印” (Stamp for the Books of the Yi Royal Family), the one us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hen arranging the books of the Joseon royal court, supporting the assumption that the map was 

created by the Dohwaseo (Office of Painting) for royal perusal. The date of the map can be assessed based on 

place-names: it shows the Gyeongsang-do districts Aneum and Saneum, which were re-designated Anui and 

Sancheong in 1767, indicating that the map was drawn prior to the name change. An entry made on August 

6, 1757 in Yeongjo sillok (Annals of King Yeongjo) reads that upon Hong Yang-han’s report of the existence of 

the original Dongguk daejido at the house of Jeong Hang-ryeong (the son of Jeong Sang-gi), King Yeongjo (r. 

1724–1776) joyfully ordered that a copy of the map be maintained at the Hongmungwan (Office of Special 

Advisors). Given all this, the current map must be the first copy of the original Dongguk daejido, made upon the 

royal order of King Yeongjo, or at least the second copy dated to 1757. 

The date of Dongguk daejido nearly corresponds with Jeong Sang-gi drawing Dongguk jido; the map faithfully 

follows the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original mapmaker Jeong in terms of the use of symbols and the 

depiction of mountain ridges and watercourses. It is a large map, on a rare scale of 272.2 centimeters by 147.5 

centimeters. The delicate handwriting and colorful painting manifest its creation for royal perusal. All these 

features demonstrate the map’s value as both a cartographic work and as cultural heritage. 

Dongguk daejido 
Great Map of the Eastern State

Treasure No.1538

Joseon (mid-18th century) / Silk / 1 item 
272.2 × 147.5cm
National Museum of Korea

일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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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
輿地圖
Yeojido 
Atlas of Korea

006 조선(18세기) 

저지楮紙

3책 33장

책 : 세로 31.5cm, 가로 21.6cm 

지도 : <경기> 세로 74.6cm, 가로 59.9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92호

《여지도》1는 조선후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가 거의 모두 

수록된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책에는 서양식 세계지도인 <천하

도지도天下都地圖>, 우리나라 전도인 <아국총도我國摠圖>,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의 지도인 <북경도성삼가육시오단팔묘전도北京都城三街

六市五壇八廟全圖>, 이름이 붙지 않은 중국지도, 의주-북경 사이의 사

신로 지도, <도성도都城圖>, 조선・일본・유구를 합한 지도가 수록

되어 있다. 2책에는 우리나라의 팔도가 경기도-충청도-전라도-

경상도-황해도-평안도-강원도-함경도의 순서로, 3책에는 청나라

의 16개 성省이 성경성-직예성-산서성-협서성-하남성-산동성-강

남성-호광성-사천성-강서성-절강성-복건성-광동성-광서성-귀

주성-운남성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지도책의 제작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도에 수

록된 지명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함경도의 지도에는 1787년에 

신설된 장진도호부가, 경기도의 지도에는 1789년에 양주에서 수원으

로 옮긴 현륭원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1787년 이후에 제작되었음

이 분명한데, 1795년 이후의 지명 변화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1767년에 산청과 안의로 개칭된 경상도의 산음과 안음이 바뀌

기 이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여 지명의 시기적 변화 양상

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책에 수록되어 있는 각 지

도의 특징을 같은 시기에 유행했던 비슷한 계열의 다른 지도 또는 지

도책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에서 주로 제작하여 이용했던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2에 수록된 세계지도가 실제와 상상의 세계가 혼합된 원형천하

도圓形天下圖인 반면에 《여지도》에는 서구식 세계지도인 <천하도지도>

가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말 정조대에 편찬된 서구식 한역세계지도

로, 중국에 왔던 서양선교사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1582-1649)가 쓴 

『직방외기職方外紀』(1632)의 <만국전도萬國全圖>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

도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는 원형천하도와 같은 관념 위주의 세계

지도가 아니라 실제 조사에 기초한 정확한 세계지도의 정보를 더 선

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일본유구국도>

<함경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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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과 과거 위주의 정보로 가득했던 민간의 지도와 달리 국가

에서는 실제 세계와 현재 위주의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하여 

이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 존재하지만 현

실적 외교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일본과 유구가 

조선전기 계통의 소략한 지도로 표현된 반면에 청나라의 지도는 

최신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자세한 특징을 갖

고 있어 18세기 후반 대청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여지도》는 문화재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지

도책에 수록된 모든 지도의 색감이 선명하고 화려하며 정선된 

글씨체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산줄기와 물줄기의 표현 기법이 

모든 지도에 통일되어 있어 동일한 시기에 필사한 후 보관하며 

이용하던 지도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에서 화원을 시

켜 제작한 지도 계통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18세기 후반 조선

이란 국가의 높은 지도 제작 수준을 알려주는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이다. | 이기봉

둘째,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에 수록된 중국지도가 명나라와 

그 이전의 왕조에 대한 역사부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여지도》에 수록된 중국전도와 16개 성省의 지도는 청나라의 상

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청나라 16개 성의 지도는 상당히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자세하여 청나라에서 제작된 지도를 입수하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을 기울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중국의 지도에 대해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정보에 초점을 두어 

제작하려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북경 지도인 <북경도성삼가육시오단팔묘전도北京都城三

街六市五壇八廟全圖>와 의주-북경 사이의 사신로 지도는 조선과 

청나라의 현실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조선에게 북경은 단지 외국의 

수도라는 의미를 넘어 끊임없는 사신의 파견을 통해 독립국가

로서 조선의 존재를 확인받고 조선 국왕의 현재적 권위를 인정

받는 중요한 장소이자 통로였다. 이 때문에 외국의 도시 중 유일하게 

북경의 지도가 수록되었고, 의주-북경의 사신로 또한 상당히 정

확하고 자세한 지도로 그려졌다. 반면에 이웃나라이기는 하지만 

현실적 외교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던 일본과 유구의 지도는 조

선전기 계통의 지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략한 묘사에 머

물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전도인 <아국총도>는 정상기鄭尙驥(1678-1752)

의 <동국지도> 원본 계열의 편집본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모

두 이은 전도는 남북 약 2.5m 안팎의 대형지도가 되는데, 이는 보

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크다. <아국총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이용하기 편리한 크기인 151×81.5cm

로 축소한 지도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섬의 크기를 정상기의 

<동국지도>보다 훨씬 크게 그리는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상당한 

편집을 행하였다. 

다섯째, 8도의 지도 역시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 계열이

면서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편집을 가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

도>에서는 함경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리하여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한 반면 《여지도》에서는 함경도를 한 장에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를 분리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각 도의 지

도마다 여백에 고을의 총수, 좌도・우도・북도・남도・영동・

영서의 소속 고을 수, 부윤尹・목사牧・도호부사府・군수郡・현

령令・현감縣의 지방관 등급에 따른 파견 인원, 찰방역과 진보의 

수 등을 기입하여 행정적・군사적 통계 상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지도》가 갖고 있는 지도학사적 가치는 고을 수준의 대축척 

지도를 제외하고 당시 국가에서 필요로 했던 지도의 종류와 수

준을 가장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상상의 세

<천하도지도> <의주-북경 사신로> 지도

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수록된�조선전도�1장,�도별도�8장만�분

리하여�만든�지도책�계통을�‘동람도식�소형�지도책�계통’이라�부른다.�

가장�일반적인�형태는�원형천하도圓形天下圖-중국도-일본도-유구국

도琉球國圖-조선전도-도별도�8장�등�13장으로�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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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輿地는�‘수레에�땅을�담는다’는�뜻으로�땅의�정보를�체계화시켜�지도

나�지리지에�수록한다는�의미로�사용되었다.�‘여지도輿地圖’를�현대의�

용어로�변화시키면�‘지도’ 또는�‘지도책’이란�일반명사이며,�조선시대

에는�형식과�내용이�다른�지도나�지도책에�‘여지도’란�이름을�동일하

게�사용하는�경우가�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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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ido (Atlas of Korea) is a three-volume atlas encompassing a comprehensive range of painted manuscript 

maps that were required for administrative purposes in the late Joseon period. Volume 1 features the Western-

style world map Cheonha dojido; the Joseon national map Aguk chongdo; the map of Beijing—the capital of 

Qing China—Bukgyeong doseong samga yuksi odan palmyo jeondo; an untitled map of China; a map of the envoy 

route between Uiju and Beijing; a map of the Joseon capital; and a map of Joseon, Japan, and the Ryukyu 

Kingdom. Volume 2 includes maps of the eight provinces of Joseon, shown in the order of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Gyeongsang-do, Hwanghae-do, Pyeongan-do, Gangwon-do, and Hamgyeong-do. 

Volume 3 contains maps of each of the 16 provinces of Qing China. 

Although there is no indication of its production date, place-names on the maps of the Korean Peninsula offer 

clues towards an assumption. The map of Hamgyeong-do is marked with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Jangjin 

Dohobu, which was installed in 1787; changes in place-names after 1795 are not reflected at all. Therefore, the 

three-volume atlas is presumed to have been compiled after 1787, but before 1795. Meanwhile, two locations 

in Gyeongsang-do, whose names were changed in 1767 from Saneum and Aneum to Sancheong and Anui, 

respectively, are included under their previous names, demonstrating that not all the recent changes in place-

names were reflected in the book. 

The greatest value of Yeojido can be found in that it compiled in a systematic manner a thorough range of 

those maps—with only the exception of provincial district maps—which were considered necessary for 

government administration at the tim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government made endeavors to draw maps 

accurately representing reality and containing up-to-date information, in contrast to private maps imbued with 

imagination and obsolete data. Japan and Ryukyu, which were geographically located within East Asia but 

insignificant as diplomatic partners, are only minimally represented as in map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while the maps of Qing China not only provide new information, but also accomplish precise and detailed 

descriptions, elucidating Joseon’s perception of neighboring states. 

Yeojido is highly regarded in terms of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The shading and writing on the atlas boast 

a high level of artistry and expertise. The depiction of mountain ridges and watercourses are standardized 

across different maps, indicating that all the maps were copied nearly simultaneously. This standardization of 

expressive methods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maps made by royal painte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Yeojido is one of the outstanding examples testifying to the advanced level of cartographic skills 

found in Joseon in the 18th century.

Yeojido 
Atlas of Korea

Treasure No.1592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3 volumes
31.5 × 21.6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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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비고
東輿備攷
Dongyeo bigo 
Reference Atlas of Korea

007 조선(17세기) 

저지楮紙

1책 57장

세로 47.5cm, 가로 34.5cm

김찬호

보물 제1596호

《동여비고》의 편찬시기

‘동여비고東輿備攷’라는 제목은 『동국여지승람』에서 따온 듯하

다. 동국의 ‘동東’자와 여지승람의 ‘여輿’자를 취하고 ‘비고備攷’

라는 명칭은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도라

는 뜻인 듯하다.

본 지도의 편찬 시기는 첫째 <도성도>의 내용 중 경희궁慶熙宮을 

경덕궁慶德宮으로, 소의문昭義門을 소덕문昭德門으로 표기하고 1711년에 

북한산에 축조되는 북한산성의 표시가 없거나 1712년에 백두산에 

세워지는 정계비의 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제작되

었을 것이며, 둘째 강화도 지도에서 강화도의 돈대墩臺 표시를 살

펴보면 본 지도에는 49개의 돈대가 표시되어 있다. 강화도의 돈대

는 1678년(숙종 4)에 쌓기 시작하여 1682년(숙종 8)에 49개의 돈

대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본 지도는 1682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

이다. 셋째 <경상도 북부주현도北部州縣圖>에 영양현英陽縣은 기록

되어 있는데 순흥부順興府는 표시가 없다. 영양현은 1681년(숙종 7)

에 설치되고 순흥부는 세조 때 폐지되었다가 1682년(숙종 8)에 다

시 설치된다.

위의 세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하면 본 지도는 1682년(숙

종 8)에 제작된 듯하다. 물론 황해도의 강음현江陰縣과 우봉현牛峰

縣이 합쳐져 금천군金川郡이 되고 충청도 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옮겨진 것이 1651년(효종 2)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정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표기된 것은 본 지도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고 앞서 제작된 지도를 전사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범한 오류

인 듯하다. 또 함경도 무산부茂山府 옆에 “숙종갑자시설부肅宗甲子

始設府”라는 기록을 보면 이 지도는 경종 때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록은 다른 글씨체와 달라서 후에 소장자가 참고 

사항으로 적어 넣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지도는 17세

기 후반인 1682년(숙종 8) 경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국조팔도총도>

<국조팔도총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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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비고》의 구성과 체제

《동여비고》는 32종 60면의 지도를 한 책에 수록한 지도집이다. 

가로가 33~68cm 이고 세로는 37~42cm이므로 지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동여비고는 <진한 마한 변한 삼한 분계지도>, <4군 

2부 한시분계지도> 등의 16종의 역사지도와 <도성도>, <자도성지

삼강도>, <강화전도>, <제주도도>, <평양전도>, <일본도> 등의 6종

의 특수지역도와 10종의 도별군현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더욱이 <일본도>도 수록되어 외국에 대한 관심도 엿

볼 수 있다.

《동여비고》의 주요내용

《동여비고》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진한 마한 변한 분계지도>

진한・마한・변한의 위치가 오늘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구려 

지역을 마한, 백제지역을 변한, 신라지역을 진한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동국여지승람』 경기도조에서 설명하듯 최치원의 구설舊說에 

따라 경기・충청・황해지역을 마한으로 보고, 전라도지역을 변한

으로 삼는 역사지리 인식에 근거하여 제작했기 때문이다. 또 강원

도 강릉을 예국穢國으로 표시하였는데 이것도 『동국여지승람』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본 지도의 특이한 점은 백두산을 표시하고 그

에 따른 백두대간을 뚜렷이 그린 점이다.

2 | <신라백제고구려조조肇造구역지도>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표기했으며 백제의 건국 사실을 표현하

였는데 온조가 충청도 직산 위례성에 십제국十濟國을 세웠다가 경

기도 남한산성으로 도읍을 옮겼고 다시 지금의 서울 삼각산 북한

산성으로 옮겨 국호를 비로소 백제로 하였다고 주기하였다. 고구

려의 주몽이 처음에 건국한 것도 만주지역이 아니라 평안도 졸본

수卒本水가의 송양국松壤國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양성

을 왕검성으로 의주에 국내성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했다. 이러한 

잘못된 비정은 마한이 고구려로, 변한이 백제로 이어졌다는 잘못

된 역사인식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3 | <국조팔도총도>

우리나라 지도책의 첫머리에는 대부분 팔도총도가 수록되어 있

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와 비슷하다. 본 지도에 

수록된 팔도총도는 그런 동람도류의 지도인데 <동람도>에는 나라

의 제사처만을 표시한데 비하여 본 지도는 허천강, 별해강, 백역

산,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낙동강, 두치강, 무등산, 영산

포, 금강, 달천, 임진, 저탄, 개성부, 구월산, 대동강, 묘향산 등의 명

칭이 기록되어 <동람도>의 제사처와는 다르게 산과 강 등을 개괄

적으로 그렸으며 울릉도와 우산도의 명칭은 빠져있다.

4 | <도성도>

<도성도>는 오늘날의 서울지도인데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수도

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가 제작

되고 크고 작은 <도성도>가 현존하여 현재에도 50여 종의 고지도

가 전해진다. 본 지도에 수록된 <도성도>는 서울대학교에 소장

된 《조선강역총도》 내의 <도성도>와 형태, 크기, 색깔, 지도에 수

록된 내용, 궁궐의 명칭 등이 똑같이 일치한다. 심지어 경복궁, 창

덕궁, 경덕궁의 주위에 서려있는 서기瑞氣를 묘사한 것까지 그대

로 모사하였다.

본 지도는 다른 <도성도>와 비교할 때 1760년에 경희궁이라

고 개칭되는 경덕궁의 명칭이나 1744년에 소의문이라고 개칭되

는 서소문의 명칭이 그대로 소덕문인 점으로 미루어 영조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특히 1711년(숙종 37)에 축성되는 북한산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본 지도는 그 이전에 만들어

졌을 것이다.

5 | <자도성지삼강도自都城至三江圖>

본도는 영남대학교 소장의 《고지도첩》 중의 <한성전도>나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조선강역총도》의 <자도성지

삼강도>와 지도의 형태, 지도의 내용 등이 동일하다. 세 지도를 비

교하면 영남대 소장의 <한성전도>가 제일 먼저 제작된 듯하며 두 

번째는 본도가 제작되고 그 뒤를 이어 규장각본이 제작된 듯하다. 

왜냐하면 영남대본은 경덕궁 등의 궁궐 명칭이나 살곶이다리 등

이 표시되어 있으나 본도와 규장각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특

<도성도> <자도성지삼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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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규장각본은 서울의 청계산을 “청청산淸淸山”으로 오기하고 있

다. 이는 앞의 지도들을 보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오류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강에 떠있는 배의 숫자를 비교하면 영남대

본이나 본도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수의 배가 그려져 있지만 규

장각본은 두 지도에 비하여 배의 숫자도 적고 위치도 조금은 다르

게 표현되어 있다. 영남대본과 본도를 비교하면 영남대본에는 삼

각산만을 적고 있는데 본도에는 삼각산이라고 적고 그 옆에 “일명 

화산華山”이라고 적은 점 등이 다르다. 본도에는 당연히 표기되어

야 할 북한산성의 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인 17세기 

후엽에 제작된 듯하다.

본도의 제목인 ‘삼강’은 한강, 용산강, 서강을 가리키며 본도

와 같이 도성 안과 성저10리 지역을 포함한 광역 서울지도는 《대

동여지도》 등에 ‘도성부근지도’ 또는 ‘경성부근지도’라는 제목으

로 제작된다.

6 | <경기도좌우주군총도>

  조선시대 제작되는 군현지도첩 속에는 각 도道의 모습을 총괄

적으로 나타내는 해당도의 총도가 머리지도로 수록되어 그 도道의 

모습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을 8도로 나누었

지만 편의상 좌도左道, 우도右道 또는 동도東道, 서도西道로 구분하

였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한강을 경계로 하여 한강 위쪽 부분을 

우도, 그 아래 남쪽 부분을 좌도로 구분하였으며 지도의 중간에 좌

우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그려져 있고 각 군현간의 연락망이 붉

은 선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도의 경우도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

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7 | <강화전도>

강화도는 한강의 입구였으므로 삼국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중요

하게 여겼고 그 곳에 군진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므로 다른 지역

과는 달리 이곳을 그린 지도가 많다. 본도에는 강화도의 돈대가 자

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돈대는 1678년(숙종 4)부터 축성하기 시작

하여 그 이듬해인 1679년에 48개소의 돈대가 1차적으로 완성되

었다. 그 후 1682년(숙종 8)에 강화유수 조사석趙思錫의 건의에 따

라 보완작업이 추진되어 광성, 오두, 장곶의 돈대가 추가되어 49

개소가 완성되었다. 다른 강화지도에는 작성, 초루, 철북, 수현의 

돈대가 더 그려져 있고 장곶돈대가 폐지되어 총 52개소의 돈대가 

표시되어 있다.

8 | 경기도각군현도

본도에는 도별총도 다음에 각 군현별 지도가 있으며, 경기남부, 

경기중부, 경기북부 등으로 나누어 각 군현별 중요한 내용을 자세

하게 기록하였다. 그 특색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군현의 명칭을 적고 붉은 선으로 둘러 읍치를 표시하

였으며 강은 청색, 산맥은 녹색으로 그렸는데 조선시대 대부분의 

고지도에 나타나는 도로 표시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본도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각 군현의 명

칭을 적고 그 군현의 별칭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모두 병기하고 있다. 셋째,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숫자

로 적었다. 예를 들면 삭녕의 경우 “경백구십오”라고 표시하여 삭

녕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195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산

을 표기하고 그 산이 읍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의 거리와 방

향을 기록하였다. 적성현 감악산의 경우 “동이십”이라고 적었는

데 이는 읍치로부터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감악산이 위치한

다는 표시이다. 다섯째, 강에는 나루터인 도, 탄, 진 등이 거의 표

시되어 있다. 여섯째, 크고 작은 사원의 명칭이 정성스럽게 기록

되어 있어 불교사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일곱째, 역, 

원의 위치와 명칭이 일일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교통

제도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여덟째, 각 현의 유명한 

명소나 저수지, 저명한 지형지물 등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

다. 아홉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있었던 고현古縣의 명칭과 위

치가 기록되어 있어 각 군현의 옛 역사를 아는 데에도 좋은 자료

가 된다. 열째, 역대 왕들의 왕릉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막론

하고 대부분 명칭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이하 각도各道의 군현

지도도 모두 이와 같은 체제로 제작되어 있다.

 9 | <경상도좌우주군총도>

한양에서 경상도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낙동강을 경계로 삼아 

좌측인 동해안쪽 35개 군현을 좌도, 지리산쪽 36개 군현을 우도

로 구분했다. 그 중 현풍군은 낙동강 좌안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도

에 속한다. 연락망은 함창에서 시작하여 좌우로 연결되다가 마지

막으로 남해를 거쳐 거제현이 종착점이다. 1681년(숙종 7)에 설치

된 영양현은 표시되어 있는데 1682년(숙종 8)에 설치되는 순흥부

의 표시는 없는 점이 주목된다.

 10 | <경상동남부주현도>

경상도에는 군현의 치폐가 여러 번 있었는데 1634년(인조 11)에 

자인현이 처음 설치되고 10년 후인 1644년(인조 21)에 가산성에 칠

곡부를 신설하였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1681년(숙종 7)에는 영양현

이 설치되고, 1682년(숙종 8)에는 순흥부가 부활되었다.

그 다음으로 군현이 치폐된 것은 안음현과 산음현의 경우이다. 

안음현은 1728년(영조 4)에 정희량의 모반사건 때문에 폐현되었다

가 8년 후인 1736년(영조 12)에 복치되었다. 그 후 1767년(영조 43)

에는 그 이웃 현인 산음현에 7살 먹은 여자아이가 사내애를 낳는 

변괴사건이 발생하여 군현명을 안의현과 산청현으로 개칭한다.

 11 | <강원도남부주현도>

본도에서처럼 독도를 울릉도의 좌측인 연안 쪽에 표시한 고지

도는 <동람도>에서부터 비롯되며 조선전기에 제작되는 고지도의 

표현방법이다. 안용복 사건 이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식

이 분명해져 울릉도의 우측 바다 쪽에 독도를 우산도로 표현한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독도를 울릉도 좌측에 표시하고 “무릉도”라

고 적고 또는 “우산도”라고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 『조선왕조실

록』에서는 울릉도를 ‘무릉도’라고 하였지 독도를 본도처럼 ‘무릉

도’라고 하지 않았으며 다른 고지도에도 그렇게 표시된 예가 없

다. 그런 점에서 본 지도는 다른 지도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동여비고》는 조선초기에 제작된 <동람도>보다는 훨씬 자세하

지만 조선후기에 제작되는 도별도나 군현도와는 다르게 도별도와 

군현도를 복합하여 제작한 복합군현도複合郡縣圖인 셈이다.  |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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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e Dong-yeo-bigo is purported to be derived from Dongguk yeoji seungn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Dong” is drawn from “Dong-guk” and “yeo” from “yeo-ji,” while “bigo” is literally a “reference”, 

together meaning a “reference for using Dongguk yeoji seungnam.” 

The date of Dongyeo bigo (Reference Atlas of Korea) can be assumed based on what is written and depicted in the book. 

First, in the map of the capital, Gyeongdeok Palace and Sodeok Gate, whose names were changed to Gyeonghuigung 

and Souimun in 1760 and 1744, respectively, are assigned their previous names; Bukhansan Fortress, constructed in 

1711, is not depicted; and Baekdusan Jeonggyebi, the border-demarcation monument erected on Mt. Baekdusan in 

1712, is not indicated, all of which collectively demonstrate that the atlas was compiled prior to 1711. Second, in 

the map of Ganghwa Island, 49 dondae (raised platforms for military use) are indicated; given that the construction 

of dondae in Ganghwado began in 1678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r. 1674–1720) and was completed in 

1682 after 49 had been erected, the book can be assumed to have been made after 1682. Third, in the district map of 

northern Gyeongsang-do, Yeongyang-hyeon—which was installed in 1681—is marked, but Sunheung-bu—which 

was abo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r. 1455–1468) and reinstalled in 1682—does not appear. 

The three above-mentioned indications together date the map to 1682. There is, however, evidence that does not 

support this date. Administrative changes from 1651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r. 1649–1659) are not 

reflected: the two place-names Gangeum-hyeon and Ubong-hyeon in Hwanghae-do, which were integrated into 

Geumcheon-gun in 1651, appear under their previous names; and the transfer of the military headquarters in 

Chungcheong-do in 1651 from Haemi to Cheongju is not reflect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atlas is not an 

independent, creative effort, but rather a collection of pre-existing maps, these disagreements are generally understood 

to be simply mistakes committed during the process of copying. In addition, the phrase “肅宗甲子始設府” (the office 

for the 60th birth anniversary of King Sukjong, who died at 60) written beside the map of Musan-bu in Hamgyeong-

do alludes that the book was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jong (r. 1720–1724). However, the style of 

the handwriting of this phrase differs from other writing in the atlas, indicating that it was appended by an owner at 

a later period. Therefore, Dongyeo bigo is assumed to have been compiled in 1682, in the eigh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Comprising 60 pages, Dongyeo bigo is a collection of 32 maps of various sizes measuring between 37 to 42 by 33 to 68 

centimeters. In terms of composition, it is made up of 16 history maps including a map of demarcation lines between 

the three ancient confederacies occupying the middle and southern sec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Jinhan, Mahan, 

and Byeonhan); six maps of special regions, featuring a capital map, a map of the area from the capital to the Samgang 

River, a complete map of Ganghwado, a map of Jejudo, a complete map of Pyeongyang, and a map of Japan; and 10 

provincial district maps. The inclusion of a map of Japan testifies to Joseon’s interest in countries beyond its borders. 

Although containing a greater level of detail than “Dongnamdo” (Map of Korea), an annexed map of Dongguk 

yeoji seungnam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Dongyeo bigo does not feature the same level of data as was included in 

provincial maps or local district maps made towards the later Joseon period. 

Dongyeo bigo 
Reference Atlas of Korea

Treasure No.1596

Joseon (17th century) / Mulberry paper / 1 volume
47.5 × 34.5cm
Kim Cha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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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지도
朝鮮地圖
Joseon jido  
Atlas of Korea

함경도・경기도・
강원도지도
咸鏡道・京畿道・
江原道地圖
Hamgyeong-do, Gyeonggi-do, 
Gangwon-do jido 
Maps of Hamgyeong-do, Gyeonggi-do, 
and Gangwon-do

경상총여도
慶尙摠輿圖
Gyeongsang chongyeodo
Comprehensive Map of Gyeongsang-do

008-1

008-2

008-3

조선(18세기)

저지楮紙

7책 164장

세로 49.8cm, 가로 38.5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18세기)

저지楮紙

4장

함경북도 : 세로 152cm, 가로 120cm 

함경남도 : 세로 243.7cm, 가로 137.5cm 

경기도 : 세로 82.5cm, 가로 101.5cm 

강원도 : 세로 164.3cm, 가로 152.9cm

경희대학교(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조선(18세기)

저지楮紙

1첩

세로 147cm, 가로 111.8cm

신성수

보물 제1587호

보물 제1598호

보물 제1599호

《조선지도》17책,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4장, 《경상총

여도》 1첩은 1770년(영조 46) 임금의 명을 받은 여암旅庵 신경준申

景濬(1712-1781)이 주도가 되어 제작한 초대형 지도의 원본 또는 후

대의 필사본이다. 신경준은 고을지도책 8권, 도별지도 8첩, 전도 

1축을 제작했는데, 《조선지도》는 고을지도책이고 《함경도・경기

도・강원도지도》와 《경상총여도》는 첩 형식의 도별지도이다. 

1740년대 하동정씨 가문의 정상기鄭尙驥(1678-1752)가 근대적 

측량지도와 비슷한 수준의 우리나라 대형 지도를 제작한 이후 그

의 아들인 정항령鄭恒齡(1710-1770)이 지속적인 교정을 가해 수정

본 지도를 만들어냈다. 이어 해주정씨 가문의 정철조鄭喆祚(1730-

1781)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기초로 하면서도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수집, 비교・검토하여 1769년경에 더 자세한 수

정본 지도를 2번에 걸쳐 제작하였다. 이렇게 정상기에서 시작하

여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확한 대형지도의 제작 흐름은 1770년(영

조 46) 신경준에 이르러 남북 5.5m 가까운 정확한 초대형 지도의 

제작으로 이어진다.

신경준은 조선초기 좌의정까지 오른 신숙주申叔舟(1417-1475)의 

동생으로 대사간을 지낸 신말주申末舟(1439-1503)의 11대손이다. 

다방면의 저술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강계고彊界考』2・『도

로고道路考』・『산수고山水考』・『사연고四沿考』3・『가람고伽藍考』4・

『군현지제郡縣之制』 등 지리학 관련 저술이 가장 많이 알려졌다. 이

러한 지리지식의 출중함이 인정받아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東

國文獻備考』의 국가적 편찬사업에서 나중에 『여지고輿地考』로 이름

이 바뀐 『강역지疆域誌』의 편찬 책임자로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다. 

그리고 1769년(영조 45) 12월 24일 영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여지

고輿地考』에 수록된 정확한 고을지도의 제작을 건의하여 허락받았

�    《조선지도》 <경주> 지도

��  《조선지도》 <인제> 지도

《조선지도》 <함흥>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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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경준은 1770년에 들어서자마자 17권으로 완성된 『여지고』의 편찬

과 병행하여 전국 336개의 고을지도 제작에 매진하여 6월 10일경에 완성

하였다. 이후 고을지도를 기초로 도별지도 8첩과 전도 1축의 편집을 시작

하였고, 8월 10일 완성하여 영조에게 바쳤다. 중간에 윤달이 하나 끼어있

기 때문에 신경준이 영조에게 지도 제작을 건의하여 허락받은 후 고을지

도, 도별지도, 전도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8개월 15일 정도였다.

신경준은 자신이 직접 쓴 『여암유고旅菴遺稿』의 「동국지도발東國輿地圖

跋」에 “주척周尺 2촌寸을 한 선으로 하여 세로선(縱線) 76개, 가로선(橫線) 

131개를 그어 지도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가로세로의 눈

금선(方眼)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거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선 역

할을 하였고, 이용의 측면에서는 지도 위의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는 축척

의 기능을 하였다. 신경준이 제작한 고을지도책 계통의 대표적인 것이 바

로 보물 제1587호로 지정된 《조선지도》 7책이다. 도道마다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전라도가 결본이고 경기도에 연천・가평・양주・포천・영평 

5개 고을이 빠져 있다. 각 고을마다 약 4.2cm 간격의 눈금선이 그어져 있

는데, 경기도의 양천처럼 작은 고을도 49.8×38.5cm 크기의 책 한 면에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평안도의 강계부+폐사군, 함경도의 함흥처

럼 큰 고을의 경우 책 두 면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그린 후 접어서 넣었다.

신경준은 20리 간격의 세로 눈금선이 76개, 가로 눈금선이 131개라고 

하였는데, 이를 4.2cm 간격의 정사각형으로 바꾸면 동서 75개, 남북 130

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모두 합하면 동서 75개×4.2cm=315cm, 남북 

130개×4.2cm=546cm의 초대형 전도가 된다. 보물 제1598호의 <강원도

지도>는 남북 163.9cm의 대형지도이다. 우리나라의 남북 길이가 강원도

의 약 3.5배이기 때문에 153.0cm×3.5배≒535.5cm가 되어 《조선지도》

의 모든 고을을 이어붙인 크기와 거의 동일하다. 《조선지도》의 강원도 고

을지도에 묘사된 내용과 <강원도지도>에 수록된 내용은 고을의 경계선

만 제외하면 거의 100% 동일하며, 이는 《함경남도・함경북도・경기도지

도》와 보물 제1599호로 지정된 《경상총여도慶尙摠輿圖》도 동일하다. 따라

서 이들 도별지도는 신경준이 제작한 고을지도를 합해 편집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경기도지도>의 경우 서울의 성곽 안쪽을 다른 지역보

다 큰 축척으로 그렸고, 그 영향으로 서울 바로 부근의 모습이 약간 달라

진 차이가 있다. 이는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기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면서 나라의 상징인 서울 부분만 확대하여 권위를 표현하기 위

한 의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신경준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기초로 하면서도 정철조의 도별지도 

역시 많이 참조하였다. 하지만 두 지도보다 신경준의 지도는 훨씬 축척

이 크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에서도 달라진 곳이 많다. 이

는 신경준이 두 지도를 기본도로 하면서도 다른 자료를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여 새롭게 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에 편찬한 지리지인 『여

지고』와 지도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지리지의 편찬을 위한 위

치 정보의 정리가 지도의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여지고』에는 지도에 표시된 면面과 같은 정보는 표시되

어 있지 않아 지도의 제작을 위한 위치 정보의 정리가 따로 이루

어진 측면도 있다. 정상기와 정철조가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자

료의 정보만 참조한 반면에 신경준은 영조의 명을 받아 지도를 

제작하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에 소장된 최고의 지도와 지리

지 정보를 폭넓게 활용하였다. 이 중 정상기와 정철조가 참고할 

수 없었지만 신경준의 지도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

나로 사용된 국가의 자료는 전국 고을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

書』다.5 이 지리지는 1759년(영조 35) 국가의 명령을 받은 각 고을

에서 개별적으로 편찬하여 감영을 거쳐 중앙에 올린 것을 종합하

여 재편집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없는 면의 거리와 방향 정보가 아주 자세

하게 정리되어 있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경준의 지도 제작은 여러 

전문가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영조의 명을 받아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를 그린 사

람도 신경준 본인이 아니라 도화서圖畵書의 화원畵員들이었을 것

이다. 다만 수많은 위치 정보를 비교・검토한 후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여 지도에 반영하는 등 전체의 흐름을 총괄

한 사람은 신경준이었음이 분명하다.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경기도지도>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함경북도지도>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함경남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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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준이 제작한 고을지도 계통은 보물 제1587호인 《조선지

도》 7책 이외에도 여러 본 전해지고 있다. 완질본으로는 한국학중

앙연구원 장서각의 《지도地圖》 4책,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지도地

圖》 4책, 국립중앙도서관의 《팔도지도八道地圖》 8책이 있고, 결본으

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

圖》 3책,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여지도輿地圖》 2책, 국립중앙도서

관의 《동국지도삼東國地圖三》 1책이 있다.6 이 중 보물 제1587호인 

《조선지도》 7책은 색감이 가장 뛰어나고 글씨 역시 가장 정제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며, 신경준이 제작한 고을지도책의 원

본이거나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신경준이 제

작한 전도 계통은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도별지도 계통으로

는 보물 제1598호인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4장과 보물 

제1599호인 《경상총여도》가 유일하다. 두 지도 모두 색감이 아주 

뛰어나고 글시 역시 정제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문화재

적 가치가 아주 높으며, 역시 신경준이 제작한 도별지도의 원본이

거나 가장 가까운 필사본으로 판단되고 있다.      

신경준이 제작한 초대형 지도 중 고을지도책은 수정본인 국립

중앙도서관의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3책 계통을 거쳐 민간으로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강원도지도>

《경상총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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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에서는�‘조선지도’란�이름을�붙인�지도책이�만들어지지�않았기�때

문에�일제강점기�때�조선시대에�제작된�지도들을�재정리하면서�붙인�이

름으로�판단된다. 

2 �『강계고疆界考』는�조선전체,�도道,�고을의�영역과�경계에�관한�여러�역

사적・지리적�사실을�고찰한�책이다.�

3  『사연고四沿考』는�압록강・두만강변의�육로와�동해・서해・남해의�수

로에�대한�정보를�고찰한�책이다.

4 �‘가람伽藍’은�절寺刹을�가리킨다.

5 『여지도서輿地圖書』는�지도와�지지를�합해놓은�전국�고을지리지이다.

6 �동일한�내용의�지도책이라고�하더라도�필사자�또는�이용자에�따라�다양

한�이름을�붙여�사용했다.�‘지도地圖’란�이름은�일제강점기�때�붙였을�

가능성이�높으며,�국립중앙도서관의�《팔도지도》는�도별로�‘○○方輿’라

고�붙은�지도책을�합하여�도서�정리�과정에서�붙인�것이다.�국립중앙도

서관�소장의�《동국지도삼》은�원래�완질본이었는데,�그�중에서�세�번째�

지도책이었던�경상도만�전해지고�있다.�

흘러나가 유행하면서 김정호가 《청구도靑邱圖》 2책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청구도》 2책의 모든 면을 이은 우

리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은 신경준의 지도와 동일하며, 산줄기・

물줄기와 주요 지명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확한 

대형지도의 시작이 정상기라면, 우리나라의 정확한 초대형지도의 

시작은 신경준일 만큼 그의 지도 제작은 지도학사적 측면에서 높

은 가치를 갖고 있다. | 이기봉

《경상총여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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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태호, 「판화예술로 본 金正浩의 <大東輿地圖>」, 『대동여지도에게 길을 묻다 : 

1861~2001』 대동여지도 15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대동여지도 

150주년 기념 학술사업 준비위원회, 2011

13 장상훈, 『박물관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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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jido (Atlas of Korea), Hamgyeong-do, Gyeonggi-do, Gangwon-do jido (Maps of Hamgyeong-do, Gyeonggi-

do, and Gangwon-do), and Gyeongsang chongyeodo (Comprehensive Map of Gyeongsang-do) are either originals 

drawn by Sin Gyeong-jun in 1770 upon royal orders from King Yeongjo or manuscript copies from a later 

period. In 1770, the cartographer Sin published an eight-volume geographic monograph on villages, eight 

provincial maps, and one national map. Joseon jido is the geographic monograph on villages, and Hamgyeong-do, 

Gyeonggi-do, Gangwon-do jido and Gyeongsang chongyeodo are folding provincial maps. 

Inheriting the cartographic trend of making large-scale national maps based on precise measurements begun in 

the 1740s by Jeong Sang-gi, Sin Gyeong-jun further developed this current in 1770 by producing an extra-large 

map measuring roughly 5.5 meters along the north-south axis. 

Engaged in the compilation of the encyclopedia Dongguk munheon bigo, the talented mapmaker Sin was 

appointed to head the publication of the geography book Gangyeokji, whose title was later adjusted to Yeojigo. 

In 1769, Sin made a request to King Yeongjo to include village-level maps in Yeojigo and was granted royal 

approval. After obtaining permission, it took him roughly eight and one-half months to complete the village, 

provincial, and national maps. 

“Dongguk jidobal” (Writing on the Map of Korea) in Sin’s book Yeoam yugo (Posthumous Works of Yeoam) notes, 

“Maps are drawn based on 76 vertical lines and 131 horizontal lines with an interval of two chon.” This grid 

allowed the mapmaker to improve the level of precision and also enabled users to project actual distances. The 

Joseon jido  
Atlas of Korea

Hamgyeong-do, 
Gyeonggi-do, 
Gangwon-do jido 

Maps of Hamgyeong-do, Gyeonggi-do,
and Gangwon-do

Gyeongsang chongyeodo 

Comprehensive Map 
of Gyeongsang-do

Treasure No.1587

Treasure No.1598

Treasure No.1599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7 volumes
49.8 × 38.5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4 items 
Hamgyeongbuk-do: 152 × 120cm 
Hamgyeongnam-do: 243.7 × 137.5cm 
Gyeonggi-do: 82.5 × 101.5cm 
Gangwon-do: 164.3 × 152.9cm
Kyung Hee University Hye-Jung Museum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1 volume
147 × 111.8cm
Sin Seong-su

seven-volume Joseon jido (Treasure No. 1587) is the geographic monograph on villages compiled by Sin Gyeong-

jun. Out of the original eight volumes, with each volume pertaining to the villages of one province, the volume 

on Jeolla Province is missing and five villages in Gyeonggi-do—Yeoncheon, Gapyeong, Yangju, Pocheon, and 

Yeongpyeong—are absent. The map of each village is marked with a grid of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at roughly 

4.2-centimeter intervals. Regardless of size, even small villages such as Yangcheon in Gyeonggi-do occupy a full 

page measuring 49.8 by 38.5 centimeters. In the case of large villages such as Gyanggye Pyesa-gun in Pyeongan-do 

and Hamheung in Hamgyeong-do, they are depicted on a large sheet the size of two pages combined, which is 

folded to fit within the book. 

With the exception of boundaries among villages, each of the four maps together designated Treasure No. 1598—

maps of Hamgyeongbuk-do, Hamgyeongnam-do, Gyeonggi-do, and Gangwon-do—are identical to the village 

maps of each province found in Joseon jido. The same is true of Gyeongsang chongyeodo, Treasure No. 1599.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se provincial maps were produced by combining village maps pertaining to each province. 

Meanwhile, the map of Gyeonggi-do shows a slight difference from the related village maps: the enclosure of 

Seoul Fortress was drawn on a larger scale than that of other areas, distorting the representation of regions in close 

proximity to the capital. This is interpreted as a nod to the principle of observing cartographic precision while at 

the same time highlighting the authority of the capital by magnifying the Seoul region. 

Working under royal auspices, Sin Gyeong-jun was able to enjoy easy access to the extensive trove of geographic 

information gathered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One of the more significant sources of data was Yeoji 

doseo, a collection of village-level geographic monographs spanning the entire country. It was compi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1759 by collating and editing local geography books prepared and submitted by individual 

villages through respective Provincial Offices. Yeoji doseo contained detailed information on directions and distances 

which were unavailable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ion of the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Although it cannot be confirmed in historical records, Sin’s mapmaking is assumed to have benefitted from the 

support of a large pool of experts. In addition, given that the cartographic project was conducted under royal 

approval from King Yeongjo, it would have been royal painters from the Dohwaseo (Office of Painting) who 

actually drew the maps. However, it was doubtlessly Sin Gyeong-jun himself who supervised the overall process of 

the project by comparing numerous pieces of geographic information and identifying the most authentic items. 

Although there are several other versions of village-level geographic monographs prepared by Sin Gyeong-jun, Joseon 

jido, designated Treasure No. 1587, is by far the most outstanding example in terms of dexterity and refinement 

of shading and handwriting. It is also believed to be either the original, or at least the copy most faithful to the 

original. Hamgyeong-do, Gyeonggi-do, Gangwon-do jido (Treasure No. 1598) and Gyeongsang chongyeodo (Treasure 

No. 1599) are the only provincial maps to have survived until today. These two bodies provincial maps are also 

distinguished by their colorful painting and refined handwriting, and are purported to be the original provincial 

maps drawn by Sin, or at least the copies most reflective of the originals. Sin’s national map has yet to be discovered.

The geographic monograph on villages prepared by Sin Gyeong-jun was disseminated to the citizenry through the 

three-volume Haedong yeojido (Map of Korea) currently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t also ultimately 

served as a primary source of reference for the production of the two-volume Cheonggudo (Map of Korea) by Kim 

Jeong-ho. While Jeong Sang-gi is evaluated to be the instigator of the production of large-scale national maps, Sin 

Gyeong-jun is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for the practice of making extra-large national maps. The mapmaking 

efforts of Sin thus take on major significance in Korean cartograph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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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Haedong yeojido  
Map of Korea

009 조선(18세기)

저지楮紙

3책 244장

세로 34.1cm, 가로 22.2cm

국유(국립중앙도서관)

보물 제1593호

《해동여지도》 3책(이하 《해동여지도》)1은 1770년 영조의 명을 

받아 신경준申景濬(1712-1781)이 제작한 고을지도책을 1776년에서 

1787년 사이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편집한 고을지도책의 후대 

필사본이다. 현재 완질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전해지고 있으며, 

결본이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오사카부립나카시마도서관大阪

府立中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신경준은 지리지인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에 함께 수록할 

목적으로 전국 모든 고을의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여지고」가 고을별 지리지가 아니라 주제별 지리지의 체제로 편

찬되면서 고을지리지와 고을지도를 함께 수록하려는 신경준의 계

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고을지도책 8권만 분리・편

찬되어 이용되었는데, 원래 지리지 속에 삽입하려던 고을지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지도책으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고을

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통치・군사 관련 지지 

정보가 수록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을지도

의 여백에 고을의 기초적인 지지 정보를 써넣은 필사본이 제작되

기도 하였다. 《해동여지도》에서는 1・2책에 고을별 지도를, 3책에 

고을별 행정・통치・군사 관련 지지 정보를 수록하여 서로 비교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책에 수록된 고을 지

도의 순서와 3책에 수록된 고을 지지의 순서를 같게 하여 서로 찾

아보기 쉽게 만들었다.

신경준은 고을 지도를 연결하여 그리기만 하면 도별지도나 전

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고을에 20리의 눈금선 간격을 4.2cm로 통

일시켜 동일한 축척을 적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로 인해 평

안도의 강계부+폐사군과 함경도의 함흥부처럼 고을의 면적이 아

주 넓은 경우 지도책의 2면보다도 훨씬 크게 그려지게 되었고, 지

도책의 2면을 넘는 부분은 접어서 끼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데 이렇게 하면 지도를 펴고 접을 때마다 접혀진 부분이 쉽게 훼

손되는 단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신경준은 경기도의 양천현이나 

강원도의 흡곡현처럼 고을의 면적이 아주 작아 지도책 한 면의 극

<경위전도> 및 <양주> 지도

<양천>・<교하>・<수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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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부분에만 그려지는 경우에도 한 고을은 한 면에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지도책의 부피가 많아져 필사에 드는 

종이의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단점을 갖게 되었다. 펴고 

접을 때의 훼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동여지도》에서는 20리

의 눈금선 간격을 좁혀서 아무리 면적이 넓은 고을이라 하더라도 

지도책의 두 면을 넘어가지 않게 그렸다. 또한 면적이 아주 작은 

고을의 경우 20리의 눈금선 간격을 넓혀서 너무 작게 보이지 않

게 하였다. 필사할 때 종이의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적이 작은 고을의 경우 지도책의 1

면에 2~3개의 고을을 함께 그렸다. 또한 월경지越境地와2 견아상입

지犬牙相入地가3 많아 고을 사이의 경계선이 복잡한 경우 최대 9개

의 고을을 두 면에 연결해서 그려 종이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신경준의 고을지도책은 도별지도 8장, 전도 1축과 함께 제작・

이용되었기 때문에 각 고을이 도道와 전국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를 알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만들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고을지도책

이 도별지도나 전도가 없는 곳에서 이용될 경우 각 고을이 도와 전

국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단점을 갖

게 되었다. 《해동여지도》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각 도의 가장 앞쪽에 <경위전도經緯全圖>를 배치하였다. 신경준

은 전국을 “세로선 76개, 가로선 131개를 그려 만들었다”고 했는

데, <경위전도>는 가로세로로 눈금선(方眼)을 긋고 세로 눈금선에 

1~76, 가로 눈금선에 1~131의 번호를 붙인 다음 고을의 중심지 

위치와 이름을 표시한 것이다. 다만 각 도별 <경위전도>에는 고을

의 중심지가 있는 곳까지만 표시하고 제주도의 제주・대정・정의 

세 고을을 제외하였다. 이 때문에 세로 눈금선에는 4~66, 가로 눈

금선에는 3~118의 번호만 적혀 있으며, 우도・좌도, 남도・북도, 

영동・영서를 구분하는 선이 그어져 있다. 결국 도별 <경위전도>

는 세로 1~76, 가로 1~131의 번호가 붙여진 전국의 눈금선 체계 

속에서 각 고을 중심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웃한 고을이 어느 

고을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제의 고을 지도에는 세로의 눈금선에 1~73, 가로의 눈금선에 

1~121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는 신경준이 말한 것과 

약간 다른 것이다. 하지만 전라도 나주의 서남해안에 기록된 73번 

밖으로 3개의 세로 눈금선이 더 그어져 있으며, 제주도의 지도

에는 10개의 눈금선에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이러한 숫자를 

합하면 신경준이 언급한 것과 《해동여지도》의 눈금선 숫자가 정확

하게 일치한다.

《해동여지도》는 이용과 필사의 편리함이란 측면에서 신경준이 

제작한 고을지도책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혁신적 작품이

다. 김정호金正浩(추정 1804-1866)는 그가 직접 쓴 「청구도범례靑邱圖

凡例」에서 주로 참고하며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지도책의 문제점을 

① 고을의 지도 위에 그려진 눈금선의 간격이 달라 서로 경계를 이

어보기 어려웠으며, ② 지도 위의 눈금선이 산줄기와 물줄기를 잘

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해

동여지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청구도》에 수록된 산줄기・

물줄기・해안선과 주요 지명의 정보도 《해동여지도》와 거의 동일

하다. 따라서 《해동여지도》가 갖고 있는 지도학사적 가치는 

정상기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대형지도의 흐름이 신경준의 정확한 

초대형지도를 거쳐 우리나라 지도학의 집대성자인 김정호의 《청

구도》까지 연결되는데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해동여지도》 계통의 고을지도책이 민간에서 상당히 유행

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보전되는 완질본은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의 《해동여지도》 3책 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하여 문화

재적 가치도 높다. | 이기봉 

1 �‘해동海東’은�중국의�발해�동쪽에�있다는�뜻으로�우리나라를�가리키는�

용어�중의�하나로�사용되었다.�따라서�‘해동여지도’는�‘우리나라�지도’

라는�일반명사의�의미로,�내용과�형식이�다른�지도책�또는�지도첩에서

도�사용되었다.

2  월경지越境地는�한�고을의�영역이�다른�고을의�경계를�넘어가�있는�경우

를�가리킨다.

3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는�여러�고을의�경계선이�개의�이빨이�겹쳐지는�것

처럼�복잡하게�얽혀�있는�경우를�가리킨다.�

In 1770, a geographic monograph on villages was made by Sin Gyeong-jun (1712–1781) upon royal orders 

from King Yeongjo and was revised between 1776 and 1787 for enhanced convenience of use. Haedong yeojido 

(Map of Korea) is the 19th-century manuscript copy of the revised edition of Sin’s atlas, consisting of three 

volumes. The only complete set of these three is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complete sets of this 

work on the geography of villages are locat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at the Osaka Nakajima 

Library in Japan. 

Volumes 1 and 2 contain village maps, and Volume 3 displays explanatory notes on the administration, 

governance, and military organization of the villages in order to allow a reader to easily compare the two 

sections. To facilitate the use of the cartographic material, the order of villages featured in the first and second 

books, and the third one is the consistent. 

To minimize any potential harm that may be inflicted by unfolding and folding the maps, the actual size of the 

squares in a 20 li-interval grid was narrowed to accommodate large villages within the limits of two pages. For 

small villages, the size of the square was widened to prevent them from appearing insignificant. In some cases 

where they were small enough to be included, multiple villages were drawn on a single page in an attempt to 

reduce the paper costs for those who would do the copying. A further effort was made to diminish the amount 

of paper needed for copying: when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villages were complex, several villages—as 

many as nine—were collectively drawn on two connecting pages. 

A “Gyeongwi jeondo” (Grid Reference Map) was inserted in the front of each province. In gyeongwi jeondo, 

the country is divided according to 76 vertical lines and 131 horizontal lines with each line designated by an 

according number, and the village concerned is marked along the lines. Gyeongwi jeondo was designed to allow 

a viewer to easily locate the village concerned—and its neighboring villages as well—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country. 

In terms of convenience of use and copying, Haedong yeojido is an advanced version of the original map made 

by Sin Gyeong-jun. From the point of view of cartographic history, Haedong yeojido played an intermediary role 

enabling the tradition of making precise large national maps initiated by Jeong Sang-gi to be developed into 

grand-scale mapmaking by Sin Gyeong-jun and then to fully blossom in Cheonggudo (Map of Korea) by Kim 

Jeong-ho (ca. 1804–1866). Its value also lies in its rarity: Although village geographic maps are assumed to have 

been popular in the private sector at the time, this one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the sole example 

of a complete set of three volumes.

Haedong yeojido  
Map of Korea

Treasure No.1593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3 volumes 
34.1 × 22.2cm
National Libra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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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도
靑邱圖
Cheonggudo
Map of Korea

010 1
조선(19세기)

저지楮紙

2책 197장

세로 30.6cm, 가로 20.4cm

국유(국립중앙도서관)

2
조선(19세기)

저지楮紙

2책 182장

세로 33.1cm, 가로 22.3cm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도서관)

3
조선(19세기)

저지楮紙

2책 197장

세로 30.7cm, 가로 20.5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1594-1, 2, 3호

영남대학교 도서관의 《청구도》 표제는 ‘여지도輿地圖’라고 되

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청구도》는 표

제도 ‘청구도靑邱圖’1라고 표기되어 있다. 세 지도책 모두 김정호

金正浩(추정 1804-1866)가 편찬한 《청구도》이지만 영남대학교 도서

관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내용

이 서로 다르다. 김정호는 1834년(순조 34)에 첫 번째 《청구도》를 

편찬한 이후 1849년까지 3차에 걸쳐 형식이 다른 개정본을 만들

었다. 이 중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첫 번째, 고려대학교 도

서관 소장본은 2차 개정본인 세 번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3차 개정본인 네 번째 《청구도》이다.

김정호가 직접 작성한 「청구도범례靑邱圖凡例」에는 《청구도》 편

찬의 기본 지도 역할을 했지만 이용의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개선

하여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지도책의 형식적 특징이 자세하게 서

술되어 있는데, 바로 보물 제1593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 소

장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와 동일하다. 또한 《청구도》가 내용의 

구성에서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산줄기・물줄기・해안선과 주요 

지명 등의 기본 정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역시 《해동여지

도》의 것과 동일하다. 결국 김정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

여지도》 계통의 고을지도책을 입수하여 면밀하게 비교・검토한 

후 《청구도》를 편찬했던 것이다.  

김정호는 첫 번째 《청구도》가 나온 1834년 이전에도 『신증동

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서 시문詩文과 인물 등 지리적 

성격이 약한 항목과 내용을 생략하여 고을별로 정리한 후, 『동국

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비롯한 조선후기의 여러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을 교정한 『동여편고東輿便攷』 2책의 편찬

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청구도》를 편찬한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표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도범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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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과 1849년 사이에는 새로운 전국 고을지리지인 『동여도

지東輿圖志』 20책이 1차로 완성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청구도》부터 수록된 「청구도범례」에는 지리지나 지도

에서 위치 정보가 다른 것이 많아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

려워 그가 참고한 옛 지도 즉, 《해동여지도》 계통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고 적어놓았다. 많은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 고을지

리지의 편찬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종류의 《청구도》를 

완성할 때까지는 기본 정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이

용의 측면에서 《해동여지도》 계통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도책의 편찬에 노력하였다. 

첫째, 《해동여지도》 계통에는 지도가 고을별로 나누어져 있고 

20리의 눈금선(方眼) 간격이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파악하

였다. 김정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0리 눈금선의 간격을 동

일하게 만든 후 축소・확대를 통해 모든 고을을 이어 그려 남북 

6m 안팎의 <조선전도朝鮮全圖>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너무 커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남북 100리, 동

서 70리의 간격으로 나눈 후 2책으로 묶었다. 첫 번째 《청구도》

는 전국을 28층層 22편片으로 나누었는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청구도》까지는 남해안의 바다 부분에 1층을 더 설정하여 29층 

22편으로 나누었다.

둘째, 《해동여지도》 계통의 고을지도에는 20리의 눈금선이 지도 

위에도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지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파악하였다. 김정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0리 눈금

선이 그어진 남북 100리와 동서 70리 크기의 책받침을 만들었고, 

그 위에 밑이 비치는 얇은 종이를 대고 지도를 그려나갔다. 《청

구도》의 필사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면 10리 눈금선의 장

점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베끼면서도 지도 위에서는 눈금선을 없앨 

수 있다고 「청구도범례」에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해동여지도》

의 고을지도 위에 그어진 20리의 눈금선은 단지 정확하게 그리

거나 베끼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지도의 이용자들에게 지도의 

축척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면 

지도 위의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만다. 김정

호도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지도 각 면의 외곽선에 10리 간

격의 축척을 표시해 주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해동여지도》의 경우 고을별로 따로 그려 묶은 지도책

이기 때문에 수록된 고을 이름의 순서를 가장 앞쪽에 적어주면 

찾아보기에 편리하다. 하지만 전국을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 2

책으로 묶은 《청구도》는 고을별로 수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른 방식을 개발하지 않는 한 찾아보기에 정말 불편하다. 김정호

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청구도》에서는 <도별

전도道別全圖>, <팔도분표八道分俵>, <주현총도목록州縣總圖目錄>을 

만들어 1책의 가장 앞쪽에 수록해 주었다. <도별전도>에는 도道 

전체의 경계선 위에 20리 간격의 눈금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

에 고을의 이름과 중심지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팔도분표>는 전

국을 남북 100리, 동서 70리 간격의 사각형으로 나눈 후 남북으

로 28층, 동서로 22편의 번호를 적어준 작은 조선전도다. <주현

총도목록>은 도별로 각 고을의 중심지가 있는 <팔도분표>의 층

편 번호를 적어놓은 표이다. 예를 들어 <주현총도목록>의 서울

(京都) 밑에는 “16층 4편”이 적혀 있는데, 이는 서울의 위치가 16

층 4편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지도의 각 면에 

층편의 번호가 없으면 찾아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호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구도》 각 면의 안쪽 부분

에 해당 부분이 있는 <팔도분표> 위의 층편 번호를 적어 주어 해

결하였다. 두 번째 《청구도》부터는 <도별전도>, <팔도분표>, <주

현총도목록>을 하나로 합한 <본조팔도주현총도本朝八道州縣總圖>

란 찾아보기지도(索引圖)를 만들어 1책의 앞쪽에 수록해 주었다. 

여기에는 도별 경계선이 그려진 조선전도 위에 29층 22판의 번

호가 적혀 있고, 그 위에 고을의 이름과 중심지의 위치가 표시

되어 있다. <본조팔도주현총도>와 같은 찾아보기지도는 근대의 

대중적 대축척 지도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선의 

지도책 중에서는 《청구도》에서만 발견된다.

넷째, 《청구도》가 아무리 초대형의 자세한 지도책이라고 하

더라도 현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만:1 도로지도책의 

1/4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21만:1 안팎의 축척에 불과하다. 이 

축척에서는 궁궐, 종묘, 국가의 주요 기관 등이 밀집한 서울의 

도성이 지명을 2~3개밖에 쓰지 못할 정도로 작게 그려진다. 

따라서 서울의 도성에 밀집된 주요 정보를 자세하게 표시해 

주려면 지도책의 일반 면보다 훨씬 크게 그린 지도를 따로 제작

하여 넣어주어야 한다. 김정호도 이 점을 잘 파악하여 두 번째의 

《청구도》부터 지도책의 앞쪽 8면에 걸칠 정도로 큰 <도성전도都城

全圖>를 그려 수록해 주었다.

다섯째, 《해동여지도》의 고을별 지도에는 없었지만 국가의 

통치와 국방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선별・정리하여 지도 

위의 고을 경계선 안 빈 공간에 적어주거나 도표로 정리하여 지

도책의 뒤쪽에 수록해 주었다. 이 중 네 종류의 《청구도》에 모두 

들어가 있는 정보로는 고을의 호수, 전답의 결수結數, 곡식의 생산량, 

군역 대상자의 수, 서울로부터의 거리가 있다. 그밖에 역사지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본조팔도주현도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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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靑丘는�중국을�중심으로�동쪽에�있는�지역을�가리키는데,�우리나라

를�의미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공자의 이

름인 ‘구丘’와�동일한�한자를�사용하지�않는�것이�유행하면서�‘청구靑邱’

라고�쓰는�것이�일반적이었다.

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고을 이름을 적

어 주었고, 중앙에서 고을에 파견한 지방관의 등급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세 번째 《청구도》부터는 신라와 고려 때의 고을 옛 이

름에 대한 찾아보기지도도 만들어 1책의 앞쪽에 수록해 주었다.   

여섯째, 지도의 편찬 과정, 내용의 구성 및 이해 방법, 이용・

필사 때 조심해야 할 점, 국가가 전국의 모든 고을에 《청구도》를 

배포하여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교정하는 방법, 실용적인 지리

지를 편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한 「청구도범례」를 

세 번째 《청구도》부터 수록하였다. 

김정호가 네 번에 걸친 《청구도》의 편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측면은 바로 이용의 편리함이었다. 그 결과 《청구도》

는 근대적 측량의 정확성만 제외하면 근대 이후의 대축척 지도

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다. 《청구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도학사적 가치는 조선시대를 포함한 전통문

명의 국가에서 편찬된 대축척 지도책 중 가장 찾아보기 쉬운 방

법을 개발하여 적용했다는 점에 있다. 2013년까지 현존하는 것

으로 조사된 《청구도》는 총 17종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9

종, 일본에 7종, 미국에 1종이 있다. 그리고 네 종류의 《청구도》 

중에서 첫 번째가 6종(우리나라 2종), 두 번째가 5종(우리나라 

2종), 세 번째가 3종(우리나라 3종), 네 번째가 2종(우리나라 1

종), 미상未詳이 1종(우리나라 1종)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청구도》 중 보물 제1594-2호의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첫 번째 《청구도》 중에서, 보물 제1594-3호의 고려대학교 도서

관 소장본은 세 번째 《청구도》 중에서, 보물 제1594-1호의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네 번째 《청구도》 중에서 채색 및 보존 상

태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 이기봉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함흥・홍원> 지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함흥・홍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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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pies of this map, one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other at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are entitled Cheonggudo, but the Yeungnam University Library copy bears the title Yeojido on the cover. The 

three copies are all Cheonggudo (Map of Korea) compiled by the cartographer Kim Jeong-ho, but differ from 

each other in terms of content. After compiling the original Cheonggudo in 1834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r. 1800–1834), the mapmaker Kim went on to publish three more revised editions by 1849. The Yeungnam 

University Library copy is the original 1834 Cheonggudo,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copy is the second 

revised edition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the third. 

“Cheonggudo beomnye” (Explanatory Notes for Cheonggudo), composed by Kim Jeong-ho himself, details 

the features of the source cartographic material to which Kim referred when making Cheonggudo, but the work 

attempts to make an innovative advancement from them as well. The source material is indicated as Haedong 

yeojido (Map of Korea), Treasure No. 1593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espite slight discrepancies, 

Cheonggudo resembles Haedong yeojido in its primary information, such as data on mountain ridges, watercourses, 

coastlines, and major place-names. Given this, it is assumed that Kim collected district maps from the time, 

made in the same style as Haedong yeojido, and collated and edited them to publish Cheonggudo. 

The aspect to which the brilliant mapmaker paid the most attention during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four 

different editions was convenience of use. Resultantly, Cheonggudo came to be equipped with cartographic 

characteristics typical of modern large-scale maps, excepting the precision of mensuration. The greatest value 

of Cheonggudo from the perspective of cartographic history stems from the fact that it embodied the easiest-

possible referencing mode among the large-scale maps produced during the period. As of 2013, research has 

identified a total of 17 copies of Cheonggudo: nine in South Korea, seven in Japan, and one in the United States. 

Out of the 17, the first edition accounts for six (two in South Korea); the second, five (two in South Korea); the 

third, three (three in South Korea); the fourth, two (one in South Korea); and of unknown edition, one (one 

in South Korea). Among those found in South Korea, each of the best-preserved copies in terms of shading 

and integrity, selected from the first, the third, and the fourth editions, are designated Treasure No. 1594-2 

(the Yeungnam University Library copy), No. 1594-3 (Korea University Library copy), and No. 1594-1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py), respectively.

Cheonggudo
Map of Korea

Treasure No.1594-1, 2, 3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도성전도> 세부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2 volumes
30.6 × 20.4cm
National Library of Korea

1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2 volumes
33.1 × 22.3cm
Yeungnam University Library

2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2 volumes
30.7 × 20.5cm
Korea University Libra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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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도
東輿圖
Dongyeodo
Atlas of the Eastern State

011 1
조선(1856년-1859년)

한지에 채색

23첩

1면: 세로 30.5cm, 가로 20cm

전체: 세로 671cm, 가로 400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2
조선(1856년-1859년)

저지楮紙

23첩

1면: 세로 30.5cm, 가로 20cm

전체: 세로 671cm, 가로 400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358-1, 2호 

김정호가 1856년에서 1859년 사이에 제작한 필사본 《동여

도》 23첩은 1첩의 목차와 2~23첩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

두 연결하면 남북 약 6.7m의 초대형 조선전도가 된다. 산줄기・

물줄기・해안선과 주요 지명 등이 1861년에 간행된 목판본 《대

동여지도》 22첩과 거의 동일하다.

찾아보기 편리한 책 형식의 《청구도》를 네 번에 걸쳐 편찬한 

이후 김정호는 1850년대부터 이어보기 편리한 병풍식의 첩 형

식인 《대동여지도》의 제작에 나선다. 첫 번째 작품은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의 필사본 《대동여지도》 14첩(이하 《대동여지도》 

14첩)1이고, 두 번째 작품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

여지도》 18첩(이하 《대동여지도》 18첩)이며, 세 번째 작품이 바

로 필사본 《동여도》 23첩(이하 《동여도》)2이다. 그리고 1861년

에 간행한 네 번째 작품이 목판본 《대동여지도》 22첩(이하 목판

본 《대동여지도》)이며, 1864년에는 일부 잘못된 곳을 교정하여 

재간再刊하였다.

필사본 《대동여지도》 14첩은 모두 지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전국을 남북 200리와 동서 140리 간격의 14층으로 나눈 후 각 

층을 독립된 첩으로 만들었다. 이는 남북 100리와 동서 70리로 

나눈 《청구도》를 남북과 동서로 2배 늘린 것으로, 눈금선 체계에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필사본 《대동여지도》 18첩은 지도에 대

한 설명과 찾아보기 등의 방식을 적은 1첩과 2~18첩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첩의 지도 한 면은 남북 150리와 동서 100리

의 크기이며, 《청구도》에서 《대동여지도》 14첩까지 이어진 눈금

선 체계를 바꾸었다. 《동여도》의 지도 한 면은 남북 120리와 동

서 80리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 《대동여지도》 역시 동일하다. 

이는 《동여도》를 편찬하면서 《대동여지도》 18첩의 눈금선 체계

를 또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김정호가 찾아보기 쉬운 책 형식의 《청구도》 이후에 병풍식

의 첩 형식인 《대동여지도》와 《동여도》를 편찬한 이유는 이어보

기 편리한 대축척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의 《청구

도》는 1책에 1~14층, 2책에 15~28층을 수록하였는데, 남북의 

두 층을 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두 번째의 《청구도》부터

는 1책에 홀수층을, 2책에 짝수층을 수록하였는데, 1책과 2책으

로 분리된 남북 2면을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전체 펼친 모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지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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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책 5층 15편의 북쪽 면을 연결해 보고 싶으면 2책의 

4층 15편을 펴서 위쪽에 놓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 방식만으로

는 지도책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동서와 남북으로 마음대

로 연결해서 보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대동여

지도》와 《동여도》의 병풍식은 동서로 펴면 모두 연결할 수 있으

며, 층마다 분리된 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도 원

하는 만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동서와 남북의 이어보기라는 측면에서 《대동여지도》와 《동여

도》는 《청구도》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지만 동서와 남북으로 이

어보는 것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 각 면의 동서남북 

부분에 여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 결과 《청구도》에서 찾아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했던 층편의 번호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더불어 축척도 그려 넣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어보기 

편리한 지도첩의 편찬은 《청구도》와 다른 형식의 찾아보기와 축

척 표시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대동여지도》 14첩에서는 각 첩의 표지마다 중심지가 수록된 

고을의 이름을 적어 주는 단순한 방식을 채택하여 찾아볼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도 위에 20리의 간격으로 그은 눈금선을 

그대로 남겨두어 지도의 축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은 《청구도》를 편찬할 때 바꾸려고 노력했던 《해동여지도》

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대동여지도》 18첩에서는 고

을의 중심지가 수록된 첩의 번호를 도별로 적어놓은 「여지도목

록輿地圖目錄」을 1첩에 수록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지도 위에는 눈금선을 다시 없애버렸는데, 그렇다고 《청구도》

처럼 지도 면의 여백에 축척을 표시해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첩의 지도 면에서 축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데, 대신 

각 첩의 크기가 남북 150리, 동서 100리라는 문구를 1첩에 적어

주는 방식을 택하여 축척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동여도》에서

는 첩별로 중심지가 수록된 모든 고을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1첩

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측면에서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2첩의 첫머리에 눈금선의 간격(每方)이 10리이며 전체의 한 면(每

片)은 남북 120리와 동서 80리라는 문구가 적힌 눈금선표(方眼標)

를 수록하여 각 면의 축척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까지 언

급한 것처럼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14첩에서 《동여도》까지 동

서와 남북으로 이어보기 편리한 지도첩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

난 찾아보기와 축척 표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법

을 고안해 냈지만 어느 것도 《청구도》의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

었다. 다만 이어보기 편리한 지도첩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찾아보기와 축척 표시 방법은 《동여도》에서 나타났다.

《해동여지도》 계통에는 고을・진보鎭堡・찰방역察訪驛・창고・

봉수烽燧 등의 기호가 사용되었지만 그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

도록 정리한 기호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의 《청구도》

에서는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포함),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 진

보鎭堡,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 포함), 찰방역察訪驛, 속역屬

驛, 감목監牧, 봉수, 창고, 면面 등 12개의 기호를 사용했으며, 1책

의 앞쪽에 이들 기호를 정리한 「제표총목諸標總目」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의 《청구도》에서 사용된 기호의 종류는 첫 번째와 거의 

동일하지만 「제표총목」과 같은 기호표를 수록하지는 않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청구도》에서는 고을의 정보를 7개, 진보의 정

보를 4개로 더 세분하여 기호 옆에 고을과 진보에 파견된 지방관

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청구

도》에 비해 기호의 수가 적어졌으며, 기호표도 수록되어 있지 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지도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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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이의 거리는 10리 간격의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실

제로는 구불구불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직선에 가깝게 그리면

서 산지의 10리 간격이 평지의 10리 간격보다 짧게 표현되었다.  

지도의 각 면보다 더 자세하고 크게 그린 도성의 지도가 두 번

째의 《청구도》부터 수록되다가 《대동여지도》 14첩에서는 사라

진다. 그런데 《대동여지도》 18첩에서 도성도가 다시 등장할 뿐

만 아니라 도성 안과 밖을 모두 그린 한성부의 지도가 추가된다. 

《동여도》에서는 기본 구도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더욱 정교

한 도성도와 한성부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김정호는 산줄기・물줄기・해안선과 주요 지명의 측면에서 

《청구도》까지는 《해동여지도》 계통의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통치・

군사・역사 관련 지지 정보를 추가하는 변화만 주었다. 《대동여

지도》 14첩에서도 기본 정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옛 고을古邑이

나 옛 진보鎭堡를 추가로 표시하였다. 《대동여지도》 18첩에서는 

산줄기・물줄기・해안선의 흐름과 주요 지명의 일부 위치가 바

뀌었다. 《동여도》에 이르면 산줄기・물줄기・해안선의 자세한 

모습과 주요 지명의 위치에서 기존의 것과 같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그렸다. 지명의 수도 《청구도》의 13,000

여 개보다 훨씬 많은 18,000여 개가 되었고, 산줄기・물줄기의 

수 또한 《청구도》보다 훨씬 자세하다. 《청구도》에는 거의 표시되

어 있지 않던 길이 전국에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는 것도 지도에 

표시된 새로운 정보의 증가를 의미한다. 

김정호는 지도의 제작과 함께 진행시킨 『동여편고』 2책, 『동

여도지』 20책, 『여도비지輿圖備志』(최성환과 공편) 20책 등의 지

리지 편찬 과정에서 새롭게 정리한 위치 정보를 《동여도》의 편

찬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지도를 탄생시

다. 《청구도》가 지지 정보를 최대한 담아내려 했던 반면에 《대동

여지도》 계통은 지지 정보를 최소화시키면서 지도의 속성을 강

하게 부각시키려 하였는데, 그 결과 기호의 사용과 기호표 수록

의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가 나타났다. 《대동여지도》 14첩은 《청

구도》에 비해 기호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사용했으며, 고읍古

邑, 고을의 성곽 유무, 고진보古鎭堡, 산성과 도로에 대한 기호가 

새로 첨가되었다. 하지만 기호표가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대동

여지도》 18첩에는 기호의 종류가 감영・병영・수영을 의미하는 

영아營衙, 고을州縣, 진보,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되어 여러 속역을 

관장하던 역도驛道, 방면坊面, 창고, 봉수 등 7개로 대폭 줄어들었

지만 <지도표地圖標>라는 이름의 기호표가 1첩에 수록된다. 《동

여도》에서는 가장 많고 정교화된 기호와 기호표가 등장한다. 제

2첩 여백에 수록된 <지도표>에는 영진營鎭, 고을, 진보, 역도驛道, 

목소牧所(목장), 방면坊面, 창고, 봉수, 능침陵寢, 성지城池, 도로, 

파수把守(국경초소) 등 12개와 성곽의 유무나 옛 것까지 포함한 

세부적인 구분 14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 평면 위의 직선거리와 산 넘고 물 건너 구불구불 실제로 

가는 길 위의 거리는 당연히 다르다. 그런데 옛날의 지도 이용자

들에게 필요한 거리 정보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다. 김정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도》에는 서울로부터 고을에 

이르는 길 위의 실제 거리를 지도 면의 빈칸이나 2책 뒤쪽의 표

에 기록해 주었다. 하지만 《대동여지도》 14첩에서는 길 위의 실

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전혀 표기해주지 않았으며, 《대동여지도》 

18첩에서는 「여지도목록」의 고을 이름 아래에 실제로 가는 거

리 정보를 수록해 주었다. 《동여도》에 이르면 지도의 길 위에 10

리마다 사선을 그어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이 등장했는데, 두 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도성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경조오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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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그 결과 《동여도》는 조선에서 제작된 정확한 대축척 지도

책(또는 지도첩) 중에서 수록된 지명이 가장 많고, 산줄기・물

줄기와 길의 표현이 가장 자세하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김정호

의 《동여도》 필사본은 보물로 지정된 두 종 이외에도 국사편찬

위원회 소장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있다. 이 중 전자는 

불에 타면서 훼손된 결본이고, 후자는 필사 시기가 상당히 늦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 이기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경기도 부분

1 �1첩의�가장�위쪽에�큰�글씨로�‘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라고�표기되어�

있는데,�표지에는�그것의�줄임말인�‘동여東輿’가�적혀�있다.�

2 ‘동여도東輿圖’는�‘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줄여서�쓴�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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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eodo (Atlas of the Eastern State) is a 23-volume manuscript national atlas compiled by Kim Jeong-ho 

between 1856 and 1859. Dongyeodo is comprised of one volume showing the table of contents and 22 more 

of maps folded accordion-style. When unfolded and connected together, the 23 cartographic strips form an 

enormous map of the Korean Peninsula measuring 6.7 meters along the north-south axis. The geographic details 

of mountain ridges, watercourses, and place-names are almost identical with the woodblock-printed version of 

the 22-volume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compiled by Kim in 1861. 

After completing the four editions of Cheonggudo (Map of Korea) in the form of a reference book, starting in 

the 1850s the genius cartographer Kim Jeong-ho embarked on the production of a national map in the form 

of a folding screen comprised of multiple folding maps intended to be linked together to create an extra-large 

national map. The first result of this effort is a Daedong yeojido manuscript of 14 folding strips, currently hous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second is the manuscript version of Daedong yeojido made up of 18 

folding maps, now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23-strip manuscript Dongyeodo is the 

third such achievement, with the title Dongyeodo being an abbreviated form of Dae-dong-yeo-ji-do. The third is 

the woodblock-printed version of the 22-volume Daedong yeojido made in 1861, which was reprinted in 1864 

reflecting the corrections of geographic mistakes. 

The motivation behind the creation of the folding-screen-style maps Dongyeodo and Daedong yeojido after 

publishing the book-type Cheonggudo was to fashion a large-scale map that could be easily assembled and 

disassembled. Consisting of several folding strips, Dongyeodo and Daedong yeojido offer a view of the country 

when the component folding strips are affixed—all or selectively—from the north to the south. 

Simultaneously with fashioning the folding-screen-style map, Kim Jeong-ho proceeded with the compilation 

of geographic monographs such as the two-volume Dongyeopyeongo, the 20-volume Dongyeojido, and the 

20-volume Yeodobiji (coauthored by Choi Seong-hwan). New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while publishing 

these books were actively reflected in Dongyeodo, culminating in the creation of a large-scale cartographic work 

that retains the greatest amount of place-names and information on mountain ridges and watercourses among 

all the large precision maps ever produced in Joseon. Besides the two copies of Dongyeodo designated Treasures 

1358-1 and -2, there are two more copies held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owever, the former is an incomplete set which sustained damage in a fire and the latter is 

considered to have been produced at a significantly later date. 

Dongyeodo
Atlas of the Eastern State

Treasure No.1358-1, 2

Joseon (1856–1859) / Painting on paper / 23 volumes
30.5 × 20cm
Seoul Museum of History

Joseon (1856–1859) / Mulberry paper / 23 volumes
30.5 × 20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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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 목판
大東輿地圖�木板
Printing Woodblocks of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012-2 조선(19세기) 

목재

11장 22면

세로 32cm, 가로 43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581호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012-1 1
조선(1861년)

종이

22첩

1면: 세로 30cm, 가로 20cm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2
조선(1861년)

한지에 채색

21첩

1면: 세로 29.9cm, 가로 20cm

전체: 세로 630cm, 가로 520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3
조선(1864년)

저지楮紙

22첩

1면: 세로 30cm, 가로 20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850-1, 2, 3호

전체 60매로 추산되는 대동여지도 목판의 약 1/5에 해당되는 

12매가 현존하며, 그 중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1매

를 제외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1매가 보물 제1581호로 지정

되었다. 11매 중 9매에는 판목의 앞뒤로 지도가, 1매에는 앞면에

는 지도가, 뒷면에는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책판이, 나머지 1매에

는 뒷면에 내용 없이 앞면에만 ‘대동여지도’의 표제表題가 새겨

져 있다. 보물 제850-1호와 2호로 지정된 《대동여지도》는 1861

년(철종 12) 목판으로 인쇄한 신유본辛酉本이고, 보물 제850-3호

로 지정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고종 원년)에 오류 부분을 수

정하여 재간한 갑자본甲子本이다. 일반적으로 《대동여지도》는 전

국을 남북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을 하나의 첩으로 만든 22첩이

지만 보물 제850-2호로 지정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은 21층

의 남해안과 22층의 제주도를 한 첩에 합하면서 21첩이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 목판 중 표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표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 전체 펼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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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경조오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지도표>

<표> 현존 대동여지도 목판의 현황

소장처 번호 앞면 뒷면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581호)

1 표제

2 4층 5~6판 4층 7~8판

3 4층 11~12판 5층 7~8판

4 6층 13~14판 19층 6판, 15~16판

5 6층 3~6판
8층 19판, 7층 8판, 
13층 15~16판

6 7층 9~10판 『대동지지』책판

7 7층 15~16판 9층 13~14판

8 8층 13~14판 8층 15~16판

9 9층 11~12판 19층 13~14판

10 17층 7~8판 17층 9~10판

11 18층 5~6판, 15판 18층 13~14판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2 6층 15~16판 7층 11~12판

1856년에서 1859년 사이에 편찬한 《동여도》와 1861년에 목판

을 제작하여 간행한 《대동여지도》는 지명의 수와 산줄기의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날 뿐 산줄기・물줄기・해안선의 흐름과 지명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청구도》와 비교하여 《동여도》의 산

줄기・물줄기・해안선의 흐름이 훨씬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 김

정호가 필사본의 《동여도》를 편찬할 때부터 목판의 제작을 미리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필사본에서 목판본으로

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필사본의 《동여도》와 목판본의 《대동여지

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동여도》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첫째, 세필細筆을 사용하여 작

은 글씨까지도 써넣을 수 있고, 둘째, 산과 산줄기 등의 다양한 표

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셋째, 기호의 표현에 여러 가지의 색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만약 김정호가 필사본만큼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재질의 목판 제작을 시도했다면 필사본의 《동여도》와 목판본

의 《대동여지도》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호가 무른 재질이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새길 

수는 있지만 세밀한 표현이 어려운 피나무를 목판으로 선택하면

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지명의 수가 18,000여 개에서 11,000

여 개로 줄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방면坊面이다. 《대동여지

도》의 지도표에는 방면의 기호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의 지도에는 

북부의 일부 고을에만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김

정호는 목판을 새기기 시작할 때는 방면의 정보를 모두 넣으려고 

하다가 북부의 일부 고을을 새겨 보고는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산줄기를 겹친 쐐기 모양의 산봉우리에서 새기기 쉬운 굵고 

검은 먹선의 흐름으로 바꾸었다. 셋째, 23첩에서 22첩으로 줄었는

데, 새기기 어려운 글씨로만 이루어진 1첩의 고을 목차를 없애버

렸다. 넷째, <지도표>의 기호가 26개에서 22개로 줄었으며, 기호

의 모양이 단순해졌다. 

김정호가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지도

를 대량으로 보급할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

지만 피나무는 무른 재질이어서 새기기는 쉽지만 많은 양을 인쇄

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어 인쇄한 양이 100부를 넘어가기 어렵

다고 연구되었다. 현존하는 목판본 《대동여지도》 중 인쇄 상태가 

나쁜 것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도 목판의 상태가 좋지 않

았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호가 목판본 《대동여지

도》를 제작한 가장 큰 이유가 ‘근대식 지도 제작에 비해’서가 아

니라 ‘전통시대의 필사본에 비해’ 대량으로 보급할 목적을 가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량 보급의 목적 이외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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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정에서 지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는 견해도 있다. 김정호는 필사 과정에서 지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

을 필사자보다는 제작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청구도범례」

에 필사할 때 조심해야 할 내용을 미리 기록해 주었다. 이런 관점

에서 보면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제작 목적 중의 하나가 지도의 

내용이 필사 과정에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견

해도 일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목판본의 《대동여지도》 제작이 주

문제작을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동일한 

1861년의 신유본이라고 하더라도 세밀한 교정의 흔적이 다른 경

우가 많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을 통해 볼 때 한꺼번에 다량을 찍기보다는 주문제작을 했을 가능

성이 충분히 있다. 재질이 물러서 가격이 싸고 새기기 쉬운 피나

무를 목판으로 선택했다는 점, 목판의 앞뒤와 여백을 활용했다는 

점, 목판의 두께가 얇다는 점을 통해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목판의 

제작에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경제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호가 단순히 지도 제작의 천재라고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

지만 그는 평생 동안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을 함께 진행시

켰다. 지도는 이미지 자료이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지리지는 문자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의 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지리지를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김정호도 이런 측면을 잘 

이해하여 평생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을 병행했던 것이다.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간행한 1861년에 『동여도지』 20책의 

서문을 작성하여 완성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동여

도지』와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 많아 곧바로 『대동지지大東地志』 15책의 편찬에 매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1861년에 간행한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목판을 수정

하여 인쇄하였다. 그리고 1864년에는 그 동안의 수정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표제의 연도 부분을 신유辛酉(1861)에서 갑자甲子(1864)

로 바꾸어 재간본을 간행하였다. 또한 자세하기는 하지만 너무 커

서 전국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 111cm, 동서 67.5cm의 중형 조선전도

인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를 목판으로 제작하여 간행하였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대동지지』 15책은 3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도별 고을지리지가 1~24권, 25권과 26권은 「산수고山

水考」와 「변방고邊防考」이다. 27~28권은 국내의 육로陸路와 수로水

路, 중국・일본・유구로 통하는 사신로使臣路를 기록한 「정리고程

里考」이다. 29~32권은 단군조선檀君朝鮮으로부터 고려까지의 역사

지리를 다룬 「방여총지方輿總志」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동지지』

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첫째, 목차에 25권의 「산수고」와 26권의 

「변방고」 제목만 적혀 있고 내용이 없으며 둘째, 21~24권의 평안

도 고을지리지 부분이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나머지 7개 도道의 

고을지리지와 다르다. 김정호는 국토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목판본의 《대동여지도》와 함께 이용할 『대동지지』의 완성

을 위해 노력하다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채 위대한 학자로서의 성

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현존하는 목판본의 《대동여지도》는 총 24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표지에 1861년의 간지인 신유辛酉가 적혀 있는 신유본이 

20종, 1864년의 간지인 갑자甲子가 적혀 있는 갑자본이 4종이다.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면 신유본이 14종과 6종, 갑자본은 3종과 1

종이다. 신유본 중에서도 지도의 수정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 김정호가 지속적인 수정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보물 제850-1

호로 지정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은 현존하는 신유본 중 

최초의 모습에 가장 가까우며, 보물 제850-2호로 지정된 서울역사

박물관 소장본은 표제・「지도유설地圖類說」・<도성도都城圖>・<경

조오부도京兆五部圖> 등이 모두 수록된 신유본의 선본善本 중 하나

이다. 보물 제850-3호로 지정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은 국내

에 소장된 3종의 갑자본 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판본이다. |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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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Woodblocks of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Treasure No.1581

Treasure No.850-1, 2, 3

Joseon (19th century) / Woodblock / 11 items (22 sides)
32 × 43cm
National Museum of Korea 

One-fifth of the printing woodblocks for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purported to have totaled 60—are 

extent at present; out of the 12 that remain, 11, excepting the one in the collection of the Soongsil University Museum, are 

designated Treasure No. 1581. Among these 11 woodblocks, nine are carved with maps on both sides; one bears a map on the 

front side and part of the text of Daedong jiji (Book of Geography of the Great East) on the reverse; and the final one presents 

the title Daedong yeojido on the front side and is blank on its back. The copies of Daedong yeojido designated Treasures No. 

850-1 and No. 850-2 are copies printed in the sinyu year according to the sexagenary cycle, known as Sinyubon, or 1861,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Cheoljong (r. 1849–1863). The one designated Treasure No. 850-3 is a copy from the gapja year 

reflecting revisions to the earlier version.  The year is called Gapjabon, or 1864, the first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r. 

1863–1907). Daedong yeojido is separated along 22 horizontal ranks, each of which forms one volume when folded accordion-

style; therefore, the map is normally comprised of 22 volumes. However, Treasure No. 850-2, in the collection of the Seoul 

History Museum, consists of only 21, with the 21st rank for the southern coast and the 22nd for Jeju Island integrated into a 

single volume.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primary motivation for Kim Jeong-ho in creating woodblock printing-based maps rather than 

manuscript versions was to promote their mass production. Besides allowing the printing of a large quantity of maps at one 

time, preventing inadvertent mistakes incurred during hand-copying is also pointed out as a motive for Kim. It is further 

suggested that copies of Daedong yeojido were made to order, given the intricate differences even among those printed in the 

same year. Kim Jeong-ho has been evaluated to be an economical mapmaker, considering that low-priced linden wood, which 

is soft and therefore easy to carve, was chosen for printing blocks, the woodblocks were carved on both sides and the printing 

blocks are very thin. 

Twenty-four copies of Daedong yeojido are known to exist at present. Among them, 20 are Sinyubon printed in 1861, bearing 

the mark Sinyu on the cover; four are Gapjabon printed in 1864, showing Gapja on the cover. Out of the 20 from the year 

of sinyu, 14 are housed domestically and six are abroad. As for the four from the year of gapja, three are in Korea and one is 

currently overseas. The 20 maps from 1861 differ from each other, demonstrating how Kim Jeong-ho continued to adjust the 

contents of Daedong yeojido even within the same year. Treasure No. 850-1 held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is believed to 

be the earliest version among the Sinyubon; Treasure No. 850-2 at Seoul History Museum is one of the fine copies from the 

sinyu year, retaining as appendixes the cover, “Jido yuseol” (Introduction of the Map), “Doseongdo” (Map of the Capital), and 

“Gyeongjo obudo” (Map of the Five Regions of the Capital); Treasure No. 850-3 in the collection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s in the best condition of the three Gapjabon located within the country.

Details of the extant 12 printing woodblocks for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Holder No. Front side Back side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581)

1 Title

2 Fifth and sixth files of the fourth rank Seventh and eight files of the fourth rank 

3 11th and 12th files of the fourth rank Seventh and eight files of the fifth rank

4 13th and 14th files of the sixth rank Sixth, 15th, and 16th files of the 19th rank

5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files of the 
sixth rank 

19 file of the eighth rank; eight file of the 
seventh rank; 15th and 16th files of the 13th 
rank

6 Ninth and 10th files of the seventh rank Text of Daedong jiji

7 15th and 16th files of the seventh rank 13th and 14th files of the ninth rank 

8 13th and 14th files of the eight rank 15th and 16th files of the eight rank 

9 11th and 12th files of the ninth rank 13th and 14th files of the 19th rank

10 Seventh and eighth files of the 17th rank Ninth and 10th files of the 17th rank

11 Fifth, sixth, and 15th files of the 18th 
rank 

13th and 14th files of the 18th rank

Soongsil University Museum 12 15th and 16th files of the sixth rank 11th and 12th files of the seventh rank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한성과 경기 지역

Joseon (1861) / Paper / 22 volumes
30 × 20cm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1

Joseon (1861) / Painting on paper / 21 volumes
29.9 × 20cm
Seoul History Museum

2

Joseon (1864) / Mulberry paper / 22 volumes
30 × 20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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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도
湖南地圖
Honam jido  
Atlas of Jeolla-do

013 조선(18세기)

저지楮紙

7책 63장

세로 37.3cm, 가로 23.2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88호

7책으로 구성된 전라도 군현지도집이다. 군현지도는 1리 방안, 

도별지도는 10리 방안 위에 그린 방안지도이다. 

1책부터 6책에는 제주도내 제주, 정의, 대정의 3개 군현을 

제외한 전라도 53개 군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7책에는 전

라도전도와 전라좌도지도, 전라우도지도 등 3폭의 지도가 수록

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 37.3cm 가로 23.2cm이나 각 지도들은 책 속

에 접혀져 묶여 있다. 군현별 지도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호남전도>

<나주> 지도

구분 세로(cm) 가로(cm)

제1책 103 78.5

제2책 102.1 78.5

제3책 103 78.5

제4책 102.1 79.8

제5책 102.1 78.8

제6책 102.1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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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에는 감영으로부터의 서울까지의 거리, 민호民戶와 남녀 

인구수, 양부전답量付田畓과 행용실결전답行用實結田畓의 면적, 환

자미還上米, 군작미軍作米, 저치미貯置米, 진각곡賑各穀, 감영곡監營

穀, 병영곡 兵營穀, 상번금어군上番禁御軍, 경아문납포미군, 감영군, 

병영군, 수영군, 진군, 명산, 영애嶺阨, 대천, 제언堤堰, 성첩, 진보 

및 소속 선척船隻, 향교, 사직단, 여단礪壇, 서원, 정자, 사찰, 역참, 

주점, 주막(또는 酒站으로 된 곳도 있음), 고적古蹟, 봉대, 봉산, 목장, 

선소船所, 사방강계, 해도海島, 면(초경初境, 종경終境)을 기록하였다.

각 책에 수록된 지도의 크기는 아래 <표>와 같다.

‘비변사備邊司’라는 도장이 1책의 나주, 3책의 무주부, 6책의 광

주부, 7책의 전라도전도인 <호남전도> 뒷부분에 찍혀 있어, 비변

사에서 이 지도책을 보관하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도는 세로-가로 37.3cm-23.2cm인 책의 표지에 맞추어 묶

여서 접혀 있었다. 현재는 모두 펴서 표구를 해놓은 상태로 보관되

<고창현> 지도

구분 내용 세로(cm) 가로(cm) 방안(mm)

1책

나주 103 78.5 4

장성부 103 80 6.57

정읍 103 78.5 9.5

부안 103 79 5.5

고부 103 80 6.1

흥덕 103 80 9.5

고창현 103 78.5 7.4

2책

전주 104 78.5 3.8

금산군 101.5 80 7.5

진산 104 80.5 9.6

고산현 103 80 7.5

여산부 103 79.5 5

익산 103 79.5 6.8

용안 103.2 80.5 9.5

함열 103.2 80.5 9.5

임피현 103.5 80.5 6.8

옥구현 104.5 80.5 6.8

만경현 103 78.5 4.5

김제군 101.5 79.5 7.3

금구 103.5 78.5 7.5

태인현 102.5 78.5 5.2

3책

무주부 104 79 6

용담 101.5 80 6.4

진안 103.5 80 6.8

장수현 103 79 6.1

운봉현 102.5 79 9.5

일신현一新縣 104 79.5 4.8

4책

영광군 102 79.5 3.8

무장현 103 79 7.5

순천부 104 79.5 3.2

낙안군 103.5 80 6.4

흥양현 104.5 79 7.5

5책

함평현 103.2 80 4.7

무안현 103.5 79 5.2

영암군 102 78 3.8

해남현 103.5 79 4.2

진도군 102 78.5 4.7

6책

광주부 104 78 7.4

담양부 102.5 78.5 6.3

순창군 102 79.5 6.4

옥과현 104 80.5 8.8

창평현 103 80.5 7.3

동복현 104 80 7.5

화순현 103.8 80.5 9.5

능주목 102.5 78.8 9.5

남평현 102 78.5 6.2

강진현 104.5 79 3.75

장흥부 103 79.5 4.7

보성군 103 79 7

7책

호남전도湖南全圖 131 105 -

전라좌도지도全羅左道地圖 122 78.5 -

전라우도지도全羅右道地圖 114.5 77.5 -

3책

임실 108 80 5.5

곡성현 105 79.5 5.5

구례현 103.5 80.5 5.5

광양 103 79.5 5.3

구분 내용 세로(cm) 가로(cm) 방안(mm)

고 있다. 모든 지도에는 방안方眼이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고을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도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한 장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방안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 고을

이 클수록 작은 지면에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방안의 크기가 작다. 

방안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순천으로서 3.2mm 정도에 불과하

다. 가장 큰 것은 고을의 규모가 작은 운봉・용안・진산・정읍・

함열・화순・흥덕 등으로서 9.5~9.6mm 정도에 이른다. 이 지도

책의 모든 지도에는 24개의 방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점은 ‘비

변사’의 다른 지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다. 지도의 

표현 방식도 모든 지도가 거의 동일한 회화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지도는 각 고을에서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중앙에서 화공에 의해 일률적으로 편집되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

보는 동일한 기호로 표시하는 범례도 사용되고 있다. 방면坊面은 

검은색 테두리의 원 안에 분홍색을 칠해 표시하였으며, 도로道路는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홍색, 황색, 청색으로 색을 구분하여 표

시하였다. 봉수烽燧와 영애嶺阨의 표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읍치邑治의 경우 성곽이 있으면 성곽의 모양대로, 없으면 큰 사각

형을 표시하여 읍치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다

른 부분도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범례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7책

의 전라도전도인 <호남전도>의 경우 방안의 개수가 세로는 90개, 

가로는 81개에 달한다. 이 지도에도 범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 고을이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은 특

별히 구별하지 않았지만, 큰 원 안에 이름을 써넣는 형태로 그려 

다른 정보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성곽이 있는 

경우는 성곽 표시를 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좌도

와 우도에 속해 있는 고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표시

한 점도 눈에 띈다. 전라좌도는 한양에서 볼 때 좌측의 지리산 쪽 

군현들이고, 전라우도는 한양에서 볼 때 우측인 바다 쪽에 속해 있

는 군현이고 기준점은 영산강이다. 봉수烽燧와 도로道路 등에서도 

일반 고을 지도와 동일하게 초보적인 형태의 범례를 사용하고 있

다. 주기註記는 고을별 지도에만 표시되어 있다. 주기의 내용은 서

울과 감영으로부터의 거리, 민호와 인구수, 전결, 세곡 등을 비롯

하여 가장 기초적인 지지 자료가 들어가 있다. 

이 지도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남원부南原府’가 1739년(영조 

15)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11년간 강등되어 잠시 사용되던 ‘일

신현一新縣’이란 명칭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즉, 이 

지도가 만들어진 상한연대는 1739년(영조 15)이고 하한연대는 일

신현이 남원부로 승격되는 1750년(영조 26)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지도는 방안을 사용하여 제작한 비교적 정밀한 지도이며 

비변사인이 찍혀 있는 국가에서 사용해 온 기밀지도이다. | 이상태

<표> 《호남지도》 각 책의 지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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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am jido (Atlas of Jeolla-do) is a seven-volume atlas of provincial and district grid maps drawn on a grid of 

squares representing 10 and one li, respectively. 

The first six volumes feature 53 districts in Jeolla-do Province, excluding Jeju, Jeongui, and Daejeongui on Jeju 

Island. The seventh includes three provincial-scale maps: a complete map of Jeolla-do, and a map of western 

Jeolla-do and a map of eastern Jeolla-do. 

The Bibyeonsa stamp appears on the reverse of the district maps of Naju from Volume 1, Muju-bu from Volume 

3, and Gwangju from Volume 6, and also on that of the provincial map of the overall Jeolla-do region found in 

Volume 7, clearly demonstrating that the cartographic book was maintained at the Bib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Component maps were folded to fit the size of the cover sheet, measuring 37.3 by 23.2 centimeters. Presently, 

they have been unfolded and mounted in frames for preservation purposes. While all the maps are drawn on 

a grid of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each of the villages—irrespective of size—universally occupies a single 

page and, therefore, the sizes of the intervals between lines are not uniform between maps. Each of the maps is 

marked with 24 directions, a characteristic not found in other Bibyeonsa maps. The depiction method, similar 

to that used in paintings, is alike across component maps, indicating that the maps were drawn simultaneously 

by royal painters pertaining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individually prepared by each village. This is 

what allowed the use the same set of symbols across all the maps. Explanatory notes are included only for village 

maps, with elementary information being provided such as distances to the Provincial Office,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population, and the fields subject to taxes. 

The place-name “Ilsin-hyeon” featured in Honam jido provides a clue for assumptions regarding the production 

date. Namwon-bu was temporarily demoted to Ilsin-hyeon from 1739 to 1750.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map was produced between 1739 and 1750. 

Honam jido is assumed to have been a confidential high-precision geographic resource u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nam jido  
Atlas of Jeolla-do

Treasure No.1588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7 volumes
37.3 × 23.2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장성부> 지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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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지도
湖西地圖
Hoseo jido 
Atlas of Chungcheong-do

014 조선(18세기)

저지楮紙

6책

세로 37cm, 가로 22.7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89호

도별 지도 2장을 포함하여 69장의 군현지도로 구성된 충청도 

군현지도책이다. 군현지도는 1리 방안에, 도별 지도는 10리 방안

의 눈금 위에 그렸으며, 비변사인備邊司印이 있다. 

제4책의 12장과 제6책의 16장은 방안 지도가 아니며, 지도의 

양식이나 형태가 다르고, 《호서지도湖西地圖》의 다른 책들에 수록

된 군현과 중복되는 지도들이 있다. 제3책의 <충청도도지도忠淸道

都地圖>의 방안 크기는 세로 1.52cm이고 가로 1.59cm이다. 주기에

는 여백에 민호民戶, 남녀인구男女人口, 양부전답量付田畓, 행요실전

답行用實田畓, 환곡還上, 군작미軍作米, 저치미儲置米, 군향미軍餉米, 주

사미舟師米, 진곡賑穀, 경리청곡經理廳穀, 감영곡監營穀, 병영곡兵營穀, 

통영곡統營穀, 경아문납포미군, 감영군, 병영군, 수영군, 진鎭군, 봉

수군 등의 각종 군액軍額, 5진영五鎭營, 5역五驛, 5진포五鎭浦, 5창五

倉 등의 내역이 기재되었다. 군현지도에는 읍치邑治, 면명面名, 진津, 

창倉, 도로, 산천, 접계 등이 표시되었으나 방안은 없고, 여백에는 

성곽의 둘레, 호구, 감영군監營軍・병영군兵營軍, 속오군束伍軍, 회

부미會付米・피곡皮穀, 전답田畓, 창고倉庫 등의 내역이 기재되었다.

각 책에 수록된 지도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공주> 지도

<공주> 지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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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세로(cm) 가로(cm)

1책

공주 88.2 132.5

니산 48.7 57.5

은진 71.8 67.7

연산 67.7 73.7

진잠 58 49.5

석성 47.6 57.5

임천 72.5 67.5

한산 73 68.7

부여 72.5 68

정산 47.7 57.5

청양 72.6 67.7

홍산 72.5 67.5

예산 72.5 72

신창 67 71.6

2책

홍주 123 98.5

해미현 71.6 66

서산군 144 68

태안군 72.5 67.2

대흥군 67.4 72.2

덕산 72.6 67

면천 72 67

당진 72 67

결성 72.2 67

보령 69 72

남포 72 67

비인 71.8 72.5

서천 67 72

3책
충청도도지도忠淸道都地圖(책)

(지도)

36.8 22.6

74 128

4책

도내도지도道內都地圖 70 103

충주목 81.5 71

청주목 81.5 70.5

청풍부 81.5 70.5

천안군 81.5 70.5

옥천군 81.5 70.5

단양군 82.2 70.5

4책

괴산군 82 70.5

온양군 82 70

영동현 82 70

제천현 82 70

직산현 81.5 70

5책

청주목 91.5 133

문의현 72.5 67

회덕현 72.5 67.5

옥천군 92.5 68

영동 73 67.8

황간현 72.5 68

연기군 72.5 67.8

전의현 73 77

목천현 73 77

천안군 72.8 74

직산현 72.5 73.5

평택군 47.5 60.8

아산군 72.5 72.5

온양군 73 71.5

6책

황간현 81.5 70.5

평택현 81.5 70.5

회인현 82.2 70

신창현 82.5 70

문의현 82 70.5

영춘현 82 70

음성현 82 70.5

진천현 81 70.5

연기현 82 70

청안현 82 70.5

전의현 82 70.5

보은현 82 70.5

연풍현 82 70.5

목천현 81 70.5

청산현 82 70.5

아산현 81.5 70.5

<영동현> 지도 <천안군> 지도

영조・정조연간에 만든 <충청도전도全圖>와 각 군현 비변사지

도 및 편자・편년미상의 충청도 군현지도이다. 제1・2・3・5책

은 비변사인備邊司印이 찍혀 있고 0.7cm 방안方眼에 그린 지도이

나 제4・6책은 지도작법・표기양식이 전혀 다른 지도로서 잘못 

묶여져 있다. 

3책의 충청도 전체 지도 1장을 빼면, 1책・2책・5책에는 31개의 

고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0.7cm의 방안 위에 그리는 

등 양식과 내용이 동일한 《충청좌도각읍지도忠淸左道各邑地圖》(도서

번호: 古4709-105) 13장을 합하면 모두 54장이 되어, 충청도 54개 

고을의 숫자와 동일하다. 여기에 서로 겹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시기에 그린 지도가 다른 지도책에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책・2책・5책의 지도는 방안의 크기가 모든 지도에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도의 크기

도 달라진다. 이 지도책에 수록된 지도의 세로와 가로 크기는 가장 

작은 <석성石城>이 세로가 47.5cm이고 가로가 58cm이며, 가장 큰 

지도는 <공주>가 세로가 144.5cm이고 가로는 89cm이다. 지도에

는 동일한 정보는 동일한 기호로 표시하는 범례의 방식도 보이고 

있다. 읍치는 청색 테두리에 분홍색 바탕색의 세로로 긴 직사각형

으로, 면面의 이름은 청색 테두리의 세로 또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으로 표시하였다. 봉수대烽燧臺는 적색의 긴 직사각형으로 그렸으

며, 봉수대 사이의 호응관계는 적색의 직선으로 표시하였다. 도로

도 적색・황색・청색으로 대로・중로・소로를 구분하여 표시하

였다. 지도의 크기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각양각색이지만, 일정한 

크기로 접어서 하나의 지도책을 구성하고 있다.

3책의 <충청도도지도忠淸道都地圖>와 5책의 <문의현文義縣> 지도 

뒷면에 비변사備邊司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이 지도책은 비변사

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4책・6책의 지도는 

전통적인 회화식 군현지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도의 내용이

나 형식은 《해동지도海東地圖》(도서번호: 古大4709-41)의 <충청도> 지

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주기註記가 없는 점이 다르다. 4책과 6책에 

나와 있는 지도가 《해동지도》의 지도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은 도

로를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적색・황색・청색으로 구별한 점

이다. 이 점은 방안이 없는 《영동지도》에서도 보이는 것이며, 방안

이 있는 지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지도책은 《영동지도》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711년(숙종 37)에 북한산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리

청經理廳이 몇 차례의 혁파 논의 끝에 결국은 1747년(영조 23)에 총

융청摠戎廳에 합치게 된다. 그런데 이 지도책의 제1책 중 <부여> 지

도의 주기註記 중에 경리청환곡經理廳還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도가 18세기 중엽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지도책은 비변사에서 이용한 군사지도이며 기밀지도이고 방

안에 의해 그려진 정밀지도이다. | 이상태

구분 내용 세로(cm) 가로(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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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 jido (Atlas of Chungcheong-do) is a six-volume atla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Chungcheong Province, 
including two provincial maps and 69 local district maps. Provincial and local district maps are drawn on a grid 
of squares representing 10 and one li, respectively. 
The atlas includes complete maps of Chungcheong-do and local district maps that were prepared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r. 1776–1800), as well as Chungcheong-do district maps of unknown 
date and author. Volumes 1, 2, 3, and 5 include grid maps marked with the Bibyeonsa stamp, but Volumes 4 
and 6 feature distinct cartographic methods and symbol systems compared to the other volumes, suggesting that 
these two volumes may have been mistakenly bound together with the others. 
Volumes 1, 2, and 5 contain maps of the districts of Chungcheong-do, drawn on a grid of squares measuring 0.7 
centimeters each. Meanwhile, Chungcheong jwado gakeup jido (Atlas of Local Districts of Eastern Chungcheong-
do) also includes maps of Chungcheong-do districts and features an identical mapmaking style as found in 
the maps in Volumes 1, 2, and 5 of Hoseo jido. None of the maps in the two distinct atlases overlaps, and the 
areas represented combine to equal 54, the total number of local districts in Chungcheong-do, demonstrating 
that the district maps were produced during the same period but included in different atlases. Since the same 
cartographic scale was applied to the maps in Volumes 1, 2, and 5, the sizes of the maps vary depending on the 
real sizes of areas of each district. An identical system of symbols can be seen in these maps as well. Although 
the sizes of maps vary widely according to the actual sizes of districts, they are folded to a standard size to create 
a unified book. 
The cartographic representations included in Volumes 4 and 5 are made in a typical map-painting style. The 
maps in the two volumes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Chungcheong-do found in Haedong jido (Atlas of 
Korea) in terms of content and structure, but differ in that the two volumes do not feature explanatory notes. 
The most marked divergence from Haedong jido is that in Volumes 4 and 5, the streets are marked with distinct 
colors according to their sizes—large streets in red, medium in yellow, and small in green—a cartographic 
characteristic common to grid maps but one that is also seen in Yeongdong jido (Atlas of Eastern Daegwallyeong), 
which lacks a grid system. Given this, Hoseo jido is assum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same period as 
Yeongdong jido. 
The explanatory note on the map of Buyeo in Volume 1 contains a mention of the grain rent policy of 
Gyeongnicheong and suggests a clue for the dating of the atlas. Established in 1711 with the mission of 
managing Bukhansan Fortress, Gyeongnicheong, after a long discussion regarding its abolishment, was 
eventually integrated into the central military office Chongyungcheong in 1747. This indicates that the atlas 
was produced prior to the mid-18th century. 
The back sides of map of Chungcheong-do in Volume 3 and the map of Munui-hyeon in Volume 5 are marked 
with the Bibyeonsa stamp, indicating that the maps were maintained and used by the Bib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Hoseo jido is a confidential military atlas used by the Bibyeonsa, consisting of high-precision grid maps. 

Hoseo jido  
Atlas of Chungcheong-do

Treasure No.1589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6 volumes 
37 × 22.7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청주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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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으로 8책이다. 이 지도

집에는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인 <천

하도天下圖>, 외국지도인 <중국도中國圖>, <황성도皇城圖>, <북경궁

궐도北京宮闕圖>, <왜국지도倭國地圖>, <유구지도琉球地圖>, 관방지

도인 <요계관방도遼薊關防圖>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민간에서 제작

된 지도집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찬 군현지도집이다. 

제1책은 표지에 ‘금金’이라고 썼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동지도
海東地圖
Haedong jido   
Atlas of Korea

015 조선(18세기)

저지楮紙

8책(6책 128장 2축 2장)

책: 세로 47cm, 가로 30.5cm 

축: 세로 232cm, 가로 178.7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91호

1책 중 <경기전도> 세부

1 경기전도 15 인천부 29 파주목 43 구례현 57 남평현

2 경도오부 16 풍덕부 30 고양군 44 곡성현 58 임피현

3 송도 17 수원부 31 장단부 45 광양현 59 함열현

4 강도江都 18 남양부 32 마전군 46 낙안군 60 용안현

5 남한산성 19 양지현 33 교하군 47 보성군 61 옥구현

6 광주부 20 용인현 34 양주목 48 흥양현 62 고산현

7 이천부 21 안성군 35 포천현 49 전주부 63 적성현

8 여주목 22 죽산부 36 영평현 50 여산부 64 삭령현

9 음죽현 23 과천현 37 창평현 51 익산군 65 가평군

10 양천현 24 금천현 38 순창군 52 고창현 66 연천현

11 김포군 25 양선현 39 담양현 53 흥덕현 67 교동부

12 통진부 26 진위현 40 순천부 54 정읍현 68 영종진

13 부평부 27 양근군 41 능주목 55 금구현 69 덕적진

14 안산군 28 지평현 42 옥과현 56 장성부

* 37~62번은 전라도 지도가 잘못 들어가 수록된 것이다.
1책 중 <경기전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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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책은 표지에 ‘석石’이라고 썼다. 책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책은 표지에 ‘사絲’로 표시하였다. 책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책 중 <경도오부> 6책 중 <충청전도>

1 강원전도 13 춘천부 25 평창군 37 홍원현 49 회령부

2 양양부 14 홍천현 26 양구현 38 북청부 50 은성부

3 삼척부 15 철원부 27 울릉도 39 이성현 51 종성부

4 평해군 16 인제현 28 낭청현 40 단천군 52 무산부

5 울진현 17 김화현 29 함경전도 41 갑산부 53 함관령

6 통천군 18 금성현 30 정평부 42 삼수부 54 마운령

7 강릉부 19 평강현 31 함흥부 43 길주목 55 마천령

8 고성군 20 회양부 32 연흥부 44 명천부 56 조선여진분계도

9 간성군 21 이천부 33 고원군 45 경성부 57 요계관방도

10 흡곡현 22 안협현 34 덕원부 46 부령부

11 원주목 23 영월부 35 문천군 47 경원부

12 횡성현 24 정선군 36 안변부 48 경흥부

1 경상도 16 청하현 31 청송부 46 성주목 61 함안현

2 대구부 17 영덕현 32 군위현 47 합천군 62 거제부

3 경산현 18 영해부 33 비안현 48 초계군 63 칠원현

4 청도군 19 의성현 34 영양현 49 개령현 64 진해현

5 밀양부 20 신령현 35 인동부 50 함양군 65 웅천현

6 동래부 21 의흥현 36 자인현 51
금산군
金山郡

66 김해부

7 기장현 22    
영천군
榮川郡

37 영산현 52 거창군 67 창원부

8 울산부 23 안동부 38 현풍현 53 삼가현 68 하양현

9 양산군 24 예천현 39 창령현 54 하동부 69 의령현

10 언양현 25 순흥부 40 문경현 55 고령현 70 지례현

11 경주부 26 풍기현 41 함창현 56 진주목 71 산음현

12
영천군
永川郡

27 용궁현 42 상주목 57 곤양군 72 단성현

13 흥해군 28 봉화현 43
조령성
鳥嶺城

58 남해현 73 통영

14 영일현 29 진보현 44 선산부 59 사천현 74
조령전도
鳥嶺全圖

15 장기현 30 예안현 45 칠곡부 60 고성현

1 황해전도 15 송화현 29 순안현 43 순천군 57 의주부

2 봉산군 16 토산현 30 숙천부 44 은산현 58 희천군

3 황주목 17 해주목 31 안주목 45 개천군 59 운산군

4 평산부 18 연안부 32 용강현 46 영변부 60 태천현

5 서흥현 19 배천군 33 강서현 47 덕천군 61 구성부

6 신계현 20 은율현 34 영유현 48 맹산현 62 삭주부

7 금천군 21 풍천부 35 삼등현 49 양덕현 63 창성부

8 문화현 22 장연부 36 증산현 50 영원군 64 벽동군

9 신천군 23 강령현 37 함종부 51 박천군 65 위원군

10 수안군 24 옹진부 38 삼화부 52 가산군 66 이산부

11 곡산부 25
해서일로영애
海西一路嶺阨

39 상원군 53 정주목 67 강계부

12 재령군 26 평안전도 40 강동현 54 선천부 68 폐사군

13 안악군 27 펑양부 41 성천부 55 철산부 69
관서일로영애
關西一路嶺阨

14 장련현 28 중화부 42 자산부 56 용천부

제4책은 ‘죽竹’이라고 표지에 표시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서

북피아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를 수록하였다.

제5책은 표지에 ‘발發’이라고 적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안음현安陰縣이 빠져 있는 것이 주목된다

1 충청전도 14 태안군 27 평택현 40 목천현 53 수영水營

2 충주목 15 서산군 28 덕산현 41 공주목 54 안흥진安興鎭

3 청풍부 16 당진현 29 홍산현 42 은진현 55 마량진馬梁鎭

4 단양군 17 면천현 30 대흥군 43
니산현
尼山縣

56 평신진平薪鎭

5 제천현 18 서천군 31 온양군 44 연산현 57 소근진所斤鎭

6 영춘현 19 해미현 32 아산현 45 부여현 58 천하도天下圖

7 연풍현 20 남포현 33 한산군 46 석성현 59
중국13성도
中國十三省圖

8 천안군 21 비인현 34 임천현 47 결성현 60
북경궁궐도
北京宮闕圖

9 직산현 22 보령현 35 문의현 48 신창현 61 황성도皇城圖

10 청안현 23 회덕현 36 보은현 49 예산현 62
왜국지도
倭國地圖

11 청주목 24 진잠현 37 영동현 50 전의현 63
유구국도
琉球國圖

12 진천현 25 청양현 38 청산현 51 연기현

13 홍주목 26 정산현 39 황간현 52 서천포

제6책은 ‘토土’라고 표지에 표시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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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지도의 지도 부분에는 대체로 1720년대~1730년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무신난戊申亂으로 인해 1728년(영조 4)부터 1736

년(영조 12) 폐지된 경상도 안음현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군현지도들은 이 지도집을 위해 새롭게 그

려진 것은 아니다. 도면의 지도 부분이 오려붙여진 흔적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오려붙여진 원본 지도는 1730년대에 

비변사에서 지역 정책을 논의하는 데 활용한 초기 비변사지도와 

동일하다. 비변사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는 효과적인 지역 

파악을 위해 비변사 내에 각 도별 전담자를 두자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다. 숙종 때 처음 시도된 이 제도는 영조대 초반인 1730년대

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해동지도》에 실린 군현지도

들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들을 활용한 것이다. 팔도구관당

상제 자체가 도별 지역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작

성된 지도들도 도별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해동지도》의 군

현지도들이 지형지물의 표시방향, 산계, 수계의 표시 등에 있어서 

같은 도 안에서 통일성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도별로 편차가 나

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군현지도의 여백에는 호구, 전결, 곡물, 군

병, 건치연혁, 산천, 군명, 고적, 역원, 서원, 불우, 토산 등의 항목

과, 방위를 표시하는 방면주기가 들어 있다. 호구, 전결, 곡물, 군

병 항목과 방면주기는 대부분의 군현지도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

으나, 건치연혁에서 토산에 이르는 항목들은 일부 군현지도에서

만 발견된다. 호구, 전결, 곡물, 군병 항목 등 군사적, 사회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을 기록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도별

로 심한 편차가 보인다. 다만 경기도, 경상도의 모든 군현과 전라

도 일부 군현의 경우에는 호구수나 인구수가 모두 표시된 점, 양

안상의 토지인 원전답과 실제 경작되는 토지인 실전답 수치가 모

두 표시된 점, 건치연혁에서 토산에 이르는 항목이 포함된 점 등

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통일성을 갖춘 이들 군현지도의 설명문은 대체로 1748년(영조 

24)~1750년(영조 26)의 상황까지 반영되어 있다. 1750년(영조 26)

의 통계자료가 경기도 적성현 경작지 면적 기록에 활용된 점이 지

도집 편찬 시점의 하한선이 된다. 서울지도 설명문에 기록된 훈련

도감 금군 등 군영 관련 내용이 1751년(영조 27)의 변화상을 반영

하고 있지 않은 점, 1750년(영조 26)부터 시행되는 균역법에 관한 

내용이 지도집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1751년(영조 27) 초

에 폐지된 경상도 7진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경

기도 주기 중에 경리청經理廳을 설명하면서 금상정묘今上丁卯(1747)

에 총융청으로 이속했다고 설명한 점, 나주목을 금성현錦城縣으로 

표기한 점 등이 이 지도집 편찬 시점의 상한선이 된다. 결국 《해

제8책은 ‘목木’이라고 표지에 표시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팔도

총도八道摠圖인 <대동총도大東摠圖>를 수록하고 있다. 

제8책의 <대동총도>와 제4책의 <서북피아양계전도>는 회화식 

대형 전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도들은 도지도, 도별 군현지도, 

도내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 순으로 편집되어있다. 《해동지도》는 

당시까지 제작된 모든 회화식 지도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상 지도집 안의 모든 자료들은 이 지

도책자가 편집된 시점의 상황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

니다. 도지도의 경우 지도 및 지도 여백에 적힌 설명문에는 1730

년대 중반경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지도의 뒷면에 적혀 

있는 설명문에는 1740년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 전라전도 8 무주부 15 태인현 22 영광군 29 영암군

2 남원부 9 용담현 16 진산군 23 고부군 30 해남현

3 운봉현 10 화순현 17 금산군 24 무장현 31 장훙현

4 진안현 11 회인현 18 김제군 25 무안현 32 진도군

5 장수현 12 옥천군 19 만경현 26 광주목 33 제주목

6 임실현 13 음성현 20 함평현 27
금성현
錦城縣

34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

7 동복현 14 괴산군 21 부안현 28 강진현

* 11~14번은 충청도의 4개 군현지도가 들어가 있다.

제7책은 ‘혁革’이라고 표지하였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지도》는 1750년대 초, 구체적으로는 1750년(영조 26)~1751년

(영조 27) 사이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군현지도에는 비도備圖, 즉 비변사지도

를 참조하여 수정했음을 나타내주는 쪽지가 첨부되어 있다. 쪽지

에 기록된 비변사지도는 1리 방안으로 된 기호식 군현지도집, 즉 

후기 비변사지도를 의미한다. 비변사에서는 초기의 회화식 군현

지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1740년대 후반부터 1리 방안의 대

축척 군현지도집을 도별로 제작해 활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비

변사와는 다른 기관이 초기 비변사지도를 바탕으로 후기 비변사

지도를 참고해 《해동지도》를 편찬했음을 말해준다. 영조대 중반

경에 비변사와 함께 지도 및 지리지 제작을 주도하고 있었던 유일

한 기관은 홍문관이었다. 《해동지도》는 홍문관이 주도하는 정책 

자료 편찬의 전통이 『여지도서』로 결실을 맺게 되는 출발점이 되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상태

8책 <대동총도> 6책 중 <북경궁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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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jido (Atlas of Korea) is an eight-volume atlas of map-painting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compiled in the early 1750s. Besides 

national, provincial, and district maps of Joseon, the atlas features a further range of maps, such as world maps including “Cheonhado” 

(Map of the World); maps of foreign areas including “Junggukdo” (Map of China), “Hwangseongdo” (Map of the Imperial Capital), 

“Bukgyeong gunggwoldo” (Map of the Palace in Beijing), “Waeguk jido” (Map of Japan), and “Yugu jido” (Map of the Ryukyu Kingdom); 

and military maps including “Yogye gwanbang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Haedong jido is not a collection of private-sector maps, 

but a geographic book compiled and used by the government for administrative policy-making purposes. 

Except for Volumes 4 and 8 containing a complete map of the eight provinces and a complete map of for the defense of the western and 

northern borders, both of which are large map-paintings, the remaining volumes feature maps in the order of provincial map, local district 

maps for each province, and a military-base map for each province. The cartographic significance of Haedong jido stems from the fact that 

it encompasses all the map-paintings that had been produced up to the date of its compilation. However,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atlas do not invariably reflect reality at the point of its compilation: provincial maps feature conditions as of the mid-1730s 

in explanations appearing on cartographic depictions and in the margins, but date to the 1740s in terms of the information on the maps’ 

back sides. The local district maps reflect the 1720s and 30s. This is because the component maps were not newly created for the compilation 

of the atlas, but were simply cut and pasted from existing maps of the time, traces of which can be seen in the maps. The original maps that 

provided the cuts for Haedong jido are identical to earlier Big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maps. As part of efforts to effectively identify 

geographic information in each province, the Bibyeonsa install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 designated officer for each province 

within its organization (Paldo Gugwan Dangsangje). The designated-officer system began to be operated in earnest in the 1730s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which is the point at which the original maps used in Haedong jido were produced. Given that 

the designated-officer system was envisaged as a means to better ascertain the geography of each province, the resulting maps demonstrate 

unique mapmaking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rovince. This is why the local district maps presented in Haedong jido are identical 

within a given province in terms of the expression of directions and natural features, including mountain ridges and watercourses, but differ 

between provinces. 

Explanatory notes, however, are unified across provincial district maps, which reflect the conditions found of between 1748 and 1750, 

testifying to the fact that Haedong jido was compiled in the early 1750s, specifically between 1750 and 1751.

District maps of Chungcheong-do, Pyeongan-do, and Hamgyeong-do include a note indicating that modifications were made by referring 

to “Bibyeonsa maps.” The “Bibyeonsa maps” mentioned in the note is a reference to later Bibyeonsa maps, which are drawn on a grid of 

squares representing 1 li each.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map-paintings from its earlier period, Bibyeonsa began to 

separately produce grid maps of provincial districts from the late 1740s. This indicates that Haedong jido was compiled based on the earlier 

Bibyeonsa maps, but also while referring to the later Bibyeonsa maps, a process which can be as assumed to imply a joint project between 

Bibyeonsa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only other agency that was involved in mapmaking during the middle period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was the Hongmungwan (Office of Special Advisors). Haedong jido takes on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artographic 

history in that it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government mapmaking practices under the direction of Hongmungwan that later 

culminated in the production of Yeojido (Atlas of Korea). 

The universal depiction of streets in each local district maps adds to the cartographic value of the atlas.

Haedong jido  
Atlas of Korea

Treasure No.1591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8 volumes
47 × 30.5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5책 중 <경상전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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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覽圖
Joseon paldo gogeum chongnamdo  
Comprehensive Map of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of Past and Present

016 조선(1673년)

저지楮紙

1축

세로 141.1cm, 가로 107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602호

이 지도는 목판본 조선전도로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수록하여 고금古今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편

찬한 역사지도이다.

지도의 제작자인 김수홍金壽弘(1602-1681)은 병자호란 때 강화

성에서 순절한 김상용의 손자이며 호조참판을 지냈고, 1666년(현

종 7)에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라는 중국 중심의 세계도를 목판

으로 간행하였다. 지도 좌측에 쓰여 있는 발문의 말미에 ‘계축맹

하癸丑孟夏’라는 기록으로 보아 제작연대는 1673년(현종 14)임을 보

여준다. 

이 지도는 『해동명신전海東名臣傳』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국 

주현에서 배출된 명사들을 일일이 기록하였다. 그러나 출생지・관

향지・근무지 등을 일정한 원칙이 없이 기록하여 혼란감을 주는 

단점이 있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나서 그 지방의 문화유산이 많이 

산실되어 가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작성된 듯하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조선전기 지도 형태인 <조선방역도>의 전형

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시 일직선상에 

있고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심하게 압축된 모양을 하고 있다. 

서울의 도성이 축척과 관계없이 크게 그려져 있고, 경복궁이 표

시되어 있으며 광화문 앞에는 의정부와 육조가 표시되어 있고 현

재 조선호텔 자리에 있던 남별궁南別宮 등도 기재되어 있다. 

지도 여백에 여인국 등 『산해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국가명을 

적어 넣었고 특히 일본을 대마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 놓은 점이 

주목된다. 

이 지도는 조선전도에 역사적인 기록을 첨가하여 목판으로 제

작하였다. 지도 발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데 의미가 있으며 고

지도 중 드물게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 학술

적・역사적 가치가 크다. | 이상태

좌측 발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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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paldo gogeum chongnamdo (Comprehensive Map of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of Past and Present) is a 

map of the full territory of Joseon printed with woodblocks. Depicting historical occurrences, this woodblock 

print shows the past and present of the country at that point. 

The author of Joseon paldo gogeum chongnamdo, Kim Su-hong (1602–1681), served as the Deputy Minister of 

Hojo (Ministry of Taxation) and also produced the Sinocentric world map Cheonha gogem daechong pyeollamdo, 

which was similarly printed with woodblocks. A mention of “gyechuk maengha,” meaning “the summer of 

the year of gyechuk” according to the sexagenary cycle, in the explanatory notes to the left side of the map 

demonstrates that the print was produced in 1673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r. 1659–1674). 

The map includes records on a thorough list of historic figures from major districts of the entire country based 

on the content of Haedong myeongsin jeon (Record of Renowned Officials of Korea). However, the information on, 

for example, birthdates and places of official service is presented inconsistently without any guiding principle, 

thus confusing map readers. It is assumed that historical information was included in the map out of a sense of 

regret experienced by the mapmaker over the destruction of heritag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

1598 and the Manchu Invasion of 1636–1637. 

The illustrated shape of the country bears a resemblance with the mid-16th century map Joseon bangyeokdoI 

(Map of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where the Amnokgang River (Yalu River) and 

Dumangang River (Tumen River) are represented as a horizontal line and Pyeongan-do and Hamgyeong-do 

Provinces are severely compressed north to south. 

Irrespective of scale, the map of the capital area is magnified, marked with Gyeongbok Palace and the southern 

secondary palace, as well as Uijeongbu (State Council) and Yukjo (Six Ministries) in front of Gwanghwamun 

Gate. 

In the margins of the map appear the names of imaginary countries, including Yeoinguk, derived from Shan hai 

jing (Classic of Mountains and Seas). It is also notable that Japan and Daemado Island are represented as being 

equal in size. 

The woodblock-printed historical map of the full territory of Joseon is meaningful in that it embodied a new 

cartographic field. Its academic and historic value is also considerable since it is a rare example with an identified 

author and date.

Joseon paldo gogeum chongnamdo  
Comprehensive Map of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of Past and Present

Treasure No.1602

Joseon (1673) / Mulberry paper / 1 item
141.1 × 107cm 
Seoul Museum of History



122 123문화재대관

보물

지도

서궐도안
西闕圖案
Seogwoldoan
Plan of the Western Palace

017 조선후기

지본수묵紙本水墨

1점

세로 127.3cm, 가로 401.8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1534호

<서궐도안>은 조선시대 도성 내에 있던 다섯 궁궐 중에서 서

궐西闕로 불렸던 경희궁慶熙宮의 건물 배치와 주변 지세를 한눈에 

부감해 그린 것이다. 설채設彩 없이 먹으로만 그려졌지만 경복궁 

동쪽의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東闕圖>에 비견되는 그림

이다. 주요 건물의 지붕에는 명칭이 쓰여 있다. <서궐도안>은 현

재 전체가 펼쳐져 유리액자에 들어 있으나 화면에 세로 방향으

로 3번, 가로 방향으로 12번 접힌 자국이 남아 있어 원래는 절첩

식折帖式으로 제작되어 접어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희궁이 처음 건립될 때의 이름은 경덕궁慶德宮이었다.1 경덕

궁은 임진왜란 이후 궁궐의 복구와 창건 사업의 일환으로 1617년

(광해군 9) 정원군定遠君(1580-1619: 인종의 부친으로 후에 원종元宗으

로 추존)의 옛 집터에 건립되기 시작하여 1620년(광해군 12) 11월

경에 1500칸 규모로 완공되었다. 광해군은 실상 경덕궁에 이어

하지 않았으며 인조반정으로 소실된 창덕궁과 창경궁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인조가 이어함으로써 경덕궁이 부각되었다. 경덕궁은 

1693년(숙종 19)에 대대적인 수리와 일부 전각의 신축이 이루어

졌으며 그 내용은 『경덕궁수리소의궤慶德宮修理所儀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덕궁은 1760년(영조 36)에 경희궁으로 개칭되었다.2 

경희궁을 수리한 숙종은 도합 12년 7개월, 이름을 바꾼 영조는 

18년 9개월 동안 경희궁에 임어하여 역대 왕 중에서는 숙종과 

영조가 경희궁을 가장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희궁은 1832년

(순조 32) 내전의 회상전에서 시작된 화재로 소실된 전각을 복구

하는 영건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숙종대에 중건된 모습을 유지하

였다.3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숙종대에 신축한 몇몇 건물들과 효

종대에 창덕궁 복구를 위해 철거 이전된 후 재건되지 않은 건물

들을 제외하면 광해군대의 경덕궁 모습이 대체로 <서궐도안>에 

외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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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셈이다. 

경희궁에는 다섯 개의 문을 두었는데 동쪽의 흥원문興元門과 

흥화문興化門, 서쪽의 숭의문崇義門, 남쪽의 개양문開陽門, 북쪽의 

무덕문武德門이다. 경희궁의 정문은 흥화문인데 <서궐도안>에서

는 궁역의 남동쪽에 동향한 정면 3칸의 문이다. 흥화문을 들어

서면 어구御溝가 흐르는 금천교錦川橋를 건너 중문을 지나게 되

고, 내전과 동궁 영역을 지나 우측으로 꺾으면 숭정문崇政門에 이

르게 된다. 여기에서부터 숭정전崇政殿과 자정전資政殿까지 남북

선상의 축으로 이어지는 외전外殿 영역이다. 원래의 이름이 융정

전隆政殿이었던 숭정전은 숙종 때 수리했으며 순조 때는 수리 대

상이 아니었으므로 <서궐도안>의 모습은 숙종 때 수리한 모습으

로서 광해군대에 창건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숭정전의 후전後殿으로서 편전 역할을 한 자정전은 숭정

전 바로 뒤에 위치하는데 지붕이 있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자

정전의 서쪽에는 영조의 어진을 봉안했던 태녕전泰寧殿이 있다.  

내전內殿 영역에서 왕이 신료들을 접견하고 강연을 베풀었

던 편전 역할의 전각은 흥정당興政堂이다. 흥정당 북서쪽에는 영

조가 1766년(영조 42)부터 평상시에 거처하던 곳인 동향의 집경

당集慶堂이 보인다. 경희궁에는 정침전이 두 개 있었는데 바로 흥

정당 북쪽에 위치한 회상전會祥殿과 융복전隆福殿이다. 두 전각은 

순조대에 화재로 소실되어 중건한 것인데 <서궐도안>과 『서궐영

건의궤』의 회상전 및 융복전 모습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중

건과정에서 달라졌다고 본다. 즉 <서궐도안>의 제작시기를 경희

궁이 순조대 화재를 당하기 전으로 비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궁 영역의 건물로는 경현당慶賢堂, 승휘전承暉殿, 양덕당養德

堂 등이 있다. 『정묘어제경희궁지正廟御製慶熙宮志』에 의하면 경현

당은 세자가 경서를 강독하고 하례를 받는 정당政堂으로 세자의 

공식적인 활동과 행사가 이루어지던 곳이다. 승휘전은 세자가 일

상생활을 하던 전각으로서 1689년(숙종 24)에 화재로 소실되었

다. <서궐도안>에 승휘전은 그려지지 않았는데 흥정당 동쪽에 터

만 남아 있는 곳이 승휘전 자리로 추정된다.4 양덕당은 승휘전이 

불타기전 동궁의 내당內堂으로 사용된 곳이다. 이처럼 경희궁은 

동궁 영역이 나중에 형성된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달리 처음부터 

공간을 계획하여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차별되며 세자에게 강한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광해군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내전과 동궁 영역의 북쪽에는 서쪽으로부터 광명전光明殿, 장

락전長樂殿, 즙희당緝熙堂이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공

간은 비교적 크게 그려졌다. 광명전은 동조東朝나 왕비가 하연賀

宴을 받던 곳이고, 장락전은 대비를 모시던 곳이며, 즙희당은 영

조가 세제世弟 시절에 거처한 내당이었다.

<서궐도안>을 보면 외전 서쪽의 후원 영역이나 외전과 내전 

사이의 지형이 상당히 경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전 영역

은 내전 영역보다 지대가 높은데 이는 자정전 동측에서 내전의 

집경당 뒷편으로 연결되는 회랑이 가파른 층계인 점에서도 짐작

된다. ‘야주개 대궐’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주현夜珠

峴 고개 위 높은 지대에 위치했던 경희궁의 입지가 <서궐도안>

에 잘 나타나 있다. 

<서궐도안>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순조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서궐영건도감의궤』에 그려진 회상

전, 융복전, 집경당, 흥정당, 사현합思賢閤 등과 <서궐도안>에 그

려진 건물도를 비교할 때 외형상 많은 차이가 보이므로 <서궐도

안>은 1829년 10월 3일 화재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5 

<서궐도안>의 산수는 윤곽 위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묘법이 

19세기 초의 화원 화풍과 상통하여 1829년 10월을 상한으로 하

는 제작시기를 양식적으로도 뒷받침한다.

1907년경에 제작된 『궁궐지』에 의하면 당시 남아있던 경희궁

의 전각이 1732여 칸이었다고 하는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

면서 대부분 철거되었다. 1985년 경희궁 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되고 최근 경희궁이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서궐도안>이 

중요한 시각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궐도안>은 19세기 궁궐

도의 높은 수준과 그 유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작품이며, 먹선으

로만 이루어진 초본인 점은 궁중채색화의 제작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귀한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 박정혜

1  건립 초에는 ‘새문궁塞門宮’ 혹은 ‘서별궁西別宮’ 등으로 불리다가 궁이 

위치한 여경방餘慶坊의 이름에서 경덕궁이란 이름을 얻었다. 『광해군일

기』권117, 9년(1617) 7월 29일 신묘

2  개칭의 이유는 경덕궁이라는 이름이 원종의 시호 일부와 같았기 때문이

다. 『영조실록』 권95, 36년(1760) 2월 28일 계묘

3  1829년 화재로 소실된 전각을 복구하는 영건이었으며 그 과정은 『서궐

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4  홍석주, 「광해군 대의 경덕궁(경희궁) 창건」, 『서울학연구』 34, 서울시립

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 p.21 

5  <서궐도안>의 제작시기에 대한 논의는 안휘준,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pp.104-116; 이강근, 「慶熙宮의 歷史」, 『慶熙宮址 第二次 發掘調

査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서울특별시, 1987, pp.49-51; 이강근, 

「正祖의 慶熙宮 운영과 건축」, 『서울학연구』3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2009,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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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gwoldoan (Plan of the Western Palace) is a map of the building arrangement of Gyeonghuigung Palace—

also known as the western palace among the five palaces in the capital during the Joseon Dynasty—together 

with the natural features of its surroundings, drawn from an overhead perspective. Although it is set only in 

ink without colored tinting, in terms of artistry Seogwoldoan is comparable to Donggwoldo (The Eastern Palaces) 

depicting Changdeok Palace and Changgyeong Palace to the east of the main palace of Gyeongbokgung—. 

Seogwoldoan is presently framed fully unfolded, but there can be seen three vertical and 12 horizontal folds, 

indicating that it was originally a folding map. 

The original name of Gyeonghuigung was Gyeongdeokgung. The construction of the palace began in 1617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r. 1608–1623) at the site of the house of Prince Jeongwon (1580–1619), the 

father of King Injong (r. 1544–1545). The effort was part of the architectural rehabilitation project undertaken 

in the wake of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and was completed in 1620 as a 1,500-bay structure. In 

1693,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comprehensive repair work was carried out and new structures were also 

constructed, the details of which can be confirmed in Gyeongdeokgung suriso uigwe (Protocol of the Maintenance 

Office of Gyeongdeokgung). The western palace was renamed “Gyeonghuigung” in 1760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Gyeonghuigung was maintained as it had been reconstructed through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until a fire occurring at Hoesangjeon Hall destroyed some of the royal structures in 1829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In the year following the fire, the Seogwol Yeonggeon Dogam (Offic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Western Palace) was installed and commissioned with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palace. Seogwoldoan shows 

Gyeonghuigung as it was originally constructed in 1617, excluding a handful of buildings newly constru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featuring structures which were disassembled for the construction of 

Changdeokgung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but which were never reconstructed afterwards. 

It is indisputable that the map was produc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Since the western palace depicted 

in Seogwoldoan differs from that pictured in Seogwol yeonggeon dogam uigwe (Protocol of the Offic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Western Palace), a royal record maintained during the reconstruction process following a fire 

in 1829, it is clear that Seogwoldoan dates to before the 1829 blaze. The natural landscape in the map is depicted 

in the form of outlines, a painting style associated with royal painters from the early-19th century; therefore, the 

map is inferred to have been produced no earlier than October 1829. 

Gunggwoji (Records on Palace History), compiled circa 1907, notes that the remaining structures of Gyeonghugung 

were as large as 1,732 bays, but they were for the most part demolish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1910–

1945). Seogwoldoan served as a critical reference material for several excavation sessions launched in 1985 and 

for the recent restoration. Seogwoldoan speaks volumes regarding the advanced level of painting of palaces in the 

19th century. The picture, remaining as a draft sketched only in ink lines without shading, has academic value 

for studies on the process of producing colored painting in the royal court.

Seogwoldoan
Plan of the Western Palace

Treasure No.1534

Joseon (late period) / Ink on paper / 1 item
127.3 × 401.8cm
Korea University Museum

흥화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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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빈최씨 소령원도
淑嬪崔氏 昭寧園圖
Soryeongwondo 
Tomb of the Royal Lady Choe

018

보물 제1535호

보물 제1535호 《숙빈최씨 소령원도》는 조선 제21대 왕 영조英

祖(1694-1776)의 생모 숙빈최씨(1670-1718)의 원소園所인 소령원과 

관련된 그림 일괄 4점이다. 숙빈최씨는 본관이 해주海州이며 

영의정에 추증된 부사과 최효원崔孝元의 딸이다. 숙빈최씨는 7세에 

궁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숙종의 승은을 입어 1693년(숙종 19) 

아들 영수군永壽君을 낳아 숙원淑媛이 되었으나 영수군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1694년 영조를 낳아 숙의淑儀가 되었으며 

이듬해 귀인貴人에 오르고 1699년(숙종 25) 정1품 숙빈에 봉해졌다. 

숙빈최씨는 1716년 병이 들어 1718년 창의동 사제私第로 나와 3월 

9일 49세로 세상을 떠났다.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은 1718년(숙종 44) 숙빈최씨의 

장지를 정할 때 제작되었던 산도山圖와 산론山論이다. 그림을 통해 

명당의 지리적 조건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록을 통해 풍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표지는 중국제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중앙에 “묘소도형여산론墓所圖形與山論”이라는 

제첨이 붙어 있다. 표지를 펼치면 세로 79.4cm, 가로 59.4cm 

크기가 되는데 상단부터 제목, 산도, 산론이 차례로 배치된 3

단 구성이다. 상단에 쓰인 “양주고령동옹장리서좌묘향산도급산

론楊洲高嶺洞瓮場里酉坐卯向山圖及山論” 이라는 제목은 이 그림이 

숙빈최씨 묘소의 지리적 위치와 풍수적 향좌를 도해한 산도임을 

말해준다. 양주 고령동 옹장리는 현재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동에 해당된다.  

풍수도 형식으로 그려진 산도의 우측 상단에는 묘소의 풍수에 

관해 세 가지 사항, 즉 풍수에서 말하는 용선龍旋, 풍수의 과제課題, 

풍수의 예언預言이 적혀 있다. 용선은 풍수의 형세 중 용이 휘감는 

방향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묘소에 이르는 산의 지맥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며 신방辛方에서 오다가 정서正西 쪽에서 

오며, 묘소는 동향을 하고, 묘소에서 보이는 하천은 동북쪽과 

동남쪽에서 흘러들어와 합쳐서 동남쪽으로 빠져나간다(右旋 辛兌

龍 酉坐卯向 艮巽得水 巽破)”는 내용이다. 묘소 주위의 산천 형세를 

조선(18세기)

저지楮紙

4종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 

표지: 세로 21.3cm, 가로 15.6cm 

그림: 세로 79.4cm, 가로 59.4cm  

<숙빈최씨소령원도> 

세로 115.7cm, 가로 87.4cm

<숙빈최씨소령원화소정계도> 

세로 89.8cm, 가로 74.3cm

<숙빈최씨소령원배치도> 

세로 93.8cm, 가로 75.2cm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숙빈최씨소령원도><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 <숙빈최씨소령원화소정계도> <숙빈최씨소령원배치도>

<숙빈최씨소령원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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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적으로 요약한 말이다. 풍수의 과제는 “일어남이 왕성하고 

오래 사는 것(旺丁頣壽)”과 “재산이 풍요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

(饒財榮華)”으로 풀이 된다. 풍수의 예언은 “기·유·축년에 태어

나는 후손은 음덕을 입고 병·신년에 발복한다(己酉丑生人受蔭 丙

辛之年發福)”는 내용이다.  

중단의 산도는 중앙의 묘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 산맥을 조감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산봉우리와 능선 쪽은 짙은 먹으로 그

렸고 아래쪽은 조밀한 선을 그어 농담의 효과를 대신하였다. 산

봉에는 풍수의 방위를 글자로 표기하였고 재실을 조그맣게 그려 

넣었다. 그밖에 “논(沓)”과 “절(寺)”, 그리고 물이 들고 나가는 “득

수得水”와 “수파水破” 등 물의 풍수적 요소도 글자로 표시하였다.

하단에는 산론이 적혀있는데 겸교수 김원명金遠鳴, 교수 

정탁鄭倬, 전교수 양재흥楊再興 등이 장지를 답사한 뒤 그 전체적

인 풍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이어서 부사용副司勇 오진설吳震

說이 추가로 기입한 글이 있는데 길지吉地로서의 묘소의 형세를 

설명한 글이다. 한편 산론 첫줄 끝에 「연잉군장延礽君章」이라는 인장

이 찍혀 있어 연잉군이 이 그림을 소장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은 1718년 숙빈최씨의 묘소 

선정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산도와 산론이 함께 구성된 형식

으로는 현전 유일한 예이다. 그림과 글이 한 화면에서 서로 보완

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묘소가 풍수적으로 길지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왕실에서 통용되던 삼단 구성의 산도 형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숙빈최씨소령원도>는 숙빈최씨의 무덤인 소령원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영조는 1744년(영조 20) 사당 이름을 육상毓祥으로, 

무덤 이름을 소령昭寧으로 올렸다. 숙빈최씨가 후궁으로 책봉

된 지 60주년이 되는 1753년(영조 29)에는 화경和敬이라 추시追

諡하고 묘廟를 궁宮으로, 묘墓를 원園으로 승격시켰다.1 사흘 뒤

인 6월 28일에는 원소園所의 위의에 맞게 주변을 단장하고 석물

을 조성하기 위해 봉원도감封園都監을 설치하였다.2 7월 11일 정

자각丁字閣 건립을 시작으로 전사청이 세워지고 비석, 양마석羊馬

石과 호석護石 등 석물이 추가되었다. 봉원도감의 공역은 9월 초

에 완료되고 4일에 안원제安園祭를 거행하였다.3 이 <숙빈최씨소

령원도>에 양마석과 정자각 등이 그려지지 않은 점은 그림의 제작

시기를 가늠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숙빈최씨소령원도>는 화면 상단에 “소령원”이라는 묵서가 

있다. 조감시로 내려다본 소령원의 경내가 산도의 형식으로 그

려졌다. 중앙 상단에 원소를 배치하고 그 아래편 우측에 비각을, 

좌측에 부속 건물을 그렸다. 육오당六吾堂이 중심이 되는 제청祭

廳, 제실祭室, 원직園直 등이 글자로 확인된다. 부속건물 아래쪽에

는 민가와 전답이 들어서 있고 전답 위쪽에 2칸 규모의 초옥인 

기임각祈稔閣도 그려졌다. 기임각은 영조가 묘소에 들를 때 휴식

하며, 때로는 관경觀耕하고 관예觀刈하던 정사精舍인데 소령원

으로 격상되면서 제청(육오당)의 남쪽으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는 

정자각이 들어섰다.4 그림에서는 기임각이 제청의 남쪽으로 

이전하기 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풍수에서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의 능선 자락의 표현에 피마

준과 미점준을 주로 사용하였다. 동그란 형태의 봉분은 둥근 녹

색으로 담채하고 봉분 주위로 곡장曲墻을 그렸다. 봉분 아래로 표

석表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장명등長明燈을 일렬로 그리고 상

석과 향로석의 좌우로 각각 망주석望柱石과 문석인文石人을 대칭

으로 그렸다. 곡장 바깥쪽 우측에 산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놓는 “산신제석山神祭石”이, 문석인 아래쪽에는 “중배설석中排設

石”이 표시되어 있다. 곡장 위쪽에는 “유좌묘향酉坐卯向”이라 써

서 묘소가 동향임을 표시했다. 

이 <숙빈최씨소령원도>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화면에 “소령원”

이라 제목처럼 쓰여 있는 점, 정자각과 양마석 등이 그려지지 

않은 점, 기임각 위치는 이전되기 전의 자리인 점 등으로 미루어 

소령원으로 격상된 직후인 1753년경이라고 판단된다. 즉 그림

의 제작시기는 1753년 봉원도감이 실질적으로 공역을 시작하

기 전이지만 그려진 원소의 모습은 1718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

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봉원도감이 공역을 완료하기 이전 소령

원 경내 건물 및 석물의 배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자

료가 된다.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 <숙빈최씨소령원도> <숙빈최씨소령원화소경계도> <숙빈최씨소령원배치도> 



132 133문화재대관

보물

지도

<숙빈최씨소령원화소정계도>는 소령원 일대의 화소火巢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화소는 산불방제구역으로 산불이 능원 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일대의 초목을 베어낸 곳을 말한다. 

이 그림은 소령원의 산세를 연녹색으로 담채하고 길고 느슨한 피

마준으로 표면처리 하였다. 붉은 선은 화소의 경계를 표시한 화

소정계선인데 “화소주면묘지이십리火巢周囬墓止二十里”라고 기입

하여 화소의 둘레가 20리였음을 밝혔다. 점선은 수맥의 흐름을 

표시한 것으로 “우물(井)”과 연결되어 있다. 

<숙빈최씨소령원화소정계도> 역시 풍수도 형식으로 그려졌

으며 네 면에 방위를 표시하고 서쪽을 위로 두어 소령원이 동향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묘소 주변의 마을과 산의 이름을 표시하

였고 남쪽에는 의성령세장義城令世葬, 김가분金哥墳, 정가분鄭哥墳 등 

민인民人의 묘소 위치를 적어 넣었다. 이는 화소를 조성할 때 민

인의 선영을 화소 밖으로 옮기게 한 조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숙빈최씨소령원화소정계도>가 포함하는 영역은 <숙빈최씨묘소

도형여산론>의 산도와 유사하지만 준법이나 채색 등의 회화적 

요소는 다르다. 이 그림은 소령묘가 소령원으로 승격된 1753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며 채색과 화법을 통해 18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과 관련하여 장서각에는 채색이 가해지지 않은 

초본이 한 점 더 전한다. 

<숙빈최씨소령원배치도>는 1718년 숙빈최씨의 묘소를 조성

할 때 봉분의 주위에 세운 석물의 배치를 그린 그림이다. 석물

의 구조와 문양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봉분은 묘사하지 않고 

“묘墓”라는 글자로 표시하였으며 주위의 곡장과 표석, 혼유석魂

遊石, 상석,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 문석인 등의 석물만을 백묘

로 그렸다. <숙빈최씨소령원도>의 봉분 주위를 확대한 그림인 

셈이다. 

곡장의 바깥 오른쪽 위에는 “산신상석山神床石”을 표시하였고 

문인석의 아래에는 “중배설상석中排設床石”을 표시했다. 1718년 

숙빈최씨 묘소의 석물조성 당시의 기록으로 『제청급석물조성시

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謄錄』이 있는데 앞부분에 이 그림과 동일한 

내용의 <묘소석물배열도>가 실려 있다. <묘소석물배열도>에는 

일일이 석물의 명칭이 적혀 있어 <숙빈최씨소령원배치도>의 내

용파악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곡장 아래와 문인석 아래에 각각 그

어진 두 줄의 선이 내계체석內階砌石과 외계체석外階砌石임을 등

록의 <묘소석물배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의 소령원에는 

봉분 앞 쪽에 석마石馬, 석양石羊이 각각 2개씩 있고 봉분 뒷편에

는 석호石虎 2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1753년에 봉원도감에서 

새로 조성한 것으로 그림에는 이들 석물을 찾을 수 없다. 따라

서 <숙빈최씨소령원배치도>의 내용은 소령묘 시절의 모습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실에서 장지를 결정하고, 묘역에 부속 건물과 석물을 조성

하며, 묘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림들로 구성된 《숙빈

최씨 소령원도》는 한 원소와 관련된 그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된다. 《숙빈최씨 소령원도》는 능원묘를 조성하는 과정

에서 소용되고 왕실에서 요구하였던 그림의 양상을 말해준다. 최

종적으로 낙점된 장지의 풍수적 장점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보고하고, 묘주의 신분에 맞게 단장한 묘역 현장을 그림으로 그

렸으며, 특히 석물의 조성을 중요시하였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

해 설정된 화소를 그려 묘역의 유지관리에도 힘썼던 왕실의 관

행을 알 수 있다. 이 그림들 모두가 풍수적 요소가 강조된 산도 

형식으로 그려졌음도 주목된다. | 박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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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yeongwondo (Tomb of the Royal Lady Choe) is a set of four pictures pertaining to Soryeongwon, the tomb of Lady Choe (1670–1718), the mother 

of King Yeongjo. 

“Myosodo hyeongyeosanron” (Mountain Picture and Writing of the Tomb of Royal Lady Choe) is unique in that the depiction of mountains and theories 

on their geomancy are combined within a picture that was produced as part of the process of selecting a tomb site for Royal Lady Choe. The visual and 

textual explanations presented on the single sheet synergize to convey how the site is auspicious from the perspective of geomancy, or pungsu (feng shui in 

Chinese). The three-tiered structure of the picture—the title, drawing, and writing arraigned from top to bottom—serves as a rare example of geomantic 

mountain illustrations produced by the royal court. 

“Soryeongwondo” (Tomb of the Royal Lady Choe) is a depiction of the tomb of Lady Choi. King Yeongjo promoted the grave shrine to Yuksang and 

the tomb to Soryeong in 1744.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Lady Choe being invested as a royal concubine to King Sukjong in 1753, King 

Yeongjo raised the status of her shrine from a myo (廟) to a gung. Her tomb was elevated from a myo (墓) to a won. Given the picture bears the characters 

“Soryeongwon” as if it is the title, the T-shaped shrine and stone sheep and horses are not depicted, and the Giimgak shrine is presented in its location 

prior to its relocation, “Soryeongwondo” is dated to soon after 1753, when the tomb was promoted to Soryeongwon. 

“Hwaso jeonggyedo” (Fire Prevention Lines for the Tomb of Royal Lady Choe) depicts the hwaso around the tomb. Hwaso refers to fire safety zones where 

trees and shrubs have been removed in order to prevent any potential fire from extending into a grave complex. It was created around 1753, immediately 

after the grave was upgraded to won status. The coloring and drawing methods also support a date in the mid-18th century. There is an additional draft 

version of “Hwaso jeonggyedo” held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at lacks tinting.

“Soryeongwon baechido” (Plan of the Tomb of Royal Lady Choe) is a depiction of the arrangement of stone objects placed around the burial mound 

when the tomb complex was prepared in 1718. The shapes and ornamental patterns of the stone objects are described in detail. The burial mound is not 

actually drawn, but marked with the Chinese character “墓,” meaning “grave,” and only the low wall enclosing the burial area and the surrounding stone 

objects—the dais for the spirit, incense-burners, a lantern, pillars, and officers—are delicately described. “Soryeongwon baechido” can be understood as a 

magnified illustration of the burial mound of “Soryeongwondo”

Soryeongwondo is comprised of pictures which were required for the comprehensive royal funerary process, including selecting a burial site, constructing 

affiliated buildings and stone objects, and managing the burial complex, and is even more meaningful in that all the component pictures are related to one 

burial site. Soryeongwondo is highly informative as an example of the form of ideal pictures which the royal court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burial 

sites for royal family members. In Soryeongwondo, geomantic advantages are highlighted through a combination of texts and drawings; it is shown the 

degree to which the placement of stone objects, the arrangement of which was decid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dead, was perceived as important. 

The existence of anti-fire areas demonstrates the value placed by the royal court on the management of royal tombs.

Soryeongwondo 
Tomb of the Royal Lady Choe

Treasure No.1535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4 types

Myosodo hyeongyeosanron 
(Mountain Picture and Writing of the Tomb of Royal Lady Choe): 
Cover: 21.3 × 15.6cm / Picture: 79.4 × 59.4cm 

Soryeongwondo 
(Tomb of the Royal Lady Choe): 115.7 × 87.4cm

Hwaso jeonggyedo 
(Fire Prevention Lines for the Tomb of Royal Lady Choe): 89.8 × 74.3cm

Soryeongwon baechido 
(Plan for the Tomb of Royal Lady Choe): 93.8 × 75.2cm

Academy of Korean Studies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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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
越中圖
Woljungdo 
Scenes of Yeongwol

019 조선(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1첩

표지: 세로 35.9cm, 가로 20.5cm

그림: 세로 29cm, 가로 33.5cm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536호

《월중도》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 관련 사적을 그린 화첩

이다. ‘월중’은 영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월중도》의 표지는 능화판

이 찍힌 장지이며 흰 비단에 “월중도越中圖 진眞”이라 쓰인 표제가 

붙어 있다. 화첩은 <장릉도莊陵圖>, <청령포도淸泠浦圖>, <관풍헌

도觀風軒圖>, <자규루도子規樓圖>, <창절사도彰節寺圖>, <낙화암도

洛花巖圖>, <읍치도邑治圖>, <영월도寧月圖> 등 8장의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매 장면마다 주요 건물과 지형지물의 명칭이 단

정한 해서체로 주기注記되고 건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몇 줄로 부기附記되어 있을 뿐 작품의 제작 배경이나 시

기를 시사하는 기록은 없다. 「봉모당인奉謨堂印」이 찍혀 있는 것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월중도》는 봉모당 후고後庫에 보관되었던 

왕실 수장품이다.1

조선후기 단종과 충절신에 대한 복권과 관련 유적의 정비는 

숙종대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영조와 정조대로 이어졌다. 특히  

《월중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규루의 복원, 민충사의 정비, 

관풍헌의 중수, 자규루에서 관풍헌으로 이어지는 벽돌 길 보수, 

청령포 옛 터에 단壇 수축과 영조의 어필비각 중수, 영천靈泉의 담

장 수축 등 1791년(정조 15)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

업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조대의 정비 사업은 1791년 3월에 부

임한 영월부사 박기정朴基正(1748-?)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0월 24일경에 마무리되었다. 정조 초부터 이루어진 단종과 관

련된 유적정비 사업은 1796년(정조 20) 『장릉사보莊陵史補』와 『장

릉등록莊陵謄錄』으로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아울러 정조는  《월중

도》라는 시각적 결과물을 제작하여 그 모습을 기념하고 보존하

였다고 생각한다. 같은 내용의 도설이 실린 『장릉사보』와 비교하

면 『장릉사보』에 그려진 <관풍헌도>에는 1792년 9월에 설치된 

하마비가 그려진 반면  《월중도》의 <관풍헌도>에는 그려지지 않

았다. 또 <장릉도>에도 『장릉사보』에는 1793년 중건한 배견정拜

鵑亭이 그려졌지만  《월중도》에는 그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월

중도》는 1791년 10월 말에 마무리된 사적 정비 양상을 보여주

며, 하마비가 그려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1792년 9월 이전의 모

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전하는 장서각 소장의  《월

중도》가 정조 대에 제작된 원본인지 후에 개모된 것인지에 관해

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1도 <장릉도>는 단종의 장릉과 대표 사적을 표시한 회화식 

지도 형식의 그림이다. 장릉과 영월 내의 주요 단종 사적지를 요

약적으로 한눈에 보여준다. 장릉은 애초에 엄흥도嚴興道가 단종

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신의 선산에 매장했던 곳, 즉 노산군묘魯

山君墓와 동일한 곳이며 1699년(숙종 25)에 장릉으로 봉릉되었다. 

화면에는 장릉 경내의 ‘능상陵上’, ‘신좌辛坐’, ‘정자각丁字閣’, ‘

<장릉도>

<청령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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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간水刺間’, ‘영천靈泉’, ‘수복방守僕房’, ‘비각碑閣’, ‘충신사忠臣

祠’, ‘향대청香大廳’, ‘재실齋室’, ‘경액지景液池’ 등이 글자로 표시

되고, 원찰로 ‘보덕사報德寺’와 ‘금몽암禁夢庵’, 그리고 ‘아사衙舍’, 

‘관풍루’, ‘자규루’, ‘창절사’ 등도 표시되어 있다. 글자로 표시하

지는 않았지만 장릉 경내에는 제물을 차려놓는 배식단配食壇도 

사각형 형태로 표시되고 금강의 낙화암과 비석도 그려져 있다. 

그 외에 ‘금강錦江’, ‘청령포’, ‘서강西江’ 등의 하천과 ‘증산甑山’, 

‘발산鉢山’, ‘도산刀山’, ‘검각劒閣’, ‘각근치角斤峙’ 등의 자연지형

이 쓰여 있다. 화면 좌우 여백의 부기는 장릉의 향좌, 석물, 부속 

건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해 약술한 것이다.    

제2도 <청령포도>는 1456년(세조 2)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

되어 온 최초 유배지 청령포 일대를 부감한 그림이다. 유배지

를 연결하는 유일한 뱃길이 한 척의 배와 ‘청령포’로 표시되

고, 1791년에 바둑판 모양으로 돌을 쌓아 만든 단과 ‘비각碑閣’, 

1726년(영조 2)에 세운 ‘금표비禁標碑’ 등이 쓰여 있고 멀리 ‘도

산’, ‘검각劒閣’ 등도 표기되어 있다. 비각은 어서를 새긴 단묘유

지비端廟遺址碑를 모시기 위해 1763년(영조 39) 건립되었으며 바

둑판 모양의 단은 단종이 머물던 초막의 터에 1791년 2층으로 

쌓은 기단이다. 고리 모양으로 휘감아 도는 감입곡류와 깎아지

른 듯 험준한 절벽으로 에워싸인 특이한 지형이 다소 과장되어 

그려졌지만 지형의 특수성만은 잘 전달된다. 비각 북쪽에는 단

종의 유배 모습을 목도하고 단종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뜻에서 

관음송觀音松이라 불리는 소나무 군이 그려져 있다. 부기는 청령

포의 특이한 지형과 비석에 대한 설명이다.  

제3도 <관풍헌도>는 ‘망경헌望京軒’, ‘객사客舍’ ‘관풍루觀風樓’, 

‘백운루白雲樓’ 등으로 이루어진 영월의 객사 경내를 부감한 건물

도이다. 1456년 여름 청령포에 홍수가 나자 단종은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곳에서 사사되었다. 관풍헌은 객사 동편 담장

으로 구획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관풍루라고 편액되어 있다. 관

풍헌 앞에는 단종이 다니던 어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관풍헌 

중수 당시에 복원된 것이다. 객사의 편액은 ‘나성관奈城舘’이다. 

관풍헌 앞에 세운 삼문 한 칸에 층을 올려 누각을 삼았는데 이것

이 바로 백운루이다. 이 장면은 객사 경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만 부기도 관풍헌 위주로 설명되어 있듯이 1791년 중수한 관풍

헌을 부각시키는 구조이다. 

제4도 <자규루도>는 관풍헌의 동남쪽에 세운 자규루를 그린 

것이다. 1431년(세종 13)에 처음 세워졌는데 관풍헌으로 유배지

를 옮긴 단종은 이 누각에 올라 시를 짓곤 하였다고 한다. 자규

루는 1605년(선조 38) 홍수로 유실되었고 그간 민가가 들어서 있

던 자규루의 옛 터에 화재가 나면서 유구가 드러나자 1791년(정

조 15) 그 자리에 건물을 다시 지었다. 자규루라는 이름도 이때 

새로 얻은 것이다. 자규루의 앞에는 삼문을, 서북쪽 모퉁이에 중

문을 두었는데 관풍헌으로 통하는 어도가 표시되어 있다. 부기

는 자규루의 향좌, 위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담채로 가볍게 

처리한 수평의 서운을 배치하여 주변을 생략하고 거리를 축약하

는 효과를 얻었다.     

제5도 <창절사도>는 단종에 대해 절의를 지킨 사육신, 김시습

과 남효온 등의 생육신, 박심문과 엄홍도 등의 충신 10위를 배향

하기 위한 사당인 창절사 일대를 그린 것이다. 창절사는 1705년

(숙종 31) 이곳으로 옮겨지고 1709년 창절사라 사액되었으며 이

후 강학을 하는 서원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창절사 좌우에는 각

각 2칸의 협실이 있다. 삼문 밖에는 정면 5칸의 강당이, 강당 

양 옆에는 재사가, 그리고 정문 격인 문루가 그려져 있다. 화면

의 우측 하단에는 ‘엄공정려嚴公旌閭’라고 쓰인 작은 건물이 그려

져 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한 엄흥도에게 1726년(영

조 2) 정려문을 내릴 때 함께 세워진 정려비각이다.  

제6도 <낙화암도>는 단종을 모시던 시녀와 시종이 순절한 금

강 서쪽 변의 낙화암 일대를 그린 것이다. 1742년 영월부사 홍성

보洪聖輔(1685-1742)가 ‘낙화암’이라는 비석을 세웠고 시녀와 시

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세웠다. ‘민충사’라 사액된 것은 1758

년(영조 34)이다. ‘금강정錦江亭’은 1428년(세종 10) 영월군수 김복

항金復恒이 창건한 누정이다. 금강 건너에는 민가 ‘덕포촌德浦村’

이 표시되어 있다. 

제7도 <읍치도>는 영월 읍치를 주변의 산세 안에 포치한 그림

이다. 아사衙舍, 객사, 자규루, 창절사, 사직단社稷壇, 향교鄕校, 사

창司倉 등 주요 읍치 건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청령포와 능소陵

所를 표시하였다. 금강과 서강, 두 강줄기가 합류하는 ‘양강합금

兩江合襟’ 등이 표시되어 있다. 

<관풍헌도> <자규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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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암도>

<읍치도>

<영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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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jungdo (Scenes of Yeongwol) is a picture book on historical sites in Yeongwol, Gangwon-do Province, 

which are associated with King Danjong (r. 1452–1455), using the term Woljung to refer to Yeongwol. The 

cover is crafted from the Korean paper jangji, and is attached with a silk strip bearing the title. The book 

consists of eight pictures: “Jangneungdo” (Jangneung Tomb), “Cheongnyongpodo” (Cheongnyongpo Cape), 

“Gwanpungheondo” (Gwanpungheon Hall), “Jagyurudo” (Jagyuru Pavilion), “Changjeolsado” (Changjeolsa 

Shrine), “Nakhwaamdo” (Nakhwaam Rock), “Uepchido” (Village Office), and Yeongwoldo (Yeongwol). On 

each picture is indicated the names of the major structures and landscape features and a brief note on the 

geographic locations of buildings, without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or date of their production. The 

Bongmodang stamp (Hall of Royal Books) appearing on the book indicates that Woljungdo was part of the royal 

collection maintained at Bongmodang. 

Picture 1, “Jangneungdo,” is a brief but comprehensive depiction of Jangneung—the tomb of King Danjong—

and the major historic sites in Yeongwol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king. Picture 2, “Cheongnyongpodo,” 

depicts Cheongnyongpo Cape, the initial place of exile for King Danjong where he was sent in 1456 after being 

demoted to the title of Prince Nosan. Gwanpungheon Hall shown in picture 3, “Gwanpungheondo,” is the site 

where King Danjong resided after a flood in Cheongnyongpo Cape in the summer of 1456, and is also where he 

was killed. Picture 4, “Jagyurudo,” is a drawing of Jagyuru Pavilion located to the southeast of Gwanpungheon, 

which was built in 1431. During his exile, King Danjong used to sit in the pavilion and compose poetry. 

Picture 5, “Changjeolsado,” shows Changjeolsa Shrine, constructed in commemoration of the ten officials 

who upheld their fealty to King Danjong, even in the face of death. Nakhwaam Rock described in picture 

6, “Nakhwaamdo,” is the point from which the ladies of the court flung themselves following the Danjong’s 

death as a demonstration of their faithfulness to the king. Picture 7, “Uepchido,” represents the Village Office 

of Yeongwol and the surrounding mountains. Picture 8, “Yeongwoldo,” describes the geographic features of the 

village hall of Yeongwol and its natural surroundings. 

The handwriting, sketches, and shading of Woljungdo retain a high level of artistry and dexterity, indicating 

that it was a carefully-prepared work of art. What is most contentious in studies on Woljungdo is its date: it is 

indisputable that the original wa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but at issue is precisely when the 

current example of Woljungdo was produced. Expert opinions are split, with one party arguing for a date between 

1791 and 1792—no later than September 1792, to be specific—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the other 

supporting another time either in the early or the late 19th century. Regardless of the date of its production, 

what remains certain is that Woljungdo stands as an outstanding piece of art describing a commemoration of 

King Danjong that took place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Woljungdo
Scenes of Yeongwol

Treasure No.1536

Joseon (19th century) / Painting on paper / 1 volume
Cover: 35.9 × 20.5cm / Picture: 29 × 33.5cm
Academy of Korean Studies

제8도 <영월도>는 영월의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리적 형

세를 그린 지도이다. 중앙에 흰 동그라미로 읍치의 위치를 표시하

였고 읍치에서 인근의 면面으로 이어지는 길은 붉은 선으로 표시

하였다. 부기는 영월 경내의 거리, 호구, 남녀 인구수, 논밭의 규

모 등을 기록한 것이다.  

 《월중도》의 필치는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수준 높다. 세부 

묘사도 치밀하고 설채도 단정하여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산수는 미점과 피마준을 위주로 한 전형적인 

남종화풍을 보여주며 수지법도 화보풍이다.  《월중도》의 연구에

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제작시기에 관한 것이다.  《월중도》

가 처음 제작된 것이 정조대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

만 현전하는 이  《월중도》의 제작시기가 문제인데, 1792년 9월을 

하한으로 하는 1791년~1792년의 정조 연간이라는 의견과 19세

기 전반, 또는 19세기 후반이라는 의견이 있다. 18세기 말이라고 

보는 견해는  《월중도》에 쓰인 부기와 인문지리적 세부 표현을 정

조대 문헌과 비교하는 데에 치중한 것이다.2 19세기 전반이라는 

의견은  《월중도》의 산수묘사가 <동궐도東闕圖>나 <경이물훼첩敬

而勿毁帖>과 산수표현이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한다.3 19세기 후반

으로 비정하는 주장은  《월중도》의 관아도에 나타난 기와 표현 중 

용마루와 기와골이 만나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명암처리한 방식이 

19세기 중후반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 그러

나 제작시기와 상관없이  《월중도》는 정조대에 이루어진 단종에 

대한 추모와 사적의 정비 양상이 종합적으로 그려졌으며 회화적

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 박정혜

1 『奉謨堂後庫奉藏書目』(장서각 2-4458) 참조

2  18세기 말이라는 의견은 김문식, 「18세기 단종 유적의 정비와 <越中圖>」, 

『藏書閣』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pp.91-95; 유재빈, 「추모의 정치

성과 재현: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와 <越中圖>」, 『미술사와 시각문화』 7,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8, pp.259-267

3  윤진영, 「단종의 哀史와 충절의 표상: <월중도>」, 『越中圖』,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2006, pp.22-30

4  이예성, 「19세기 특정한 지역을 그린 고지도와 회화」, 『조선왕실의 행사

그림과 옛 지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p.53-68

참고문헌

1 『장릉등록莊陵謄錄』, 1796년, 규장각(규 12974)

2 『장릉사보莊陵史補』, 1796년, 규장각(규 3684)

3  김문식, 「18세기 단종 유적의 정비와 <越中圖>」, 『藏書閣』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4  유재빈, 「추모의 정치성과 재현: 정조의 단종 사적 정비와 <越中圖>」, 『미술사와 시

각문화』 7, 2008

5  윤진영, 「단종의 哀史와 충절의 표상: <월중도>」, 『越中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6   이예성, 「19세기 특정한 지역을 그린 고지도와 회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청령포도> 세부



144 145문화재대관

보물

지도

전주지도 

全州地圖
Jeonju jido  
Map of Jeonju

020 조선(18세기)

저지楮紙

1축

세로 149.9cm, 가로 89.8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86호

<전주지도全州地圖>는 전주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지

형, 지물, 경관을 재현한 독립 군현지도이다.1 일반적으로 잘 알려

진 전주지도의 구성이나 소재를 토대로 하면서 전주에 관한 다양

한 정보를 수록한 지도이지만 특히 회화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새

로운 유형의 전주지도이다.

이 지도는 사각형의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읍치를 크게 부각시

켜 그리고, 주요한 관아 건물을 비교적 소상하게 재현하였다. 이

에 비하여 주변의 민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략하여 그

렸다. 읍치의 바깥쪽으로는 풍수적으로 볼 때 북서쪽이 허약한 전

주의 지세地勢를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산, 북문 쪽에 위치한 

옹성甕城, 울창한 숲정이, 저수지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보는 

이의 시선은 화면 하단 오른쪽 구석으로부터 차차로 화면 상단 왼

쪽 구석으로, 즉 북서쪽 방향으로 서서히 이끌려 지고 있다. 전반

적으로 풍수적인 약점을 보강하는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전주가 

이상적인 도시임을 전달하고 있다. 읍치의 하단 우측에는 태조의 

어진을 모신 건물인 경기전慶基殿이 부각되어 그려졌는데, 경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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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울창한 숲이 나타나고 숲 위로는 하얀 학들이 날고 있어서 

상서로운 장소임을 전달하고 있다. 읍치 주변의 사방에 흰 복사꽃

들이 활짝 피어 있고, 파릇한 이파리가 돋아나는 무성한 수풀로 이

루어진 숲정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봄 경치를 

그린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읍치의 바깥쪽, 화면의 우측 아래에는 높은 언덕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태조太祖 이성계李成桂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로 알

려져 있는 오목대梧木臺이다. 오목대 언덕 위에는 지방관의 행렬이 

묘사되었다. 약식 의장儀仗을 대동하고 나선 지방관은 하얀 차일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차일 옆에 놓여진 의자 위에는 호

피虎皮가 깔려 있어서 이 지방관이 감사급의 고위 관료임을 시사

한다. 이 의미 깊은 장소에 올라가 전주읍치를 내려다보고 있는 

지방관의 존재는 곧 전주가 조선왕조의 시원이 되었던 곳임을 부

각시키고, 지방관료의 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은연중에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군현지도 가운데 이처럼 지방관

의 행렬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현전하고 있는데, <전주지도>는 

가장 빠른 사례로서 주목된다. 

<전주지도>는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유명한 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과 유사한 화풍으로 재현되었고, 또한 서양화

법에서 유래된 원근투시도법 및 지면의 질감 표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화풍은 이 작품이 정선화풍이 유행한 18세기 중엽 이

후의 작품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771년(영조 47)에 설치된, 

이성계의 시조 이한李翰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인 조경묘肇慶廟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2 이 그림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요

소는 전주성의 남문과 서문이다. 전주성의 남문에는 본래 삼층 누

각인 명견루明見樓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767년 큰 불이 나서 

남문과 서문이 탔고, 1768년 재건된 뒤 남문에는 이층 누각을 짓

고 풍남문豐南門이라 하였고, 서문은 재건한 뒤 패서문沛西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림에는 이층 누각과 함께 남문이라고 기록되

었고, 서문이라고 쓰여 있다. 즉 이 작품의 제작 시기는 1767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지도를 그린 화가는 효과적인 구성으로 전주를 한 눈에 들어

오도록 재현하였다. 때로는 굳세고 빠른 필치와 때로는 부드럽고 

우아한 필치를 구사하였고, 물기가 많은 윤택한 묵법墨法, 화사한 

색채, 정교한 묘사로 아름다운 지도를 그리는 탁월한 기량을 드러

내었다. 산을 그릴 때에는 우선 윤곽선을 그린 뒤 그 안쪽으로 구

불구불한 준을 반복적으로 그어 질감을 표현했고, 산등성이에 작

은 미점을 촘촘하게 찍어 질감을 보강하였다. 바위를 그리는 준법

으로는 적묵법積墨法과 부벽준斧劈皴을 구사하였고, 여기저기 나타

나는 소나무를 그릴 때에는 T자형으로 표현하면서 이파리 부분에 

옆으로 누운 쌀알처럼 보이는 미점형米點形의 필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법들은 18세기의 대가 정선의 화법을 연상시킨다. 또한 

근경에서 원경까지 시선을 이끌어 가면서 근경은 크게 그리고, 원

경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서양적인 투시도법을 접목시킨 특

이한 시점과 기법을 구사하였다. 이 같은 화풍상의 특징과 이 지도

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토대로 이 지도가 정선을 

말년까지 모신 수제자로 정선의 화풍을 충실히 따르고, 특히 서양

화풍을 익숙하게 구사한 화원畵員 불염재不染齋 김희성金喜誠(1717-

1763 이후)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 

김희성은 18세기 중엽 경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한 궁중화가

이다. 그는 나라의 중요한 회사繪事에 연이어 참가하면서 공을 세

웠고,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 여러 번 지방의 화사군관畵師軍官으로 

파견되었다. 김희성은 1748년에는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변장邊

將, 1754년에는 황해도 초도의 절제사節制使, 1762년에는 경상도 

사천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화원으로서 종6품의 현감직에 임명된 

경우는 조선시대 전 시기동안 매우 드물어서 이를 통해서 김희성

이 당시에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화사군관의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희성은 숙종어진을 모사하는데 참여한 공으로 1748년 변장 

벼슬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그가 어느 지역으로 파견되었

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같은 해 김희성은 무반 벌열 출신의 전라

도 우수사 전일상全日祥(1700-1753)의 영정과 전일상의 모습이 등

장하는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를 제작하였다. 김희성이 변장으로 

파견되었던 지역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김희성의 행적

이 전라도에 봉직했던 관료와 관련이 있는 점은 <전주지도>를 김

희성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전주지도>의 

제작시기는 김희성이 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이자 전일상의 영정 

등을 그린 시기인 1748년 즈음, 18세기 중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전주지도>가 도화서에서 훈련된 최고 수준의 화가가 

그린 지도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개성이 

강한 성공적인 화가로서 김희성은 관습적인 표현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먼저 전주를 그리는 일반적인 구성을 존중

하되 전주읍치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민가는 최소화하였으며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울창한 장면으로 태평성대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장식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부수적으로 첨

가하여 이 지도를 제작한 목적을 전달하였다. 오목대라는 상징적

인 장소 위에 지방관의 행차 장면을 재현하고, 경기전 위를 맴도는 

상서로운 서학瑞鶴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지도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위한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

선풍의 준법과 수지법, 서양화풍에서 유래된 원근투시도법 등 새

로운 화풍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회화성이 부각된 예술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였다. 이 지도는 지방에 파견된 관료의 이력을 기

념하는 사적인 기념물로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

세기 이후 제작된 대형화면에 그려진 독립 군현지도 중에는 지방 

관료의 환력을 기념하는 사적인 소유물로서 주문, 제작, 사유된 작

품들이 확인되고 있다. 

19세기 이후 뛰어난 회화성을 겸비한 회화식 군현지도의 제작

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적지 않은 작품들

이 전해지면서 고지도 및 실경산수화의 새로운 면모로서 주목되

고 있다. <전주지도>는 그러한 현상의 단초를 보여준 이른 시기

의 사례라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18세기 중엽 경 화원 

출신의 화가들이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지도의 제작 및 유행에 관

여한 것을 시사하는 점에서 중요하고, 기능성과 함께 예술성을 겸

비한 한국적인 지도의 성격과 특징 및 수준을 대변하는 작품

이다. | 박은순

1  이 지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은순, 「19世紀 繪畵式 郡縣地圖와 地

方文化」, 『韓國古地圖硏究』제1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pp.43-47 참조

2  조경묘의 내력과 전주의 풍수, 풍수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지도에 대해

서는 조법종, 「옛지도를 통해 본 전주의 멋과 아름다움」, 『전주문화유산

탐구』, 전주문화원, 2000, pp.19-22 참조

3  김희성의 이력과 회화에 대해서는 김수진, 「불염재 김희성의 회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참조

남문 부분 오목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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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jido (Map of Jeonju) is a district map of the city of Jeonju, with the Village Office represented in the 

center and the surrounding natural and architectural landscape being depicted as well. On top of the content 

and structure found in conventional maps of Jeonju, Jeonju jido presents more a diverse range of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map-painting. 

Jeonju jido adopts the Jeongseon painting style initiated by the renowned painter Jeong Seon (1676–1759), the 

creator of the “true-view” landscape (jingyeong sansu), and incorporates Western painting techniques such as 

perspective and penetration. This indicates that this map-painting of Jeonju was produced somewhere around 

the mid-18th century when the Jeongseon style was popular. However, it lack the Jogyeongmyo Shrine, which 

was constructed in 1771 to commemorate Yi Han, the ancestor of King Taejo (r. 1392–1398), and his wife, 

dating the map to a point earlier than the establishment of the shrine. What is notable regarding the date of the 

map is the depiction of the south and west gates. It is said that the south gate originally boasted a three-story 

pavilion known as Myeonggyeonnu for its upper structure. However, a serious fire in 1767 consumed the two 

gates and they were then reconstructed in 1768. Following the reconstruction, the south gate came to have a 

two-story pavilion and was renamed Pungnam Gate. The west gate was given the new name Paeseo Gate. On 

the map, the south gate is shown with a two-story pavilion, indicated by “south gate,” and the west gate is 

marked with “west 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 of the map show that it was produced by the official painter (hwawon) Kim 

Hui-seong (1717–?), a follower of Jeong Seon who was faithful to Jeong’s painting style and exceled at the 

use of Western drawing techniques. Kim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royal paintings through the mid-

18th century as a member of the Dohwaseo (Office of Painting). Given the timeframe of Kim’s career and the 

painting features embodied in the map, Jeonju jido can be dated to around the mid-18th century. 

The practice of creating district maps which were also outstanding from a painting perspective became wide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19th century, leaving a considerable volume of artworks to be handed down to 

the present. Jeonju jido is an important early example vividly foreshadowing this upcoming mapmaking trend. 

The map also serves as evidence of the mid-18th-century practice of painters affili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being dispatched to locales and involving themselves in making local maps. Achieving both practicality and 

artistry, Jeonju jido bespeaks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cement of traditional Korea cartography.

Jeonju jido  
Map of Jeonju

Treasure No.1586

Joseon (18th century) /Mulberry paper / 1 item 
149.9 × 89.8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태조 진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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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도
都城圖
Doseongdo 
Map of the Capital

021 조선(1787년-1788년)

지본채색紙本彩色

1축 

세로 67.3cm, 가로 91.5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60호

18세기 후반 수도 한양의 성내와 주변 산세를 전통적 지도제작

법에 실경산수화법을 적용하여 그린 회화식 지도이다.1

<도성도>에는 주산인 북악의 전면 넓은 명당 혈穴 자리에 

경복궁을 건설하여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이 위치하였고, 

경복궁 앞쪽에 육조를 비롯한 관청을 배치하여 좌묘우사左廟右社, 

면조후시面朝後市라는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의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2 

조선시대 풍수지리관은 지세와 형국에 의해 땅의 길흉을 판단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인식 체계 중 하나였다. 도성 한양의 입지

는 고려 개경의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아 건설되었다. 궁궐의 입지

는 남쪽의 평탄한 지역을 선택하였고, 안산인 목멱산을 배경으로 

주산은 백악산이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묘가 좌청룡맥을 입지 

근거로 삼고 사직이 우백호인 인왕산을 입지 근거로 삼은 점은 고

려의 개경과 한양이 동일한 풍수지리 관념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산세를 따라 성곽을 건설하는 방식,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하천의 흐름 등도 고려의 개경과 동일한 형국이다.3 

도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계와 수계, 주산과 안산을 그리는 

방법은 전통적인 산도山圖 형식을 취하였으며, 북악에서 개천開川이 흘러

나가 외곽을 흐르는 한강漢江에 합류하고 한강 너머 관악산이 

조산이 되어 남쪽에서 받쳐 주는 지리적 형상이다.

<도성도>는 한성부 도성 안에 소재하는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

로小路를 도로망의 굵기로 구분하였다. 왕도王都의 상징인 대로는 

경복궁 광화문과 창덕궁 돈화문, 경희궁의 흥화문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로 동으로 흥인문, 서로 돈의문, 남으로 숭례문까지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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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행하던 진경산수화풍으로 묘사하여 감상화로도 손색이 없어, 

지도 제작에서 도화서 화원의 참여를 시사한다. 현전하는 도성도 

대부분이 18세기 중엽 이후 제작되었고, 도성 내부를 중심으로 도

로, 교량, 행정구역 명칭 등 상세한 인문지리 정보를 제공함과 동

시에 주변 산세를 산수화법으로 묘사하여 자연지리 정보를 동시

에 충족시키고 있다. 

이 시기 실경산수화는 전통적 화풍과 새로운 남종화풍을 적절히 

수용한 겸재謙齋 정선鄭歚(1676-1759)의 산수화풍이 주류를 형성하

였다. 겸재식 진경산수화풍의 표현적 특징이 두드러진 도성지도

로는 규장각 소장의 본 <도성도>와 1753년에서 1764년 사이 제작

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성대지도>를 꼽을 수 있다.8 지도에서 

도봉이나 노적봉 등 화강암질의 암산을 상악준, 수직준, 쇄찰준 등

으로 강하게 표현한 반면, 목멱산 일대의 토산을 그릴 때 남종화

법을 토대로 한 미점이나 피마준을 조선 땅의 지세에 맞게 변형

하여 묘사하였다. 특히 토산에 주로 나타난 T자형 소나무 수지법

은 나무가 거의 없는 암산 묘사와 차별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산수화법의 적용은 대상 지역의 현장감을 사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지도의 표현 양식에 부합하여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화원들이 제작한 도성도에도 일반화되었다. 이처럼 

조선후기 도성도와 실경산수화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은 지도를 제작하는 일선에 화원이 참여했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정은주

어 지도 내에서도 굵은 적선으로 표시되었다. 성문을 지나 도성 

밖 십여 리 이내에 해당하는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을 거쳐 전국의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외방도로와 연접하였다. 

이러한 도로망은 조선후기 교통과 상업 활동의 핵심 요소로 

수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인 부部, 방坊, 

계契의 경계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 제작된 <도성도>

에는 하천과 도로망을 기준으로, 중부·동부·남부·서부·북부 

5부 아래 방, 계, 동의 한성부 행정구역 체계를 기록하였는데, 특

히 한성부의 인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계가 상세하여 주목

된다.4

<도성도> 좌우 여백에는 지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기註記 3건

이 있다. 그중 우측 주기에는 도성의 5부에 속한 방의 수와 명칭, 

계의 개수를 자세히 적어 동부 6방 38계, 북부 9방 91계, 남부 11

방 71계, 북부 9방 38계, 중부 8방 91계로 총 43방 329계 체제였

음을 보여준다. 

좌측 상단의 주기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적는 방법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5부 분계分界를 오방색으로 구분하였고, 각

부는 사각형 테두리로 구분하였다. 방의 명칭 또한 사각형 테두리

로 표시하고, 각 계 위에 소속 방명坊名 중 한 글자만 적어 원형 테

두리로 구분하였다. 방 하나에는 계 하나가 있으므로 방명 아래에

는 계자契字만 쓰고, 도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

영청 삼군문三軍門의 분계는 황점으로 구분하였다. 성내는 방수坊

數를 장단長短으로 대략 구분하고 성 밖은 땅이 넓은 관계로 방수 

장단의 표기를 생략하였다”라고 하였다.5 

좌측 하단의 주기에는 파자교杷子橋, 종가鍾街, 돈화문, 흥인문, 

숭례문, 돈의문 등 이정이 되는 시가와 다리, 도성 4문의 상호 거

리를 보수步數로 기록한 것이다. 파자교는 도성의 중심으로 돈화

문, 흥인문, 흥화문의 교차점이며, 종가는 흥인문과 흥화문 대로

와 중로의 숭례문과 통하는 십자로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요 이정

표가 되었다.  

지도 위 종묘 동쪽 ‘장용영壯勇營’이 나타나는데, 장용영은 

1787년 동부 연화방에 속해 있던 이현梨峴의 별궁別宮 건물을 사

용하였다가 1802년 폐지되었다.6 1788년(정조 2) 행정구역을 개

편하면서 북부에 연희방延禧坊, 연은방延恩坊, 상평방尙平坊 등 3개 

방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한 것이 반영되지 않아 1788년 10월 이

전 상황을 반영하였다.7 따라서 지도의 제작 시기는 1787년에서 

178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도성도>는 지도로써 기능뿐만 아니라 도성 주변의 산세를 당

1  양보경, 「조선시대 서울의 옛 지도」, 『서울의 옛지도』, 서울학연구소, 

1995, pp.127-128

2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26, 

2006, p.36

3  장지연,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15, 2000, pp. 

81-82

4  양보경,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 및 행정구역」, 『서울의 경관변화』, 서울

학연구소, 1994, pp.180-193

5  “五部分界則五方本色別, 各部加方圈以分之, 坊名亦加方圈以爲標, 各契

上書所屬坊名一字加圓圈以歲之, 一坊只有一契則坊名下只書契字, 三軍

門分界則以黃點別之, 城內則大約以坊數爲長短, 城外地闊故畧之.”

6  『궁궐지』권3, 「도성지」, 장용영; 『東典考』권5, 壯勇營

7 『승정원일기』제1647책, 정조 12년 10월 13일(신축)조

8  <도성대지도>는 1753년(영조 29) 숙빈묘가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된 정

황을 반영하였고, 1764년(영조 40) 북부 순화방에 세운 사도세자의 사당

인 수은묘垂恩廟가 나타나지 않아 1753년에서 1764년 사이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된다. 이상태, 「도성대지도에 관한 연구」, 『도성대지도』, 서울역

사박물관, 2004, pp.70-72 우측 주기 부분좌측 주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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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ongdo (Map of the Capital) is a map-painting of the capital and the surrounding mountains from the 18th 

century, drawn in the style of “true-view” landscape (jingyeong sansu). 

In Doseongdo, The representation of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is presented in a manner that perfectly reflects principles 

suggested by “Kaogongji” in Zhouli, or Jurye in Korean (Rites of Zhou): jwamyo usa (a shrine to the left and alters to the 

right); and myeonjo husi (government to the front and markets to the rear). Gyeongbok Palace is located on a spacious 

site brimming with auspicious energy at the front of Mt. Bugaksan. To the left and right of it are sited Jongmyo (the 

ancestral shrine) and Sajik (the altars for the deities of earth and grain), respectively. In front is found government 

buildings, including those for the Yukjo (Six Ministries). 

Streets are separately marked according to the width of double line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large, medium, 

or small streets. The road network—the focus of transportation and trade in the late Joseon period—was laid out 

along major watercourses and also served to mark borders between different districts (bu, bang, gye) pertaining to the 

administrative capital area of Hanseongbu. In Doseongdo, the capital is divided into Jung-bu, Dong-bu, Nam-bu, Seo-

bu, and Buk-bu—which are the central, eastern, southern, western, and northern bu, respectively, under each of which 

the subordinate administrative districts bang, gye, and dong are marked. The detailed indication of gye is notable, since 

the form of district known as gye is perceived to reflect a demographic and social evolution. 

To the east of Jongmyo is indicated the “Jangyongyeong” (Royal Military Base), which was headquartered in a secondary 

palace in the Ihyeon area of Yeonhwa-bang, Dong-bu, in 1787 and was abolished in 1802. Meanwhile, Yeonhui-bang, 

Yeoneun-bang, and Sangpyeong-bang, whose names came into being in October 1788 after an administrative reshuffling, 

are not indicated in the map. Therefore, can be is inferred that the map was produced between 1787 and 1788. 

Depicting the mountains encircling the capital in the true-view landscape style, Doseongdo does offer geographic 

information, but is also conceived as a painting suitable for aesthetic appreciation. This harmony between mapmaking 

and painting is considered to have been achieved by means of the participation of royal painters in cartographic efforts. 

Doseongdo provides social and demographic data on streets, bridge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but also describes the 

surrounding mountains, providing both cartographic and natural history information. 

During this period, the true-view landscape painting sparked by Jeong Seon, appropriately combining and recreating 

a “real-view” landscape style (silgyeong sansu) together with southern-school literati painting (namjonghwa), reigned 

supreme. Besides Doseongdo, Doseong daejido (Grand Map of the Capital), a work produced between 1753 and 1764 and 

presently held at the Seoul Museum of History, can be taken as prominent examples of map-paintings of the capital set 

in this true-view landscape style. 

True-view landscape painting was ideal for mapmaking since it is intended to represent the area concerned in a realistic 

and effective manner and was broadly adopted for producing maps of the capital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is 

confluence of mapmaking and the true-view painting style was attributable to royal painters’ active engagement in 

cartographic projects in the late Joseon period.

Doseongdo 
Map of the Capital

Treasure No.1560

Joseon (1787–1788) / Painting on paper / 1 item
67.3 × 91.5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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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전도 목판
首善全圖 木板
Printing Woodblock of 
Suseon jeondo  
Comprehensive Map of the Capital

022 조선(1824년-1864년)

목재

1점

세로 82.5cm, 가로 67.5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853호

<수선전도>는 19세기 전반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는 서울 도성지도의 목판본이다. 여기서 ‘수선首善’은 수도 한양

을 가리킨다. 중국 『한서』 「유림전」의 “고로 교화가 행해진다는 것

은 으뜸가는 선을 세우는 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故教化之行也, 建

首善自京師始)”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교화의 시작이 임금이 

있는 서울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의 모범이 된다는 의미이다. 

<수선전도>는 김정호가 그린 채색필사본 《청구도》 첫머리의 

<도성전도>를 저본으로 제작되어, 지도의 제작자 역시 김정호로 추

정되고 있다. 목판의 크기는 세로 82.5cm, 가로 67.5cm로 상중

하 3장의 피나무 판목을 이어 붙였다. 상판에는 ‘수선전도首善全

圖’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다. 중판과 하판에는 도성의 주요 도로

와 궁전·종묘·사직·문묘·학교·교량·산천·성곽·누정·

봉수·역원·명승 등에서 부部·방坊·동洞에 이르기까지 자세

히 묘사하였고, 도성 밖의 산은 물론 사찰 등 460여 개의 지명

이 나타나 있다. 

<수선전도>의 제작 시기는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뉜다. 먼저 지

도 위 창덕궁 서측 경신방의 경우궁景祐宮(지도에서는 慶祐宮으로 

오각誤刻)은 1824년 12월 궁호宮號가 결정된 순조의 생모 수빈박

씨의 신위를 모신 별묘別廟이며1, 가회방 ‘제생동濟生洞’이 ‘계생

동桂生洞’으로 이름이 바뀐 1824년에서 1834년 사이로 추정하

였다.2 그러나 18세기 후반 제작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소장 <도성도>에 계생동의 지명이 나타나며, 1864년 <수선

전도> 중간본에도 제생동으로 나타나 19세기까지 두 지명이 지

속적으로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장은 자하문 밖에 있던 총융청을 1846년에서 1849년 

사이에 ‘총위영總衛營’으로 고쳐 부른 적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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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 <수선전도>에는 “총신영總新營”으로 표기되었는데, 1915년 

측도測圖한 1:25,000의 북한산 지도에 총융청이 위치했던 세검정

국민학교 자리에 “신영리新營里”라고 표기되었던 점을 감안, 총위

영이 총신영이라고도 불렸다고 간주하여 1846년에서 1849년 사

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4 따라서 1824년 경우궁의 궁호가 

결정된 이후부터 1864년 완산부에서 중간본이 나오기 전에 제작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도성의 내부는 외부보다 대축척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성내 지도의 축척은 조선총독부에서 1915년에서 1921년 제작한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一萬分一朝鮮地形圖集成』과 비교할 때 하

천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5 

한강의 경우 지도의 판형에 맞추기 위해 실제 유로流路와는 다르

게 왜곡되었으며, 하계망은 도로망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겹선

으로 표현되었다.6  

한편 도성의 외부는 좁은 지면에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보여

주기 위해 소축척을 사용하여 도성 내부보다 사물의 실제 위치나 

거리가 왜곡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도성도의 제작기법을 계승

한 것으로 성내는 축척에 의해 정밀하게 묘사하고 도성 밖은 제

한된 공간에서 도성을 둘러싼 지형적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7 

<수선전도>는 종로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의 산 묘사와 지명의 

표기 방향이 서로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도성도를 

비롯한 군현지도郡縣地圖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특정 시점이 

아닌 사방 시점을 의식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산의 

백운봉, 인수봉, 노적봉 등 세 봉우리와 암산인 인왕산 정상을 양

각으로 선명하게 강조하였다. 봉산과 기타 암산은 뾰족한 산을 중

첩시킨 반면, 토산인 백악산과 목멱산은 부드럽게 선각하고 태점 

형태의 양각으로 나무 수림을 묘사하여 목판에서도 회화적인 특징

을 잘 반영하였다. 

<수선전도>는 1864년(고종 1) 완산(지금의 전주)에서 중간重

刊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수선전도>의 좌측 하단에 “갑자

완산중간甲子完山重刊”이라고 적혀 있다. 서성 안쪽 총융청은 중

간본에서도 “총신영摠新營”이라 쓰여 있다. 초간본에 비해 원현圓

峴과 소십현小十峴의 산 연맥 묘사가 추가되었다. 중간본에서 승성

암承成庵, 진관사津寬寺, 상창上倉, 양철평梁哲坪(梁鐵坪의 오기)과 

궁동宮洞 등의 지명에 방형方形 테두리를 두른 점은 초간본과 차이

를 보인다. 진관사는 조선초기부터 국왕이 거둥하여 수륙재를 행

하던 곳이며, 상창은 북한산성을 관장하던 관성소管城所 소속 창고 

중 하나로 전란에 대비해 식량과 군기를 보관하던 곳이다. 양철평

은 정조연간 능원 행행 시 환궁할 때 주정소晝停所이자 교장敎場이 

있어 거가車駕가 군영의 군대를 사열하여 군례를 받던 곳으로 중

간본에서는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중간본 <수선전도> 상단 좌우에는 전국 팔도의 「과거부식년문

과초시정수科擧附式年文科初試定數」와 「생진초시정수生進初試定數」를 

배치하였다. 중간본이 1864년 고종 원년에 완산, 즉 태조 이성계

의 초상을 봉안한 경기전이 있는 조선왕실의 관향에서 제작되었

던 것은 지역적 연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수선전도 목판>은 서울 도성을 묘사한 

목판지도 중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판각으로, 조선후기 목판지도 

제작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수선전도>는 1864년 

제작된 중간본을 비롯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도성도 제작의 전

범典範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 정은주

1  『純祖實錄』卷27, 24年(1824) 12月 1日(己未), 경우궁은 창덕궁 서측 용

호영에 자리했으며, 1886년 양덕방에서 순화방으로 이건되었다가 1908년 

육상궁으로 합사되었다. 송인호·조은주, 「景祐宮行幸의 변화와 19세기 

漢城府 도시구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8 No.8, 대한건

축학회, 2012. pp.123-130

2  김정배는 『명세총고名世叢考』 「서적고書籍考」와 『국서음휘國書音彙』에서 

<수선전도>의 저자를 김백온金伯溫이라 표기한 것을 근거로 ‘백온伯溫’

은 김정호의 자字이므로 <수전전도>는 김정호의 작품이라 주장했다. 또

한 그는 이 지도의 제작시기를 제생동濟生洞이 계생동桂生洞으로 바뀌는 

것을 근거로 1824년에서 1834년 사이로 보았다. <수전전도>에는 제생

동, 《청구도》에는 계생동으로 되어 있어 <수전전도>가 《청구도》보다 앞

서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구도 범례」에서도 ‘수선首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두 지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김정

배, 「首善全圖考」, 『史叢』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3, pp.119-129

3  『憲宗實錄』卷13, 12年(1846) 8月 5日(丁巳); 『哲宗實錄』卷1, 卽位年

(1849) 6月 28日(甲午).

4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지도』, 서울학연구소, 1995, p.145

5  김묘정·정기호, 「수선전도의 축척지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

학회지』24, 한국전통조경학회, 2006

6  오상학,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

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2001

7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1, pp.399-400

중판과 하판 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수선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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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woodblock prepared for printing Suseon jeondo (Comprehensive Map of the Capital)—a map of the capital—and 

is purported to have been produced by Kim Jeong-ho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word Suseon refers to Hanyang. 

Given that the map engraved on the woodblock is based on a complete map of the capital found in the first portion of the 

colored manuscript atlas Cheonggudo (Map of Korea) compiled by the cartographer Kim Jeong-ho, the woodblock map is 

also assumed to have also been created by Kim. The woodblock is comprised of three linden panels patched together. The 

top panel is engraved with the title “Suseon jeondo,” and the middle and bottom panels are incised with a detailed map 

of the capital—including streets, palaces, Jongmyo (the royal ancestral shrine), Sajik (the altars for the deities of earth and 

grain), Munmyo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schools, bridges, mountains and rivers, fortresses, pavilions, smoke-

signal stations (bongsu), horse stations, official inns, and scenic sites—and marked with administrative districts (bu, bang, 

and dong) and prominent mountains and temples outside the capital. Approximately 460 place-names appear on the map. 

This woodblock engraved with the map of the capital is dated to between 1824 when the name “Gyeongugung” was 

given to the shrine commemorating King Yeongjo’s mother Subin Park and 1864 when the second edition of the map was 

produced in Wansan. 

The enclosure of the Seoul fortress is described in detail on a large scale. The course of the Hangang River is distorted to fit 

into the woodblock format. The water network is drawn with double lines in order to minimize any potential for confusion. 

The area outside the capital is depicted on a small scale so as to represent a wide area within a narrow space on the woodblock, 

which results in the distortion of the locations of sites and the distances between them.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rea 

inside the capital accompanied by a broad,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the area outside the capital is a mapmaking style 

commonly adopted for the production of such maps in the late Joseon period. 

With Jongno in the middle, the northern and southern areas are indicated with place-names shown in a symmetrical 

fashion. Place-names appearing in parallel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portions are common in maps of the capital 

and district maps, suggesting that these maps were not designed from a particular viewpoint but from a four-directional 

perspective. The woodblock-printed map retains characteristics typical of a painting. The three peaks of Mt. Bukhansan—

Baegunbong, Insubong, and Nojeokbong—and the summit of the craggy mountain Inwangsan are clearly engraved in 

relief. Whereas other stony mountains are designated as pointed double lines, the earthen mountains Baegaksan and 

Mokmyeoksan are expressed by soft curvy lines while trees are indicated with dots in relief. 

The second edition of Suseon jeondo was made in 1864 in Wansan, present-day Jeonju, the site of the Provincial Office of 

Jeolla Province, and also the base for the ancestors of Yi Seong-gy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Unlike the original 

edition, the reproduced map includes additional information on either side of the top panel describing the number of 

people to be selected as public servants from the eight provinces of the country. Among printed maps of the capital, Suseon 

jeondo is outstanding in terms of both its size and the delicacy of the carving, serving as a critical academic source for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of woodblock-printed maps. Suseon jeondo was used as a model not only for a second edition 

in 1864, but also for maps of the capital created after the late 19th century.

Printing Woodblock of 
Suseon jeondo 
Comprehensive Map of the Capital

Treasure No.853

Joseon (1824-1864) / Woodblock / 1 item
82.5 × 67.5cm
Korea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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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도
晉州城圖
Jinjuseongdo
Map of Jinjuseong Fortress

023 조선(19세기)

저지楮紙

1점 10폭 

1폭: 세로 112cm, 가로 34cm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보물 제1600호

19세기 진주성을 중심으로 주변 산세를 실경산수화법으로 그

린 10폭 병풍 형식의 회화식 지도이다.  

지도의 제작 형식 중 회화적 요소가 가장 잘 반영된 형태는 병

풍 형식이다. 이는 지역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지도의 기능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형을 필묵의 조형성을 가

미하여 옮김으로써 실제 산수를 대신하여 완상할 수 있는 와유臥

遊의 공간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병풍 형식의 전도를 

그린 것은 평양부, 완산부, 진주목, 통영 등 주로 감영監營이 대상

이 되었는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지

도와 지역 발전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으

로 지도에 수록할 정보량이 증가하고 감상화로서 기능이 높아지

면서 지도의 대형화도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1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소장 <진주성도>는 진산인 비봉산飛鳳

山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은 산줄기가 진주성 일대를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부감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도 속 진주성

은 자연 지형을 충실히 이용하여 축성한 반산성의 형태로 외성과 

내성의 이중 성곽으로 구성되었다. 외성은 내성 관아 소속의 관

속 및 그 가족이 거처하는 주거지이며, 내성은 방위 목적의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영이 있다. 진주성 남쪽의 남강과 외성 위쪽 대사

지大寺池는 해자垓字 역할을 하였다. 대사지 내에는 응향정凝香亭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 산이 둘러싼 분지형에 입지한 진주목 관아의 주요시설은 

진주목 수령이 집무를 보는 목관아 본부本府, 수령을 보좌하는 향

반들이 있던 향청鄕廳으로 구성되었다. 목관아의 동쪽 아래로 진

주영장이 지방군의 훈련과 형리를 주관하던 진영鎭營은 무덕루武

德樓, 내아內衙, 진리청鎭吏廳, 군뢰청軍牢廳, 토포청討捕廳, 영리청營

吏廳, 영역소營役所 등의 건축군이 있다. 목관아의 서쪽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진주성을 방문하는 관리를 접대하던 객사客舍는 의

제4폭의 진주목 관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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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루, 군자정의 건축군으로 구성되었다. 그밖에 지방 교육을 담

당하는 향교鄕校가 서쪽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 관청이나 제단·

향교·객사 등의 옥우를 푸른색으로 담채하여 일반 민가와 위계

를 구분하였다. 

경상우도의 중심지였던 진주목은 군사적 요충지로,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첫 승전을 거둔 곳이다. 내성 내의 주요 시설로는 

경상우도절도사가 집무를 보던 운주헌運籌軒과 그 부속 관아인 

공진당拱辰堂, 망미루望美樓, 훈련청을 중심으로 한 병영 건물들과 

각 방위의 장대將臺, 그리고 산성사山城寺,2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

한 장수들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인 창렬사彰烈祠, 성황당 등이 주

변부에 위치하였다. 내성의 촉석루 바로 옆에 위치한 의기사義妓

祠는 논개를 모신 사당으로 1740년(영조 16)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남덕하南德夏(1688-1742)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1823년 진주목사 

홍백순洪百淳이 중건하였다. 촉석루 뒤 삼충비三忠碑와 의기비義妓

碑가 서있다.3 서문 밖과 동장대 밖에 있는 2곳의 지침소紙砧所는 

진주목의 주요 토산물인 닥종이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4 

진주성 앞을 흐르는 남강에는 전시 지휘소였던 촉석루와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일본군을 안고 남강에 투신한 의기 논개를 기리

는 의암이 마주하고 있다. 의암 옆 절벽 위에 “일대장강천추의열一

帶長江千秋義烈”이라는 각서刻書는 조은釣隱 한몽삼韓夢參(1589-1662)

이 쓴 것으로 논개의 의로운 행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남강을 

사이에 두고 진주성의 서문과 마주한 높은 망진봉望陣峰에는 누각

이 자리 잡고 있다. 

지도에 표기된 성문의 명칭은 신북문新北門, 구북문舊北門, 남

문, 서문, 그리고 촉석루 앞으로 난 문루를 동문이라고 하였다. 

서문 위쪽에는 산성사山城寺가 위치해 있다.5 신북문과 남문을 연

결하는 남북로와 구북문과 신북문을 연결하는 동서로를 중심으로 

내성의 동문과 남문을 연결하는 도로가 뚜렷하다. 성문을 비롯

한 주요 건축군의 배치는 평행투시도법으로 충실하게 묘사하였

으나, 전체적으로 진주목을 사방의 산들이 에워싼 화면 구도와 

산의 능선을 따라 분포한 수목들은 모두 도식적인 수지법을 반

복하여 마치 민화 속 장식적 산수 묘사법을 연상시켜 19세기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색 진채의 옥우, 대사지의 민화 장

식 같은 진채의 연꽃 표현 등도 그 제작시기가 19세기 이후

임을 짐작하게 한다. 

외성의 논밭에서 가을 추수에 한창인 농부들을 비롯하여 남강 

일대에는 막선幕船을 타고 유람하는 선비들이 보이고, 배를 이용

하여 땔감을 나르는 촌부 등 풍속 장면이 가미되어 지도와 풍속화

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피마준과 태점을 사용하여 비봉산과 망진봉수 일대를 묘사하

고, 내성의 석축과 의암 등 암석 재질은 가벼운 절대준을 부분적

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내성 동쪽 남강을 면한 높은 절벽을 이루

는 지역은 산형이나 바위를 가벼운 윤곽선과 담채로 처리하여 준

법을 최소화하는 감필을 구사한 점과 소략한 나무 수지법이 나타

나 1770년경 진주목 소촌찰방召村察訪을 지낸 김윤겸金允謙(1711-

1775)의 화풍이 진주지도 제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 또한 진주에는 경상우도의 병영이 있어 화사군관畵師軍

官이 파견된 지역으로, 조선후기 진주지도의 전형화에는 이곳에서 

활동한 화사군관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7 

보물로 지정된 본 지도와 유사한 구도 및 화풍을 반영한 10폭 

병풍 형식의 <진주성도>가 국립진주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부산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등

에 소장되어 참조할 수 있다. 그밖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 제

1폭과 9폭이 누락되어 8폭만 남은 <진주성도> 병풍과 원래 8폭 병

풍으로 제작된 전쟁기념관 소장본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민화풍을 반영한 <진주성 지도>가 국립중앙박

물관과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전하여 20세기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 정은주

1 동북아역사재단편,  『국토의 표상』, 2012, 제2장 지역과 지도 참조

2  규장각 소장 축 형식의 <진주지도>의 서문 위쪽 사찰 명칭은 ‘호국사護

國寺’라 쓰여 있다.

3  삼충비三忠碑는 김시민장군의 진주전성각적비晉州全成却敵碑(1619), 

정충단비旌忠壇碑(1686), 제씨쌍충비諸氏雙忠碑(1792)를 가리키는 것

으로 추정되며, 의기비는 의암 바로 위쪽에 1722년 세운 의암사적비와 

별개로 세워진 것이다.

4  최현욱, 「지침소로 본 조선시대 종이 생산지로서의 진주」, 『진주성도』, 

국립진주박물관, 2013, pp.120-128

5  조선전기에는 서문을 ‘의정문義正門’, 북문을 ‘지제문智濟門’, 남문을 

‘예화문禮化門’이라 하였다. 河崙, 『浩亭先生文集』卷2, 記, 矗石樓門記

6  문화재청 편집부 편, 『한국의 옛지도』, 2008, 문화재청, pp.377-378 

박은순 해제 참조

7  18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감영, 병영, 수영 등에 파견한 화사군관이 

해당 지역의 군현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주,  

「조선후기 繪畵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Vol.23 No.3, 한국문

화역사지리학회, 2011, pp.131-132

제7-8폭의 내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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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seongdo (Map of Jinjuseong Fortress) is a map-painting mounted on a 10-panel folding screen. It portrays 

Jinjuseong Fortress and its surrounding mountains in the “real-view” landscape style. 

The 10-panel map-painting provides an overhead perspective of Jinjuseong Fortress encircled to the rear by the 

mountain Bibongsan and branch mountains stretching to either side, a geographical formation perceived as 

auspicious in geomancy or pungsu (feng shui in Chinese). In the picture, Jinjuseong and its inner and outer walls 

can be seen making use of the naturally mountainous topography. 

Architectural structures including fortress gates are faithfully illustrated in parallel projection. However,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map—with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Jinju encircled by mountains—and the 

expression of trees and shrubs along mountain ridges are reminiscent of the genre painting prevalent in 19th 

century Joseon, supporting the assumption that the map was produced in the 19th century. Houses painted 

in deep blue and the lotus decorations at Daesaji Pond are further evidence of its resemblance to 19th-century 

genre painting. 

Activities of everyday life are depicted. Scenes of farmers harvesting the fields within the outer wall, literati 

enjoying the landscape from a boat on the Namgang River, and laborers transporting firewood by sea display a 

perfect harmony between mapmaking and genre painting. 

The thin wash of color on the mountains and rocks in the cliffs facing the Namgang River along the eastern 

section of the inner wall, which avoids convoluted painting techniques, and the style of portrayal for the 

trunks, branches, and leaves of pine trees all combine to demonstrate that this 10-pannel map of Jinjuseong was 

influenced by the style of Kim Yun-gyeom (1711–1775), who served as the head of the Jinju horse station in the 

1770s. Given that royal painters were dispatched to Jinju, the military base responsible for the western portion 

of Gyeongsang Province, they would have wielded considerable influence over maps of Jinju. 

Further maps of Jinju Fortress in the form of a 10-panel folding screen are held at the National Jinju Museum, 

Donga University Museum, Pusan National University Mus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d 

Incheon Municipal Museum, providing materials for comparison. In addition, maps of Jinjuseong in the genre 

painting style can be foun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Yeungnam University Museum. 

Jinjuseongdo 
Map of Jinjuseong Fortress

Treasure No.1600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10 panels
112 × 34cm (1 panel)
Keimyung University Museum

제5폭의 대사지와 진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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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전도
咸鏡道全圖
Hamgyeong-do jeondo  
Atlas of Hamgyeong-do

024 조선(18세기)

저지楮紙

5책 23장

세로 38cm, 가로 22.6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83호

18세기에 함경도의 고을을 1리 방안方眼 위에 그린 채색필사

본 지도로 비변사에 소장되어 있던 지도이다. 규장각에 동일한 

시기에 함께 만들어진 《영남지도》(보물 제1585호)·《해서지도》

(보물 제1584호)·《호남지도》(보물 제1588호)·《호서지도》(보물 제

1589호) 및 《충청좌도각읍지도》(4709-105), 《영동지도》(고915.16-

Y43)의 일부이다. 당시에 그려진 여러 형태의 고을 지도에서 

‘1리 방안식 지도(일명 비변사인 군현지도)’ 유형에 속한다. 

이 지도는 당시 조선에서 방안식으로 그려진 지도 중 가장 초기에 

나타난 형태이다.

서지정보

총 5책 23장으로, 함경도지도 3장, 군현지도 18장, 지도 표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책 중 <함경도전도>

5책 중 <함경남도> 지도

5책 중 <함경북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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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책 중 <무산부> 지도1책 중 <길주목> 지도

 1책(5장)
지도 표제(함경도전도)·길주목·명천부·경성부·  

회령부

2책(4장) 영흥부·정평부·함흥부·홍원부

3책(4장) 안변부·덕원부·문천군·고원군

4책(6장) 무산부·회령부·종성부·온성부·경원부·경흥부

 5책(4장)
지도 표제(북관지도), 함경도전도·함경북도지도·

함경남도지도

당시 함경도에 소속된 23개 군현중 지도에 수록된 고을은 18

곳이며, 갑산부·삼수부·북청부·단천군·이성현 등 5개 고을의 

지도는 누락되어 있다. 절첩식으로 되어 있으며 펼친 도폭의 

크기는 세로 74~92cm, 가로 71~89.2cm이다. 1책과 4책, 5책에 

포함된 10개 군현과 <함경도전도>는 1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다. 

방안 크기는 5.1(<무산부>)~10.4mm(<함경도전도>)로 다양하

여 이를 환산하면 축척은 약 1:60,000 내외로 추정된다. <함경

도전도> 주기註記에 정묘식민호丁卯式民戶가 기록되어 있어 1747

년(영조 23)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757년(영조 33)에 혁파된 

보로지보甫老知堡가 묘사되어 있어, 지도는 1747년~1757년 사이

의 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지도면의 구성에서 5책의 <함경남·북도 지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도의 여백에 주기를 기재하였다. <함경도전도>는 지도 

아래쪽에 도내각아문곡道內各衙門穀, 양부전답量付田畓, 도내 도로

망의 정도程道, 군총軍摠, 민호民戶 등 군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책의 <함흥부>에는 함흥성 규모, 한양과 거리, 민호民戶, 문곡門

穀, 군액軍額, 진보鎭堡, 봉수烽燧, 제언堤堰, 방리坊里, 목장牧場 등

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지도 표현 방법

<함경도전도>의 경우 산지는 진한 적회색의 줄기로, 하천은 

연회색의 겹선으로 그려졌으며 규모에 따라 폭을 다르게 묘사하

였다. 바다는 연한 청색으로 채색되었고 해파묘는 나타나지 않

는다. 고을을 원으로 표현하였으며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는 각각 

청색과 적색으로 다르게 채색하였다. 진보鎭堡는 황색의 작은 원

으로, 도로망은 적색과 황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고을을 연결

하는 도로는 적색 실선으로, 고을과 내륙의 진보를 잇는 도로는 

황색으로 되어 있어 색채로 도로의 위계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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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에 속한 <함흥부>의 경우 산지는 독립된 산을 연결하여 줄

기로 표현하였으며 흑색과 회색으로 색채를 달리하여 원근 묘사

를 시도하고 있다. 하천은 연한 회색으로 채색된 겹선으로, 도로

는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적색 실선으로 그

려져 있다. 봉수는 적색으로, 연결망은 황색 실선으로 표현하였

다. 함흥성 성곽에는 여장女墻이 묘사되어 있다. 관아 건물은 동

일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지도 내용과 지명

 1 | <함경도전도>

지도에서 우측 상단에 ‘자子’ 자를 통해 북쪽을 나타내고 있다. 

북쪽에 당시 압록강 너머의 간도 일대가, 오른쪽에 두만강 건너 

만주 일대가 일부 묘사되어 있다. 지도의 서쪽은 강원도와 평안

도와, 남쪽은 동해에 접해 있다. 이와 같이 백두산을 지도 위쪽에, 

동해를 아래쪽에 배치하여 도 전체를 동서로 길게 표현하는 모

습은 조선전기의 도별 지도 형태를 따르고 있다. 백두산에서 남

서쪽으로 길게 이어진 산줄기는 지금의 백두대간을 묘사한 것이

며 함경남·북도의 경계에는 산지와 고개의 험준한 모습이 묘사

되어 있다. 백두산 천지天池에는 ‘대택大澤’ 지명이 기재되어 있

으며 이곳에서 흑룡강이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른다. 산의 아래

쪽에 정계비가 있으며 서쪽으로 압록강이, 남쪽의 대각봉大角峯 

일대에서 두만강이 발원한다. 

두만강의 유로는 무산 일대에서 서쪽의 삼지三池, 보다산寶多山, 

장백산長白山 산록에서 발원한 지류와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등을 거쳐 경흥 일대에서 동해로 유

입한다. 하구에는 지금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녹둔도鹿屯島가 

그려져 있다. 압록강은 ‘대택大澤’ 남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서쪽

으로 흐르다가 자개수自介水, 오씨천吳氏川과 삼수에서 허천강虛

川江을 합류하여 폐사군 일대에서 평안도로 흘러 나간다. 이외에 

백두대간의 동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들이 

묘사되어 있다. 

 

 2 | <함흥부> 지도

지도의 위쪽에 ‘북北’, 동쪽에 ‘동東’ 자를 기재하여 방위를 표

현하고 있다. 중앙에 읍치를 묘사하고 동해를 남쪽에 배치하는 

구도는 『여지도서』에 첨부된 지도와 유사하다. 북쪽에 표현된 산

지는 지금의 백두대간에 속하는 산줄기이다. 고을 북동쪽의 상기

린산上麒麟山에서 남서쪽의 반룡산盤龍山에 이어지는 산지는 지금

의 북한의 함관령산줄기의 지맥이다. 반룡산은 1977년 ‘동흥산’

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하천은 북쪽 산지에서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하는 유로들

이 묘사되어 있다. 지도 북서쪽의 하천 유로에 기재된 묵림천墨林

川은 지금의 성천강 상류에 해당한다. 하류 하구의 하중도에 기

재된 주서사州西社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주서면이 된 

곳으로 지금은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속한다. 한편 지도 북쪽에는 

압록강 수계에 속한 장진강 유로가 그려져 있다. 

읍치에 함흥성이 묘사되어 있으며, 진산으로 성곶봉城串烽 봉

수가 있다. 북쪽에 묘사된 문회서원文會書院은 1576년(선조 9)에 

사액을 받은 곳이다. 함흥부는 조선 태조인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거처하던 곳으로 이와 관련된 사적이 많다. 함흥성에서 남

쪽으로 연결된 도로에 있는 ‘본궁本宮’은 왕이 되기 전까지 머물

렀던 잠저潛邸였다. 읍치의 동쪽에 이씨묘李氏墓가, 북동쪽에 정

화릉定和陵, 동남쪽에 순릉純陵이 있다. 정화릉은 정릉定陵과 화릉和

陵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이성계의 아버지인 환조桓祖 이자춘李

子春과 어머니인 의혜왕후懿惠王后 최씨崔氏의 능이다. 순릉은 이

성계의 조부인 도조度祖 이춘李椿의 부인인 경순왕후敬順王后 박

씨朴氏의 묘이다. 

이 지도는 조선사회에서 《대동여지도》(1861) 도법인 방안식 

지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도 발달 과정의 일면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현의 지도가 회화식 기법으로 그려진 것

은 1리 방안 도법의 체계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 또한 이 지도는 정상기鄭尙驥(1678-1752)에 의해 《동국지

도東國地圖》가 그려지기 이전에 함경도에 대한 전통적인 공간 표

상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 | 김기혁

Drafted in the 18th century, Hamgyeong-do jeondo (Atlas of Hamgyeong-do) is a five-volume atlas containing 

23 painted manuscript map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Hamgyeong Province. The component maps 

derive from various maps produced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which are currently held at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ch as Yeongnam jido (Atlas of Gyeonsang-do; Treasure No. 1585), Haeseo jido 

(Atlas of Hwanghae-do; Treasure No. 1584), Honam jido (Atlas of Jeolla-do; Treasure No. 1588), Hoseo jido (Atlas 

of Chungcheong-do; Treasure No. 1589), Chungcheong jwado gageup jido (District Maps of the Eastern Side of 

Chungcheong-do), and Yeongdong jido (Map of the Eastern Side of Daegwallyeong). Hamgyeong-do jeondo features 

1-li grid maps (also known as “Bibyeonsa district maps”), particularly those made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this mapmaking style. 

Hamgyeong-do jeondo consists of two cover pages, 18 sheets of district maps, and three provincial maps. Of the 

23 districts within Hamgyeong Province, 18 are included and the remaining five have gone missing, namely 

Gapsan-bu, Samsu-bu, Bukcheong-bu, Dancheon-gun, and Iseong-hyeon. Maintained in a folded form, the 

maps measure 74–92 centimeters in length and 71–89.2 centimeters in width. Those included in Volumes 

1, 4, and 5—the 10 district maps and one complete map of Hamgyeong-do—are drawn on a grid of squares 

measuring 1 li each. The actual size of a square varies among the maps, from 5.1 millimeters (in the map 

of Musan-bu) to 10.4 millimeters (in the complete map of Hamgyeong-do). The scale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60,000. Given that a phrase meaning “commoners’ houses in the style of the jeongmyo year” 

(1747 according to the sexagenary cycle) is found in the explanatory note for the complete map of Hamgyeong-

do, as well as the inclusion of Borojibo, which was abandoned in 1757, the atlas is purported to have been 

produced between 1747 and 1757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With the exception of the two maps in Volume 5 cover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Hamgyeong-do areas, 

all of the maps feature an explanatory note in the margins. Hamgyeong-do jeondo provides military information 

at the bottom, including data on the amounts of grain possessed by provincial offices, sizes of fields, street 

networks, number of provincial soldiers, and number of commoners’ houses. In the map of Hamheung-bu in 

Volume 2, information is provided on the size of the district, its distance to the capital, commoners’ houses, 

grain, soldiers, beacon towers, dams, and ranches. 

Hamgyeong-do jeondo shows an early example of the style of grid maps which would culminate with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in 1861. That some of the 23 maps included in the atlas are not grid maps but 

instead provided in the form of map-painting indicates that crafting 1-li grid maps had not yet become universal 

throughout every district in the country. Hamgyeong-do jeondo demonstrates the representation of space in 

Hamgyeong-do prior to the creation of Dongguk jido (Map of the Eastern State) by Jeong Sang-gi.

Hamgyeong-do jeondo  
Atlas of Hamgyeong-do

Treasure No.1583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5 volumes
38 × 22.6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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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해서지도
海西地圖
Haeseo jido  
Atlas of Hwanghae-do

025 조선(18세기)

저지楮紙

3책 24장

세로 35cm, 가로 22.4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84호

18세기에 황해도의 고을을 1리 방안方眼 위에 그린 채색 필사

본 지도이다. 비변사에 소장되어 있던 지도로, 규장각에 같은 시

기에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된 도별 군현지도책의 일부이다. 당시 

그려진 군현지도 중 1리 방안식 지도(혹은 비변사인 군현지도)에 

해당된다. 이 지도는 조선사회에서 방안식 도법으로 그려진 지도 

중 가장 초기의 형태이다.(《함경도전도》 글 참조) 

서지 정보

총 3책으로 24장으로 <황해도전도> 1장, 군현지도 20장, 표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책 <황해도전도>

 1책(9장)
지도 표제(해서지도)·해주·강령·옹진·장연·
풍천·송화·은율·장련

2책(2장) 지도 표제(해서지도)·황해도전도

3책(13장)
지도 표제(해서지도)·연안·백천·평산·금천·
토산·신계·곡산·수안·서흥·봉산·황주·
재령

당시 황해도 24개 군현 중 지도책에 포함된 곳은 21곳이며, 문

화文化, 신천信川, 안악安岳의 지도는 누락되어 있다. 비변사인은 제

3책 백천 도엽의 뒷면에 찍혀 있다. 절첩식으로 되어 있으며 펼친 

2책 <황해도전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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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책 중 <장연> 지도

3책 중 <곡산> 지도

도폭의 크기는 세로 47~134cm, 가로 52.6~138cm로 다양

하다. 1리 방안은 2책의 <황해도전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도 위에 

그려져 있다. 방안의 크기는 6(해주)~8.6mm(장연)로 다양하다. 

이는 각 고을의 크기에 따라 방안을 달리 한 결과로, 이를 환산하

면 축척은 해주와 같은 대읍大邑의 경우 약 1:75,000, 다른 곳은 

약 1:54,000 내외이다. 1719년(숙종 45)에 수군절도사영으로 승격

된 소강진所江鎭이 행영行營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도의 1리 방

안지도와 유사한 시기인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면 구성을 보면, 2책의 <황해도전도>와 3책의 <곡산>을 제

외하고 대부분 군현에서 위 혹은 아래에의 여백에 주기가 기재되

어 있다. <해주> 지도의 경우 읍성의 규모, 민호民戶, 양부전量付田, 

군정軍丁, 한양과의 거리, 창고倉庫, 전방선戰防船, 봉수烽燧, 역驛, 

목장牧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 표현 방법

<황해도전도>에서 산지는 대부분 적갈색의 줄기로 묘사되어 있

으며 험준한 산지는 청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하천은 회색 실선으

로 표현되어 있다. 군현별 경계는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하

천과 바다에도 소속 고을의 경계가 묘사되어 있다. 고을을 잇는 도

로는 적색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군현은 백색의 원으로 표시하

였으며 해주감영海州監營, 옹진수영甕津水營, 소강행영所江行營, 황주

병영黃州兵營은 적색, 진鎭은 청색의 사각형으로 그렸다. 

<해주> 지도의 경우 산지는 흑갈색으로 채색된 산줄기로 묘사하

였으며, 하천의 유로는 연한 회색의 겹선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하

천 규모는 겹선의 폭으로 표현하였다. 바다는 하천과 동일한 색으

로 채색되어 있으며 해파묘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읍치의 성곽은 

적색 사각형으로 그렸고, 산성에는 성곽의 여장女墻이 묘사되어 있

다. 읍치와 주변을 잇는 도로망이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봉

수망은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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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지리 정보와 지명

1 | <황해도전도>

지도에는 당시 황해도에 소속된 24개 군현의 경계와 지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쪽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북쪽으로 평안도에 

접하며, 서쪽과 남쪽은 서해에 면해 있다. 지도의 남쪽에 묘사된 

강령과 연안, 백천은 광복 직후에는 3·8선 이남이었으나 한국전

쟁 이후에 북한에 속한 곳이다. 동남쪽에 경기도에 속한 개성 일

대는 지금은 북한의 황해북도에 속해 있다. 지도의 장연에 그려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남한의 경기도 옹진군에 속한 섬들이다. 

청색으로 그려진 산지 중 강원도와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는 

지금 북한에서의 아호비령산줄기에 해당된다. 해주의 수양산성首

陽山城, 평산의 태백성太白城, 황주의 정방산성正方山城, 은율의 구월

오군창九月五軍倉 등 군사적 요충지도 청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

히 정방산성은 지금의 사리원시에 있는 성으로 당시 남북을 잇는 

요충지로, 성불사成佛寺가 있는 곳이다. 

지도의 위쪽에서 대동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은 지금의 재령강

을 그린 것이다. 수안遂安과 평안도 삼등三登과의 경계를 흐르는 하

천은 남강南江으로, 대동강과 합류하는 곳에 “유입대동강流入大同

江”의 주기가 기입되어 있다. 지도 동남쪽에 그려진 예성강은 당

시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였으나 지금은 황해남·북도의 경계를 

이룬다. 남강 남쪽의 수안에 표현된 “문산文山”은 현재 북한의 황

해북도 남정노동자구에 ‘문산동文山洞’ 마을 지명으로 남아 있다. 

 2 | <해주>

당시 감영이 있던 <해주> 지도에 묘사된 범위는 지금의 북한 황

해남도 해주시와 신원군, 벽성군과 청단군 일부이다. 당시 해주목

은 황해도의 행정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 관방의 요

충지였다. 지도 중앙에 해주성을, 북쪽에 산지를, 남쪽에 해주만을 

배치하는 구도는 《해동지도》나 『여지도서』와 유사하다. 

북쪽의 산지는 당시 신천군과 문화현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

이다. 이곳의 천봉산天峯山은 1919년에 제작된 《조선지형도》의 

<공세리> 도엽에 고도 625.7m의 산지로 지명이 나타나며 북한에

서 발행된 『조선향토대백과』(2004)에서도 신천군 남쪽에 지명이 

남아 있다. 

하천으로는 지도에서 북쪽 산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해주만으로 유입하는 유로들이 그려져 있다. 이중 읍치의 동쪽에

서 남쪽으로 흐르는 유로에 기재된 “대천大川” 지명에 대해  『신증

동국여지승람』(해주)에 “읍천: 고을 동쪽 31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어 지금의 읍천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 위쪽에 북쪽으

로 흐르는 유로는 재령강 수계에 속한 하천을 그린 것이다. 

해주성은 성곽의 모습이 장방형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사

료에 나타난 성의 규모(10,197척, 약3.059m)를 볼 때 당시로서

는 규모가 매우 큰 성곽이었다. 성의 북쪽에 향교가 그려져 있으

며, 읍치의 진산인 용수산龍秀山이 묘사되어 있다. 읍치 북동쪽에 

그려진 수양산성은 고구려때 처음 축조되고 1676년(숙종 2)에 수

축된 성곽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해주)에 “돌로 쌓았는데 주

위가 20,856척, 높이 18척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수축 당시 해주와 

인근의 옹진, 연안, 장연, 강령 등 5개 고을이 들어와 방어할 수 있

는 규모로 증축된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문화재보존급(제919호)

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주만 일대의 여러 섬에 표현된 봉수는 해

주성 남쪽의 남산봉수로 연결되어, 이곳이 서해 해방海防의 중심

임을 보여준다. 

이 지도는 조선사회에서 《대동여지도》(1861) 도법인 방안식 

지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도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 

<함경도전도>와는 다르게 전체 고을의 지도가 1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어 이 도법의 수용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좋

은 증거이다. 회화식 지도와 다르게 방안 위에 그려져 도법에 따

라 지리 정보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지도 

발달의 과정을 규명하는 좋은 자료이다. | 김기혁

Haeseo jido (Atlas of Hwanghae-do) is a three-volume atlas from the 18th century made up of 24 painted manuscript 

map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Hwanghae Province. Haeseo jido was maintained at Bib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which is part of the district maps produced by Gyujanggak (Royal Library) during the same period as Haeseo jido. Haeseo 

jido features “1-li grid maps” (also known as “Bibyeonsa district maps”), particularly those prepared in an early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e mapmaking style.

The atlas is comprised of three cover pages, 20 district maps, and one complete map of Hwanghae-do. There were 24 districts 

pertaining to Hwanghae-do at that time; among them, 20 are featured and three (Munhwa, Sincheon, and Anak) are absent. 

The Bibyeonsa stamp appears on the back side of the map of Baekcheon from Volume 3. The component maps are folded; 

unfolded, they span 47–134 centimeters in length and 52.6–138 centimeters in width. With the exception of the complete 

map of Hwanghae-do found in Volume 2, all of the maps are drawn on a grid of squares representing 1 li each. The actual 

size of the squares differs according to the size of a district, varying across a range of 6.0 millimeters (for the map of Haeju) 

to 8.6 millimeters (for the map of Jangyeon), which translates into a scale of about 1:75,000 for large districts and of roughly 

1:54,000 for the others. 

Sogangjin, which was promoted to the status of headquarters for the commander of provincial naval forces in 1719, is 

marked as a “military base,” indicating that, similarly to other 1-li grid maps, Haeseo jido was produced in the mid-18th 

century.

Explanatory notes appear in the top or bottom margins of almost all the maps, except for the complete map of Hwanghae-

do in Volume 2 and the map of Goksan in Volume 3. The map of Haeju describes information on the size of the district 

fortress, the number of commoners’ houses, fields, soldiers, the distance to the capital, storage, beacon towers, transportation 

stations, and ranches. 

In the complete map of Hwanghae-do, mountainous areas are mainly painted in reddish brown, with more rugged mountains 

in blue. Rivers and streams are drawn with grey lines. District borders—which appear even when lying within rivers and 

streams—are depicted with red lines, as are streets connecting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names of districts are 

set in white circles, those of the Provincial Office and naval bases in red rectangles, and military districts in blue rectangles. 

In the map of Haeju, mountain ridges are painted with blackish brown; the flows of streams are depicted with double grey 

lines; the size of a given stream is portrayed through the width of the two lines; oceans and rivers are shaded with the same 

color without the depiction of waves; the district fortress is represented by a red rectangle and parapets are shown on the 

fortress; the street network connecting the district to surrounding areas is painted with red lines; and the network of smoke-

signal stations are set in in brown lines. 

Haeseo jido exemplifies the early stages of grid maps and therefore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grid maps during the Joseon Dynasty. Unlike Hamgyeong-do jeondo (Atlas of Hamgyeong-do), all the maps in Haeseo 

jido feature a grid of squares representing 1 li each, demonstrating regional divergences in the level of acceptance of this 

mapmaking method. Haeseo jido also shows how grid maps present information in distinct ways from map-paintings, 

providing academic value in research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mapmaking.

Haeseo jido 
Atlas of Hwanghae-do

Treasure No.1584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3 volumes
35 × 22.4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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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도
嶺南地圖
Yeongnam jido  
Atlas of Gyeonsang-do

026 조선(18세기)

저지楮紙

6책 72장

세로 36.3cm, 가로 22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85호

18세기에 경상도의 71개 고을을 1리 방안方眼 위에 그린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비변사에 소장되어 있던 지도로, 규장각에 같

은 시기에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된 도별 군현지도책의 일부이다. 

당시에 그려진 여러 형태의 고을 지도에서 1리 방안식 지도(혹은 

비변사인 군현지도) 유형에 해당한다. 이 도법은 조선에서 그려

진 방안식 지도 중 가장 초기의 형태이다.(《함경도전도》 글 참조) 

서지 정보

총 6책 72장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경상도에 소속된 71개 군현

이 결질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추가된 1매는 안음安陰 지도에 첨부

된 <무이진도형撫夷鎭圖形>이다. 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책 중 <안동> 지도

2책 중 <안동> 지도 세부

 1책(11장)
영일·예안·신령·의흥·군위·현풍·진보·
언양·청하·봉화·용궁

2책(11장)
풍기·칠곡·청송·순흥·동래·밀양·영해·
울산·대구·안동·경주·경주뒷면(주기)

3책(7장) 장기·영산·창녕·기장·비안·자인·영양

4책(16장)
남해·개령·의령·진해·함창·지례·고령·
산음·단성·사천·삼가·웅천·칠원·안음·
안음(무이진도형)·문경

 5책(16장)
창원·상주·상주 뒷면(주기)·진주·진주 뒷면
(주기)·성주·김해·선산·하동·거제·함양·
거창·초계·함안·곤양·합천·금산·고성

 6책(11장)
경상·함양·영덕·청도·인동·의성·영천(永川)·
영천 뒷면(주기)·예천·양산·영천(榮川)·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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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책 중 <하동> 지도 4책 중 <고령> 지도

비변사인은 제2책의 <경주>, 제4책의 <남해>, <개령>, <의령>, 

<안음>, 제5책의 <창원>, 제6책의 <함양> 도엽의 뒷면에 찍혀 

있다. 절첩식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도별 지도책과는 달리 표지

나 <경상도전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절첩식으로 되어 있으며 

펼친 도폭의 크기는 세로 104~108cm, 가로 79.6~89cm로 

다른 도에 비해 비교적 동일하다. 그러나 방안의 크기는 5.9(대구, 

안동, 경주)~9.2mm(청하)로 다양하다. 이는 각 고을의 크기

에 따른 결과로, 이를 환산하면 축척은 약 1:76,000~1:67,000 

내외이다. 5책의 <하동> 지도에 1745년에 이전된 읍치가 묘사

되어 있고, <고령> 지도에는 같은 해에 세워진 ‘개호정開湖亭’이 

그려져 있다. 제5책의 <창원> 지도에 1760년(영조 36)에 설치된 

반산창盤山倉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도책은 1745년

~1760년 사이의 지리 정보를 그린 것이다. 

주기는 대부분 지도의 윗면에 주기를 기재하고 면이 부족한 경

우 좌우 여백을 이용하였다. 면적이 넓은 6개 군현은 지도 뒷면을 

이용하여 주기를 수록하였다. 주기 체제와 항목은 모든 군현이 거

의 동일하다. <안동>의 사례를 보면 주기에 민호民戶, 양부量付, 원

회미元會米, 군정軍丁, 읍성 규모, 한양과의 거리, 방리 노정路程, 서

원書院, 봉수烽燧,  역驛, 사찰寺刹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 표현 방법

지리 정보의 표현 방법은 71개 군현이 거의 유사하다. 방위는 

지도 위쪽에 ‘자子’를 기재하여 북쪽을 나타낸다. 산지는 짙은 청

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모습은 독립된 산으로 표현되었다. 산줄기

는 이들 산을 연결하여 묘사하였다. 하천은 겹선의 실선에 회색으

로 채색되어 있다. 바다도 동일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해파묘

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도로는 적색의 직선 격자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일부 도로는 회색과 황색 실선으로 표현되어 도로의 위계

를 나타낸다. 읍치는 적색의 사각형으로, 방면坊面은 황색으로 그

렸다. 건물은 용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사찰은 맞배

지붕의 모습으로, 누각은 팔작 지붕으로 나타냈고, 일부는 2층 누

각으로 묘사하였다. 

지리 정보와 지명

1 | <상주> 지도

지도에서는 지금의 상주시, 의성군, 문경시의 일부를 포함한 당

시의 상주목 일대를 그리고 있다. 산지는 대부분 북쪽을 향하여 묘

사되어 있으며 북서쪽에서 청주와 경계를 이루는 율산栗山만이 동

쪽을 향하여 그려져 있다. 남쪽에 속리산이 있으며, 동쪽에 묘사된 

율현고개와 어을현은 고개의 험준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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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면化北面과 남쪽의 화서면化西面을 흐르는 하천의 유로는 각각 

남한강과 금강 수계망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읍치 북서쪽의 

청계사淸溪寺와 함께 묘사된 성산산성城山山城은 후삼국시대 군사

적 요충지로 후백제의 견훤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지도에 견훤

산甄萱山 지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지도의 중앙에 성곽의 여장女墻이 묘사된 상주성이 그려져 있으

며 이곳을 중심으로 적색, 황색, 청색 실선을 통해 주변과 연결된 

교통로를 보여준다. 읍치 동쪽에 낙동강 유로가 묘사되어 있다. 연

안에는 상류의 삼탄三灘을 비롯하여 죽암진竹岩津, 낙동진洛東津 등의 

나루터, 지금의 경천대인 자천대自天臺와 무우정舞雩亭이 있다. 자천

대는 하늘이 스스로 만들은 경치라 하여 지명이 유래하였다 한다. 

북천과 남천이 읍치를 감싸고 흐르면서 낙동강으로 유입한다. 

북천에는 홍교虹橋가 그려져 있다. 

 2 | <동래> 지도

조선시대 경상도 해방海防의 중심이었던 <동래> 지도는 지금의 

부산광역시의 강서구와 북구,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묘사하

였다. 동쪽은 기장, 서쪽과 북쪽은 양산, 남서쪽은 김해에 접하며, 

남쪽은 지금의 수영만과 부산만이 그려져 있다. 기장은 지금은 부

산광역시에 속해 있으며 서쪽에 묘사된 낙동강 하류의 건너편은 

강서구 대저도에 해당된다. 

북쪽 산지에 계명산 봉수가 그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남서쪽으

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낙동 정맥에 해당된다. 이곳에 그려진 금정

산성은 1703년(숙종 29)에 수축된 성곽이다. 낙동강 하구와 수영만

이 내려다보이는 요충지로, 금정산의 험준한 지형과 암벽을 이용

하여 성을 축조하였으며 당시로는 최대 규모의 성곽이었다. 산성 

안에 범어사의 말사인 국청사國淸寺와 해월사海月寺가 그려져 있어 

이곳이 승군僧軍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읍치를 감싸면서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지금의 수영강과 온

천천이다. 부산만으로는 유입하는 하천은 지금의 동천이다. 수영

강 동쪽 산지에 “장산국기萇山國基”와 “상산봉산上山封山”이 기재되

어 있다. 수영천 하류에 적색의 사각형으로 표현된 좌수영은 정3

품의 수군절제사가 파견되었던 곳이다. 남쪽에 그려진 감포甘浦·

축산丑山·칠포漆浦·포이包伊는 울산이나 기장에서 이곳으로 옮

겨 설치된 진鎭으로 지명도 함께 이동한 곳이다. 해안에는 오륙

도五六島와 절영도絶影島, 태종대太宗臺와 해운대海雲臺, 몰운대沒雲

臺 등이 그려져 있다 이중 해운대와 몰운대의 묘사가 당시 회화

의 구도와 유사한 것이 주목된다. 대마도對馬島가 동남쪽에 묘사

되어 있다. 

성곽에 여장女墻이 표현된 동래읍성은 임진왜란때 가장 먼저 왜

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성곽 북쪽에 그려진 충렬사

는 당시 순절한 송상현宋象賢(1551-1592)과 정발鄭發(1553-1592)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읍성의 북쪽에 윤산輪山이 그려져 있다. 이 

산은 구월산으로 불렀다가 최근에 다시 윤산으로 지명이 복귀된 

곳이다. 윤산 서쪽에 기재된 “온정溫井”은 지금의 동래 온천이다.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동남쪽의 좌수영左水營, 남서쪽의 부산

진釜山鎭과 (초량)왜관倭館, 북쪽은 양산梁山을 통하여 한양으로 이

어지는 영남로를, 동쪽으로는 기장機張과의 교통로를 묘사함으로

써 이곳이 관방의 중심임이 잘 나타난다. 해안에 설치된 응봉봉수, 

구봉봉수, 간비오 봉수는 적색 실선을 통해 황령봉수에 연결되고, 

이어 북쪽의 계명봉수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소장된 《영남도》는 《영남지도》의 

제1책과 3책에 해당하는 고을의 지도가 결질되어 있고, 내용상

으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도의 형태와 내용

은 유사하다. 한편 최근 상주박물관에 구입된 31매의 지도는 규

장각본 《영남지도》와 장서각본 《영남도》의 중간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영남지도》는 규장각본의 

축약본이다. 《영남지도》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음

은 당시 과학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하려는 자세를 보

여주고 있다. 다른 도의 1리 방안지도와는 다르게 《영남지도》에

서는 모든 군현이 통일적인 방법으로 묘사된 것은 당시 지방에

서 지리정보가 수집되고 중앙에서 편집되어 가는 과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김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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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nam jido (Atlas of Gyeonsang-do) is a six-volume atlas containing 72 painted manuscript map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Gyeongsang Province. This was kept at the Bib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as part of the district maps for each province prepared 
at that time by the Gyujanggak (Royal Library). The maps in Yeongnam jido are categorized as 1-li grid maps (also known as “Bibyeonsa 
maps”), in particular as early-stage grid maps. The 71 districts in Gyeongsang-do at that time are all depicted; the one remaining map is an 
appendix to the map of Aneum, “Muijin dohyeong.” Unlike other examples of provincial district maps, Yeongnam jido does not include any 
cover pages or complete provincial maps. 
The Biyeonsa stamp is borne on the back sides of the map of Gyeongju in Volume 2, the maps of Namhae, Gaeryeong, Uiryeong, and 
Aneum in Volume 4, the map of Changwon in Volume 5, and the map of Hayang in Volume 5. The component maps are maintained 
folded; once unfolded, each is 104–108 centimeters in length and 79.6–89 centimeters in width, with relatively smaller variations in the 
sizes of maps compared to other atlases. However, the actual size of a square in each grid can differ from between 5.9 millimeters (in the 
maps of Daegu, Andong, and Gyeongju) to 9.2 millimeters (in the map of Cheongha)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district concerned, 
resulting in a range of scales calculated as between roughly 1:76,000 and 1:67,000. Given the indication of the Village Office in the map of 
Hadong, which was transferred here in 1745, the marking of Gaehojeong in the map of Goryeong, which was built in the same year, and 
the absence of Bansanchang (Grain Storage) in the map of Changwon, which was only established in 1760, Yeongnam jido is purported to 
have been produced somewhere between 1745 and 1760. 
Explanatory notes are mainly inserted at the tops of the maps, but when there is insufficient space the margins to either side are utilized. 
As for the six districts that occupy large areas, explanatory notes appear on the revers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explanatory notes 
are nearly identical across different district maps. The map of Andong can be taken as an example: it includes information on commoners’ 
houses, fields, soldiers, the size of the district fortress, the distance to the capital, Confucian academies, beacon towers, transportation 
stations, and Buddhist temples. 
The present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is similar among the 71 district maps. For the indication of directions, the character “子” is 
inscribed at the top of each map to show north. Mountains are colored in deep blue and portrayed as separate, while ridges connecting 
different mountains are also expressed. Streams are shown in double grey lines and oceans are painted in the same color without any 
expression of waves. Streets are depicted as a network consisting of straight red lines, with some streets shown in grey or yellow, indicating 
the presence of a hierarchy among streets. Village Offices are set within red rectangles. Different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uniquely 
expressed, with temples indicated by a gabled roof and pavilions given a hip-and-gable roof. 
Yeongnamdo (Atlas of Gyeongsang-do) located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oes not include the maps found in Volumes 1 and 3 of 
Yeongnam jido. While its content is somewhat distinct, the overall form and content are similar. Meanwhile, a 31-map atlas held at the 
Sangju Museum is assumed to have been made between the production date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py and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opy. The version found at the Yeungnam University Museum is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copy. The presence of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se maps of Gyeongsang-do bears testimony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duce precise maps facilitating national governance. Unlike other 1-li grid maps, Yeongnam jido maintains its unity in terms of 
cartographical portrayal among the different district maps. This serves as evidence to show that geographic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individual local districts and combined and edi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create a set of provincial district maps.

Yeongnam jido  
Atlas of Gyeonsang-do

Treasure No.1585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6 volumes
36.3 × 22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5책 중 <상주> 지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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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Haedong paldo 
bonghwa sanak jido  
Map of Beacon Mounds  
in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027 조선후기

저지楮紙

1점

세로 218cm, 가로 148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1533호

조선 전역의 봉수신호 위치를 표시한 군사지도이다.  

1651년 황해도 우봉현과 강음현이 합쳐서 된 금천군, 1682년에 

처음 설치된 경상도 영양현, 1684년에 처음 설치된 함경도 무산

부가 보인다. 또 1694년(숙종 20)에 세워진 통진通津의 문수산성文

殊山城, 1709년(숙종 35)에 설치된 영종진永宗鎭도 보인다. 그러나 

1712년(숙종 38)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는 보이지 않는다. 1712년 

이후 제작된 조선전도들이 백두산 정계비를 예외없이 묘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도는 1709년~1712년의 시간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봉수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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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위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에 “소하蘇下”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소하’는 소하강을 가리키는데, 선춘령 인근을 흐르다가 바

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

런 설명이 있다. “백두산이 있는데, 산이 대개 3층으로 되었다. 꼭

대기에 큰 못이 있으니,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 소하강蘇下江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 흑룡강이 된다.” 같은 책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수빈강愁濱

江 : 두만강 북쪽에 있다. 그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데, 북

쪽으로 흘러서 소하강이 되어 공험진公險鎭·선춘령先春嶺을 지나 

거양성巨陽城에 이르고, 동쪽으로 1백 20리를 흘러서 수빈강이 되

어 아민阿敏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런가 하면 『동국여지승

람』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백두산 :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된다.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이 되고 혼동강混同江이 된다. 동북으

로 흘러 소하강이 되고 속평강速平江이 된다. 동쪽으로 흘러 두만

강이 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소하강이 백두산에서 북쪽으

로 흐르다가 선춘령을 지나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라면, 『동국여지

승람』의 소하강은 동북쪽으로 흘러 나가는 강인 것이다. 

소하강이라는 강 이름은 조선후기 실록이나 명청대 중국측 지

리서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오직 15세기 실록에서 3차례, 

17세기 실록에서 한차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7세기 기사

가 고려시대의 북방개척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한다면 온전히 15세기 조선에서 사용되던 지명이라고 보아

야 한다. 이 지도에서 소하강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리지는 않는 것

처럼 묘사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기

사를 근거로 소하강을 표시하면서도 소하강의 발원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제작된 관

찬 조선전도로서, 봉수체계를 표현한 주제도로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회화적 완성도도 높은 지도이다. | 배우성

지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군사지도이자 교통지도이다. 전국

의 변경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봉수신호가 모이는 곳은 서울

이다. 서남해안 쪽 바다에 간략한 설명이 붙어 있어서 이 지도의 

성격을 말해준다. ‘경도京都’는 자오선 방향으로 경복궁이 기준이

라 한다. 동쪽으로 평해, 서쪽으로 풍천, 남쪽으로 해남, 북쪽으로 

온성으로 서울에 이르는 거리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동서 사이 및 

남북 사이의 거리에 관한 내용도 있다. 그 말미에 서울 남산에 설

치된 다섯 개의 봉대가 각각 전국으로부터 어떤 봉수신호를 받는

지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도성 아래쪽 남산 자락에 5개의 봉대

가 그려져 있는 것은 이 설명과 부합한다.

군사지도이면서도 회화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도면의 상단에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라는 지도 이름이 붉은 색의 전서체로 쓰

여 있다. 담록색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산은 연맥식으로 그려진 것

들과 개별적으로 묘사된 것들이 섞여 있는데, 연맥식은 백두대간

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산줄기를 나타낸다. 이 산들 위로 붉은 색 

불꽃을 연상시키는 기호로 봉수가 그려져 있다. 산과 산들 사이로 

성곽을 그려 넣은 것은 주요 산성을 가리킨다. 다른 산들과는 달

리 백두산과 금강산은 흰색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산들

보다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도성 안쪽 산들도 흰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경도京都”라는 표시가 있다. 군현 이름들은 원

형 기호 안에 쓰여 있는데, 도별로 바탕색이 다르다. 진보 등 군사

시설과 역원 등 교통시설은 각각 살구색, 노랑색으로 채색된 장방

형 기호 안에 이름이 쓰여 있다. 도로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지도의 회화성을 더욱 두드러져보이게 하는 것은 바다를 

가득 채운 물결무늬다. 깍지 낀 두 손을 연상시키는 물결무늬들이 

연푸른색으로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다. 물결무늬는 바다가 출렁

이는 모습을, 연푸른색은 깊고 푸른 바다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지도의 회화적인 양상들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요계관방지

도>에서도 확인된다.

이 지도가 제작된 시점은 조선후기이지만, 내용은 조선전기적

인 것들이다. 두만강 너머로 선춘령이 있지만, 두만강 위쪽을 흐르

다가 온성부에 이르러 두만강과 합류되는 물줄기가 별도로 묘사

되어 있지 않다. 이 물줄기는 사실상 해란하에 해당하는데, 조선초

기 유형의 지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산도가 울릉도의 안쪽

에 묘사되어 있는 것 역시 이 지도가 조선초기적 유형의 조선전도

를 모본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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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paldo bonghwa sanak jido (Map of Beacon Mounds in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is a military and 

transportation map that presents an overview of beacon towers locat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administrative district Yeongjongjin, installed in 1709, is indicated, but Baekdusan Jeonggyebi, the border-

demarcation monument erected on Mt. Baekdusan in 1712, is unmarked. Taking into account that national 

maps dating after 1712 invariably present the border marker on Mt. Baekdusan, Haedong paldo bonghwa sanak 

jido is estimated to have been drawn between 1709 and 1712.

A military map with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s a painting, the title Haedong paldo bonghwa sanak jido is 

written in Jeonseo style at the top. Mountains, beautifully painted in light green, are either portrayed separately 

or collectively as ridges; those expressed as mountain ridges include the Baekdudaegan (White Head Great 

Ridge) and its branch ridges. On the tops of these mountains are depicted red-colored beacon towers reminiscent 

of flames. Between the mountains are described major mountain fortresses. Unlike other mountains, Mt. 

Baekdusan and Mt. Geumgangsan are highlighted in white. Those inside the capital, which is marked with “

京都” (the capital), are also colored white. The nam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inscribed within circles, 

with the background color varying by province. Military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 indicated in rectangles, 

using light pink as a background for military and yellow for transportation. The expression of waves filling 

the sea is by far the most prominent factor to recommend the value of the map as a painting. Evocative of 

interlocked fingers, the waves are continuously depicted in light blue. These painterly characteristics are also 

found in Yogye gwanbang ji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dating from the similar period. 

Although the map was produced in the late Joseon period, it reflects the early period as well. A tributary that 

flows above the Dumangang River (Tumen River) and then feeds into it in Onseong-bu is not indicated. This 

stream is known as the Hailan River and is not included in map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at Usan Island 

is represented to the west of Ulleungdo Island also supports the notion that the map is based on an original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A watercourse passing above the Dumangang River is indicated as “Soha,” a name which cannot be identifi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later period or in geography books from Ming and Qing China. 

References to this name only occur three times in the Annals from the 15th century, and once in the Annals 

from the 17th century. Given that the 17th-century indication is made in relation to northbound territorial 

expans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it is inferred that “Soha” is a place-name used in Joseon in 

the 15th century.

Produced in a relatively early period for governmental national maps, Haedong paldo bonghwa sanak jido retains 

value as a topical map representing the national beacon tower system, and is also praised for its artistry as a 

painting. 

Haedong paldo bonghwa sanak jido  
Map of Beacon Mounds  
in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Treasure No.1533

Joseon (late period) / Mulberry paper / 1 item
218 × 148cm
Korea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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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兩界萬里一覽之圖
Seobuk pia yanggye malli illam jido  
Comprehensive Map for Defense 
of the Western and Northern Borders

028

보물 제1537-1, 2호

《성경지》 수정본에 그려진 만주일대와 정상기 이전의 서북지역 

윤곽을 결합시켜 만든 군사지도이다. 

강희제 때 편찬된 《성경지》는 조선이 만주 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조선에서 《강희성경통지》를 

보고 있는 동안 청에서는 《성경지》의 수정 보완 작업이 계속되었

다. 수정본 《성경지》는 영조 때 책문 이설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1746년(영조 22) 청의 봉황성장이 책문을 남쪽

으로 옮겨 경작지를 늘리려 한 일이 있었다. 조선은 자청에 재자관 

윤태연을 보내 사태를 파악하게 하고, 곧 이어 북경에 자문을 보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청은 병부상서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조

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시켰다. 

영조는 책문 이설과 관련한 강희년간의 전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 수입된 수정본 《성경지》를 찾았다. 수정본 《성경지》의 자세

함을 들은 영조는 조선과 관련이 깊은 토문강, 성경, 영고탑 등지의 

지도를 자세히 그려 올리도록 했다. 조정에서 책문 이설 문제에 참

고하기 위해 성경에서 영고탑에 이르는 지도를 만들면서, <서북피

아양계만리일람지도>와 같은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조선의 서북지방은 변지와 내지를 가르는 산줄기가 선명하다. 

만주 지역은 흑룡강에서 산해관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성경, 

흥경, 오라, 영고탑 등 주요 도시들과 함께 청나라가 설치한 유조

변책과 변문도 보인다. 만주지역의 도로는 조선의 서북지역과 연

결되어 있다. 한 갈래는 의주에서부터 산해관을 경유해 북경쪽

으로 가는 사행로이다. 다른 하나는 북관 개시가 열리는 함경도 

회령과 경원에서 영고탑-선창-성경에 이르는 길이다. 사행로에 

관한 정보는 《서경지》나 <요계관방지도>보다 자세한 편이다. 당대의 

사행로뿐만 아니라 우가장을 경유하는 이전 사행로에 관한 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세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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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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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들어 있다. 영고탑에서 회령 혹은 경원부까지 이어지는 도로망

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요계관방지도>와 다른 점이다. 

서북쪽과 동남쪽의 방위 표시를 하고 그에 관한 설명문을 붙여 

놓은 것도 이 지도의 특징이다. 정남 방위 표시 옆에는 이 지도의 

방위가 흑룡강 이북 지역까지를 포함한 것이며,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다. 

지도의 왼편 위 여백에는 영고탑의 유래, 청의 건국과정과 군

사편제, 몽고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영고탑은 옛 숙신씨의 땅이다. 한나라 당나라 이전에는 동

북쪽에 강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쪽의 땅을 오로

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수나라나 당나라는 매번 조

선을 공격하는 것을 정동대역征東大役으로 여겼다. 그 때에는 요동

과 요서의 땅 중 태반이 우리 땅이었으며 백두산 안팎의 여러 종족

들도 대부분 우리에게 복속되어 있었다. 여진이 경박호 지역에서 

일어나서 급격히 강성해 지더니, 급기야 송나라를 대신해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금나라이다. 금나라가 원나라 사람들에게 

쫓겨 동쪽으로 돌아간 즉 그 나머지 무리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의 

서북쪽에 살았는데 혹은 야인이라 하고 혹은 번호라 하면서 빈번

하게 조선의 서북지방을 침략해 오니, 북쪽의 이탕개, 서쪽의 이만

주가 대표적인 자들이었다.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변방이 편안

하지 않았다. 대저 여진 종족은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구별되는데 

명나라 만력연간에 이르러서는 생여진 동산의 일파가 건주위에서 

갑자기 커지더니 모린위의 좌위 우위 등의 부락을 통속시키니, 그 

곳과 가까운 폐사군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했다. 이것 때문에 사

군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태종(홍타시) 이후로는 병력이 날로 강성

해졌다. 그들은 북상하여 개원현으로부터 심양을 평정하고, 동쪽

으로 내려가 요양을 점령한 뒤, 심양은 흥경, 요양은 동경, 건주는 

흥경이라고 칭하니, 영고탑 서쪽지방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드디

어 대릉하 소릉하 사이에서 수많은 싸움을 벌이다가 숭정연간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백두산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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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북경으로 들어갔다. 건주는 능묘가 있는 곳이며 노성은 종족이 

살았던 곳인 고로 그 제치한 바가 성경과 다름이 없이 했던 것

이다. 요동지방에 3명의 장군을 두었다. 하나는 봉천부 등을 진수

하는 장군으로 요양에 주재했다. 또 하나는 영고탑 등을 진수하는 

장군으로 선창에 주재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흑룡강 등을 진수하

는 장군으로 애호성艾滸城에 주재했다. 모두 1품의 직급으로 각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원을 4사람씩 거느렸다.”

2 | “강희 말년에 흑룡강 이북 지방의 몽고를 걱정하여 백도납 

장군 1사람을 두었는데, 그가 주재하는 곳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흑룡강과 혼동강 사이인 듯하다. 몽고의 48부 가운데 동북

지방에 있는 여러 종족이 가장 강성하며, 대비달자 또한 흑룡강 북

쪽에 있다. 동쪽으로 흑룡강에서 개원현 이북지방 및 장성의 바깥

쪽까지, 북서쪽으로 이어져 한나라 때의 서역 우란 지방에 이르는 

곳까지가 모두 몽고의 경계이다. 그 땅 넓이는 중국에 비해 몇배나 

더 된다. 상고시기에는 판도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거친 사막 땅이

어서 사람이 살지 않았다. 당나라 송나라 이후로는 땅이 개척되고 

사람들이 번성해서 지금은 48부가 되었다. 서로가 웅장이 되어 각

기 한 지방을 다스리므로, 동서남북황제라고 부른다. 동서남북황

제 가운데 황태극과 청태극은 중국의 서남지방에 있고 액사라厄斯

羅는 대비자이며, 합이합哈爾哈은 동북지방에 있다.”

몽고에 대한 두려움은 도면상에서도 엿보인다. 유조변책은 봉

황성에서 개원현 위를 거쳐 산해관에 이르는 한 갈래와, 개원현 인

근에서 오라성 위쪽까지 이어지는 다른 한 갈래가 있는데, 개원현 

위쪽으로 “몽고책蒙古柵”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또 낙니강諾泥江 위

쪽으로 “아이등객阿爾登喀”이라는 곳이 ‘몽고의 경계’로 되어 있

으며, 흑룡강 위쪽으로도 ‘몽고’ 표시가 두 군데 더 있다. 청나라 

사람들이 심양을 생각하듯 몽고족은 금주錦州를 그런 곳으로 생각

한다는 기록도 보인다.

도면에 각화도覺華島·구가보舊家堡·신요동성新遼東城·심양瀋

陽·오라烏喇 등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다. 각화도는 바닷길을 통

해 명나라에 가던 조선 사신이 상륙하던 곳이다. 바닷길이 막힌 것

은 후금 때문이다. 구가보 인근에는 연대가 있는데, 명나라가 이 

연대를 쌓느라 국력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오랑캐를 막는 데 큰 도

움이 되지는 못했다 한다. 심양은 명나라 말에 후금이 도읍으로 삼

은 곳이다. 오라는 동쪽으로 영고탑까지 700리, 서쪽으로 성경까

지 820리, 남쪽으로 백두산까지 1,300리에 달한다 한다. 대명 조

공외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반면, 청을 주저 없이 ‘오랑캐’라

고 부르는 데서 이 지도에 담긴 조선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도면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흘

러내리는데, 하나는 두만강의 본류이며 다른 하나는 두만강 위쪽

을 흐르다가 온성부 근처에서 두만강에 합류한다. 전자는 “토문강

원土門江源”, 후자는 “분계강分界江”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그 발

원처 역시 “분계강원”이라 적혀 있다. 백두산 정계후 설치된 나무

울타리는 ‘토문강원’에서 ‘분계강원’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묘

사되어 있다. 토문강을 두만강의 상류로 보면서도 분계강을 별도

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도에 표시된 분계강은 사실상 해

란하에 해당하지만, 해란하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면에 오류가 있다.

백두산 주변의 여백에는 <요계관방지도>에 기록된 내용과 흡

사한 인용문이 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에는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명일통지》가 아야

고강, 《성경통지》가 토문강, <요계관방지도>가 토문강이라고 부른 

물줄기를 그렇게 적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인용문은 《명

일통지》에서 따온 것이지만, ‘두만강’이라는 지명에 관한 한 《명

일통지》나 《성경통지》의 지명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중국의 지리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선 사람들의 경험

을 존중한 것이다.

지도 상단 중앙에는 오국성五國城이 보인다. 이곳은 낙니강과 

탕둔하湯屯河가 만나는 지점인데, 이 물줄기가 곧 흑룡강과 경계를 

이루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조선후기에는 오국성의 위치에 관

한 다양한 해석과 추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도는 그것들 중 하

나를 잘 보여준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중앙 화원과 사자관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대형 필사본 관찬지도다. 만주와 조선의 평안도 함

경도 일대를 함께 그린 피아지도류 중 가장 대표적인 사본에 해

당한다. | 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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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buk pia yanggye malli illam jido (Comprehensive Map for Defense of the Western and Northern Borders) is 

a military map produced by referencing the revised map of Shenyang for Manchuria and the northwestern 

borderlines established prior to the Jeong Sang-gi maps. 

Shengjingzhi (Map of Shenyang), drawn during the reign of the Kangxi Emperor (1662–1722) and continuously 

modified by Qing China, served as a critical source of information for Joseon in terms of ascertaining the 

geography of Manchuria. This revised map of Shenyang gained prominence in Joseo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with the Qing attempt to shift wooden border barricades. King Yeongjo called for a revised map of 

Shenyang in order to check precedents from the reign of the Kangxi Emperor. After being briefed on the level 

of precision of the revised map of Shenyang, the king issued a royal order calling for more precise maps of the 

Songhua River, Shenyang, and Ningguta. During this process, Seobuk pia yanggye malli illam jido and many 

other maps were born. 

The northwestern borderline composed of mountain ridges is clear. Manchuria spans an area from the Amur 

River to Shanhaiguan, with marked major cities including Shenyang, Xingjing, Urad, and Ningguta, along with 

defensive barricades and military posts established by Qing China. Roads within Manchuria are connected to 

those in the northwestern se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two is a path for envoys, running from Uiju 

to Shanhaiguan and then on to Beijing. The other stretches from Hoeryeong and Gyeongwon in Hamgyeong 

Province to Ningguta, Chuanchang, and Shenyang. Information on the envoy route is more detailed than that 

provided by Yogye gwanbang ji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Information on the previous envoy route via 

Ugajang is also included. The indication of the road from Ningguta to Hoeryeong and Gyeongwon is another 

feature distinguishing this map from Yogye gwanbang jido. 

Directional indications for the northwest and the southeast are marked with relevant explanatory notes. The 

indication of due south is accompanied by an explanation that the directions of the map include the area to the 

north of the Amur River and is not based on the location of Seoul as a reference point. 

On the margin at the top left is written the origin of Ningguta, the foundation of Qing and its military system, 

and Mongolia. 

As a large-scale map enriched by the masterly skills of royal painters, Seobuk pia yanggye malli illam jido is among 

the most extraordinary maps of Manchuria and Pyeongan-do and Hamgyeong-do Provinces of Joseon.

Seobuk pia yanggye malli illam jido  
Comprehensive Map for Defense 
of the Western and Northern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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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관방지도
遼薊關防地圖
Yogye gwanbang ji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029 조선(1706년)

견본채색絹本彩色

1점 10폭

1폭: 세로 144cm, 가로 64.4-66.4cm

전체: 세로 144cm, 가로 664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542호

1706년에 이이명이 《주승필람》·《산동해방지도》·《성경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관방지도이다. 

노론 사대신 중 한사람으로 유명한 이이명은 일찍부터 국방 문

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687년(숙종 13)

에 관동지도를 왕에게 올리면서 관방과 해방을 위해 방어영의 이

전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것은 

1705년(숙종 31) 4월의 일이었다. 국경을 넘어 의주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청나라에서 입수한 두 종류의 지도 자료가 들려 있었다. 하

나는 4권으로 된 《주승필람籌勝必覽》이었고, 다른 하나는 《산동해

방지도山東海防地圖》였다.

《주승필람》은 명나라 선극근仙克謹이 저술한 국방·지리 관계 

책자였다. 《주승필람》을 구입하는 데 성공한 이이명은 곧 《산동해

방지도》를 입수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은 쉽지 않았다. 청

나라에서 이 지도를 대외 유출 금지도서목록에 올려놓았기 때문

이었다. 이이명은 따라 온 화원에게 현지에서 급히 이 지도를 베

껴 그리도록 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곧 자신이 입수한 자료들

을 왕에게 올렸다.

숙종은 곧 《주승필람》에 들어있는 중국지도와 급히 베껴진 

《산동해방지도》를 다시 그려올리도록 명했다. 그러나 두 지도를 

합쳐서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더구나 이이명은 원본 지도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지거나 그려져 

있지 않은 만주지역과 조선 서북지방까지를 함께 그려 넣고자 

했다. 이이명은 숙종의 재가를 받아 새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주승필람》·《산동해방지도》·《성경지》의 지리정보가 

<요계관방지도>라는 이름의 병풍에 담기게 되었다. 1706년(숙종 

32) 1월의 일이었다. 병풍은 10폭 짜리인데, 지도 내용의 대부분

은 중국 전역의 방어태세와 군사시설에 관한 것이다. 

이이명은 이 지도가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조선의 안전과 무관

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은 서북쪽이 요동과 계주로 이어져 있

고 북쪽은 야인과 가까우며 서쪽으로는 발해만으로 이어졌기 때

문에 요주, 계주, 산동, 만주 일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이명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리지식의 유무

가 아니었다. 

지도의 대부분은 명대의 방어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청의 군사편제와 군사시설을 파악한 지도가 아닌 것이다. 그

런 점에서 보면 이 지도가 관방지도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



202 203문화재대관

보물

지도

지는 미지수이다. 지도들 만든 이이명도 그 점을 잘 알고 있

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신이 이 지도를 올리는 것은 감

히 천하가 액색阨塞함을 알아서 장차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은 아닙니다. 또한 국력을 다하여 변방에 전심專心하려고 하는 것

도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변계邊界의 지키기 어려

운 것과 관방의 믿을 수 없는 것을 깊이 살피셔서, 환난을 염려하

기를 항상 강구强寇가 국경을 억압하는 것과 같이 여겨, 공검恭儉하

고 절약節約해서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

여금 수족手足과 두목頭目의 의리가 있는 줄 알게 하며, 선왕이 다

하지 못한 지사志事를 추구하고 명나라 말년의 복철覆轍을 경계로 

삼으신다면, 국가의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1 군사시설을 수

축하는 것만으로 조선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이

명에게 이 지도는 관방을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관방보다 더 중요

한 가치를 임금에게 환기시키기 위한 자료였다. 

이 지도는 정계 직전 시점에서 조선이 사행로와 만주 일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도상에는 요양-성경-기류하-백기보-광녕-산해관을 거

쳐 북경에 이르는 사행로가 표시되어 있다. 요양-우가장-광녕-산

해관을 경유하던 조청간 최초 사행로는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변경

되었다. 청이 성경부를 설치하면서 조선 사신은 요양에서 성경을 

거친 후 우가장-광녕-산해관으로 가야 했다. 1679년 청은 우가

장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다시 경로를 변경했다. 우가장을 사

행경로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 결과 요양-성경-기류하-백기보-

광녕-산해관을 거쳐가는 노선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이 지도는 

1679년(숙종 5)의 사행로를 충실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사행노선

은 《성경지》에 수록되어 있다. 지도상에는 중국 본토에서 오라-영

고탑에 이르는 길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백두산으로부터 발원하

는 강줄기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설명문에 따르면, “《대명일통지》에 이르기를, ‘(백두산은) 천리

를 뻗어 있으며 높이는 이백리이다. 그 정상에 연못이 있는데 둘

레가 팔십리이다.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토

문강土門江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混同江이 된다”라고 되

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대명일통지》에는 토문강이 없다. ‘아야고

강阿也苦江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 물줄기를 

토문강으로 비정했던 것은 《성경지》였다. 그런 점에서 이 설명문 

역시 《성경지》의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두만강 이북 700리 지점에 있다고 생각되어 오던 선춘령은 이 

지도에서 온성부 건너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려져 있다. 선춘령 

바로 아래로는 온성부 근처에서 두만강으로 합류되는 물줄기가 표

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해란하에 해당한다. 이 물줄기는 백두산에

서 발원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해란하는 백두산

에서 흘러내리지는 않는다.

이 지도는 서북지역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 한 단계 성숙되어 가

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두만강의 남쪽으로 흘러내린다는 사실은 

조선초기 지도에서 거의 인지되지 않았지만, 이 지도에 이르러 좀 

더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선춘령에 대한 인식, 국경지대 물줄

기 인식 등에도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던 새로운 양상이 엿보인다. 

이 지도는 작자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관찬지도다. 

조선후기 관방지도의 백미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회화적인 우수성

도 인정된다. 조선의 유교지식인들이 관방 문제를 이해하는 맥락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아가 두만강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양

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 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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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ye gwanbang ji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is a military map made in 1706 by Yi I-myeong by 

referring to geographic information contained in Chousheng bilan (Essential Reading in Preparation for Victory), 

Shandong haifang ditu (Map of the Sea Borders of Shandong), and Shengjingzhi (Map of Shenyang). 

Returning from a diplomatic mission to China in 1705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Yi I-myeong carried 

home two maps he had obtained there. One was the four-volume Chousheng bilan, and the other Shandong 

haifang ditu. After successfully purchasing Xian Kejin’s tome on defense and geography Chousheng bilan, 

Yi embarked on securing a copy of Shandong haifang ditu. His attempt ended in failure, however, since the 

geographic book had been placed on a list of documentary materials subject to an export ban. Accordingly, Yi 

directed a subordinate painter to hurriedly create a copy of Shandong haifang ditu. Upon returning home, Yi 

presented the twin cartographic materials to the throne. 

After receiving Chousheng bilan and Shandong haifang ditu, King Sukjong ordered Yi I-myeong to combine 

these Qing cartographic materials. Due to the practical difficulty of fitting the two maps onto a single sheet, as 

well as out of a personal desire to include the northwestern frontier of Joseon territory, Yi transferred the full 

range of geographic information provided in Chousheng bilan, Shandong haifang ditu, and Shengjingzhi Yogye 

gwanbang jido onto a 10-panel folding screen to create Yogye gwanbang jido. Completed in January 1706, one 

year after Yi’s diplomatic mission to China, Yogye gwanbang jido shows the defensive systems and facilities of 

the entire Chinese territory.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10-panel map stems from the fact that it speaks volumes to the Joseon perception 

of envoy routes and the geography of Manchuria before Baekdusan Jeonggyebi, the border-demarcation 

monument, was erected on Mt. Baekdusan in 1712. The map is marked with a route starting from Liaoyang 

then passing through Shenyang, Baiqibao, Guangning, and Shanhaigua, and finally terminating in Beijing. This 

was established as the envoy route in 1679 after two rounds of changes to the initial diplomatic route between 

Joseon and China. When Qing establish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Shenyang, the original route—from 

Liaoyang to Niujiazhuang, Guangning, and Shanhaigua—was adjusted to pass from Lioyang to Shenyang 

and then to Niujiazhuang, Guangning, and Shanhaigua. In 1679, when military facilities were constructed in 

Niujiazhuang, the city was removed from the diplomatic route and the route appearing on the present map 

accordingly came into being. The same envoy route can also be found detailed in Shengjingzhi. The indication 

of the road connecting mainland China to Urad and Ninggota and the expression of river courses originating 

on Mt. Baekdusan are also based on Shengjingzhi. 

Yogye gwanbang jido is a government-produced map with a clear indication of its author and date and is 

considered exemplary not only as a defensive map from the late Joseon period, but also as a painting. It provides 

an important cartographic material demonstrating the perceptions of defense matters by the Joseon literati.

Yogye gwanbang ji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Treasure No.1542

Joseon (1706) / Painting on silk / 1 item
144 × 664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북경 부분



206 207문화재대관

보물

지도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防摠圖
Cheonggugwan haebang chongdo  
Comprehensive Map 
of the Land and Sea Borders of Korea

030 조선(18세기)

종이

1축

세로 91.5cm, 가로 370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582호

한반도와 산해관 이동의 만주 일대, 그리고 일본 서부까지를 하나의 도면에 

망라해서 그린 군사지도이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 관방 및 해방의 현황을 기록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지도다. 만주 일대의 윤곽이 심하게 왜곡되었으며, 방위도 부정확

하지만, 담겨 있는 정보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여백에 지

도의 설명문이 있는데, 도면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지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설명문에서 제안하는 ‘제승制勝의 방략方略’은 척계광의 어왜

지법, 이성량의 관수지법, 그리고 호성지법이다. 이하 설명문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명나라 때 왜구가 절강과 복건을 노략질하자 척계광戚繼光이 어왜지법禦倭

之法을 만들었다. 연해에 둑을 쌓고 초소를 두어서 적이 침입해 오면 둑과 

초소의 병력을 이용해 적을 막는다. 

2 |  오랑캐의 기병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오직 믿을 것은 관애關隘 뿐이다. 그런 

고로 명시明時에 이성량李成樑이 관수지법關守之法을 만들었으니, 기본 원리

는 극충極衝과 차충次衝이 서로 호위하는 것이었으니, 북호가 감히 범하지 

못했다. 또 순망치한이니 관방의 법은 중관첩애重關疊隘에 있을 뿐이다. 압

록강은 천혜의 변경이라 하나, 겨울에 얼음이 얼면 탄탄대로와 마찬가

지여서 연강의 잔약한 여러 보들은 방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

들에게 식량을 약탈당할 뿐이다. 그러나 강변의 진보들은 모두 영애嶺隘 안

으로 이동하여 험관險關에 의지하는 것이 옳다. 

3 |  곽墎을 두고 지池를 두는 것이야 말로 호성지법護城之法이다. 경성으로 말한

다면, 안현으로부터 석우까지는 서변西邊의 외곽外墎 기지基地이며, 부아현

으로부터 왕십리에 이르기까지는 동변의 외곽 기지이니, 경성에 만일 의

부蟻附가 있게 되면 광주 과천 양주 고양이 사보가 되고, 북한산성과 연융

대는 퇴수처退守處가 된다.

설명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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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기본적으로 위 설명문의 세 가지 내용요소와 연동되어 

있다. 의주에서 시작하여 해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태안반도에서 

아래로 다시 서남해안을 거쳐 울산에 이르는 넓은 해안으로 

당과 초가 표시되어 있다. 강변을 따라 둑을 쌓고 초를 두자는 주

장을 도면에 표시한 것이다. 설명문에서 언급된 척계광의 어왜지

법을 도면안에 구현한 것이다. 실제 당과 초가 설치된 것은 아니

므로, 일종의 정책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수영을 이전할만

한 곳으로 태안을 거론하거나, 황해도 장산곶을 “수로요해水路要

害”라고 표기한 것도 해방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도면 곳곳에 들어 있는 각종 관방 관련 내용들은 관수지법關守

之法에 관한 것들이다. 전체적으로 설명문에서 강조된 각종 관애關

隘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조령鳥嶺에 극충極衝은 설명문에

서 확인되는 요소다. 도면에는 또 군사적 요충지의 전략적 중요성

에 관한 서술도 있다. 예를 들면 팔량치는 섬진강을 따라 올라온 

왜구가 운봉에서 경상도 함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인데, 요충要衝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전라도 장수, 진안, 

용담, 금산, 무주 등 다섯 고을은  준령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데

다 토지는 비옥하니, 유사시 먼저 점거해야할 곳이라 한다. 전라도 

변산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역대전쟁사에서 귀감

이 되는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평안도 개천, 운산, 구성 등에는 

고려시대 때 방어사를 두어서 거란, 몽골 등 외적을 막는데 효과

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운봉에는 이성계가 왜구를 격파한 공적

을 기린 황산대첩비 자리가 표시되어 있고, 전라도 울둘목에는 명

량해전의 장소라는 기록이 있다. 

관방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도 정책제안이라고 해야할 만한 것

들이 있다. 북관의 간선도로가 이어지는 함경도 정평, 삼남로가 지

나가는 경기도 진위, 양서에서 길이 이어지는 황해도 금천 인근 

등에는 대진大鎭을 둘 만 하다고 한다. 도로에 관한 정보들도 대부

분 군사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국경에서 가까운 자성강 유역의 

적로賊路나 함경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삼방간로三方間路는 모두 유

사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도로들이라 한다. 읍치나 병영 

이전을 주장하는 내용들, 산성을 정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 

역시 군사적인 이유와 관련된다. 벽제의 옛 역원터는 읍치를 이전

할만한 곳이라 한다. 옛 대성산성大聖山城을 다시 정비하여 중영中

營을 유방留防시켜 평양의 외원外援으로 삼자는 제안도 있다. 반대

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관방시설은 과감하게 철

폐하자는 주장도 있다. 함경도 북행영은 겨울철에 강이 얼어붙을 

경우 의지할 곳이 없어 근심스러운 지역이라 한다. 함경도 길주 성

진진, 평안도 삼화는 요해처가 아니므로 군사시설이나 방어사 등

을 둘 필요가 없다 한다.

관수지법 가운데 강변진보를 영애嶺隘 안으로 이전하자는 설

명문의 내용은 도면에서도 확인된다. 도면에 따르면, 압록강변의 

군사시설들 가운데 자작에서 장진책에 이르는 7개의 진보는 인

근에 의지할만한 다른 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라 한다. 이곳은 적

의 입장에서 보면 객점에 불과한데다가 적에게 식량을 빼앗길 우

려도 있으므로 부전령과 황초령을 내실화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

이 붙어 있다.

설명문의 말미에 붙어 있는 호성지법護城之法 관련 내용도 도면

에서 확인된다. 지도상 경성의 안현에서 돌우까지 외곽外墎, 그리

고 왕십리 인근에 외곽 표시가 있다. 도면과 설명문을 상응하게 하

려는 면밀한 배려가 돋보인다. 

설명문 안에 들어 있는 문제의식과 정책 구상은 도면 내용과 일

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도는 그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

니다. 변경과 관련된 조선후기의 인식을 반영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다. 선춘령에 관한 기술, 울릉도의 오른편에 묘사된 우산도 등

은 조선후기 역사적 영토의식의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정

계비와 목책도 표시되어 있으나, 정계비로 이어지는 도로는 표시

되어 있지 않다. 만주로부터 조선으로 연결되는 두 갈래의 도로가 

회령쪽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 두 갈래의 길은 각

각 영고탑과 오라로 연결된다. 회령에서 영고탑까지는 680리, 회

경성 및 서해안 부분 울릉도와 우산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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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서 오라까지는 887리에 달한다 하는데, 영고탑회귀설에 따른 

위기감이 이 지도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도에 따

르면, 두만강의 강원과 무관한 두개의 물줄기가 흘러나간 뒤 두만

강 위쪽으로 흐르다가 온성부 부근에서 두만강에 합류된다. 풍계

강에서 분계강이 유래했다는 것을 적고 있으며, 이 강을 다시 토

문강으로 적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지도에 그려진 분계강은 

사실상 해란하에 해당하는데, 해란하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지 않

는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강을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분계강’

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만주지리정보는 《성경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지류, 두 강 대안의 지명들에 관한 정보는 조

선에서 계승되어 온 것들이다. 온성부 부근에서 분계강에 합류하

는 건을가퇴강件乙加退江도 그런 경우 중 하나다. ‘burhatu(burgatu)’

에 해당하는 현지의 여진어 혹은 만주어 발음을 한자로 음차한 것

인데, 조선적인 음차 방식을 따른 것이다.

<청구관해방총도>는 18세기말 관방과 해방에 관해 조선이 취

하고 있던 종합적 관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는 지도다. | 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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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gugwan haebang chongdo (Comprehensive Map of the Land and Sea Borders of Korea) is a military map 

encompassing the Korean Peninsula, Manchuria, and the western section of Japan all within a single sheet. 

The map was intended to provide a record of the terrestrial and naval military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Manchuria, and also to suggest appropriate defense policy. Although the outlines of Manchuria are 

severely distorted and directions are inaccurate, much of the information in the map is worth noting. An 

explanatory note appears in the empty spac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map and therefore contributes to its understanding. 

The military strategies of Gwansujibeop and Hoseongjibeop, which are suggested in the explanatory note, are 

embodied throughout the map. Cheonggugwan haebang chongdo vividly illustrates military policies envisaged 

based on observed fact. However, the value of the map does not end there; it also demonstrates perceptions of 

geography and defens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n explanation of Seonchunryeong and the depiction of 

Usan Island to the east of Ulleung Island both bespeak a heightened awareness of territory during the period. 

Baekdusan Jeonggyebi, the border-demarcation monument on Mt. Baekdusan, and wooden barricades are 

indicated, but roads leading to the border monument are not illustrated. Two roads connecting Manchuria to 

Joseon, appearing to run towards Hoeryeong, lead to Ninggota and Urad. The worries about the potential for 

Qing China to face its demise and that its area of influence would therefore become limited to Ninggota where 

the dynasty began are reflected here. According to the map, two flows of water independent from the origin of 

the Dumangang River (Tumen River), system run above Dumangang and then join in around Onseong-bu.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Punggyegang River” is written as originating in the “Bungyegang River,” but the 

river is in fact referred to as “Domun River.” The Bungyegang River shown in the map actually corresponds 

with the Hailan River. Although the Hailan River does not originate on Mt. Baekdusan, many people believed 

so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geography of Manchuria is based on Shengjingzhi (Map of Shenyang). However, the depiction of tributaries 

feeding into the Amnokgang River (Yalu River) and Dumangang River and the place-names around the basins 

of the two rivers all originated in Joseon. 

The primary value of Cheonggugwan haebang chongdo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it clearly and comprehensively 

demonstrates the perception in Joseon of its land and sea borders in the late 18th century.

Cheonggugwan haebang chongdo  
Comprehensive Map 
of the Land and Sea Borders of Korea

Treasure No.1582

Joseon (18th century) / Paper / 1 item
91.5 × 370cm
National Museum of Korea

백두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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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

031 조선(19세기)

양지

1첩

세로 36cm, 가로 27.2cm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제1597호

1880년대 연해주 일대의 상황과 그곳에 살고 있던 한인 이주자

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지도집이다.

1858년 애혼조약으로 연해주를 청과 공동관리해 오던 러시아

는 1860년 북경조약으로 이 일대를 자국의 지배권 아래에 두게 되

었다.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는 이 시점을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초

기 러시아 이민사가 시작된 것이다. 고종은 연해주로 이주한 자국

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밀

사 파견을 서둘렀다. 1882년 9월 25일, 고종의 명을 받은 김광훈

과 신선욱은 경흥부를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넜다. 두사람은 귀국 

후 고종에게 복명서를 올렸다. 그것이 지금 『강좌여지기』라는 책

으로 남아 있다.

연해주에 이주한 조선인 문제는 언젠가 조선과 러시아가 곧 직

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조선과 러시

아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된 것은 1884년 7월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선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고종은 조

선에서 외세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주적 국권 

수립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주민 문제로 새롭게 주목

된 러시아가 접촉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884년 11월 고종은 김용원·권동수 등을 비밀리에 해삼위海

蔘衛(블라디보스톡)로 파견했다. 이미 이곳을 다녀온 바 있었던 김광

훈과 신선욱이 이 행렬에 참여했다. 권동수와 김용원은 남우수리

주 경비대사령관 베네프스키Benevskii를 만나 러시아 정부가 일본

과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압력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통상문제와 외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식대표단을 파견하겠다

고 약속했다. 김용원과 권동수는 고종의 밀명을 수행하고 이듬해

인 1885년 봄에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보안에

도 불구하고 고종이 밀사를 파견했다는 소식이 외교가에 퍼져 나

갔다. 외세의 균형을 통해 국권을 지켜보려 했던 고종의 노력은 일

단 수포로 돌아갔다. 

1885년 9월, 두 사람은 고종의 밀명을 받고 연해주 땅을 다시 

밟았다. 두 사람은 귀국 후 지도를 작성했다. 그것이 《아국여지도》

라는 23면 절첩식 지도책자다. 적색 표지에 덧붙여진 흰색 별지 

위로 “아국여지도”라는 제목이 쓰여 있으며, 말미에는 김광훈과 

신선욱이 연명한 글이 붙어 있다. 그 글에 따르면, 《아국여지도》는 

고종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 한다. 지도와 주기에는 29곳

에 달하는 조선인 이주자 민촌을 다니며 만난 사람들과 견문한 내

용들로 가득하다. 지도집의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김광훈 등이 처음 도착한 곳은 중국명 흑정자였다. 조선인 이

주자들은 러시아령으로 편입된 흑정자를 나선동羅鮮洞으로 부르고 

있었다. 신라의 ‘라羅’자와 조선의 ‘선鮮’자를 따다 붙인 이름이라

는 것이었다. 김광훈은 마을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종이 이주

민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안호준 등

은 김광훈에게 두사람의 길 안내자를 붙여 주었다. 김광훈 일행은 

러시아 군사초소를 지나 소도소所道所라는 이주민 마을에 도착했

다. 김광훈은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임무를 털어놓고, 이주민들

의 협조를 얻어 연추영燕秋營(얀치허. 현재의 크라스끼노)으로 향했다. 

김광훈은 연추영에서 러시아 군사시설, 훈련모습, 전신시설의 놀

라운 효과를 목격했다. 또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륜

선이 정박해 있는 목허우영木許隅營의 모습도 유심히 관찰했다. 김

광훈은 연추영의 러시아 군대가 서울에 와 있던 일본의 신식군대

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연추영지도>에 이와 관련

된 내용이 자세하다.

<나선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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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동이나 연추영 등에 밀집되어 있던 조선인 이주지는 줄어

든 반면 추풍영 인근 지역의 거주민은 늘어나 있었다. 나선동 지

역의 인구 변화는 조선인들의 열악한 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었다. 이곳은 러시아가 강점하고 있었지만, 청나라가 영유권을 회

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지역이었다. 이곳의 조선인들은 청나라로

부터 귀화하라는 요구에 시달렸으며 러시아로부터는 연해주 깊숙

이 이주해갈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급기야 러시아는 군대를 동원

해 나선동 거주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이곳에 군사기지와 

전신국을 설치했다. <나선동지도>는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

다. 남아 있는 조선인 마을과 러시아 주둔지가 그려져 있으며, 전

선과 도로가 선명하다.

《아국여지도》는 1880년대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 실태와 초기 

한러관계사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 배우성

소도소를 출발한 김광훈은 서계동西桂洞·지신허地信墟·육성

촌六城村·평산동平山洞·시지미柴芝味 등 이주민 마을을 돌며 고

종의 하교를 전달했다. 그는 지신허에서 러시아 학교에 다니는 조

선인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는 러시아말에 익숙한 아이들에게서 

뒷날 조선에 유용한 재목이 될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이주민들

은 마적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10월 4일 해삼우해

영海蔘隅海營을 거쳐 10월 9일에는 서쪽으로 길을 재촉해 송황영宋

皇營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 러시아 군사시설의 현황과 군대의 훈

련모습, 전신로의 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관찰했다. <해삼위지도>

에 관련 정보들이 보인다.

연해주 일대에 정착한 조선인 이주자들은 상황이 나아지면 대

부분 조선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추풍영에서 만난 

조선인들은 야밤에 혼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러시아 지방관

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선의 풍속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연

해주에 살면서 생활을 통해 알게 된 작은 지식이나 기술이라도 혹

시나 조선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평산동

에 살던 이도심은 김광훈에게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며 조총 한 자

루를 내밀었다. 조선이 유사시에 대비해 서양 여러 나라의 총기와 

기계·선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시지미에 살던 

70대 노인 김흥경은 김광훈에게 서양제 18 연발총을 건네주었다.

김광훈 등이 연해주에서 관찰한 서양 여러 나라들은 이미 제국

주의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항해를 위한 선박을 건조

하고 무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김광훈 등

은 러시아가 부국강병과 영토 확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

는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조선에 잠재적인 위협세력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김

광훈 등은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통역관들에 주목했

다. 그 숫자는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울 정도였다. 이들은 이미 『영

환지략』 등을 통해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무기 제조기술

이나 서양식 군사훈련 방식에 능통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유사시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조선에 힘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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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 is a 24-page atlas of maps showing the geography of 

Primorsky Krai in the 1880s and the situation faced by the Koreans who lived there during that period. 

Jointly administrating Primorsky Krai with Qing China based on the 1858 Treaty of Aihun, Russia placed the 

area under its sole control after the 1860 Beijing Treaty. At this point people from Joseon started to immigrate 

to the area. King Gojong pushed ahead with the dispatch of secret envoys to Russia in order to gather insight 

into how Korean migrants were living in Primorsky Krai. Upon royal orders, Kim Gwang-hun and Sin Seon-uk 

departed from Gyeongheung-bu and moved across the Dumangang River (Tumen River) on September 25, 

1882. After returning home, the two agents presented their report, which is transmitted in the form of the book 

Gangjwa yeojigi (Geography of Gangjwa).

Joseon and Russia first signed a trade treaty in July 1884, bu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Joseon did not improve. In order to encourage a balance of power among external forces and to secure an 

improved opportunity for independent governance, King Gojong attempted to achieve a political breakthrough 

by means of cooperation with Russia, a country which had recently gained attention for the issue of Joseon 

immigrants. 

In November 1884, King Gojong confidentially dispatched envoys including Kim Yong-won and Gwon 

Dong-su to Vladivostok. Kim Gwang-hun and Sin Seon-uk, who had experience with visiting Russia, also 

joined the diplomatic mission. Kim Yong-won and Gwon Dong-su held a meeting with General Benevskii and 

requested that Russia intervene in the political rivalries surrounding Joseon and deter Qing China and Japan 

from imposing pressure on Joseon. Regarding this, Russia promised to send an official delegation with the aim 

of discussing trade and diplomatic matters. After completing their mission, Kim Yong-won and Gwon Dong-su 

returned to Joseon in the spring of 1885. Despite intense security efforts, however, this dispatch of secret envoys 

became known in international diplomatic circles and King Gojong’s attempt to protect state sovereignty by 

benefiting from an external balance of power failed. 

In September 1885, Kim Gwang-hun and Sin Seon-uk left once again for Primorsky Krai on a surreptitious 

mission from King Gojong. Returning to Joseon, the two clandestine envoys drew up a map that is known 

today as Aguk yeojido. On a strip attached to the red cover is inscribed the name of the map and a phrase at 

its bottom jointly written by Kim Gwang-hun and Sin Seon-uk. The phrase states that the map is dedicated 

to King Gojong. Geographic representations and explanatory notes inside the map are supplemented by the 

observations of the two diplomats as they crisscrossed as many as 29 immigrant settlements around Primorsky 

Krai. 

Aguk yeojido is a critical cartographic resource in that it illustrates the situation of Joseon immigrants in the 

1880s and relates directly to the early stages of the Joseon-Russia relationship.

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

Treasure No.1597

Joseon (19th century) / Paper / 1 volume
36 × 27.2c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김광훈과 신선욱이 연명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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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지도
牧場地圖
Mokjang jido  
Maps of Ranches

032 1

조선(1678년)

저지楮紙

1첩 21장

세로 44.8cm, 가로 30.2cm 

진헌마정색도: 세로 31cm, 가로 51.9cm 

기타 지도: 세로 31cm, 가로 23.9cm

국유(국립중앙도서관)

2

조선(1680년-1684년)

저지楮紙

1첩 18장

세로 39.5cm, 가로 16.5cm 

국유(부산대학교 도서관)

보물 제1595-1, 2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牧場地圖》는 1678년(숙종 4) 전

국 목장 실태를 집대성하여 채색필사한 지도첩이다.1 

《목장지도》는 1첩 42면으로, 제1면과 2면에 걸쳐 산수 및 영

모화 형식으로 그린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 제3면부터 제

35면에 걸쳐 전국 각도의 부·목·군·현별 목장 현황을 각 한 

면씩 제작한 회화식지도, 그리고 제36면에 제주의 목장현황에 

대한 주기와 각 지도에 보이는 목장의 총수를 기입한 통계표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도의 내용은 전국 목장의 분포와 입지 조건 

등의 자연 환경이 도해되어 이전 지리지나 사료와는 달리 조선

시대 목장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37면부터 제42

면에 걸쳐 1635년(인조 13) 장유張維(1587-1638)가 쓴 「목장지도

후서」와 1658년(효종 9) 정태화鄭太和(1602-1673)가 쓴 「목장지도

후서」를 차례로 옮긴 뒤에 사복시司僕寺 제조提調 허목許穆(1595-

1682) 자신이 1678년(숙종 4) 윤3월 15일에 직접 쓴 후서로 구성

되어 있다.2 

현재 《목장지도》와 동일한 형식의 채색지도첩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정색도正色圖’라는 표제 하에 소장되어 있다. 《목장지

도》와 비교하면, 《정색도》는 「목장지도후서」와 <진헌마정색도> 

중 제1면이 결락되었고, 제2면에 제36면의 통계표를 임의로 붙

여 각 도별 지도 앞에 배치하였다.3 《정색도》 제1면 부분이 결락

되자 지도첩의 마지막 제36면에 해당하는 통계표를 제2면 <진

헌마정색도>의 나머지 부분과 이어 배치한 것으로 통계표의 좌

측 여백이 넓어 원래 왼쪽에 표장되었던 것을 오른쪽에 배치하

여 붙인 정황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 표지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정색도》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 
「목장지도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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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정색도》 중 <정색도>와 <제주목장 통계표>

면수
목장지도 정색도

목장명 주기 목장명 주기

1

전곶箭串

진허마의 종류별 특징 나열

전곶箭串

제36면 통계표 붙임

2 사복시 정색마正色馬 21필匹 묘사 사복시 정색마 10필 묘사(제1면 탈락)

3-7 경기京畿

6읍邑 30목장牧場 중 설장設場 15처處

경기京畿

6읍 30목장 중 설장 15처

마馬 1387필(웅마 574필) 마 1318필(웅마 514필) 

우牛 581필(웅우 426) 우 178필 (웅우 136) 

목자牧子 874명 목자 874명

설둔設屯 2처, 폐장廢場 12처 설둔 2처, 폐장 12처

8-9 공청도公淸道

4읍 10목장 중 설장 3처

공청도公淸道

4읍 10목장 중 설장 3처

마 613필 (웅마 167필) 마 472필 (웅마 186필) 

목자 705명, 폐장 5처 목자 705명, 폐장 5처

10-20 전라도全羅道

12읍 49목장 중 설장 16처

전라도全羅道

12읍 49목장 중 설장 16처

마 2465필 (웅마 927필) 마 2409필 (웅마 903필) 

목자 1006명, 설둔 12처, 폐장 9처 목자 1006명, 설둔 12처, 폐장 9처

21-27 경상도慶尙道

9읍 23목장 중 설장 6처

경상도慶尙道

9읍 23목장 중 설장 6처

마 1488필 (웅마 484필) 마 1424필 (웅마 410필) 

목자 166명, 설둔 9처, 폐장 8처 목자 166명, 설둔 9처, 폐장 8처 

28-30 함경도咸鏡道

5읍 7목장 중 설장 5처

함경도咸鏡道

5읍 7목장 중 설장 5처

마 670필 (웅마 197필) 마 469필 (웅마 127필) 

목자 444명, 폐장 1처 목자 444명, 폐장 1처

31-34 황해도黃海道

6읍 10목장 중 설장 5처
마 340필 (웅마 95필) 
우牛 314수首 (웅우 257수)
목자 421명, 폐장 1처 

황해도黃海道

6읍 10목장 중 설장 5처
마 591필 (웅마 234필) 
우牛 205수 (웅우 183수)
목자 421명, 폐장 1처 

35 평안도平安道

3읍 4목장 중 설장 3처

평안도平安道

3읍 4목장 중 설장 3처

마 992필 (웅마 359필) 
목자 176명, 설둔 2처 

마 474필 (웅마 111필) 
목자 176명, 설둔 2처 

36

제주3읍과 별목장 목자 1386명, 마 12411필 제주3읍과 별목장 목자 1386명, 마 13086필

각도 목장 총수 제주 포함 138개소(설장 53처), 목자 5178명, 
마 20213필, 우牛 895수, 폐장 62처(설둔, 이속移屬 포함) 

각도 목장 총수 제주 포함 138개소(설장 53처) 
목자 5178명, 마 20244필 

37-42 1635년 장유, 1658년 정태화, 1678년 허목의 「목장지도후서」 3편 * 제36면을 제1면으로 옮겨 배치, 제37면 이하 없음

<표 1> 《목장지도》와 《정색도》의 주기 내용 비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 중 <진헌마정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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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정색도》 중 <인천부>와 <남양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 중 <인천부>

장유가 목장지도를 제작할 당시에는 전국 목장은 본래 목장이 

없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119개소였다. 그러나 장유의 목장지도에

서는 해외에 떨어져 있는 제주도와 명말·청초 요동지역의 난민

들이 점거한 관서지역의 목장은 제외되었고, 서울에서 가까운 전

곶箭串 목장은 일반 산수화 양식을 빌려 목장에서 사육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존 첩 형식의 목장지도와 병풍 형식 목

장지도의 상관관계이다. 《목장지도》 내 정태화와 허목의 후서에

서는 사복시에서 발견한 <목장지도>의 형태가 모두 병풍 형식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허목이 「목장지도후서」를 쓴 것은 1678

년 윤3월 15일이었지만, 『숙종실록』에 의하면 허목이 <목장도

병牧場圖屛>을 숙종에게 올린 것은 1678년 8월 1일이었다. 이후 

9월 14일에는 「목장도기牧場圖記」의 가도椵島와 안흥安興의 진 설

치, 원산元山의 축목 상황 등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 한 본

을 베껴 올렸다.5 홍주의 원산도 주위는 40리로 바다 가운데 있

어 물과 풀이 넉넉하여 국마國馬 1백 필을 방목하는 사복시의 목

장이었으며, 1669년(현종 10) 충청 수영水營에 소속시키고 둔세

를 정하여 그 수입으로 수영을 유지하도록 하고, 원산도의 목장

을 대산곶大山串으로 옮겼다.6 허목이 처음 올린 「목장도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와 같이 변화된 원산도 목장 상

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노란색 첨지에 “이속수영移屬水營”이라 수

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내용을 《정색도》에서는 

모두 반영하여 필사하였다. 한편 철산 가도의 목장에 붙은 첨지

에는 “1675년 연평도 목장으로 옮길 것을 황해도감사가 장계를 

올렸다(乙卯移牧延坪 黃監狀啓)”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장계의 내

용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며, 《정색도》에서도 필사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장지도》 중 <제주목장 통계표>

장유의 서문에 의하면 사복시에는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목

장지도가 있었으나, 왜란을 겪으면서 망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장유는 조선 초 전국적으로 활발했던 목장 운영은 마정의 해이

와 양란을 겪으면서 폐지된 목장이 증가하고 그 전반적 운영도 쇠

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복시 제조였던 이서李曙

(1580-1637)의 말을 빌려 폐지된 목장을 소홀히 하여 목지牧地를 원

상복구하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여 당시 목장 운영 상황을 도적圖

籍으로 정리하여 후에 근거 자료로 삼게 하기 위함이라며 그 제작 

경위를 밝히고 있다. 당시 목장지도의 제작은 임진왜란 이전 있었

던 목장지도가 망실된 지 오래고, 훗날 목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장유의 서문에서 또한 주목할 점은 바로 전국 단위 목장지도

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고, 어떤 내용을 기록하였는가 하는 점

이다. 즉 전국의 감목관들에게 각 지역의 목장지도를 베껴 보내

도록 하여 이를 기본 자료로 한 첩으로 제작하였고, 그 내용은 목

장의 면적 및 규모, 암수 마필과 목자 수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었

다.4 따라서 감목관들에게 전국 각지의 목장지도를 수합하는 과정

에서 해당 지역의 화사畵師를 동원하여 목장지도를 제작하였을 개

연성이 크다. 이때 각지에서 수합된 목장지도와 목장 관련 정보를 

1차적으로 참조하여 사복시에서 도화서 화원을 동원하여 이를 일

률적 형식에 맞춰 한 첩의 목장지도로 다시 제작하였음은 지도 위

에 주기를 적는 란을 따로 구분하고 아래에 목장그림을 그려 상

문하도上文下圖 형식으로 꾸민 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

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제작된 목장지도는 국왕에게 보고하

기 위한 어람용 한 점을 비롯하여 마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복시와 

춘추관 사고의 보관용으로 부본 2점을 더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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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장지도》의 유전流轉은 제1면의 화면 위에 1941년(쇼와昭和 16) 9월 

25일자 조선총독부도서관 도서등록번호와 이후 한국전쟁을 피해 소

개疏開되었던 정황을 밝힌 ‘소개도서疏開圖書 제582호’라 찍힌 인장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장지도》 관련 논고는 김기혁, 「『목장지도』에 나

타난 17세기 국마 목장의 분포와 변화」, 『지역과 역사』24, 부경역사연

구소, 2009; 정은주, 「17세기 《목장지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

지도연구』1-2,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참조 

2  허목은 후서에서 “上卽位之四年 三月 四十四日 乙卯, 司僕寺提調 大匡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臣 許穆 拜手稽首 謹識”라고 썼는데, 3월 14

일의 간지는 을유乙酉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목 후서의 ‘三月 四十四日 

乙卯’는 윤3월 15일(을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김기혁, 「『목장지도』 해제」, 『한국의 옛지도』, 문화재청, 2008, pp.345, 

표 1 참조;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한 《정색도正色圖》의 공식 

명칭은 제1면 ‘진헌마進獻馬’ 부분이 결락되면서 제2면의 ‘정색도正色

圖’의 화제만을 취하여 후에 붙였을 개연성이 높다.

4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말의 수요가 늘면서 1426년(세종 8) 각 지방의 수

령이 관리, 감독하던 방식에서 각 도의 목장에 마정을 전담하는 감목

관(종6품 관직)을 설치하게 되는데, 『대전회통』에 의하면 감목관의 정

원은 경기도에 5명, 경상도 3명, 황해도 3명, 함경도 3명, 공청도 1명, 

평안도에 1명을 두었다.

5  『숙종실록』권7, 숙종 4년 8월 1일(기사)조; 숙종 4년 9월 14일(임자)조

6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현종실록』 권16, 현종 10년 2월 3

일(병인)조

7  정조 때 《목장도병牧場圖屛》은 두 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종 때 제거提

擧 이서李曙와 장유張維가 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숙종 때 제거 허

목許穆과 김석주金錫胄가 제작한 것이었다. 『弘齋全書』 13卷, 序引 6, 馬

政引(附郵驛)

8  金壽興, 「論牧場箚」, 『退憂堂集』卷6; 『승정원일기』306책, 숙종 10년 

10월 24일조

9  정은주,  「고지도에 반영된 조선후기 연안 및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한국고지도연구』3-2,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Compiled in 1678, Mokjang jido (Maps of Ranches)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a 21-sheet atlas of painted 

manuscript maps of 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py consists of 42 pages, with pages 1 and 2 dedicated to “Jinheonma jeongsaekdo” (Colored 

Painting of Horses); pages 3–35 to map-paintings of horse ranches in respective administrative districts throughout the country; 

page 36 to an expla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ranches in Jejudo Island and to a table of statistics describing the total 

number of ranches in the preceding paintings; and pages 37–42 featuring two prefaces copied by Heo Mok (1595–1682), the 

head of the Saboksi (Office of Horses), from originals by Jang Yu (1587–1638) in 1635 and Jeong Tae-hwa (1602–1673) in 

1658. This is followed by the forward Heo himself wrote on March 15, 1678,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 book of painted maps rendered in the same format a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py entitled Jeongsaekdo is held at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 Jeongsaekdo, one page of the two-page “Jinheonma jeongsaekdo” is absent, and the 

statistics table, which is found on page 36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py, appears on page 2. 

Unlike previous maps of ranches, Mokjang jido presents not only the national distribution of horse ranches, but also provides 

pictorial explanations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erves as critical research material for the study of horse farming during 

Joseon. The preface by Jang Yu states that Mokjang jido was compiled out of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that pastureland 

might be irrecoverably damaged due to misinformed management. It was an attempt to compile relevant materials on the 

current state of ranches to be used as a reference in the future. 

Managers of horse 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were asked to provide details about their operations,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size of the ranch and number of male and female horses. After collecting ranch-related information from each area 

of the country, the Saboksi ordered royal painters to produce a book of ranch maps according to predetermined standards. 

What is most interesting is that besides the copy for royal perusal, two further copies of Mokjang jido were prepared at that 

time. One of them was used by the Saboksi and the other maintained at the Chunchugwan (Office of Annals Compilation). 

According to the preface by Heo Mok, all three copies were rendered in the form of a folding screen. The books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at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compiled in a later period to correct mistakes 

in the original maps mounted on folding screen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py is dated to later than 1678;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py is purported to have been produced between 1680 and 1684. 

Compiled on a foundation of the information gathered in the 17th century from ranch managers throughout the country, 

Mokjang jido retains major value as research material. Besides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n horse 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the map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islands—areas which were often excluded from normal district maps—

offering important visual information on the 17th-century islands of the country.

Mokjang jido  
Maps of Ranches

Treasure No.1595-1. 2

지 않았다. 

결국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람용으로 바쳐지거나 사복

시와 춘추관에 보관되었던 부본으로 제작된 병풍 형태의 <목장

도병牧場圖屛>이 따로 존재했으며,7 국립중앙도서관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첩 형식의 《목장지도》는 모두 <목장도기牧場圖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 《목장지도》와 《정색도》에서는 목자

수牧子數는 물론 목장에 진鎭을 설치하거나 이속移屬, 폐장廢場된 

목장이 모두 62곳으로 일치하여 제작시기의 차이는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색도》에는 1678년 제작된 《목장지

도》 제5면 <인천부> 자연도紫燕島 주기에는 없는 “1680년 윤8월 

어영청에 이속되었다(庚申閏八月 移屬御營廳)”는 내용이 주기되어 

1680년을 상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목장의 이속 수와 관련하

여 1684년 김수흥金壽興(1626-1690)이 올린 상소인 「논목장차論

牧場箚」를 참조하면 전국 목장 중 전라도 영광 임치도, 황해도 백

령도, 평안도 가도 목장을 폐장하고, 1684년 이미 진鎭이 설치되

었다는 점이다.8 이는 《정색도》의 임치도, 백령도, 가도 목장 주

기에서 수십 명의 목자를 두고 수백 필의 말을 사육하던 정황과

는 차이를 보여 《정색도》가 1684년 이전 정황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색도》는 1680년에서 1684년 이전의 목

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장지도》는 17세기 마정馬政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감목관에게 명하여 목장의 실태를 그림 및 운영 상황으로 보고하

게 한 것을 토대로 정리·편찬된 것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전국 목장의 지리적 현황뿐만 아니라 일반 전도와 군현도 형

식의 지도에서는 상세히 다루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정보를 구체

적으로 묘사한 점에서 17세기 도서지역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9 구체적으로는 당시 사복시에서 관장하던 진

헌마와 전곶목장의 정황을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자세히 묘사하

였고, 일반 군현도와는 차별적인 특수지도로써 목장지도의 진수

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정은주

Joseon (1678) / Mulberry paper / 1 volume (21 sheets) 
44.8 × 30.2cm 
Jinheonma jeongsaekdo: 31 × 51.9cm  / Other maps: 31 × 23.9cm
National Library of Korea

1

Joseon (1680-1684) / Mulberry paper / 1 volume (18 sheets)
39.5 × 16.5cm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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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 금동천문도
梁山 通度寺 金銅天文圖
Gilt-bronze Celestial Chart 
of Tongdo Temple in Yangsan

033 조선(1652년)

동합금銅合金에 금도금

1점(부속구 포함) 

지름 41.2cm, 두께 0.9cm 

통도사(통도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1373호

이 유물은 둥근 원반형 금속판 앞면에 별자리들을 구멍을 

뚫어 표시하여 만든 천문도이다. 금동천문도는 현지 유물조사

보고서1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동합금판銅合金版에 금도금金鍍金한 

지름 41.2cm 원반형圓盤形의 두 개의 판이 맞붙어있고 앞면의 

천문도는 조선의 전통적인 천문도와 같이 천구天球의 북극北極을 

중심으로 둥글게 북극에서 하늘의 적도赤道 부근까지 영역의 

별자리들이 표시되어 있다. 이 천문도의 주극성週極星 영역인 항

현권恒顯圈은 직경 19cm가 되는 둥근 원으로 그려져 있고, 이 안

에 표현된 주극성 부분의 별자리의 형태나 위치는 조선 태조 4년

(1395)에 만들어진 석각石刻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

野地圖>와 일치하고 있다. 항현권 바깥쪽인 남쪽으로 향하여 별자

리들이 표현되어 있다. 작은 금속 원판 위에 표시된 별자리는 <천

상열차분야지도>의 모든 별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미원紫微

垣과 28수宿 등의 109개의 별자리이며 총 별의 개수는 481개

이다. 주극원 안쪽의 별자리들인 자미원의 별자리들은 거의 다 

새겨져 있다. 천문도의 다른 지역에 있는 별자리들이 대부분 생략

된 것에 비하여 자미원의 별들은 원래의 164개 중 149개가 새겨

져 있다. 주극원 바깥쪽에는 3원과 28수의 전통 별자리 분류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지역을 빠지지 않고 별자리를 배정하였다. 각 지역

에서 28수는 반드시 선택하였으나, 그 외에는 일부 별자리만을 

선택하여 새겼다. 주극원 바깥쪽의 별자리는 이름에 제帝나 왕王이 

들어가는 것이나, 별자리 이름이 나라의 이름인 것들이 빠짐없이 

선택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별 구멍의 크기를 <천상열차분야지

도>와 비슷하게 별마다 달리하여 표현하였다.

각 별자리는 별과 별 사이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작 솜씨가 

우수하며 별 하나 하나 구멍을 뚫어 가공하여 그 구멍에 진주를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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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參・정井・귀鬼・유柳・성星・장張・익翼・진軫의 28성수星宿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별자리 이외에 특이한 것은 3개의 구멍이 중심 부근과 좌우 바

깥 부근에 있는데, 중심 가까이에는 직경 25.3mm의 큰 구멍이 있

고 좌우 대칭으로 바깥 부근에는 20.7mm와 22.1mm의 둥근 구

멍이 있다. 이 세 구멍은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일직선상에 놓

여있는데 용도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큰 구슬을 박아 놓

았던 자리인 것 같아 보인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양손으로 천문

도를 두 손으로 잡는 순간 좌우에 있는 큰 구멍에 박힌 구슬을 손

끝으로 만져 보면 이 천문도의 방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28수宿 등 각 별자리들도 진주로 박혀있었으므로 실제 별을 관측

할 수 있도록 진주보석에 희미한 빛을 비추어 별자리를 찾거나 익

히는데 편리했을 것이며 손으로 더듬어도 느낄 수 있듯이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휴대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제작된 천문도이다.
1  2002년 9월 10일 통도사通度寺 성보聖寶박물관에서 실측한 전상운, 

이용삼, 박창범의 금동천문도의 국가지정 유물조사보고서

부속구 앞・뒷면

아름답게 조립했던 희귀한 과학유물이다. 지금은 아쉽게 24개의 

진주만 남아있다. 원반에 진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황동을 둥글게 

말아서 별의 크기에 따라서 0.5cm, 0.7cm 등의 구멍이 뚫린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든 작은 고리들 중 몇 개만 현재 구멍에 박혀 있는 

상태이다. 금동천문도 원판 외각 부분에는 28수를 표현했는데 그 

형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일치하며 그 중 적도赤道와 황도黃

道의 위치에서 남북 방향으로 좀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일부 별자리

는 그 위치를 다소 남북 방향으로 옮겨 28수 모두 원판의 제일 바

깥부분 둘레를 따라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28수 모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서쪽으로부터 별이 뜨는 동쪽으로 순서에 따라 

각角・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두斗・우牛・여女・

허虛・위危・실室・벽壁・규奎・루婁・위胃・묘昴・필畢・자觜・

후면에는 점각點刻으로 표현된 송악도松岳圖가 있는데 비구니의 

주 거처였던 삼각산 문수암文殊岩 근처의 실경으로 봉우리가 다섯 

개인 오악五嶽과 두 그루의 소나무가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 그림을 불교적 세계관으로 해석해 보면 가운데 높은 산은 

수미산須彌山을 표현하고 그 위로 바깥 테두리로 제석천帝釋天이 

주재하는 삼십삼천三十三千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좌측에는 시주

자의 이름들이 있고 우측에는 제작연기와 제작자가 명기되어 있

다. 그 아래에 인간세상과 바다가 표현되어 있어 전통 공예품으로

서의 예술적인 가치는 물론 회화사 및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연

구가치가 높다 하겠다. 그림 우측하단의 제작연기에 “순치구년임

진구월順治九年壬辰九月 삼각산문주암비구니三角山文殊庵比丘尼 선화

자조성仙化子造成”이라는 명문이 점각되어 있어서 이 천문도는 조

선 효종 3년(1652)에 비구니 선화자가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금동천문도는 유물의 제작 시기가 기록되어 있고 유일하게 

금속을 가공하여 만든 천문도로서 정교하게 별 하나 하나를 가공

하여 진주를 박아 아름답게 제작한 것이며 현존하는 전통 천문도

라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시기적으로 서양 천문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전통 천문도를 대표하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계승한 천문도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천문도를 활용

함에 있어서 설치하거나 걸어 놓고 눈으로 살펴보는 것보다도 들

고 다니면서 관측자의 위치에서 수시로 현재 보이는 별자리들이 

무엇인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밤 시간과 절기를 알

려주는 28수의 별자리들은 『누주통의漏籌通義』나 『중성기中星記』

에 절기마다 밤 시간에 머리 위를 지나가는 중성中星이 기록되어 

있다. 밤에 금동천문도를 들고 나가 손으로 회전하며 별자리들을 

만져보면  28수의 별자리 순서에 따라 각 별자리들의 위치를 손끝

으로 살펴보면서 시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청동으로 만들

어 금으로 도금한 이 천문도는 이슬이 내리는 밤일지라도 종이처

럼 이슬에 훼손되지도 않고 또 어두운 밤에도 손끝의 감촉으로도 

별자리들을 감지할 수 있는 휴대 관측용 천문도이며 희귀한 과학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작 솜씨가 우수하여 

전통 공예품으로서도 예술적 면모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 이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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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celestial chart reproduced on a circular gilt-bronze plate. Two gilt-bronze plates of 41.2 centimeters in 

diameter are joined together, on the front sides of which are expressed a polar projection with constellations observed 

from the north celestial pole and the equator. 

Stars are grouped by straight lines to form constellations. Each of the stars on the celestial sphere are expressed with 

a hole filled with a pearl; unfortunately, only 24 of the pearl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he edge of the circular 

plate is carved with the 28 lunar mansions, the form of which is identical to that of the star map made in 1395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Some of the 28 constellations relatively far from the ecliptic and the equator to the 

north and the south are arbitrarily shifted in order to allow the representation of all 28 lunar lodges around the plate 

edge. 

Along with the asterisms, the three large holes are notable feature. The one in the center is 25.3 millimeters in 

diameter, while the two symmetrical holes to its left and right are 20.7 and 22.1 millimeters, respectively. These triple 

holes, placed on a line slightly beside the center, seem to have once held large beads, the purpose for which have not 

been determined. A user of this celestial map could have ascertained its direction by feeling the large beads even in 

the dark. This star map with the 28 lunar mansions and other constellations expressed with pearls could have been 

used as a portable celestial chart for learning about or identifying astral configurations on a celestial globe.

The backside of the plate is engraved with a five-peaked mountain and two fine trees, capturing an actual near 

Munsuam Temple on Mt. Samgaksan, where the monk who created this piece resided. The picture on the plate’s 

reverse, can also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t cosmology: the highest peak in the center is 

understood as the Heavenly Realm atop Mt. Meru, which is occupied by the 33 deities ruled by Indra (or Śakra in 

the Vedas). Below the mountain is depicted the oceans. To the left of the mountain is engraved with the names of 

donors; to the right, the production date and the name of its creator. The inscription to the right reads that the monk 

Seonhwaja made this in September of the ninth year of the Shunzhi Era of China, which corresponds with 1652,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This work retains artistic value as a craftwork and a source of appreciation; it also 

serves as an academic resource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paintings and religious ideology of Joseon. 

Gilt-bronze Celestial Chart 
of Tongdo Temple 
in Yangsan

Treasure No.1373

Joseon (1652) / Gilt-bronze / 1 item (one affiliated object included) 
41.2cm in diameter, 0.9cm thick  
Tongdosa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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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復刻天象列次分野之圖 刻石
Reproduced Celestial Chart Stone

034 조선 숙종대(17세기 후반-18세기 초)

대리석

1점

세로 206.5cm, 가로 108.5cm, 두께 30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37호

이 유물은 조선 1395년(태조 4)에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각

석天象列次分野之圖刻石>을 숙종대肅宗代에 다시 복각한 석각 천문도

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동양의 전통별자리를 고법古法에 따

라 그린 조선의 대표적인 천문도이다. 『증보문헌비고』와 『서운관

지』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대太祖代에 만든 천문도 각석이 닳고 훼

손되자 숙종대에 이를 본떠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을 만들

어 관상감에 설치하고 작은 누각을 만들어 보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1 태조본 석판의 양쪽 면에는 천문도가 각각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지만 구성은 다르게 되어 있다. 숙종본 석판에는 한

쪽 면에만 천문도가 새겨져 있는데 성도星圖 위쪽에 제목이 새겨

져 있는 태조본 천문도 뒷면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는 하늘의 모습인 천상天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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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次(동양의 기준 별자리)와 12분야分野(중국 역대 왕조에 대응하는 땅의 

영역)로 배열해 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천문도에는 우리 밤하늘

에서 볼 수 있는 별을 그린 성도를 포함해 절기에 따라 새벽과 초

저녁에 남중하는 별자리를 기록한 혼효중성昏曉中星, 해와 달의 운

행원리, 28수宿 별자리 거극분도去極分度, 동양의 우주구조론宇宙構

造論 등 여러 천문지식과 함께 천문도의 유래由來, 제작에 참여한 

서운관원書雲觀員 등 천문도 제작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성도에

는 다양한 크기의 1467개의 별이 있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유래한 

3원垣 28수宿 별자리 체계에 따라 새겨진 것이다. 성도에는 북극

을 중심으로 항현권恒見圈, 적도赤道, 황도黃道 그리고 가장 바깥쪽

의 지평선이 그려져 있으며, 적도와 황도는 서로 교차해서 그려져 

있다. 지평선 바깥쪽에는 12분야와 함께 황도 12궁宮이 표시되어 

있다. 천문도의 아래쪽 논천論天에는 천문지식과 함께 성도의 유래

를 적어 놓았는데 “이 천문도는 원래 평양성에 있던 것인데 전란 

중에 물에 빠뜨려 원본을 잃어버렸으나 그 인본印本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조선에 이르러 다시 만들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2 

또한 논천에는 천문도 제작 당시 인본의 별그림이 오래되어 조선

초기의 위치와 어긋나므로 별의 위치를 새롭게 추보하여 천문

도를 고쳤음을 적고 있다. 태조본 천문도는 권근權近(1352-1409)을 

비롯해 천문학자 류방택柳方澤(1320-1402)과 서운관 직원 등 모두 

12명에 의해 만들어졌다.  

천문도의 구성과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는 고구려에서 유래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천문도와 달리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밝기에 따라 별의 크기를 다르게 새겨 

놓았다. 별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이러한 방법은 청동기시대 별

그림에서 시작하여 고구려 무덤 벽화를 거쳐 전해 내려온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별그림 표현 방법이며, 당시까지 다른 나라의 별

그림에서 찾아보기 힘든 과학적 표현방식이다. 

천문도에 그려진 별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사하면 천문도의 

별이 언제 어디에서(위도) 관측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천상열

차분야지도>의 별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천문도는 두 시기에 

다른 위치에서 관측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천문도의 중심에 해당

하는 북극 주변은 14세기(조선초기) 서울(漢陽)에서 관측한 별자리

와 일치하며 천문도의 바깥쪽은 1세기(고구려초기) 평양平壤 근처에

서 관측한 별들을 그린 것이다. 이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

려 천문도에서 유래했으며 조선 초에 고쳐 그렸다는 천문도 아래

의 논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석각본 외에도 목판본 탁본과 석각 탁본 

그리고 여러 필사본 등이 남아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1571년(선

조 4)에 <천상열차분야지도> 목판본 탁본 120축을 만들어 신하

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현재는 서울 국립고궁박물관과 일본의 

텐리대학교天理大學校에 남아있다. 규장각과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신라역사과학관, 숭실대학교 등 국내에 남아 있는 대부분

의 <천상열차분야지도> 탁본은 숙종본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 탁본은 검은색 바탕에 별과 

28수 경계선은 노란색으로, 은하수는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오랜 천문역사동안 다양하고 많은 천문 유물과 

유산이 남아 있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에서 비롯된 우리의 별그

림 역사는 20여 기가 넘는 고구려 무덤 벽화의 별그림에 이어 조

선시대에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우리 

전통 천문학에 있어 대표적 천문도일 뿐만 아니라, 이 천문도의 

역사를 고구려까지 이어 주는 소중한 과학문화유산이다. | 양홍진

1  『書雲觀志』卷4 「石刻天文圖」; 『增補文獻備考』卷3 「象緯考」, “初太祖朝

乙亥, 所定石鐫天文圖, 在景福宮, 歲久磨泐, 肅宗朝, 取印本改鐫他石, 

置于本監, 構小室鐫之.”

2  <天象列次分野之圖> 論說, “右天文圖石本舊在平壤城因, 兵亂『于江而失

之歲月旣』, 其印本之存者亦绝無矣惟我, 殿下受命之初有以一本投進者, 

殿下寶重之, 命書雲觀重刻于石本...”

참고문헌

1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상위고象緯考」

2 『서운관지書雲觀志』

3  박창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20권 2호, 한국과

학사학회, 1998

4  양홍진, 『천상열차분야지도, 천문을 담은 그릇』, 한국천문연구원, 2013

5 양홍진, 『디지털 천상열차분야지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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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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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논천論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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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수 거극분도二十八宿去極分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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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서운관書雲觀

<그림 1> <천상열차분야지도> 숙종본 탁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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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celestial chart stone made in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s a replica of Cheonsang yelcha bunya jido, a superlative celestial chart of the Joseon era created 
in 1395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according to traditional astronomical knowledge and uranographic 
techniques. Jeungbo munheon bigo (Historical Compendium) and Seoungwanji (Records on Seoungwan) note that 
as the 1395 star map stone had been worn down, a reproduction of the 1395 map was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installed at Gwansanggam (Office of Astronomy) and protected inside a small shed. Unlike 
the two-sided 1395 map stone, the version from the reign of King Sukjong has an engraving of the celestial 
sphere only on one side, with the inscription of the map’s name at the top, which is identical to the one side of 
the 1395 original. 
“Cheonsang yelcha bunya jido” literally means a map which depicts the celestial globe in accordance with the 
12 signs of the Chinese zodiac and the 12 Chinese states governed by the relevant stars. The star map provides 
a diverse range of astronomical information, for example, on a celestial planisphere, constellations appearing 
at due south depending on different seasonal segments, the 28 oriental major constellations, the principles of 
the movements of the sun and the moon, and oriental cosmological concepts. It also contains a description of 
how and by whom it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at the bottom of the 1395 map, it originated 
in Pyeongyangseong—the capital of Goguryeo—but was lost during a war; the possessor of a rubbing of the 
Goguryeo map handed it over to Joseon, then Joseon made the celestial map based on the rubbing. It is also 
noted that as the astronomical information represented on the rubbing was not perfectly up to date, it was 
revised based on more recent data while making the 1395 map during Joseon. Twelve people were involved in 
the mapmaking, including Gwon Geum (1352–1409), the astronomer Ryu Bang-taek (1320–1402) and other 
officials from the Seoungwan (Office of Astronomy; predecessor of Gwansanggam).
Along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stemming from its Goguryeo origin, the 1395 map also features scientific 
characteristics. Unlike Chinese star maps, the 1395 chart reflects differences in the brightness of starts by 
rendering them in distinct sizes. This differentiated celestial expression in terms of size has its roots in star 
portrayal from the Bronze Age in Korea, which was transmitted to mural paintings in Goguryeo, an uranographic 
characteristic difficult to find in other countries. 
Close examination of the constellations expressed on the planisphere reveals when and where they were observed.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1395 star chart, the asterisms were observed at two different points in time 
from two different latitudes. Those around the north celestial pole were observed during the 14th century (the 
early Joseon period) from Seoul; those on the edge, during the first century (the early Goguryeo period) from 
Pyeongyang. This confirms the inscription on the chart regarding its origin, which describes that the celestial 
map was originally produced in Goguryeo and later revised in Joseon. 
Cheonsang yelcha bunya jido is prized a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Korea’s astronomic history, one which 
contributes to pushing the dating of Korean uranography back to the Goguryeo period.

Reproduced 
Celestial Chart Stone

Treasure No.837

Joseon (late 17th century-early 18th century) / Marble / 1 item
206.5 × 108.5 × 30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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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천문도
新·舊法天文圖
Old and New 
Celestial Charts

035 조선(1720년대-1730년대)

종이

8폭

1폭: 세로 179cm, 가로 56cm

국유(국립민속박물관)

보물 제1318호

<신・구법천문도>는 조선의 전통적인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

도天象列次分野之圖>와 함께 <신법 천문도>의 황도黃道의 북반구의 

별과 남반구의 별을 함께 구성하여 8폭의 병풍에 그린 천문도이

다. 조선의 천문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선초 

1395년(태조 4)에 돌에 새긴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전통 천문도 계열과 17세기 이후 서양의 영향을 받아 남쪽

하늘의 별들까지 나타낸 보물 제848호와 같은 <신법 천문도> 계

열이 있다. <신・구법천문도>는 이들 두 가지 천문도를 한 곳에 모

아 8폭의 병풍에 그린 것이 특징이다. 조선의 <천상열차분야지도

>의 전통적인 천문도의 권위는 18세기에 명나라에 서양으로부터 

선교사들이 망원경과 천문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동아시아의 전

통적인 천문도에 있는 별자리를 새로 교정하고 동시에 남극에 가

까운 별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천문도를 제작하였다. 망원경을 통

해 해와 달의 표면과 내행성인 수성과 금성의 위상 변화와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까지 천문도에 소개되었다. 이 천문도가 조선에 수

입되어 관상감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천문도를 만들었다. <신・구

법천문도>에 관해 연구한 발표 자료는 구입할 당시 분석한 보고서

와1 이 천문도를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여 발표한 자료가2 있으

며 이를 참고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3폭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도가 둥글게 그려져 있

는 부분이다. 제1폭 오른쪽 위에는 ‘지之’자가 빠진 “천상열차분야

도天象列次分野圖”가 적혀 있고, 제3폭 왼쪽 아래에는 <천상열차분

야지도> 계열의 천문도를 그린 것이기 때문인지 태조 석각본과 관

련된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가장자리 큰 원에는 색채로 칠

해져 있고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이 궁宮, 방위方位, 분야分野의 

이름이 나열되어있다.

제4~7폭에는 서양의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황도좌표로 그려진 

‘황도남북성도黃道南北星圖’가 있다. 상단에는 이 천문도에 대한 내
제1-3폭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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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천문학 관련 해설문이 적혀 있다. 항성이 세차로 인해 1년

에 51초의 각도가 이동하는 것과 망원경으로 관찰한 태양흑점

과 달의 운행을 포함하여 오행성五行星에 관한 내용이 있다. 설명

문 끝에는 “옹정원년계묘雍正元年癸卯(1723)에 대진현戴進賢(Ignatius 

Kögler)이 입법立法하고 이백명利白明이 새김(鐫)”이라고 적혀있다. 

하단에는 「한서천문지漢書天文志」 별자리들이 그 후대에 어떻게 변

천하였는지 기술하였다. 제4~5폭에는 황도북극을 중심으로 황도

까지의 황도북성도黃道北星圖 별들이 원 안에 그려져 있고 제6~7

폭에는 황도남극을 중심으로 황도까지의 ‘황도남성도黃道南星圖’가 

있다. 이 천문도의 별들은 모두 네 가지 색깔로 표기하였다. 제5~6

폭의 그려진 둥근 두 천문도 위에는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兩

總星圖”라는 8자가 있다.  

마지막 제8폭에는 ‘일월오성도日月五星圖’가 위에서부터 해는 

태양太陽, 달은 태음太陰이라는 명칭과 함께 그려져 있다. 그 밑으

로 오행성을 그렸는데 각각의 명칭은 전통적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토성은 진성鎭星, 목성은 세성歲星, 화성은 형성熒星, 금성은 

태백太白, 수성은 진성辰星의 순으로 실제 태양에서 거리가 먼 것

부터 그려져 있다. 붉은색의 해는 표면에 검은색의 흑점을 그렸고, 

달은 태양과 같은 크기로 희게 표현하였다. 목성과 토성에는 각각 

4개와 5개의 위성이 있고, 화성, 금성, 수성은 거의 같은 크기로 그

리면서 화성은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금성과 수성에는 망원경으로

만 볼 수 있었던 눈썹과 같은 모양이 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구법천문도>는 3점이 있는데 영국 휩플

Whipple 과학사박물관에 소장된 것3과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 있는 

남만문화관南蠻文化館에 전시된 것이 있으며 국내에는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신・구법천문도>와 규모

가 거의 같은 또 다른 종류의 8폭으로 된 병풍천문도屛風天文圖가 

국내에 있는데, 이것은 관상감에서 만든 보물 제848호 <보은 법

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屛風>이다. 이 천문도

는 전통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포함하지 않고 1742년

(영조 18)에 관상감에서 황도 남북의 별자리만 그린 것이다. 이 별

자리는 1723년(경종 3)에 중국에 와 있던 쾨글러I.Köegler가 작성한 

별자리표를 김태서와 안국빈이 직접 배워서 그려온 별자리그림

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보물 제1318호 <신・구법천문

도>는 <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천문도보다 더 앞서 제작

한 것으로서, 서양 천문도의 도입 과정에 <천상열차분야도>의 권

위와 전통성을 계승하도록 관상감이 당시 입장을 표현하듯 신・

구법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천문도는 18세기 초 조선 지식인층

의 우주관을 잘 나타내 주는 한국과학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하

나로 평가된다. | 이용삼

1  나일성・이용삼, 『팔폭 병풍식 천문도』연구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1995

2 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97-101 

3  Joseph Needham and Lu Gwei-Djen. 1966. “A Korean Astronomical Screen 
of the Mid-Eighteenth Century from the Royal Palace of the Yi Dynasty 
(Chos n Kingdom, 1392 to 1910).” Physis, Rivista Internazionale di Storia 
della Scienza 8.2 : 137-162 

제4-7폭 부분

제8폭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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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ight-panel folding screen depicts both the traditional astral representation Cheonsang yelcha bunya jido, 
created in 1395, and a double hemisphere chart that was produced through a newly-adopted uranographic 
inspiration. Star maps from the Joseon Dynasty are commonly categorized into two types: traditional planisphere 
maps following the tradition of the 1395 celestial chart (National Treasure No. 228) creat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and new-style double hemispheric maps made after the 17th century 
based on Western influences, examples of which include the celestial charts at Beopjusa Temple (Treasure No. 
848). Treasure No. 1318 combines both the traditional and new styles of astral charts in the same space on an 
eight-panel folding screen. 
The three panels on the right portray the 1395 planisphere map. The large circle on the edge is set in colors and, 
as in the 1395 map, marked with the names of the signs of the zodiac, directions, and lunar mansions. 
The next four panels, from panel 4 to 7, represent the Northern and Southern Celestial Hemispheres based 
on ecliptic coordinates. At the top are shown explanatory notes on the double hemisphere chart and astrology. 
Panels 4 and 5 describe the stars in the ecliptic coordinate-based Northern Celestial Hemisphere drawn on a 
polar projection, and panels 6 and 7 do so for the Southern Celestial Hemisphere. The stars here are painted in 
four distinct colors. The eight Chinese characters “黃道南北兩總星圖,” meaning a “double hemisphere chart based 
on ecliptic coordinates,” run across panels 5 and 6 immediately below the explanatory notes at the top. 
On panel 8 are found representations of the sun, the moon, and the five planets shown from top to bottom, 
which are marked with traditional names. 
Three copies of these old and new celestial charts are known at present. Beside the one designated Treasure 
No. 1318 held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 other two are located respectively at the Whipple 
Museum of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United Kingdom and at the Nanban Cultural Centre in Japan. There 
is one more celestial chart mounted on an eight-panel folding screen extant in Korea, which is the folding screen 
of star charts at Beopjusa Temple. However, this eight-panel folding screen produced by the Gwansanggam 
(Office of Astronomy) in 1742 only represents a double hemispheric chart, lacking a version of the old chart 
Cheonsang yelcha bunya jido. Around that time the astronomers Kim Tae-seo and An Guk-bin traveled to China 
and learned and copied from the celestial map made in China in 1723 by the missionary Ignatius Koegler 
(1680–1746). The 1742 celestial chart of Joseon was made based on this. In contrast, the old- and new-style 
celestial charts designated Treasure No. 1318, created earlier than the same-sized star map at Beopjusa, was 
intended by Gwansanggam to assert the authority and tradition of Korea’s great astronomical achievement 
Cheonsang yelcha bunya jido during the period of adopting Western uranographic knowledge. This celestial chart 
is evaluat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scientific feats of Korea, speaking volumes to the cosmology studied by 
the Joseon literati in the early 18th century. 

Old and New 
Celestial Charts

Treasure No.1318

Joseon (1720s-1730s) / Paper / 8 panels 
179 × 56cm (1pane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제4-5폭의 황도북성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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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屛風
Folding Screen of Celestial Charts at 
Beopjusa Temple, Boeun

036 조선(1742년)

종이

8폭

세로 183cm, 가로 451cm

법주사(법주사)

보물 제848호

이 유물은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제작한 것으로 여덟 폭의 병풍

에 그려진 <신법 천문도新法 天文圖>이다. 이 천문도는 1742년(영

조 18)에 청淸에 사신으로 갔던 천문관 김태서金兌瑞와 안국빈安國

賓 등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쾌글러Ignatius Kögler(대진현戴進

賢, 1680-1748)가 1723년에 만든 <황도총성도黃道總星圖>를 직접 배

워와 만든 것이다. <신법 천문도>에는 천문 지식을 적은 설명문과 

황도의 북쪽과 남쪽 하늘을 그린 두 개의 성도, 그리고 천문도 제

작에 참여한 관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섯 폭에 걸쳐 그려진 두 

성도에는 황도의 북쪽 하늘에 보이는 1066개의 별과 남쪽에 보이

는 789개의 별을 합해 모두 1855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한편, 쾌

글러의 <황도총성도>에는 300성좌, 3083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별을 밝기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해의 흑점, 달의 

표면, 토성의 고리, 목성의 위성 등 당시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

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법주사 <신법 천문도>의 첫째 폭에는 망원경을 사용해 알게 된 

당시의 천문지식이 510자로 설명되어 있다. ‘황도남북양총성도黃

道南北兩總星圖’로 시작하는 설명문에는 하늘을 기준하는 30도 간

격의 황도 12궁과 달과 행성의 운동에 대해 적고 있다. 설명문 왼

편에는 해, 달,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을 크기와 색깔을 다르

게 그려 넣었다. 둘째에서 넷째 폭에는 지름 165cm의 원 안에 황

도 북극을 중심으로 별과 은하수가 그려져 있으며 삼중으로 된 바

깥쪽 황도원에는 360등분의 눈금이 매겨져 있다. 성도 안의 윗부

분에는 호선弧線에 눈금을 매겨놓은 적도赤道가 그려져 있는데 황

도와 23.5° 기울어져 있다. 적도와 바깥쪽 황도원이 만나는 오른

쪽 점이 춘분점, 왼쪽 점이 추분점이다. 황도 북극(원 중심)에서 

23.5° 아래에 적도의 북극이 있으며 적도 북극을 중심으로 두 개

제3폭의 황도 북극과 적도 북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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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이 그려져 있는데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은 각각 적위 23.5°와 

66.5°에 해당한다. 황도와 적도의 북극을 중심으로 그려진 원에는 

극을 중심으로 12등분의 방사선이 그려져 있으며, 360등분이 매

겨진 황도원 바깥에는 12방위와 24절기를 표시하였다. 성도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하수와 함께 1066개의 별이 그려져 있

다. 별의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 하양, 회색이며 밝기에 따라 다

양한 크기로 그려져 있다. 다섯째에서 일곱째 폭에는 황도 북쪽과 

똑같은 방법으로 황도의 남쪽 하늘에 보이는 789개의 별을 그려 

놓았다. 황도 남극(원 중심)에서 23.5° 위쪽에 적도의 중심이 있

으며 적도 북극을 중심으로 두 개의 원이 그려져 있다. 성도의 아

래쪽에 적도가 그려져 있으며 적도와 바깥쪽 황도원이 만나는 점

이 바로 춘분점과 추분점이다. 은하수는 황도와 적도 중심의 오른

쪽을 지나며 남북으로 흐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황도 북쪽

의 성도와 마찬가지로 성도 위쪽의 은하수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

다. 성도의 별은 다양한 색깔과 크기로 그려져 있다. 마지막 폭에

는 천문도 제작의 책임자인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 천문학자 부사

과副司果 안국빈安國賓을 비롯해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여섯 관원

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천문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쾌글러의 천문도 사본 중에서 크

기가 가장 크고 그림의 상태가 훌륭해 귀중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는 쾌글러의 <황도총성도>를 모본으로 만든 목판본 

<신법 천문도> 두 가지가 알려졌는데, 하나는 1807년 서조준徐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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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이 150여 자의 해설을 붙여 간행한 <황도중서합도黃道中西合

圖>이며, 다른 하나는 1834년 태연제泰然齊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황도북항성도黃道北恒星圖-황도남항성도黃道南恒星圖>이다. | 양홍진

제1-4폭 부분
제5-8폭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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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by the Gwansanggam (Office of Astronomy), this portrays new-style celestial charts on an eight 

panel folding screen. These innovative celestial charts are based on a version of the star map created in China in 

1723 by the missionary Ignatius Koegler copied by the two astronomers Kim Tae-seo and An Guk-bin in 1742 

during a diplomatic mission to Qing China. The current eight panels include two hemispheric charts based on 

ecliptic coordinates, explanatory notes on astronomy, and the names of the officials involved in the creation of 

this cartographic work. 

The first panel from the right contains 510 Chinese characters detailing the astronomical knowledge gained at 

the time through telescopic observation, including explanations on the 12 signs of the zodiac at a 30-degree 

interval and the movements of the moon and planets. To the left of this explanatory note are representations of 

the sun, the moon, Saturn, Jupiter, Mars, Venus, and Mercury, set in different sizes and colors. The next three 

panels, from panels 2 to 4, depict the Milky Way and constellations in the ecliptic coordinate-based Northern 

Celestial Hemisphere on a circle 165 centimeters in diameter. The circular edge of the chart is graduated into 

360 degrees. In the upper half of the chart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celestial equator drawn as a curved line, 

which meets the ecliptic at an angle of 23.5 degrees. The meeting point on the right is the vernal equinox; the 

one on the left, the autumnal equinox. The Milky Way runs vertically, and 1,066 starts are depicted. The stars 

are indicated in different colors—red, blue, yellow, white, and gray—depending on their brightness. Panels 5 to 

7 portray the Southern Celestial Hemisphere in the same manner as the northern one, and contain 789 stars. 

The celestial equator is depicted as a curved line in the lower half of the circle; the two points where the celestial 

equator meets the ecliptic indicate the spring equinox and the autumn equinox. The Milky Way passes to the 

right of the center of the ecliptic and the equator and runs from north to south; as in the Northern Celestial 

Hemisphere, the Milky Way in the upper half of the circle is divided into two lines. The final panel bears the 

names of six people involved in the mapmaking, including State Councilor Kim Jae-ro, who supervised the 

cartographic project, and the official An Guk-bin. 

This eight-panel celestial chart is known to be the largest copy among the reproductions of Koegler’s 1723 

celestial map, which is also in a good condition of conservation.

Folding Screen 
of Celestial Charts 
at Beopjusa Temple, Boeun

Treasure No.848

Joseon (1742) / Paper / 8 panels
183 × 451cm
Beopjusa Temple

제6폭의 황도 남극과 적도 북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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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地球儀
Terrestrial Globe

037 조선(19세기 중반)

청동

1점

지구의 지름 24cm, 받침대 지름 27.7cm

숭실대학교(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보물 제883호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구면에 세계지도가 새겨진 청동

제 지구의地球儀이다.

청동으로 만든 지구의 본체, 본체의 남극과 북극의 두 점에 연

결한 축받이, 그리고 느티나무로 만든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

구의 본체는 지름 24cm 크기이며, 남극과 북극 두 점에 연결된 축

받이에 의해서 지탱되어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름 27.7cm 크

기의 받침대는 밥 그릇 모양으로 느티나무를 파서 지구의 본체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오목한 반구형으로 만들었다. 받침대의 윗면 

주둥이에는 360도의 눈금을 새긴 둥근 청동 고리를 장착했고, 오

목한 구면 내부에는 본체에 달린 축받이가 쏙 들어가 고정될 수 

있도록 축받이 크기에 맞게 기다란 홈을 파 놓았다. 지구의 본체를 

이 받침대에 올려 고정해 놓으면 지구의 남북극 축이 23.5도 기울

지 않고 수평이 된다. 

이 지구의에 새겨진 세계지도는 10도 간격으로 경선과 위선이 

그려져 있고,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황도

가 그려져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이 뉴기니섬과 분리된 분명한 모

습으로 그려진 것, 남방대륙이 사라진 것, 국가간 경계가 그려진 

것 등은 이 세계지도가 18세기까지의 세계지도와 비교해서 달라

진 주목할 만한 점들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가장 유사한 세계

지도는 최한기崔漢綺(1803-1877)의 《지구전요地球全要》(1857) 권13

에 수록된 <지구전후도>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57년 

전후 최한기가 이 지구의를 제작했을 것으로 지도학자들은 추정

하고 있다.1

최한기는 19세기 조선에서 서양지리학을 소개하고 서구식 세

계지도를 직접 다수 제작한 대표적인 사대부로 유명한 인물이다. 

최한기는 이미 1834년에 중국 장정부莊廷敷의 세계지도를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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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으로 제작했었다. 이 <지구전후도>는 그간 18세기까지 조

선에서 제작된 대형의 병풍형 세계지도와 달리 지름이 40cm 정

도의 크기에 불과한 소형 세계지도로 목판으로 인쇄, 널리 보급되

어 서구식 세계지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2 전국의 크고 작

은 박물관과 고문헌 도서관에서 최한기의 이 <지구전후도> 인쇄

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최한기는 부노아Michel Benoist(중국명은 蔣友仁, 1715-1774)의 

『지구도설地球圖說』(1767),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1842년 처

음 간행), 서계여徐繼畬의 『영환지략瀛環志略』(1848)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서구지리서 『지구전요』를 1857년 저술했는데, 권13에

서 <지구전후도>를 비롯해 많은 지도를 소개해 놓았다. 이 『지구

전요』의 <지구전후도>는 『영환지략』의 세계지도를 저본으로 그

대로 모사한 것이었는데,3 지구의의 구면에 새겨진 세계지도와 가

장 유사하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지구전요』의 <지구

전후도>에는 태양의 궤도인 황도가 없지만 지구의 세계지도에는 

황도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북극과 남극권이 표시되어 있

지 않은 점도 다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구의는 독립된 기구로서는 이 지구의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외에는 송이영의 

<혼천시계>(국보 제230호,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혼천의 부분에 붙어 

있는 지구의를 들 수 있다. 이 <혼천시계>의 지구의에 그려진 세

계지도는 최한기가 1834년에 제작한 <지구전후도>와 흡사하다.4 

이로 보아 19세기 조선에서 서구식 세계지도의 지식정보 확산에 

미친 최한기의 기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 문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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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 This is a bronze terrestrial globe made in the mid-19th century. The bronze sphere has bearings at the North 

and South Poles and is held by a bowl-shaped pedestal made of zelkova wood. The globe, 24 centimeters in 

diameter, rotates with support from its polar bearings. The zelkova pedestal, 27.7 centimeters in diameter, is 

rendered in a hemispheric shape so that the globe is able to fit, and grooves have been made on the inner side 

of the pedestal to fit the bearings. The upper side of the rim is attached with a bronze strip inscribed with 360 

degrees. When the globe rests in the pedestal, the Earth’s axis is horizontal, not tilted at 23.5 degrees. 

The terrestrial globe has lines of latitude and longitude drawn at 10-degree intervals, and is marked with the 

Tropics of Cancer and Capricorn. It is distinguished by differences from other world maps from the 18th 

century: a clear distinction between Oceania and New Guinea, the absence of Terra Australis, and the appearance 

of national borders. These characteristics can also be found in Jigu jeonhudo (Map of the Front and Back of the 

Earth), made by Choi Han-gi (1803–1877) in 1834. Jigu jeonhudo is contained in Volume 13 of Jigu jeonnyo 

(Geography of the Earth) compiled by Choi in 1857. Given this, it is assumed that it was Choi himself who 

crafted this terrestrial globe around 1857. The literati Choi is renowned for introducing Western cartography to 

Joseon and fashioning a range of world maps in the 19th century. 

This is the only case where a terrestrial globe was made in its own right, not combined with others,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accords it a great academic value. Another example of a terrestrial globe made during 

Joseon is the one designated Treasure No. 230, which was prepared by Song I-yeong as an attachment to an 

armillary clock. This globe also resembles Choi’s 1834 world map, further emphasizing Choi’s contribution to 

disseminating Western cartographic knowledge throughout Joseon society in the 19th century.

Terrestrial Globe

Treasure No.883

Joseon (mid-19th century) / Bronze / 1 item
Diameter: 24cm (globe), 27.7cm (pedestal)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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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지평일구
新法 地平日晷
Horizontal Sundial

038 조선(1636년)

석재

1기  

세로 51.5cm. 가로 119.5cm, 두께 14.6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39호

보물 제839호 <신법 지평일구新法 地平日晷>는 서양의 평면 해시

계의 방법으로 사각 돌판에 시각선과 계절선을 표기한 해시계

이다. 서양식 신법 지평일구는 1636년(숭정 9)에 명나라에 왔던 

서양 선교사 요한 아담샬 J. Adam Shall von Bell(탕양망湯若望, 1592-

1666)과 야곱 로Jacob Rho(나야곡羅訝谷, 1592-1638)이 중국(명나라)에 

전하였다. 이 <신법 지평일구>는 서양에 영향을 받아 새로 시행한 

시헌력時憲曆의 하루 96각刻의 시각법에 따라서 1636년(인조 14)

에 이천경李天經(1579-1659)이 서양평면해시계의 새로운 방법으로 

북경위도 40도에 맞추어 제작한 것이다. 그 후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가 1645년(인조 23)에 청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물

품 중에 하나로 알려진 귀한 과학유물이다.1 이 <신법 지평일구>

의 구조와 형태는 해 그림자를 받아 시간과 계절을 측정하는 시반

면時盤面이 있는 표면은 마모가 심한 편이지만 위 부분에는 “신법 

지평일구新法 地平日晷”라는 명칭이 있다. 시반 좌우 양옆에는 “숭

정구년세차병자일崇禎九年歲次丙子日 흠정수독배신欽定修督陪臣 탕약

망아곡湯若望雅谷”이라는 제작년도와 제작자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해시계의 구조는 가로 119.5cm, 세로 51.5cm, 두께 14.6cm

로 길쭉한 흰 대리석의 잘 연마한 돌판 위에 시각선과 계절선이 

표기되어 있다. 시각선은 돌판 중앙에 남북 방향인 자오선을 잇는 

수직선이 정오正午의 시각선이며 이 선의 좌우로 묘정卯正(6시)부

터 유정酉正(18시)까지 13개의 시각선이 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묘정卯正, 진초辰初, 진정辰正, 사초巳初, 사정巳正, 오초午初, 오정午

正, 미초未初, 미정未正, 신초申初, 신정申正, 유초酉初, 유정酉正의 시

각선이 남쪽을 꼭지점으로 하는 방사선 형태로 새겨져 있다. 평면

해시계의 시각선은 정오의 중앙부근의 간격은 촘촘하고 바깥쪽으

로 갈수록 간격이 넓다.

<신법 지평일구>에는 시각선 이외에 오늘날 태양력太陽曆에 해

당하는 24기氣(12중기中氣와 12절기節氣)의 계절을 알 수 있는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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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있어서 1년 동안의 계절을 살펴서 농사의 절기를 알 수 있다. 

이 계절선은 조선의 전통적인 오목해시계 앙부일구와 같이 시반

의 중심에 동서방향으로 그어진 춘분-추분선으로 두 계절을 동시

에 사용하는 시각선을 중심으로 위쪽(북쪽)의 동지冬至선으로부터 

아래쪽(남쪽)의 하지夏至선까지 각각 계절별로 나뉘어 모두 13개의 

계절선이 있다. 24기의 계절선 중에서 동지선과 하지선 이외에는 

2계절을 동일한 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3개의 계절선을 사용

하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13개의 계절선은 순서대로 동지冬至, 소

한小寒-대설大雪, 대한大寒-소설小雪, 입춘立春-입동立冬, 우수雨水-

상강霜降, 경칩驚蟄-한로寒露, 춘분春分-추분秋分, 청명淸明-백로白

露, 곡우穀雨-처서處暑, 입하立夏-입추立秋, 소만小滿-대서大暑, 망

종芒種-소서小暑, 하지夏至선을 각각 하나의 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24절기는 당시 사용하던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의 양력陽曆에 해

당하는 것으로 농사의 절기 등 일상생활의 양력 카렌다로 사용한 

것이다. 계절선의 모습은 직선을 이루는 춘분-추분선 이외의 선

은 곡선을 이루면서 좌우로 갈수록 쌍곡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춘분-추분선에서 멀어지는 동지선이나 하지선으로 갈수

록 더 벌어져서 장구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 시각선과 계절선들은 

모두 사용지점의 지방의 위도(북극고도)에 맞추어 작도한 것이다.

해시계의 시간은 시반면時盤面에 나타나는 영침影針의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측정한다. 그 위치가 이동하는 궤적은 

매일매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고 있지만, 계절마다 태양의 

고도의 변화로 인하여 그림자 끝의 위치는 매일 다르게 된다. 따

라서 수직막대 형태의 영침을 사용할 때는 계절선과 맞게 정해진 

높이의 영침을 사용하여야 계절선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막대 형

태의 영침을 사용할 때는 그 그림자가 가는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림자 끝을 살펴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면해시계의 영침

은 좀 더 편리한 직각삼각형 형태의 영표影表를 사용한다. 직각삼

각형의 영표는 삼각형의 그림자가 형성되면서 삼각형의 빗변에 해

당하는 부분의 그림자는 시반면에 해당되는 시간의 시각선과 일치

하게 되어서 직각삼각형의 삼각영표三角影表가 시간 측정에 용이

하다. 현재 보물 제839호 유물에는 삼각영표가 꽂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영침을 꽂아 사용한 홈이 남아 있다. 이 홈 옆에는 이 

지평일구에 사용하는 영침의 길이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

다란 홈이 일직선으로 파져있다. 삼각영표를 사용하여 절기를 측

정하려면 삼각영표의 빗면에 정해진 위치에 홈을 파서 이 홈파진 

위치의 그림자가 계절선상에 맺혀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신

법 지평일구>에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의 삼각영표三角影表는 빗변

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반면과 이루는 각도가 해당 지역의 위도(지

방의 북극고도)각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해시계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오늘날 사용하는 평균태양시平均太陽時가 아닌 

진태양시眞太陽時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 시간을 보정하려면 균

시차표均時差表를 보고 교정하여야 한다. 

보물 제839호 <신법 지평일구>는 중국에서 서양의 영향을 받

아 제작하여 조선에 전래한 초기의 서양식 과학유물로서 그 가치

가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 이용삼

1  이은성, 「대리석재 신법지평일구와 소현세자」, 『東方學志』46-48, 연세

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pp.168-207

This is a horizontal sundial made on a rectangular stone by applying Western sundial technology. 

A Western-style planar sundial was introduced to Ming China by the missionaries Adam Schall and Jacob Rho 

(1592–1638) in 1636. In the same year, Li Tianjing (1579–1659) used Western sundial techniques to create a 

horizontal sundial aligned to the Beijing latitude of 40 degrees north in accordance with the Shi Xian calendar 

based on a day consisting of 96 quarters. It was in 1645,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r. 1623–1649), when 

a Western-inspired horizontal sundial was first brought into Joseon; it is known that the sundial was one of 

the items Prince Sohyeon (1612–1645), the son of King Injo, brought when returning home after being held 

hostage in Qing China. 

This horizontal sundial is severely worn on the surface which tells the hours and seasons according to the shadow 

of the sun, but it still bears the inscription of the name on the top of the surface and the engraving recording 

the production date and maker on the right and left flanks.  

On the refined marble slab—119.5, 51.5, and 14.6 centimeters in width, length, and height respectively—are 

marked hourly lines seasonal lines. With the hour line for the noon at the center, six hour lines are drawn on 

either side of the central line indicating hours from 6 (myojeong) to 18 (yujeong). The intervals between these 13 

hour lines grow wider from the center out. Besides the hour lines, this horizontal sundial is also marked with 

season lines indicating the 24 seasonal divisions of the solar calendar, which were useful for conducting out the 

annual processes of farming. 

This horizontal sundial is valued as an early example of scientific heritage, originating from a model made by 

China based on Western inspiration. 

Horizontal Sundial

Treasure No.839

Joseon (1636) / Stone / 1 item
51.5 × 119.5 × 14.6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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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지평일구
新法 地平日晷
Horizontal Sundial

039 조선(18세기 초)

석재

1기   

세로 38.2cm. 가로 58.9cm. 두께 16.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40호

보물 제840호 <신법 지평일구新法 地平日晷>는 서양의 평면해시

계의 새로운 방법으로 조선에서 사각 돌판에 시각선과 계절선을 

표기하여 제작한 평면해시계이다. 앞에서 소개한 보물 제839호는 

중국의 이천경李天經(1579-1659)이 북경(燕京)의 위도에 맞게 제작

한 것이지만 보물 제840호는 18세기 초에 관상감에서 서울(漢陽)

의 시간과 절기에 맞도록 교정하여 제작한 것이다. 시반면時盤面은 

조선에서 1653년(효종 4)부터 새로 시행한 시헌력時憲曆의 하루 96

각刻의 시각법에 따라서 조선의 전통적인 24기氣(12중기中氣와 12절

기節氣)의 계절을 알 수 있는 계절선과 시각선이 있다. 시반時盤의 

눈금을 보고 시간과 농사의 절기를 알 수 있는 해시계이다. 사각 

돌판 측면에 서울(漢陽)의 위도를 밝혀주는 “한양북극출지 37도 

39분漢陽北極出地三十七度三十九分”이라는 명문銘文을 보면 서울에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북극출지의 수치를 보아 이 값은 

1713년(癸巳, 숙종 39) 청의 하국주何國柱가 한양의 정밀한 북극고도

를 측정하였던 1713년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한역漢譯 서양서 중에 유일하게 중국에서 1723년(옹정 원년)에 

출간된 『수리정온數理精蘊』에는 지평일구地坪日晷의 작도법이 실려 

있다. 관상감 학자들이 『수리정온』에 일구법日晷法을 따라서 1796

년(정조 20)에 편찬한 『국조역상고國朝曆象考』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소개하고 있다.1 관상감 영사 김익의 제청으로 1789년

(정조 13)에 한양의 북극고도에 맞춘 새로운 지평일구를 감원 김영

이 제작한 바 있는데 이것을 보물 제840호일 것으로 추정하는 경

우도 있다.2 이 해시계의 구조는 가로 58.9cm, 세로 38.2cm, 두께 

16.3cm의 사각형의 검은 돌판 앞면을 잘 연마하여 13개의 시각선

과 11개의 계절선들이 음각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 그림자를 만드

는 삼각영표三角影表는 꽂혀 있던 흔적만 남아 있다. 삼각영표는 직

각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빗변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반면과 이

루는 각도가 서울(漢陽) 지역의 위도(지방의 북극고도)에 맞게 제작되

어야 한다. 태양의 운행은 하루 동안 지구의 자전축인 북극축을 기

준으로 매 시간마다 15도씩 등간격으로 일주운동日周運動을 하지

만, 평면해시계의 그림자의 이동은 매 시간마다 사용하는 지방 위

도에 따라서 시각선 간의 간격이 달라진다. 시각선은 돌판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세로로 그은 정오正午의 시각선 좌우로 묘정卯正(6

시)부터 유정酉正(18시)까지 13개의 시각선이 있다. 이 시각선은 남

쪽의 꼭지점으로부터 방사선 형태로 새겨져 있고, 중앙의 자시子

時 주변의 대낮의 시각선의 간격은 촘촘하지만 바깥쪽으로 갈수록 

아침과 저녁의 시각선은 간격이 넓어진다. 계절선은 포물선 형태

의 곡선으로 24기氣(節氣)가 표기되어 그어져 있다. 앞에서 제시한 

보물 제839호 유물의 계절선은 동지冬至선으로부터 하지夏至선까

지 각각 계절별로 나뉘어 모두 13개 선이지만 보물 제840호는 11

개의 선이 이어져 있다. 동지와 하지 전후에는 태양의 고도의 변

화가 적고 계절선 간의 간격이 거의 없고 선을 굵게 하면 거의 중

첩되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사용하였다. 대설大雪-소한小寒-동

지冬至와 망종芒種-소서小暑-하지夏至는 각각 하나의 선을 사용

한다. 계절을 알려면 삼각영표 빗변 한 곳에 홈을 뾰족하게 파서 

이 홈의 그림자가 계절선상에 맺혀지는 그림자를 보고 알 수 있다. 

당시에 사용하던 역법曆法은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을 사용하

였다. 달의 위상을 보고 초하루(삭일朔日)부터 보름을 거쳐 그믐까

지의 날짜를 사용하는 것은 태음력太陰歷이며 태양운동으로 인하

여 1년 동안 절기(24기氣)가 변하는 일련의 계절의 순서를 통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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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太陽歷을 알 수 있었다. 세종시대 창제한 앙부일구仰俯日晷나 보

물 제840호 <신법 지평일구>의 계절선인 동지→춘분→하지→추분 

등과 같은 24기는 1년 동안의 태양력 카렌다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유물과 같은 평면해시계의 설치방법은 사용지역의 위도에 

맞게 제작한 시반의 자오子午 방향을 남북방향으로 맞추고 삼각영

침의 빗변의 방향을 하늘의 북극을 향해 고도와 방위에 정확히 맞

게 설치하여야 한다. 해시계로 시간을 측정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다른 진태양시眞太陽時로 측정된다. 오늘날 사용하는 평균

태양시平均太陽時로 교정하려면 균시차표均時差表를 보고 보정하

여야 한다. 또한 해시계는 사용하는 지방의 지방시를 측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표준시간은 사용하는 지점의 경도의 차이만큼 

경도차를 시간 값으로 보정해주어야 한다. 

보물 제840호 <신법 지평일구>는 서양과학이 조선에 전래되던 

초기에 서양의 방법으로 관상감에서 작도하여 제작하였고, 시각과 

절기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과학유물이다. 이 유물은 서울(漢

陽)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는 명문銘文이 기입되어 있는 역사적이

고 과학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다. | 이용삼

1  『國朝曆象考』 권2: 3ㄱ, 中星;  『정조실록』 권28: 5ㄴ-6ㄱ, 정조 13년 

8월 21일 甲戌 

2  한영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서양과학의 수용과 조선의 신법 

천문의기」, 『한국실학사상』4, 도서출판 혜안, 2005, p.366

This is a horizontal sundial created with a rectangular stone in Joseon using Western planar sundial science. 

While the sundial designated Treasure No. 839 was one of the sundials made by Li Tianjing (1579–1659) 

suiting the latitude of Beijing, this sundial was fashioned by the Gwansanggam (Office of Astronomy) of Joseon 

in the 18th century and aligned to the hours and seasons of Seoul. The surface is marked with hourly and 

seasonal lines—which indicate the 24 seasonal segments—in accordance with the Shi Xian calendar based on 

a day consisting of 96 divisions, which came into effect starting from 1653 in Joseon. The shadow of the sun 

appearing on the surface informed about agricultural seasons. The inscription “漢陽北極出地三十七度三十九

分,” meaning the “latitude of Hanyang, 37° 39',” visible on the flank demonstrates that this sundial was created 

in Hanyang (present-day Seoul) and also indicates that it was made after 1713 when He Guozhu of Qing 

carried out a precise measurement of the latitude of Hanyang. 

The black stone slab, 58.9, 38.2, and 16.3 centimeters in width, length, and depth, respectively, is thoroughly 

polished and bears an engraving of 13 hour lines and 11 season lines. The gnomon, which projects the shadow 

of the sun onto the surface, is absent, but only a trace of its original place remains. With the hour line for noon 

in the center, six hour lines are drawn to either side of the central line, indicating the hours from 6 (myojeong) 

to 18 (yujeong). The hour lines are formed in the shape of a radiation, narrowing around the noon and widening 

towards either side toward early in the morning or late in the afternoon. The season lines, indicating the 24 

seasonal divisions, are shown in the shape of an arc. 

As a device indicating both the changes of hour and season, this horizontal sundial is a scientific heritage which 

was crafted by the Gwansanggam in the early stages of the adoption of Western science in Joseon. With an 

inscription indicating its origin in Seoul, the sundial has both historic and scientific value. 

Horizontal Sundial

Treasure No.840

Joseon (early 18th century) / Stone / 1 item
38.2 × 58.9 × 16.3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윗면 및 옆면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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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평일구・
혼개일구
簡平日晷・
渾蓋日晷
Sundials

040

보물 제841호

<간평일구簡平日晷・혼개일구渾蓋日晷>는 천구天球 상에서 태양

이 운행하는 경로를 2가지 투영법에 따라 하나의 평면 돌판 위에 

눈금을 새긴 한 쌍의 평면일구도平面日晷圖이다. 

이 유물에는 서양이나 동아시아의 평면해시계에서는 볼 수가 

없는 독특한 절기선과 시각선의 눈금들이 작도되어 있다. 모양은 

크기가 길이 129cm, 넓이 52.2cm, 높이 12.3cm인 한 개의 흰 돌

판 윗면에 위쪽에는 지름 43cm의 둥근 원 안에 간평일구가 있고 

아래쪽에는 지름 46cm의 원 안에 혼개일구가 있으며, 일반적인 

지평일구와는 다른 형태의 눈금이 새겨져 있다. 좌우에는 명문銘

文이 기록되어 있는데 왼쪽 밑에는 “건륭오십년을사중추립乾隆五

十年乙巳仲秋立”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시헌황적대거이십삼

도이십구분時憲黃赤大距二十三度二十九分 한양북극출지삼십칠도삼십

구분십오초漢陽北極出地三十七度三十九分十五秒”가 네 줄로 각각 음각

되어 있다. 이것은 서울(漢陽)의 위도 값 37도 39분 15초와 황도黃

道와 적도赤道의 교차각 23도 29분을 사용하여 정조 9년(1785) 8월 

15일에 관상감에서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간평일구 부분

조선(1785년)

석재

1기 

길이 129cm, 넓이 52.2cm, 두께 12.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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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 윗부분에 “간평일구簡平日晷”로 명칭이 새겨진 것은 중

국의 서양 신부 우르시스Sabathino de Ursis(웅삼발熊三拔)가 저술

한 『간평의설簡平儀說』에 의거해서 제작한 천문관측기 ‘간평의簡平

儀’와 유사한 것이다. 간평일구는 서울(漢陽)의 위도(북극고도)의 지

평면에서 천구天球를 향해 수직한 천정점天頂點에서 태양이 1년 동

안 계절(24기氣, 절기節氣)과 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궤적을 평면상

에 투영하여 작도한 일구도日晷圖이다. 평면에 그려진 지름 43cm 

둥근 원의 중심은 천정天頂과 천구의 중심이 한 점으로 투영되어 

있는 곳이며 작은 홈이 파여 있다. 이 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

로 십자선이 그어져 있다. 북극을 복사점으로 하여 남극방향으로 

곡선으로 이어진 시각선時刻線은 인정寅正(5시)부터 술초戌初(18시)

까지 표기되어 있고 이 시각선 사이를 4등분하여 각刻(현재 시간으

로 15분) 단위로 많은 시각선이 새겨져 있다. 이 시각선과 계절선은 

오목한 모양의 해시계 앙부일구를 수평면 바닥에 전개하여 평면

에 옮겨 놓은 것과 유사한 형태지만, 간평일구는 태양이 운행하는 

궤적이므로 둥근 원 안의 남쪽에 그려져 있고 앙부일구는 영침影

針에 의한 태양 그림자의 궤적이므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

하 좌우가 바뀐 상태의 모습이다. 이 유물은 직접 해 그림자를 관

찰하는 해시계로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시각선과 계절선과 눈금

을 살펴보면서 한양을 기준한 1년 동안의 각 계절에 따라 태양의 

뜨고 지는 시간과 방향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계절마다 하루 동

안의 밤과 낮의 길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북극고도北極高度와 태양

고도太陽高度 등 천문현상을 알 수 있는 평면일구도平面日晷圖이다.

유물 밑 부분의 우측에 “혼개일구渾蓋日晷”라는 명칭이 새겨진 

지름 46cm 둥근 원의 일구도는 중국의 이지조李之操가 펴낸 『혼

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에 입각해 제작한 천문관측기구인 ‘혼개

1 한국과학기술재단, 『우리의 과학문화재』, 1994, p.52

2  한영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서양과학의 수용과  조선의 신법 천

문의기」, 『한국실학사상』4, 도서출판 혜안, 2005. p.369

하단 명문 부분

혼개일구 부분

통헌의渾蓋通憲儀’와 같은 것으로 원 안에 곡선으로 이루어진 계절

선들과 시각선들이 그려져 있다.1 혼개통헌은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 변화로 인해 태양의 운행이 동지선에서부터 하지에 이르기

까지 천구상에 운행하는 동안 천구의 남극에서 바라보는 궤적을 

적도면에 평사투영한 모습을 작도한 일구도이다.2 

시반時盤의 모든 계절선을 살펴보면 둥근 원으로 표기된 13개

의 원들이 있다. 가장 안쪽 남극쪽으로 반지름이 가장 작은 동지

선이 있고 그 외부로 동심원이 아닌 상태로 반지름이 조금씩 커지

는 원들이 각각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려져 있다. 가장 

외부에 중심과 일치하는 가장 큰 원은 하지선이다.  

시각선은 남극의 축을 중심으로 태양의 일주운동日周運動을 각 

계절에 따라 시간별로 이은 곡선으로 대낮인 정오正午 시각을 전

후하여 이어져 있다. 시각선은 돌판 중앙에 남북으로 이어주는 수

직선이 정오正午의 시각선이며 이 선의 좌우로 인정寅正(4시)부터 

술정戌正(19시)까지 다른 해시계보다 더 긴 시간의 범위가 표기되

어 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인정寅正, 묘초卯初, 묘정卯正, 진초辰

初, 진정辰正, 사초巳初, 사정巳正, 오초午初, 오정午正, 미초未初, 미

정未正, 신초申初, 신정申正, 유초酉初, 유정酉正, 술초戌初, 술정戌正이 

표기되어 있다. 이 시각선 사이를 4등분하여  각刻 단위로 시각선

이 남극南極을 꼭지점으로 하는 방사선 형태로 동지에서 하지쪽으

로 가면서 시각선의 간격이 더 넓게 벌어져 있고, 계절선과는 서

로 직교한 상태이다. 혼개일구는 눈금과 선들을 살펴보면서 절기

에 따른 하루 중에 시각과 태양의 고도, 북극고도, 각 계절의 밤낮

의 길이 등 천문현상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유물은 천구 상에서 태양운행의 모습을 조선에서 한양의 정

확한 위치에 맞게 당시 서양의 기하학적 투영의 원리를 이해함으

로서 제작한 과학유물이며, 서양이나 동아시아에서는 볼 수가 없

는 독특한 것이다. 또한 평면일구 중에 규모도 가장 크고 섬세하

게 그려진 것이며 제작에 사용한 한양의 위도 값과 황도와 적도의 

교차각 뿐만 아니라 제작일 등의 명문銘文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

는 역사적이고 과학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 이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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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in fact two sundials—Ganpyeong ilgu and Hongae ilgu—appearing on a single stone, each of which 

exhibits the orbit of the sun on different projections. 

The stone slab shows unique hourly and seasonal lines, which have no equal both in the East and West. The 

stone slab, 52.2, 129, and 12.3 centimeters in width, length, and height, respectively, encases Ganpyeong ilgu 

within a 43 centimeter-diameter circle on the upper side and Hongae ilgu in a 46 centimeter-diameter circle 

on the lower. The paired sundials are indicated with lines that differ from those of other horizontal sundials. 

The inscriptions on the right and left flanks demonstrate that it was made by the Gwansanggam (Office of 

Astronomy) on August 15, 1785,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by applying Seoul’s latitude of 37° 39´ 5˝ 

and the angle that the celestial equator encounters the ecliptic, 23° 29´. 

The sundial in the upper portion, known as Ganpyeong ilgu, projects the annual orbit of the sun depending 

on hours from the zenith at the latitude of Seoul. In the middle of the circle appears a small groove where the 

center of the zenith and the center of the celestial sphere are projected. With the groove in the center, a cross 

is engraved in the cardinal directions. Hour lines are drawn north and south from the northern tip as an apex, 

which indicate the hours between 5 (injeong) and 18 (sulcho). Each interval between hour lines is subdivided by 

four, each portion of which denotes 15 minutes. 

The sundial in the lower part, Hongae ilgu, shows curved lines inside a circle, which indicate the hours and 

seasons. The reading of the lines provides astronomical information including daily hours in each seasonal 

section, the latitudes of the North Pole and the sun, and the lengths of the day and night in different seasons. 

Rather than as a time-telling device, the two sundials engraved on the stone slab would have been used as a 

device to observe changes in the direction and time of sunrise and sunset depending according to seasonal 

variations from the latitude of Hanyang. They also tell the lengths of day and night in accordance with seasonal 

changes and other astronomical phenomena such as the latitudes of the North Pole and the sun. 

This artifact is a scientific heritage item that describes the movement of the sun from the precise location of 

Seoul based on Western principles of projection. Excelling both in size and precision among other horizontal 

sundials, this scientific artifact is prized for its detailed records on the latitude of Hanyang, the angle at which 

the celestial equator and the ecliptic meet, and production date.

Sundials

Treasure No.841

Joseon (1785) / Stone / 1 item
129 × 52.2 × 12.3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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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일구
仰釜日晷
Hemispherical Sundial

041 조선후기

청동

2기(대, 소) 

(대) 높이 14cm, 지름 35.2cm

(소) 높이 10cm, 지름 24.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45호

이 유물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해시계로, 청동 재질에 흑칠黑

漆을 하여 은상감銀象嵌으로 선과 글씨를 새겨 넣었다. 보물 제

845호로 지정된 해시계는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인데, 작은 규모

의 것에 유물의 명칭인 “앙부일구仰釜日晷” 글자가 새겨져 있다. 

두 앙부일구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둥근 하늘의 모습으로 표

현한 천구天球 모양을 본 떠 만든 것으로, 반구 형태의 시반면時

盤面과 지평면地平面, 네 개의 다리와 십자 받침 구조는 동일하다. 

시반면에는 24기氣(12절기節氣와 12중기中氣)를 나타내는 13개의 

계절선과 15분 간격의 시각선이 그려져 있다. 시반면 안에는 북

극北極 방향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영침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읽어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다. 

지평면 바깥쪽에는 24방향方向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24방향

은 10간干 중에서 무戊자와 기己자를 제외한 8개의 글자와 12지支의 

12개 글자에 건乾, 간艮, 손巽, 곤坤의 4개 글자를 합하여 24방

향으로 나타냈다. 24방향 글자는 북쪽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자子, 계癸, 축丑, 간艮, 인寅, 갑甲, 묘卯, 을乙, 진辰, 손巽, 사巳, 

병丙, 오午, 정丁, 미未, 곤坤, 신申, 경庚, 유酉, 신辛, 술戌, 건乾, 

해亥, 임壬의 글자를 배치하였다. 

지평면 안쪽에는 24기에 대한 글자가 동서방향으로 13기씩 

배치되어 있다. 북동 방향에서 남동 방향으로 동지冬至, 소한小

寒, 대한大寒, 입춘立春,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

우穀雨, 입하立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의 13기 명칭이 시

계방향으로 새겨져 있다. 또한 남서 방향에서 북서 방향으로 하

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입추立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입동立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의 13기 

명칭이 시계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앙부일구의 수평은 네 개의 

소형의 시반면과 지평면

대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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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술적 미와 과학성을 두루 갖춘 해시

계라고 할 수 있다. | 김상혁

다리와 연결된 십자받침의 물 홈을 통해 조정하였다.

앙부일구의 계절선은 태양의 고도高度에 따른 것으로 춘분과 

추분 근처에서 계절선의 간격이 넓고, 동지와 하지로 갈수록 간

격은 좁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동지와 하지에 태양 적위赤緯 값

의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태양의 운행은 1시간

에 15°씩 움직이는 것을 반영하여 15° 간격으로 매 시의 시각선

을 새겼다. 매 시는 4등분하여 15분 간격으로 세부 시각선을 새

겨 넣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따르면 앙부일구는 1434년(세종 16) 『원

사元史』에 기재된 곽수경郭守敬(1231-1316)의 ‘앙의仰儀’를 참고하

여 만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1 앙부일구는 『원사』에 나온 앙의

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롭게 제작한 해시계로 생각된다. 김돈金墩

(1385-1440)의 「앙부일구명仰釜日晷銘」에 이르면, “밤에는 경루가 

있으나, 낮에는 알기 어렵다. 청동을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솥과 같다”고 적혀 있어 앙부일구의 제작 의미와 형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2 당시 앙부일구는 종묘宗廟 남쪽 거리와 

혜정교惠政橋 옆에 설치하여 공중용 해시계로 사용하였다. 시반

면에는 12지신支神 동물 그림으로 표시했던 것과 달리 조선후기

의 앙부일구에는 12지支의 문자로 표시했다. 

현재 남아 있는 앙부일구는 모두 1654년 시헌력時憲曆 시행 이

후에 제작한 해시계들로 조선초기에 시행한 100각법刻法이 아닌 

96각법 시각눈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큰 앙부일구 지평면에

는 “한양북극고삼십칠도이십분漢陽北極高三十七度二十分”이 적혀 

있고, 작은 앙부일구에는 “북극고삼십칠도삼십구분일십오초北極

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의 설명문이 적혀있다. 한양의 북극고

도가 37° 39′ 15″인 것은 1713년(숙종 39)의 실측에 의해 알려진 

수치이다.3  따라서 큰 앙부일구는 1654년 이후부터 1713년 이

전에 만든 것으로 생각되며, 작은 앙부일구는 1713년 이후에 제

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보물 제845호 앙부일구는 천구의 모델을 반구 형태로 투영하

여 제작한 해시계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알 수 있도록 하였

으며, 태양의 출몰 방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과 날짜를 동시

1  『世宗實錄』 卷77, 19年(1437) 4月 15日, “唯元之郭守敬所制簡儀, 仰儀, 

圭表等器, 可謂精巧矣. 唯吾東方制作未聞, 天開景運, 文敎方興, 恭惟我

殿下以聖神之資, 欽敬之心, 萬機之暇, 念曆象之未精而使之考定, 慮測驗

之未備而使之制器.”

2  『世宗實錄』 卷66, 16年(1434) 10月 2日, “夜有更漏, 晝難知也. 鑄銅爲

器, 形似釜也.” 

3  『書雲觀志』 卷3, 「古事」, “癸巳, 淸使何國柱《本文云, 穆克登, 今從曆象

考》用象限大儀, 測北極高度, 于漢城鍾街 得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 

此乃『曆象考成』所載, 朝鮮北極高度也.”

참고문헌

1 『世宗實錄』

2 『書雲觀志』

3 전상운,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1988

4 전상운,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 월간시계사, 1994

5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우리의 과학문화재』, 1994

6 국립민속박물관, 『천문-하늘의 이치・땅의 이상』, 2004

7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을 담은 그릇』, 2013

8  김상혁, 「世宗代 해시계의 構造와 用法에 대한 硏究」, 『忠北史學』19, 忠北大學校 

史學會, 2007, pp.97-123

소형의 지평면 명문 소형의 지평면 명문



274 275문화재대관

보물

천문

These are caldron-shaped hemispheric sundial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made of black-colored bronze 
and with lines and characters inlaid with silver. The two sundials, designated Treasure No. 845, are in different 
sizes and only the smaller one bears the name “仰釜日晷,” meaning “hemispheric sundial.” Except for the size, 
the two sundials are identical in terms of their resemblance with the celestial sphere, hemisphere-shaped surface 
receiving the shadow, number of legs, and cross-shaped horizontal prop. 
The surface is drawn with 13 seasonal lines deliniating 24 seasonal sections and hourly lines marked at 
15-minute intervals. On the surface is a gnomon attached in the direction of the North Pole, the shadow of 
which indicates the particular hour and season. Surrounding the surface are marked 24 Chinese characters 
indicating 24 directions. The characters consist of the “10 stems” (十干) excepting “戊” and “己,” the “12 
branches” (十二支), and four further characters, “乾,” “艮,” “巽,” and “坤.” The horizontality of the sundial is 
maintained by the grooved cross-shaped prop. 
The season line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ltitude of the sun. Their intervals become wider near the 
spring and autumn equinoxes and narrow near the solstices, reflecting the fact that changes in the declination 
of the sun are the smallest at the summer and winter solstices. Considering that the sun moves 15 degrees per 
hour, hour lines are equally spaced at 15-degree intervals, and the interval for one hour is then subdivided by 
four to denote 15 minutes. 
According to Sejong sillok (Annals of King Sejong), caldron-shaped sundials were crafted in 1434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18–1450) by referring to the sundial recorded in Yuan shi (History of Yuan, or Wonsa in 
Korean) to be an invention of Guo Shoujing (1231–1316). Caldron-shaped sundials are assumed to have been 
a Joseon innovation applying the sundial principles shown in Chinese history. At that time, caldron-shaped 
sundials were installed in the central area of the capital, near Jongno and beside the Hyejeonggyo Bridge, to be 
used for public reference. Unlike hemispheric sundial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caldron-shaped sundials of 
the time had the 12 animals of the zodiac marked in illustrations, rather than characters. 
The sundials extant today were all made after 1654 when the Shi Xian calendar came into effect in Joseon and 
therefore follow the system of a day consisting of 96 quarters, rather than the 100 divisions comm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larger sundial has the inscription “漢陽北極高三十七度二十分,” meaning the “latitude 
of Hanyang, 37° 20˝”; the smaller one bears “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 meaning the “latitude 
of Hanyang, 37° 39  ́15 .̋” It was 1713 when the latitude of Hanyang was measured 37° 39  ́15 ,̋ so the larger 
sundial is assumed to have been crafted between 1654 and 1713 and the smaller one later. 
Projecting the celestial sphere onto a hemispherical surface, the sundials together designated No. 845 are 
valuable both as artistic and scientific objects, informing both the time and direction of sunrise and sunset and 
the hour and date. 

Hemispherical 
Sundial

Treasure No.845

Joseon (late period) / Bronze / 2 items (one large, one small)
Large: 14cm high and 35.2cm in diameter 
Small: 10cm high and 24.3cm in diamete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대형 시반면과 지평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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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앙부일구
携帶用 仰釜日晷
Portable 
Hemispherical 
Sundial

042 조선(1871년)

대리석

1점

세로 5.6cm. 가로 3.3cm, 높이 1.6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852호

이 유물은 1871년 강건姜湕(1843-1909)에 의해서 제작된 휴대용 

앙부일구仰釜日晷이다. 이 앙부일구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는데, 지남침指南針을 활용해 

방향方向을 맞추고,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휴대용 앙부일구는 직육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윗면에는 유

물의 명칭인 “앙부일구”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북쪽에는 반구 형

태의 시반면時盤面이 있고, 남쪽에는 지남침과 24방향의 글자가 새

겨져 있다. 

시반면에는 24기氣(12절기節氣와 12중기中氣)를 나타내는 13개의 

계절선과 30분 간격의 시각선이 그려져 있다. 시반면 안에는 북

극北極 방향으로 향한 영침影針이 달려 있고, 영침이 만들어내는 그

림자를 읽어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다. 

지남침 둘레에는 24방향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24방향은 10

간干 중에서 무戊자와 기己자를 제외한 8개의 글자와 12지支의 12

개 글자에 건乾, 간艮, 손巽, 곤坤의 4개 글자를 합하여 24방향으로 

나타냈다. 24방향 글자는 북쪽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자子, 계癸, 

축丑, 간艮, 인寅, 갑甲, 묘卯, 을乙, 진辰, 손巽, 사巳, 병丙, 오午, 정丁, 

미未, 곤坤, 신申, 경庚, 유酉, 신辛, 술戌, 건乾, 해亥, 임壬의 글자를 

배치하였다. 지남침 아래에는 황금색 종이로 바닥을 장식하였다. 

유물의 좌・우 측면에는 24기에 대한 글자가 13기씩 배치되

어 있다. 동쪽 측면에는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 입춘立春, 우

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 입하立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의 13기 글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로 새

겨져 있다. 또한 서쪽 측면에는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입추

立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입동立冬, 소

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의 13기 글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로 새겨져 있다.

유물의 북쪽 측면에는 “북극고삼십칠도삼십구분일십오초北極

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의 설명문이 적혀있다. 그리고 밑면에는 

“동치신미맹하하한진산강건제同治辛未孟夏下瀚晉山姜湕製”라고 적혀

있어, 진산晉山 강씨인 강건에 의해서 1871년 4월에 제작한 것임

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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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일구의 계절선은 태양의 고도高度에 따른 것으로 춘분과 추

분 근처에서 계절선의 간격이 넓고, 동지와 하지로 갈수록 간격은 

좁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동지와 하지에 태양 적위赤緯 값의 변화

가 가장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태양의 운행은 1시간에 15°씩 움

직이는 것을 반영하여 15° 간격으로 매 시의 시각선을 새겼다. 매 

시는 2등분하여 30분 간격으로 세부 시각선을 새겨 넣었다. 기존

의 큰 앙부일구에 비하여 대략적인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해시계의 제작자인 강건은 진주 강씨 후손이다. 한성판윤漢

城判尹(현 서울시장)을 지낸 형 강윤姜潤(1830-1898)과 강건이 만든 휴

대용 해시계는 초소형으로 상아와 같은 고급 재료로 만들었다. 현

재 이들 형제가 만든 해시계는 11점 정도가 알려져 있다.1 강윤

과 강건은 조선후기의 대표적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姜世晃(1712-

1791)의 증손이다. 그의 손자, 즉 두 형제의 큰아버지 강이중姜彛中

(1783-1865)과 아버지 강이오姜彛五(1788-1857)는 또 다른 혼천시계

를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2 강건의 두 아들도 가업을 이어 해

시계 제작을 했다. 이에 따라 중인 출신의 기술자가 아닌 명문가의 

3대가 조선후기 휴대용 해시계의 전통을 이어갔다.

보물 제852호 휴대용 앙부일구는 언제 어디서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앙부일구의 고유한 기능에 지남침을 첨부하여 간편

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해

시계라고 할 수 있다. | 김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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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ortable hemispherical sundial crafted by Gang Geon (1843–1909) in 1871. Rendered in a size 

suitable for use in the palm, the handy sundial provides directions and hours using a magnetic needle. 

Bearing the name Angbu ilgu on the upper side, the six-sided sundial contains two sections, one in the north for 

the surface receiving the shadow of the sun and the other to the south for the magnetic needle and characters 

symbolizing 24 directions. The surface receiving the sun is marked with 13 seasonal lines and hourly lines at 

every 30 minutes. The surface is attached with a gnomon facing the north, the shadow of which offers the hour 

and date. Around the magnetic needle are written 24 Chinese characters representing 24 directions. They consist 

of the “10 stems” (十干) excepting “戊” and “己,” the “12 branches” (十二支), and four further characters, “乾,” 

“艮,” “巽,” and “坤.” The background of the magnetic needle is lined with a golden paper. 

Each of the right and left flanks bears 12 sets of characters indicating 12 seasonal divisions. The northern side 

is marked with the inscription “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 meaning “latitude, 37° 39´ 15˝”; the 

bottom with the inscription “同治辛未孟夏下瀚晉山姜湕製,” referring to “production by Gang Geon in April 

1871.”

The seasonal line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ltitude of the sun. The intervals of the season lines widen 

near the equinoxes and narrow near the solstices, reflecting the fact that changes in the declination of the 

sun are the smallest at the summer and winter solstices. Considering that the sun moves 15 degrees per hour, 

the time lines are equally spaced at 15-degree intervals, and the interval for one hour is then subdivided into 

two to denote 30 minutes. The time divisions are relatively coarse when compared with those on stationary 

hemispherical sundials. 

Gang Geon, the creator of this portable sundial, and his older brother Gang Yun (1830–1898), who served as 

magistrate of the capital, are great-grandchildren of Gang Se-hwang, an outstanding literati and painter from 

the late Joseon period. Their father Gang I-o (1788–1857) and their father’s elder brother (1783–1865) are 

renowned for their invention of armillary clocks. Gang Geon’s two sons also continued in the family tradition 

and undertook the making of sundials. This shows that these three generations of a literati family, not craftsmen, 

were at the forefront of transmitting the skills for sundial making. 

The portable sundial, designated Treasure No. 852, is the creative combination of a typical hemispherical sundial 

with the function of a magnetic compass, giving birth to a time- and direction-telling device with an enhanced 

level of practicality and convenience. 

Portable 
Hemispherical 
Sundial

Treasure No.852

Joseon (1871) / Marble / 1 item
5.6 × 3.3 × 1.6cm 
National Museum of Korea

옆면과 밑면의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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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은 19세기에 제작된 측우기測雨器로, 우량 측정 장비로

서 현대의 강우량 측정기에 해당한다. 

1441년 문종이 세자시절에 측우기를 발명하기 이전에도 강우

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고려시대에 사용된 강우 상황은 미우・

세우・소우・쇄우・대우 등으로 비를 정량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초보 단계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우택 제도를 통해 

강우시 지층에 침투한 강우 깊이를 자로 재어서 그 깊이를 지표로 

하는 강우 측정방법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한 깊이

는 지층토질의 다짐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고려하

지 못했기 때문에 지표 밑 지층의 토질 등에 따라 침투 능력이 다

를 뿐 아니라 강우의 지속시간에 따른 침투의 변동 등도 겹쳐서 

관측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또한 

강우가 어떤 깊이까지 침투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해서 

관측하는 관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결정하는 오차가 커서 자

료의 정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이로서 세자(문종)는 비

가 정확하게 내린 양을 알기 위해, 1441년(세종 23)에 구리를 녹여 

기기를 만들어 궁궐에 두어 비 올 때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측우기

의 이름이 1442년(세종 24)에 명명되었으며 관상감觀象監과 각 도

의 감영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측우기가 발명된 당시 전

국적인 관측망을 구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전국 8도와 강화, 

개성 등은 물론 군과 현에 이르기까지 전국 334개의 관측망을 두

었으나,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으로 모두 사라지고, 찾을 수 있는 

기록은 겨우 여섯 줄 뿐이다.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Geumyeong 
Rain Gauge

043 조선(1837년)

청동

1기 

높이 31.86cm, 지름 15.3cm  

국유(기상청)

보물 제561호

1518년(중종 13) 
9월 26일

夜雨水深三分
밤에 비가 내려 물 깊이는 3분이었다.

1530년(중종 25) 
7월 초9일

夜雨水深二分
밤에 비가 내려 물 깊이는 2분이었다.

1542년(중종 37) 
5월 29일

測雨器量水五分
측우기로 측정된 물 깊이가 5분이었다.

1570년(선조 3) 
5월 13일

水深布帛尺一寸
물 깊이는 포백척으로 재면 1촌이었다.

1574년(선조 7) 
6월 9일

布帛尺一寸五分
포백척으로 재면 1촌 5분이었다.

1586년(선조 19) 
5월 3일

水深布帛尺一寸一分
물 깊이는 포백척으로 재면 1촌 1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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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우기는 15세기에 발명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만들어 사용되

었으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가 유일

하다. 이 측우기는 19세기(1837년, 헌종 3)에 제작하여 충청도 공주

감영公州監營인 금영錦營에 설치해서 사용되었다. 

<금영 측우기>는 높이 31.86cm, 바깥지름 15.3cm의 원통형으

로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표면 세 곳에 대나무처럼 도드라진 마디

가 있다. 이 마디 부분에서는 비파괴분석 결과, 납 성분이 검출되

었다. 약 10cm의 원기둥 모양의 바닥그릇 또는 고리 모양을 겹쳐

서 쌓을 때 납땜으로 붙여서 행여 빗물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

도록 방수 처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00mm 이상의 비가 

한 번에 내리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바닥그릇만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측우기에 담긴 빗물의 양은 주척周尺이라는 자로 

측정하였다. 이 자는 측우기와 함께 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통형 표면에 상단上端과 중간 두 곳에 융기된 마디가 있고, 중

앙부의 두 마디 사이에 “금영측우기 고일척오촌경칠촌 도광정유제 

중십일근錦營測雨器高一尺五寸徑七寸道光丁酉製重十一斤”이라는 글자가 

6행에 걸쳐 새겨져 있다. 이것은 1837년(헌종 3)에 만들어졌으며, 

높이 1척 5촌, 지름 7촌, 무게 11근(6.2kg)임의 의미한다. 또는 하

단 부분 아래에 “입번통인급창사령차지入番通引及唱使令次知” 3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것이 하급관리들인 통인, 급창, 사령이 담

당했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이 측우기는 충청도 공주 감영에 설치되었던 것인데, 일제강점

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71년 한국문화재 반환운동의 일

환으로 중앙관상대(현재 기상청)가 다시 돌려받았고, 현재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 전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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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rain gauge dating from the 19th century,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le measuring rainfall was at only a rudimentary stage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and the amount 

of rain was quantitatively indicated as, for example, small, medium, and large rain, rainfall measurement 

methods became more systematic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depth to which rain 

permeated the ground was measured to gauge precipitation, which, however, displayed limitations. Accordingly, 

the cheugugi, a rain-gauging device, was invented in 1441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s a means to take 

more precise measurements of rainfall. Cheugugi were installed not only at the central meteorological office, 

Gwansanggam, but also at each of the major administrative districts, including in the eight provinces, forming 

a nationwide network of 334 rain-gauging devices. However, the following two bouts of external invasions,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and the Manchu invasion of 1636–1637,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all of 

the cheugugi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fter its invention in the 15th century, the rain gauge was reproduced several times thereafter, but Treasure 

No. 561 (Geumyeong Rain Gauge) is the only example to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his rain gauge was 

made in 1837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and established at “Geumyeong,” a name used to refer to the 

Provincial Office of Chungcheong-do Province located in Gongju during the Joseon era. 

This rain gauge is made from three cylindrical bronze components stacked together, marked with three 

protruding ringed joints as in a bamboo culm. A nondestructive analysis of the joint areas found a lead agent, 

giving rise to the assumption that the three cylindrical bronze components—the lowest one with a bottom and 

the other two in a ring form—were soldered together so as to prevent water leakage. However, it would have 

been a rare occasion for rainfall to surpass the height of one cylindrical bowl, and the lowest bronze component 

with the bottom alone could have been used as a rain gauge. The amount of rain in the gauge was counted in 

the length unit jucheok. 

The middle part bears the inscription “錦營測雨器高一尺五寸徑七寸道光丁酉製重十一斤 in six lines, 

meaning that the Geumyeong Rain Gauge was produced in 1837, and was 1 cheok 5 chon (about 32 centimeters) 

high, 7 chon (15 centimeters) in diameter, and weighed 11 geun (6.2 kilograms). The lower portion displays 

“入番通引及唱使令次知” engraved in three lines, meaning that lower-ranking officials, those with the titles 

tongin, geupchang, and saryeong, were responsible for the rain gauge.

After being taken into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Geumyeong Rain Gauge was returned 

to South Korea in 1971 and placed at the Central Meteorological Office, the predecessor of the present-day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Geumyeong 
Rain Gauge

Treasure No.561

Joseon (1837) / Bronze / 1 item
31.86cm high and 15.3cm in diameter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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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감 측우대
觀象監 測雨臺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044 조선초기

화강석

1기

세로 59.7cm, 가로 94.5cm

높이 87.6cm, 무게 1.5톤

국유(기상청)

보물 제843호

이 유물은 측우기를 올려놓기 위한 받침대이며 조선시대 천문 ・

날씨・지리・달력・시간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관상감觀象監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관상감 측우대>로 명명되었다. 화강석

으로 만든 측우대는 윗면에 오목하게 원형으로 파서 측우기를 놓

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측우기는 조선 1441년(세종 23) 세계 최초로 발명되어 이듬해인 

1442년 전국 8도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작된 측우기는 

단 한 기도 남아 있지 않고 측우기를 올려놓던 측우대만 한 점 남

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측우대이다.

<관상감 측우대>의 윗면에는 지름 16.5cm, 깊이 4.7cm의 원형 

구멍이 파여 있어, 여기에 측우기를 올려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측우대에는 명문이 없어서 구체적인 제작일자를 알 수는 없으

나, 전상운 등 과학자들에 의해 조선시대 15세기 중엽으로 고증

되고 있다.

고종이 경복궁을 재건할 무렵, 지금의 매동초등학교 자리로 옮

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 종로구 송월동의 중앙기상대에 있다

가 현재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에 전시되어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93권 기사에 의하면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만들어 그 위에 측우기를 놓고 비가 그칠 때마다 본관 관원이 강

우 상황을 직접 관찰하여 주척周尺으로 수심을 측정했다”는 기록

이 있다. <관상감 측우대>는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측우대 중 현재

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측우대이다. 

이 유물은 세종시대에 만든 측우대이며, 조선시대 측우기 부

흥을 증명하여, 그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전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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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granite pedestal for holding a cheugugi (rain gauge), with a circular indentation on the top surface 

and is assumed to have been placed at Gwansanggam (Office of Astronomy) and hence named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Volume 93 of Sejong sillok (Annals of King Sejong) records, “A pedestal stands at Seoungwan [the predecessor 

of Gwansanggam], where a cheugugi is placed. Whenever it rains, an official of the Seoungwan checks the 

amount of rain and records the rainfall in the measurement unit of jucheok.” The cheugugi was invented in 1441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distributed throughout the eight provinces of the country in the next year. 

However, none of the rain gauges made at that time survived to the present, and the sole remnant from that 

period is this rain gauge pedestal. 

The pedestal has a circular hole on the top surface, 16.5 centimeters in diameter and 4.7 centimeters deep, 

which is presumed to have held a rain gauge. Since there is no inscription, the production date is impossible to 

pin down but simply assumed to be the mid-15th century. 

As a rain gauge pedestal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reasure No. 843 retains value as a testimony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rainfall measurement methodology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Treasure No.843

Joseon (early period) / Granite / 1 item
59.7 × 94.5 × 87.6cm / weight: 1.5t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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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화당 측우대
大邱 宣化堂 測雨臺
Rain Gauge Pedestal 
of Seonhwadang Hall 
in Daegu

045 조선(1770년)

화강석

1기

세로 37cm, 가로 37cm, 높이 46.2cm 

국유(기상청)

보물 제842호

1441년부터 시작된 강우량 측정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

로 인해 대부분의 측우기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약 200년 가까

이 중단되었다. 1770년(영조 46) 5월부터 전국적으로 측우기를 제

작, 설치하고 다시 보급하게 되면서 이때 <대구 선화당 측우대>

가 제작되었다.

『영조실록英祖實錄』114권에는 1770년(영조 46) 5월 1일자 기사

로 다음의 기록이 남아 있다.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兩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빗물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보고 하도

록 하였다.”

이 측우대의 앞면에 “측우대測雨臺” 3글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

에 “건륭경인오월조乾隆庚寅五月造” 7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이것은 

‘영조英祖 46년 5월에 만듦’이란 뜻이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연

호인 ‘건륭’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 측우대는 본래 대구감영大邱監營 선화당宣化堂에서 사용하였

으나, 1910년경에 인천측후소로, 1950년 초에 다시 국립중앙관상

대(현 기상청)로 옮겨졌다. | 전영신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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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infall gauging practice which was initiated in 1441 was put to a halt temporarily as the rain-gauging 

devices made in 1441 were destroyed or lost during the course of two external invasions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and the Manchu invasion of 1636–1637). In 1770,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production and national distribution of rain gauges was resumed, at which point this rain gauge pedestal was 

made as well. 

Volume 114 of Yeongjo sillok (Annals of King Yeongjo) notes, “It is ordered that cheugugi are to be made and 

installed at Changdeokgung Palace and Gyeonghuigung Palace following the system implemen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t is ordered that cheugugi are distributed in the eight provinces, and the two capitals 

[Ganghwa and Gaeseong] to observe the amount of rainfall.”

The front side of this pedestal bears the three characters “測雨臺,” meaning a “rain gauge pedestal,” and the back 

side has the inscription “乾隆庚寅五月造,” meaning that it was made in May in the 4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characters “乾隆” refers to the name of the era used in Qing China at that time. 

This rain gauge pedestal was originally placed in Seonhwadang Hall of the Provincial Office of Gyeongsang 

Province in Daegu, moved to the Incheon Meteorological Office around 1910 and then to the Central 

Meteorological Office (the predecessor of the present-day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1950.

Rain Gauge Pedestal 
of Seonhwadang Hall 
in Daegu

Treasure No.842

Joseon (1770) / Granite / 1 item
37 × 37 × 46.2cm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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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Rain Gauge Pedestal of 
Changdeokgung Palace

046 조선(1782년)

대리석

1기

세로 45.5cm, 가로 45.3cm, 높이 30.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는 1782년에 제작되었다. 1910년까지 창덕궁 

이문원摛文院 마당에 있다가 1920년 이후 이왕가박물관 앞으로 옮

겨졌는데 한국전쟁 당시 측우기는 사라지고, 측우대만 남아 창경

궁의 명정전 뒤, 세종대왕기념관, 영릉전시관, 덕수궁 궁중유물전

시관을 거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창덕궁 측우대>의 특징은 다른 측우대와 달리 대리석으로 만

들어졌고, 4면에 걸쳐 명문銘文이 있다는 것이다. 대리석은 화강

암에 비해 입자가 미세하여 세밀한 조각이 가능하다. 명문에는 측

우기의 제작 의미와, 홍수와 가뭄을 다스리고자 했던 정조의 소망

과 뜻이 나타나 있다. 시간이 지나 4면의 글씨가 마모되어 많은 글

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철재진

적澈齋眞蹟』에 <창덕궁 측우대> 제작 후 뜬 탁본을 책자로 만들어 

4면에 있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창덕궁 측우대> 4면에 새겨져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측우기명測雨器銘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전통은 세종 24년(1442)의 높이 1척 5촌, 

원지름 7촌 구리 측우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운관과 도, 군, 현

에서는 비가 올 때 마다 빗물의 양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영조 

46년(1770),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두 궁

궐과 팔도, 양도(강화・개성)에 설치해 우량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기기는 비록 작으나 두 성군께서 물난리와 가뭄을 다스리고자 힘

쓴 뜻이 담겨 있으니 어찌 소중치 아니합니까. 성상 6년(정조 6년, 

1782) 여름, 경기지역에 큰 가뭄이 있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

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스스로를 탓하시며 신하들에게 뜻을 묻고, 친히 기

우제단에 올라 양산도 거두라 하시고 제를 올리며, 어의가 이슬에 

젖는 것도 잊은 채 밤새 머무셨습니다. 날이 밝자,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죄인을 석방하는 덕을 베푸시며,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도

성 안 백성들은 이 뜻을 우러러 눈물 흘리길, 비가 오지 않더라도 

성상께서 애쓰신 마음이 비가 온 듯 기쁘다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지기 전부터 밤새 큰비가 내려 측우기에 1촌 2분이나 

찼으니, 이는 성상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그래도 미흡하다시며 내각에 분부해, 이문원 정원

에 측우기를 설치하게 하고 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비가 흡

족히 내리자 그 기쁨을 기리기 위해 신 심염조와 정지검에게 글

을 쓰라 명하셨습니다. 신들은 늘 성상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

이라,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성상께서 먼저 백성을 위해 걱정하

심을 알고 감히 그 걱정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비가 온 

뒤에는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기쁨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

니다. 

측우기에 담긴 성상과 백성의 걱정, 기쁨을 공손히 받들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이 글을 새깁니다. 측우기의 1분, 1촌을 

살피면 먼 곳의 사정도 알 수 있으니,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

길까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분부를 받들어 직제학 

심염조가 글을 짓고, 정지검이 이를 쓰옵니다. | 전영신

창덕궁 측우대 4면에 새긴 글을 탁본으로 『철재진적澈齋眞蹟』에 수록함(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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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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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ain gauge pedestal was made in 1782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r. 1776–1800) and placed at Imunwon (Gyujanggak; 

Royal Library) at Changdeokgung Palace. It was placed in front of the Yi Royal Household Museum in 1920. The rain gauge was lost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remaining pedestal was placed alone at the back of Myeongjeongjeon Hall at Changgyeonggung Palace, 

then at the King Sejong Memorial Hall and at the Royal Museum at Deoksugung Palace. It is presently on exhibition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is is distinguished from other pedestals in that it is made of marble and bears inscriptions on four sides. Compared with granite, 

marble allows a more delicate engraving. The inscriptions convey the meaning of making this rain gauge pedestal and the lofty hopes 

of King Jeongjo for the control of floods and droughts. With the passage of time, many of the characters in the inscriptions have worn 

down and are presently difficult to read. However, rubbings of the four sides of the pedestal, made after the crafting of the pedestal, 

remain in the book Cheoljae jinjeok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reserving the exact inscriptions engraved on the pedestal. 

According to the rubbings of the four sides of the pedestal contained in Cheoljae jinjeok, the inscriptions mean the following: 

The tradition of recording rainfall goes back to a copper cheugigi 1 cheok 5 chon high and 7 chon in diameter, from 1442, the 

2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Seoungwan (Office of Astronomy) and do, gun, and hyeon (administrative districts) 

measured and reported the amount of rain every time it fell. In 1770, the 4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cheugugi 

were made following this tradition and then installed in the two palaces, Changdeokgung and Gyeonghuigung, and the 

two capitals, Ganghwa and Gaeseong, to start recording rainfall. Although small in size, the device was valuable for carrying 

the lofty desire of the two previous kings for controlling damage from floods and droughts. In 1782, the sixth year of the 

rein of His Majesty, a severe drought took place in the Gyeonggi area, and a rain calling ceremony was observed to no avail. 

His Majesty himself shouldered the blame and ascended the altars and observed a rain calling ceremony without a royal 

parasol. He stayed through the night oblivious to the dew wetting the royal clothes. After the sun rose, His Majesty showed 

mercy by pardoning all prisoners except those on death row and waited for rain. Subjects residing the capital were moved 

to tears by the lofty will of His Majesty and felt His Majesty’s sincere efforts falling like rain. Without fail, the rain began 

to fall before the sun had set and filled the cheugugi to the level of 1 chon 2 bun. It was certain that the sky was also moved 

by the sincere efforts of His Majesty. 

Not content with the amount of rain that had fallen, His Majesty ordered the cabinet to install a cheugugi in the garden of 

Imunwon Hall and again waited for rain. When rain finally fell in sufficient quantities, His Majesty, satisfied, directed the 

courtiers Sim Yeom-jo and Jeong Ji-geom to inscribe the following. 

“We, as close-by courtiers to His Majesty, are constantly fully aware of and share His Majesty’s concerns for the people 

when rain does not fall, as well as His Majesty’s joy for the people when it rains. Sincerely respecting the concerns and 

pleasures of His Majesty and his subjects, which are carried in the cheugugi, we are engraving this writing. Closely checking 

the amount of rain filling the cheugugi, we are able to know the situation in even far-flung areas. We hope that the amount 

will be simply suitable, neither small nor large, so as to prevent any droughts or floods. Observing His Majesty’s will, Sim 

Yeom-jo composes and Jeong Ji-geom writes.”

Rain Gauge Pedestal of 
Changdeokgung Palace

Treasure No.844

Joseon (1782) / Marble / 1 item
45.5 × 45.3 × 30.3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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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측우대
統營 測雨臺
Rain Gauge Pedestal 
of Tongyeong

047 조선(1811년)

화강석

1기 

측우대: 

길이 44cm, 너비 43cm, 높이 44.3cm   

받침돌: 

지름 91cm, 높이 21cm

국유(국립중앙과학관)

보물 제1652호

국립중앙과학관의 <통영 측우대統營 測雨臺>는 수군통제영이 통

영統營에 있을 때 설치했던 측우대이다. 측우대는 측우기測雨器를 

안정하게 올려놓고 비의 양을 정확히 잴 수 있도록 만든 받침돌이

다. <통영 측우대>는 1910년쯤 관측소(현 기상청)로 옮겨 보관하다

가 1972년부터 서울과학관으로 옮겼다가 2008년부터 국립중앙과

학관에 전시되어 있다. 측우기는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발명한 과

학 창제물로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과학기기이다. 측우기는 측

우대 위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측우대와 함께 보존된 측우기는 현재 

하나도 없고 유일한 측우기 유물은 기상청에 소장되어 있는 

<금영 측우기>(보물 제561호) 뿐이다. 조선시대에 비의 양을 측정하

는 시설이 지방마다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는 사이 거의 사라

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실물로 남아 있는 측우대 유물은 5개뿐이

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 선화당 측우대>(보물 제842호), <관

상감 측우대>(보물 제843호), <창덕궁 측우대>(보물 제844호)와 그 외 

국립중앙과학관의 <통영 측우대>(보물 제1652호)와 <창덕궁 연정당 

팔각측우대>가 있다. 그림에서 보는 <통영 측우대> 위에 설치한 

측우기는 <금영 측우기>를 복제하여 만든 것이다.

<통영 측우대>의 현지 유물조사보고서1를 통해 살펴보면 측우

대 앞면 중앙에는 “측우대測雨臺”라는 글자와 “신미 2월辛未 二月”

이라고 선명한 글자로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서 1811년(순조 11)

에 만든 것으로 해석되며, 명칭뿐만 아니라 제작년대가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밝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한 과학

유물 중에 하나이다. 이 측우대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측우대

와 같이 직육면체(길이 44cm, 너비 43cm, 높이 44.3cm)의 화강

석으로 되었다. 특별히 일반적인 측우대는 밑면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밑면을 가공하여 다른 측우

대에서 볼 수 없는 네 귀퉁이의 발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측우대의 특징은 측우대를 받치는 둥근 받침

돌(지름 91cm, 높이 21cm)이 별도로 측우대를 받치게 되어있는

데 이 받침돌은 현존하는 측우대의 유일한 받침돌이다. 현재 이 

받침돌에는 아쉽게 금이 가 있는 상태이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

고 보존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것이며 형태가 독특한 소중한 과학

유물이다. | 이용삼

1  2009년 5월 7일 이용삼의 국립중앙과학관 소장유물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유물조사보고서

This is a rain gauge pedestal that was placed at Tongyeong when the General Headquarters for Naval Forces 

was located there. The pedestal is designed to stably hold a cheugugi (rain gauge) so as to enable the precise 

measurement of rainfall. 

The cheugugi was invented in Korea in 1441, the first as the standardized rainfall-gauging device in the world. 

Although cheugugi were placed on pedestals, none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and the Geumyeong Rain 

Gauge (Treasure No. 561) is the only remaining trace of their 1441 invention. This pedestal was made modeled 

after the that for the Geumyeong Rain Gauge. Although there were rainfall-measuring installations sited i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throughout the country, they have been mostly lost and only five of the pedestal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Besides the Rain Gauge Pedestal of Tongyeong (Treasure No. 1652), they include the 

Rain Gauge Pedestal of Seonhwadang Hall in Daegu (Treasure No. 842),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Treasure No. 843), Rain Gauge Pedestal of Changdeokgung Palace (Treasure No. 844), and the octagonal rain 

gauge pedestal at Changdeokgung Palace. 

This rain gauge has a clear inscription “測雨臺” (meaning “cheugudae,” or “rain gauge pedestal”) and “辛未 

二月” (interpreted as “February 1811”) on the front side, making it a valuable scientific artifact with an exact 

name and production date. 

Like other rain gauge pedestals, this takes the form of a rectangular parallelepiped (44 by 43 by 44.3 centimeters) 

and is made of granite, but other differences set it apart from other pedestals. Although rain gauge pedestals 

normally have a flat bottom, the bottom of this pedestal has four feet rendered on the four corners. In addition, 

a circular base stone supports the pedestal, the only example of this kind. Although cracked, the base stone has 

been maintained in its original form and is in a good conservation condition.

Rain Gauge Pedestal 
of Tongyeong

Treasure No.1652

Joseon (1811) / Granite / 1 item
Pedestal: 44 × 43 × 44.3cm 
Base stone: 91cm in diameter and 21cm high  
National Science Museum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의 복제품이 놓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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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무기

천자총통
天字銃筒
Cheonja Chongtong 
Gun

048 조선(1555년)

청동

1구

전체 길이 131cm, 포구 깊이 116cm

포구 지름 12.8cm, 무게 296kg

국유(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647호

이 유물은 1555년(명종 10)에 제작된 천자총통으로, 천·지·

현·황자 등으로 호칭되는 대형 화기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며, 

포구砲口로부터 대장군전大將軍箭 1발 또는 중간치 납탄알(中鉛子) 

100개를 장전한 후 화약 심지에 점화하여 발사하는 전장유통식前

裝有筒式 화포다.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사물이나 일의 순서를 표기하는 것은 조

선초기부터 나타난다. 예컨대, 1396년(태조 5)에 전국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도성을 쌓을 때, 작업 구역을 천자문의 순서대로 천자天

字로부터 조자弔字까지 나누어 배정한 바가 있었다.1 또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농토 번호를 매길 때도 사용되었으며,2 특히 화포

를 크기에 따라 호칭할 때도 사용되었다. 『융원필비戎垣必備』(1813)

에 의하면, 총통의 명칭을 천·지·현·황으로 부른 것은 그 체

양體樣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또 화약의 중량과 탄환의 수 그리

고 사정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천자총통이 언제 처음으로 제작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

나, 1425년(세종 7)에 전라도 감사가 새로 주조하여 조정에 바쳤

던 천자철탄자天字鐵彈子가3 천자총통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천자총통’이란 명칭이 문헌 기록에 처음 나타나

는 것은 1445년(세종 27)이다. 『세종실록』에 “태종께서 자주 문밖

에 거둥하시어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내가(세종) 즉시 군기감

에 명하여 대장간을 행궁行宮 옆에다 설치하고, 화포를 다시 만들

어서 멀리 쏘는 기술을 연구하게 하였더니, 전의 천자화포는 4~5

백 보를 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만든 것은 화약이 극히 적게 들

고도 화살은 1천 3백여 보를 가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쏘니 1천 

보까지 갔다”4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 기록으로부터 천자총통이 

태종 때부터 사용되었고, 세종에 의해서 그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천자총통은 총통 가운데서 가장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원거

리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화기다. 또한 육상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는 주로 군선에 탑재하여 해전에서 사

용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5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천자총통의 발

사 제원과 사정거리를 보면 <표 1>과 같다.

2-6번째 마디 부분

<표 1> 천자총통의 발사 제원과 사정거리

문헌명 화약량 중약선 
길이 격목 길이 발사물 사정거리

『세종실록』
(1445)

1발 1전箭
1발 4전箭

1,300여보
1,000보

『이충무공전서』
「당포파왜병장」
(1592)

대장군전

『신기비결』
(1603) 30냥 5치 중연자 100개

『화포식언해』
(1635) 30냥 1가닥

(9치) 8치 대장군전
(56근 3냥) 900보

『융원필비』
(1813) 30냥 1가닥

(9치) 7치

대장군전
(50근)
수철연의환
(13근)

1,200보

10여리

천자총통의 발사 방법은 오랫동안 조선 정부의 극비사항이었

는데, 그 이유는 조선 정부가 화기의 비밀을 왜인들에게 누설하

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금비책禁秘策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6 그

러므로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화기 사용법에 대한 구체

적인 문헌 기록이 나타나게 되었다. 화기 사용법이 처음으로 기록

된 『신기비결神器秘訣』(1603)의 「화기 장방법火器裝放法」 천자총天字

銃 기사를 보면, “먼저 중약선中藥線 곧 도화선을 심지 구멍에 꽂은 

후 총구로부터 화약을 넣고 종이로 덮은 다음 가볍게 다진다. 이

어서 격목檄木을 화약 앞까지 밀어 넣는다. 그리고 중간치 납탄알

과 흙을 차례로 넣고 다지는데 100개의 납탄알을 3회로 나누어서 

반복하여 장전한다. 마지막으로 큰 납탄알(大鉛子) 혹은 큰 돌탄알(

大石子) 1개로 총구를 막고 힘껏 다져 넣은 후 발사한다”라 하였다. 

천자총통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별도의 운반 수단이 필요하

였다. 17세기의 저서인 『신기비결』이나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1635)에는 보이지 않으나, 19세기의 저서인 『융원필비』에 의하

면, 동차童車에 탑재하여 운반하게 되어있다. 동차는 네 바퀴 달린 

뚜껑없는 나무상자이며, 상자 앞쪽에 둥근 막대로 된 침목枕木이 

있어 총통의 포구쪽을 높이 받쳐준다. 

이 천자총통은 전체 길이 131cm, 포구 깊이(筒長) 116cm, 포구 

지름(口徑) 12.8cm이며, 무게 296kg의 청동으로 주조되었다. 포

신砲身의 표면에는 화약이 폭발할 때 포신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대나무처럼 마디를 두어 포신의 강도를 높였는데, 포구 띠



304 305문화재대관

보물

무기

1 『太祖實錄』卷9, 5년(1396) 1월 9일(무진)

2 『太祖實錄』卷14, 7년(1398) 7월 26일(기해) 

3 『世宗實錄』卷27, 7년(1425) 1월 22일(계사)

4 『世宗實錄』卷107, 27년(1445) 3월 30일(계묘)

5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pp.198-202

6 許善道, 전게서, pp.171-178

7 有馬成甫, 『火砲の起原とその傳流』, 東京 : 吉川弘文館, 1961,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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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cheonja chongtong gun produced in 1555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r. 1545–1567). 

Based on the word chongtong, meaning “artillery,” cheonja chongtong describes the largest cannon among the 

four types of gunnery named after the initial four characters of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the cheon-ja 

(heaven), ji-ja (earth), hyeon-ja (black), and hwang-ja (yellow) chongtong. The cheonja chongtong is a muzzle-

loading barrel gun capable of firing a single daejanggunjeon (a large rocket-shaped arrow) or 100 medium-sized 

lead bullets at a time by force of an explosion of black powder. 

It dates to the early Joseon period when the characters of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began to be used to 

denote the order of things. According to the military strategy book Yungwonpilbi compiled in 1813, barrel guns 

were named in the descending order of cheonja, jija, hyeonja, and hwangja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arrel, 

the amount of black powder, number of projectiles, and effective rang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when the cheonja chongtong was first produced, it was in 1445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when the term cheonja chongtong made appearance in a documentary record. This supports 

the assumption that the cheonja chongtong was put into use during the reign of the previous ruler (r. 1400–

1418), King Taejong, and saw improvements in capabilit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s the largest and 

heaviest among the four kinds of long-range barrel guns, the cheonja chongtong was difficult to manage on land 

and was initially designed for use at sea mounted on a warship. The method of operating the cheonja chongtong 

was kept secret in order to prevent the Japanese from acquiring the technology. It was only after the Imjin War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when documentary records on how to use the cheonja chongtong began 

to be made. 

This cheonja chongtong has nine protruding ringed joints on the barrel including the one around the muzzle, 

which were intended to reinforce the barrel and protect it from damage when the powder charge was ignited. 

The fifth and sixth joints from the muzzle, in particular, are placed in close proximity: the powder chamber is 

located underneath, generating destructive explosive force when the black powder is fired and the gyeongmok 

(a wooden wad) is blown. Therefore the area is further strengthened with the two nearby ringed joints. The 

gyeongmok is a cylindrical wooden wad which is pressed up against the black powder to maximize its explosive 

force gunpowder. There are traces of two handles. A touchhole is found between the eighth and ninth joints. 

The inscription on the barrel near the muzzle indicates that it was crafted by the master Yangnaeryodong in 

October 1555. The Japanese invasion that occurred in May of the same year inspired government efforts to 

produce firearms and this cheonja chongtong was crafted during that time. It was placed in the Arms Store at 

Ganghwado Is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s now locat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 a scientific military heritage, this cheonja chongtong is the oldest among existing cannons bearing inscriptions 

from the Joseon period and is also the largest artillery piece. 

Cheonja Chongtong 
Gun

Treasure No.647

Joseon (1555) / Bronze / 1 item
Length: 131cm (Barrel: 116cm) / Bore: 12.8cm / Weight: 296kg
Jinju National Museum

4-9번째 마디 부분

를 포함한 마디수는 모두 9개다. 특히 포구로부터 다섯째와 여섯

째 마디는 서로 붙어있는데, 이곳은 약실藥室 부위의 경계선으로, 

격목에 의해서 화약이 막히는 곳이므로, 큰 폭발력에 의한 포신

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특별히 보강한 것이다. 격

목은 원기둥 모양의 나무로서 약실 속에 들어있는 화약의 폭발력

을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손잡이 곧 거금擧金은 원래 

2개가 있었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탈락되어 흔적만 남아 있

는데, 포구쪽으로부터 둘째 마디와 다섯째-여섯째 마디에 그 자

국이 보인다. 화약 심지 즉 화승火繩 구멍은 여덟째와 아홉째 마디 

사이에 1개가 뚫려 있다. 포구쪽 포신의 표면에는 “嘉靖乙卯十月

天四百九十三斤十兩匠梁內了同(가정 을묘 시월 천 사백구십삼근십냥 장 

양내료동)”이라는 한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1555년

(가정 을묘년) 10월에 양내료동이라는 장인이 주조한 천자총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해 5월에 왜구가 대거 몰려와 이른바 을묘왜

변을 일으키자 조선 정부는 해상에서 왜구를 물리치고자 대형 총

통의 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천자총통은 바로 그 때 

제조된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원래 조선시대의 강화

도 무고武庫에 있었던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것이다.7

이 천자총통은 현존하는 화포 가운데 그 명문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 화포 중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국방과학기술 

문화재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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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총통
地字銃筒
Jija Chongtong Gun

049 조선(1557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89.5cm, 포구 깊이 80.5cm

포구 안지름 10.5cm, 바깥지름 15cm, 무게 73kg

국유(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862호

이 유물은 1557년(명종 12)에 제작된 지자총통으로, 천·지·

현·황자 등으로 호칭되는 대형 화기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

이며, 포구砲口로부터 장군전將軍箭 1발 또는 중간치 납탄알(中鉛子) 

60개를 장전한 후 화약 심지에 점화하여 발사하는 전장유통식前

裝有筒式 화포다.

화포를 크기에 따라 천자문 순서대로 호칭하는 것은 조선초

기부터였다. 원래 화기가 처음 출현한 고려 말에 최무선崔茂宣(?-

1395)이 만든 대형 화기는 대장군·이장군·삼장군 등으로 불렸

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 때의 이러한 명칭들이 사라지고, 

1445년(세종 27)에 화기가 획기적으로 개량되면서 천·지·현·황

자화포 등 새로운 명칭이 등장하였다.1 이러한 천·지·현·황자 

등의 명칭들은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

例』 「병기도설兵器圖說」에서는 다시 장군화통·일총통·이총통·

삼총통 등의 명칭으로 바뀐다. 즉, 1445년의 개량 이전에는 천·

지·현·황자로 부르던 것이 개량 후에는 장군화통 이하로 개칭되

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형 화기의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사자들은 그 이후에도 입에 익은 대로 

편리하게 여전히 천·지·현·황자로 호칭하였다.2 그리하여 임

진왜란 때도 이순신李舜臣(1545-1598)의 장계狀啓에 천·지·현·

황자총통으로 불렸고,3 『신기비결神器秘訣』(1603)에는 천자총·지

자총·현자총·황자총으로 기록되었으며,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1635)에도 천·지·현·황자총통으로 호칭되었다.

지자총통이 언제 처음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태종 때부터 사용된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 명칭이 문헌 기록

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그보다 약간 늦은 세종 27년이다. 『세종실

록』에 의하면, 그 해에 세종에 의해서 지자총통의 성능이 크게 개

선되었다. 즉, 개조하기 전에는 5백 보를 넘지 못했는데, 개조한 후

에는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8~9백 보를 나가고, 한 번에 화

살 4개를 쏠 경우에는 6~7백 보까지 나갔던 것이다.4 지자총통은 

대형 화기로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워 

개발 초기에는 천자총통처럼 주로 군선에 탑재하여 해전에서 사

용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5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지자총통의 발

사 제원과 사정거리를 보면 <표 1>과 같다.

3-8번째 마디 부분

<표 1> 지자총통의 발사 제원과 사정거리

문헌명 화약량 중약선 길이 격목 길이 발사물 사정거리

『세종실록』(1445)
1발 1전箭
1발 4전箭

800~900보
600~700보

『이충무공전서』
「부산파왜병장」(1592)

장군전

『신기비결』(1603) 20냥 5치 중연자 60개

『화포식언해』(1635) 20냥 1가닥(9치) 6치
조란환鳥卵丸 200개
장군전(29근 8냥) 

?
800보

『융원필비』(1813) 20냥 1가닥(9치) 5치
조란환 200개
장군전(33근)

?
800보

지자총통의 발사 방법도 천자총통처럼 극비로 유지되다가 임

진왜란 이후에야 문헌 기록에 나타난다. 『신기비결』의 「화기 장방

법火器裝放法」 지자총 기사를 보면, “먼저 중약선中藥線 곧 도화선을 

심지 구멍에 꽂은 후 총구로부터 화약을 넣고 종이로 덮은 다음 

가볍게 다진다. 이어서 격목檄木을 화약 앞까지 밀어 넣는다. 그리

고 중간치 납탄알(中鉛子)과 흙을 차례로 넣고 다지는데, 60개의 납

탄알을 2회로 나누어서 반복하여 장전한다. 마지막으로 큰 납탄알

(中鉛子) 또는 큰 돌탄알(大石子) 1개로 총구를 막고 힘껏 다져 넣은 

후 화약 심지(火繩)에 불을 붙여 발사한다”라 하였다. 

이 지자총통은 전체 길이 89.5cm, 포구 깊이(筒長) 80.5cm, 

포구 지름(口徑) 10.5cm이며, 무게 73kg의 청동으로 주조되

었다. 포신의 표면에는 화약이 폭발할 때 포신의 파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대나무처럼 마디를 두어 포신의 강도를 높였는

데, 포구 띠를 포함한 마디수는 모두 10개다. 특히 포구로부

터 일곱째와 여덟째 마디는 서로 붙어있는데, 이곳은 약실藥

室 부위의 경계선으로 격목에 의해서 화약이 막히는 곳이므

로 큰 폭발력에 의한 포신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

분을 특별히 보강한 것이다. 손잡이(擧金)는 원래 2개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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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世宗實錄』卷107, 27년(1445) 3월 30일(계묘)

2  許善道, 「韓國火器의 形態考-嘉靖乙卯銘 天字銃筒에 대하여-」, 『朝鮮

時代火藥兵器史硏 究』, 일조각, 1994, p.297

3 趙成都 譯註, 『壬辰狀草』, 同元社, 1973, pp.49-67

4 『世宗實錄』卷107, 27년(1445) 3월 30일(계묘)

5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pp.198-202

6 상게서, p.207. 

7  李康七, 「地字·玄字銃筒에 對한 小考-麗川 新德洞 白島附近引揚-」, 

『文化財』27號, 文化財硏究所, 1994,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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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jija chongtong cannon crafted in 1557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r. 1545–1567). The jija 

chongtong refers to the second-largest gun among the four types of gunnery named after the first four characters 

of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the cheon-ja (heaven), ji-ja (earth), hyeon-ja (black), and hwang-ja (yellow) 

chongtong. The jija chongtong is a muzzle-loading barrel gun capable of firing a single janggunjeon (a large rocket-

shaped arrow smaller than daejanggunjeon used with cheonja chongtong) or 60 medium-sized lead bullets at a 

time by force of an explosion of black powder.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in down when the jija chongtong was first crafted,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that it was initially put into use and a little later, in 1445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at 

documentary records on it first appeared. Sejong sillok (Annals of King Sejong) indicates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jija chongtong were significantly enhanced in 1445. As a large and heavy artillery piece like the cheonja 

chongtong, the jija chongtong was cumbersome to operate on land and was initially designed for use at sea 

attached to a warship. As in the case of cheonja chongtong, the method of using the jija chongtong was kept secret 

and only after the Imjin War did it begin to appear in documentary records. 

This jija chongtong has 10 protruding ringed joints on the barrel, including one around the muzzle, which we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barrel and therefore to protect it from damaged when the black powder exploded. 

The seventh and eighth joints from the muzzle, in particular, are set in closely together since the powder chamber 

underneath generates dangerous explosive force when the powder is ignited and the gyeongmok (wooden wad) 

is blown. There were two handles, but only traces remain. Two touchholes are placed on either side of the 

extending axis of the traces of handles. The inscription on the barrel near the powder chamber indicates that 

it was produced by the master Kim Yeon under the supervision of Yi Dae-yun, magistrate of Gimhae-bu, 

Gyeongsang-do Province, in March 1557. Two years before the production of this cannon, Japanese invaders 

waged an attack on Dallyangpo, Haenam, Jeolla-do Province, and accordingly the Joseon government embarked 

on years-long endeavor to produce firearms. This jija chongtong was also fashioned during this period. It was 

placed in the Arms Store on Ganghwado Is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n in 1907 mov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 a scientific military heritage, this jija chongtong is the oldest among the existing cannons with clear inscriptions 

from the Joseon period, and is also the second-largest artillery piece.

Jija Chongtong Gun

Treasure No.862

Joseon (1557) / Bronze / 1 item
Length: 89.5cm (Barrel: 80.5cm)  
Bore: 10.5cm
Weight: 73kg
Jinju National Museum

5-10번째 마디 부분

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탈락되어 지금은 포구쪽으로부터 셋

째-넷째 마디와 여섯째-여덟째 마디에 그 흔적만 남아있다. 화약 

심지 구멍은 아홉째와 열째 마디 사이에 손잡이선을 중심으로 좌

우에 각각 1개씩 모두 2개가 뚫려 있다. 포신의 약실 부위 표면에

는 “地嘉靖三十六年三月日金海府都會監官前權管李大胤匠人金連

(지 가정 삼십육년 삼월 일 김해부 도회 감관 전 권관 이대윤 장인 김연)”이라

는 한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銘文을 통하여 1557년(가정 36) 

3월에 경상남도 김해부 도회소에서 전 권관 이대윤의 감독 하에 

김연이라는 장인이 주조한 지자총통임을 알 수 있다. 이 2년 전인 

1555년에 왜구가 전라도 해남 달량포에 대거 몰려와 이른바 을묘

왜변을 일으키자 조선 정부는 해상에서 왜구를 물리치고자 그 해

부터 수년간 대형 화기의 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6 이 

지자총통은 바로 그 시기에 제조된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원래 조선시대의 강화도 무고武庫에 있었던 것을 1907년 군

대 해산 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것이다.7 

이 지자총통은 현존하는 지자총통 가운데 그 명문이 확실한 것

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 화포 중 두 번째로 큰 것이기 때문

에 국방과학기술 문화재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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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총통 

地字銃筒
Jija Chongtong Gun

050 조선(1557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89cm, 포구 깊이 80cm

포구 지름 10.5cm, 무게 87kg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863호

이 유물은 1557년(명종 12)에 제작된 지자총통으로, 천·지·

현·황자 등으로 호칭되는 대형 화기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

이며, 포구砲口로부터 장군전將軍箭 1발 또는 중간치 납탄알(中鉛子) 

60개를 장전한 후 화약 심지에 점화하여 발사하는 전장유통식前

裝有筒式 화포다.

지자총통은 태종 때부터 사용되었는데 초기에는 천자총통처럼 

주로 군선에 탑재하여 해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 실

제로 전존傳存하는 유물들을 보아도 그 무게가 매우 무겁기 때문

에 육상에서는 운용하기가 어려웠다. 

지자총통의 발사물로는 처음에 화살이 사용되었는데 그 사정

거리가 5백 보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세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량되어 일발 일전一發一箭 때는 800~900

보, 일발 사전一發四箭 때는 600~700보를 나가게 되었다. 조선초

기에 이처럼 화살만 발사하던 지자총통이 16세기경에는 천자총통

과 마찬가지로 탄환도 발사하였다. 『신기비결神器秘訣』(1603)에 지

자총통의 발사물로 중간치 납탄알(中鉛子) 60개를 발사하였다는 기

록이 그것을 알려준다. 총통의 발사물에 이와 같은 탄환의 도입은 

왜구의 극심한 도량跳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16세기에 

왜구가 빈번히 침입하면서 조선 정부가 왜구를 해상에서 물리치

고자 대형 총통을 다량 제조하여 함선에 탑재하였는데, 이 때 발사

물로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화살과 더불어 새롭게 탄환을 도입했던 

것이다.1 임진왜란 때는 탄환과 장군전이 해전에서 지자총통의 주

요 발사물로 사용되어 조선 수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2 『화

포식언해火砲式諺解』(1635)나 『융원필비戎垣必備』(1813)에는 대장군

전·장군전·차대전次大箭·피령전皮翎箭 등과 같은 화살과 철환鐵

丸·연환鉛丸과 같은 탄환이 총통의 발사물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

으로 보면, 화살은 총통의 발사물로 조선후기까지도 계속해서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자총통은 1969년 10월 9일에 김율규金律奎씨가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금성리 신성 부락 뒷산에서 채석 작업을 하던 중 

발견하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인수한 것이다.3 그 제원은 전체 

길이 89cm, 포구 깊이(筒長) 80cm, 포구 지름(口徑) 10.5cm이며, 

5-9번째 마디 부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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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87kg의 청동으로 주조되었다. 이 지자총통은 화약이 폭발할 

때 포신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나무처럼 마디를 두어 포신

의 강도를 높였는데, 포구 띠를 포함한 마디수는 모두 10개다. 특

히 포구로부터 일곱째와 여덟째 마디는 서로 붙어있는데, 이곳은 

약실藥室 부위의 경계선으로 격목檄木에 의해서 화약이 막히는 곳

이므로 큰 폭발력에 의한 포신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

분을 특별히 보강한 것이다. 손잡이(擧金)는 2개가 포구쪽으로부

터 셋째-넷째 마디와 여섯째-여덟째 마디에 각각 위치해 있다. 화

약 심지(火繩) 구멍은 아홉째와 열째 마디 사이 약실 뒤쪽에 손잡

이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1개가 뚫려 있다. 포신의 후미쪽 표면

에는 “嘉靖三十六年四月日金海都會鑄成地字重壹百肆拾肆斤陸兩

監造官前權管李大胤匠人金連(가정 삼십육년 사월 일 김해도회 주성 지

자 중 일백사십사근육냥 감조관 전 권관 이대윤 장인 김연)”이라는 한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 지자총통은 그 형태가 보물 제862호 <지자총통>과 동일하

며, 명문銘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조 장소도 김해부 도회소로 서

로 같고, 주조 장인도 김연이라는 동일한 인물이다. 또한 주조 연

도도 명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 36년(1557)으로 동일하다. 다

만 보물 제862호보다 한 달 늦은 4월에 제조되었다는 점이 다르

다. 이 지자총통은 손잡이 등 원형이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는 유

물로서 손잡이가 탈락된 보물 제862호 <지자총통>을 보완해주는 

가치 있는 유물이다. 특히 을묘왜변(1555) 이후 조선 정부가 해상

에서 왜구를 물리치고자 수년간 대형 총통의 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지자총통은 바로 그 시기에 제조된 것으로서 역

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현존하는 지자총통 가운데 그 형체가 완

전하고 명문이 확실한 것으로서 오래된 것이며, 화포 중 두 번째

로 큰 것이기 때문에 국방과학기술 문화재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

되고 있다. | 정진술 

1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pp.177-188

2  鄭鎭述, 「壬亂期 朝鮮水軍의 武器體系」, 『學藝誌』第4輯,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pp.360-376; 「임란기 거북선의 구조」,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景仁文化社, 2011, p.141

3  李康七, 「地字·玄字銃筒에 對한 小考-麗川 新德洞 白島附近引揚-」, 

『文化財』27號, 文化財硏究所, 1994, p.60

참고문헌

1 『世宗實錄』

2 『神器秘訣』

3 『火砲式諺解』

4 『戎垣必備』

5 李康七, 「韓國의 火砲」,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7 

6  李康七, 「韓國의 火砲-國防科學技術 指定文化財를 中心으로-」, 『文化財』19호, 문

화재관리국, 1986

7 趙仁福, 『韓國古火器圖鑑』, 경인문화사, 1988

8  李康七, 「地字·玄字銃筒에 對한 小考-麗川 新德洞 白島附近引揚-」, 『文化財』27
호, 문화재연구소, 1994

9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10  鄭鎭述, 「壬亂期 朝鮮水軍의 武器體系」, 『學藝誌』第4輯,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11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12  정진술, 「임란기 거북선의 구조」,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景仁文

化社, 2011

13 동아대학교 박물관, http://museum.donga.ac.kr 

6-8번째 마디 부분의 손잡이 9-10번째 마디 사이의 화약 심지 구멍



314 315문화재대관

보물

무기

This is a jija chongtong gun crafted in 1557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r. 1545–1567). The jija 

chongtong is to the second-largest gun among the four types named following the first four characters of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the cheon-ja (heaven), ji-ja (earth), hyeon-ja (black), and hwang-ja (yellow) chongtong. 

It is a muzzle-loading barrel gun capable of firing a single janggunjeon (a large rocket-shaped arrow smaller than 

daejanggunjeon fired by cheonja chongtong) or 60 medium-sized lead projectiles at a time by force of an explosion 

of black powder. 

Entering use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 jija chongtong, as was the case with the cheonja chongtong, was 

initially designed for use at sea mounted on a warship. Given the size of the cannons remaining from the Joseon 

period, it is assumed that they were too large and heavy to operate efficiently on land.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projectiles used with the jija chongtong were only arrows, and had a short range of 

less than 500 paces. Endeavors to enhance the capacity of cannon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expanded the 

range of the jija chongtong to reach as far as 8–900 paces when a single arrow was fired and 6–700 paces when four 

arrows were fired at once. In the 16th century, the jija chongtong—like the cheonja chongtong—was improved to be 

capable of shooting bullets as well as to arrows. The employment of bullets as a new form of projectile for cannons 

was a reaction to frequent incursions into the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Japanese. In the 

16th century, the Joseon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production of barrel guns to be mounted on warships 

in order to repel these recurring Japanese incursions, and bullets were adopted as a form of projectile. During the 

Imjin War, jija chongtong shooting both arrows and bullet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victory of the 

Joseon navy forces. Arrows were long used as projectiles in cannons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This jija chongtong features 10 protruding ringed joints on the barrel, including the one around the muzzle, which 

were intended to reinforce the barrel and protect it from damage when the powder was ignited. The seventh 

and eighth joints from the muzzle, in particular, are placed in close proximity over the powder chamber, which 

generates destructive explosive force when the black powder is set off and the gyeongmok (a wooden wad) is blown. 

The barrel gun had two handles, each of which is attached between the third and fourth joints and between the 

sixth and eighth joints from the muzzle. Two touchholes are placed on either side of the extending axis of two 

handles. 

This jija chongtong is identical to Treasure No. 862 in form, and the inscription also demonstrates that these two 

jija chongtong were both made by the master Kim Yeon in Gimhae-bu in 1557. However, this barrel gun was 

produced in April, one month later than Treasure No. 862. This jija chongtong has been maintained intact and 

plays a complementary role to Treasure No. 862 which has lost handle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55, the 

Joseon government embarked on a years-long endeavor to produce firearms, and this jija chongtong was fashioned 

during that period.

As a scientific military heritage, this jija chongtong is the oldest among the existing fully-intact cannons with clear 

inscriptions from the Joseon period and is also the second-largest artillery piece.

Jija Chongtong Gun

Treasure No.863

Joseon (1557) / Bronze / 1 item
Length: 89cm (Barrel: 80cm) / Bore: 10.5cm / Weight: 87kg
Dong-A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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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총통
玄字銃筒
Hyeonja Chongtong 
Gun

051 조선(1596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79cm, 포신 길이 58.7cm

약실 길이 20.3cm, 포구 지름 7.5cm

국유(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885호

이 유물은 조선중기에 제작된 대형화포大型火砲로, 불씨를 손으

로 점화·발사하는 유통식화포有筒式火砲이며, 천天·지地·현玄·

황자총통黃字銃筒 중에서 크기가 3번째에 해당하는 화포이다.

고려 말 최무선이 화약무기를 개발했을 당시부터 급속도로 발

전하던 화약병기는 1392년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후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부국강병책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다시 발전하기 시

작했다. 특히 세종은 지상 전투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약병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산

악과 삼림이 많은 지형적 조건을 교묘히 이용하여 상습적인 침입

을 반복하던 여진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휴대용 화기와 박격포 

같은 성능을 지닌 곡사포, 조기에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호용 

화기 등이 필요했고, 화기의 성능과 주조술을 개량했다. 당시에 개

발된 대형화포는 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 등이다. 이들 대형 

화포의 명칭은 대체로 화포의 크기·중량 등을 고려하여 천자문

의 자호字號 순서대로 붙여지지만, 화약무기의 크기나 구경은 시

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1 이들 대형화포가 등장한 것은 조선초

기로 태종太宗때 지자地字와 현자玄字가 나타나고, 천자天字는 1425

년(세종 7) 7월에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달에 전라감사가 천자철

탄자天字鐵彈子 1,104개를 새로이 주조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자총통도 이전부터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들 화

포가 개량되어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에는 

총통완구·장군화통·일총통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세종대의 화포 개량과 표준화 작업은 1448년(세종 30) 

9월의 『총통등록銃筒謄錄』의 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총통등록』 

편찬은 단순히 기존 총통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한 것만이 아

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총통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험하고 성

능이 떨어지는 것을 개량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 전문

화·규격화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화약병기 발달사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전국적인 생산 체제는 갖추었지만 

통일적인 설계도면과 엄격한 기술 규정이 없었고, 제품 검사 체계

가 철저히 수립돼 있지 못했기에, 같은 종류의 화포가 치수와 무게

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제작 정밀도 또한 각기 달라 화포의 성능

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1440년대에 들어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면서 제작시험 사업을 통일되게 진행해 사

거리를 훨씬 늘리는 성과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후 조선의 대형화포는 1515년(중종 10) 삼포왜란三浦倭亂, 1528년

(중종 23) 야인의 만포진 침범, 1544년(중종 39) 사량진왜변 등 야인

과 왜구들의 침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521년(중

종 16) 1월에 서후徐厚에 의해 개발된 벽력포霹靂砲가 해전에 유용

했다고 한다. 한편 왜구들도 점차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조선술을 

익혀 견고한 배를 만들고, 화기를 장비해 대선단을 이뤄 침범함

에 따라 대형화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1555년(명

종 10)에 을묘왜변乙卯倭變이 발생함에 따라 왜선을 격파하는 데 

효과적인 천자총통·지자총통과 같은 대형 총통과 화기 주조·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고려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해온 대형 화포는 16세기 

중반에 조선이 외세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임진왜

란에서 그 위력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쟁 초기에 조선군은 조총鳥

銃을 이용한 일본군의 보병전술에 맥없이 무너져 육전陸戰에서 연

패를 거듭했다. 당시 일본군이 소지한 조총의 성능이 조선군이 장

비했던 소형 화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기도 했지만, 조총을 이용

한 보병전술을 처음으로 경험한 조선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군은 많은 조총을 

소지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월등한 공격력을 발

휘할 수 있었고, 조선군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화기조차 제대로 사

용해보지도 못한 채 무너졌던 것이다. 결국 개전 1개월이 채 못 돼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고, 임금은 의주로 피난 가는 등 국토의 대부

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는데, 그 

포신의 명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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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바로 수군이었다. 육전에서의 연패와 달리 해전에서는 이

순신을 중심으로 한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을 구가했던 것이다. 

조선 수군이 연승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

나는 대형화포이다. 당시 조선 수군이 운용하던 거북선(龜船)과 판

옥선板屋船에는 고려 말부터 개량해온 천자총통·지자총통·현자

총통·황자총통·별황자총통 등 대형화포가 장착돼 있었다. 이들 

화포의 성능이 뛰어나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전술적인 우위를 차

지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에서 일본 수군은 중소형선과 조총을 중

심으로 배의 현舷을 붙이고 백병전白兵戰을 위주로 전술을 편 반면, 

조선 수군은 대형 선박의 전후좌우에 장착된 각종 대형화포를 기

반으로 함포전술艦砲戰術을 구사했다. 특히 조선군이 사용한 화포

는 대장군전·장군전·차대전·피령목전·피령차중전 등과 같은 

대형 화살(箭)이나 다수의 조란탄鳥卵彈을 발사하였는데, 일본군의 

조총에 비해 사거리가 월등히 길었기 때문에 적선에 접근하지 않

은 상태에서도 공격이 가능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조선초기의 대형 화포는 중·후기에 비해 규격이 그리 크지 않

고, 내부 구조는 격목형이었다. 이는 대형화포에서 대형 화살을 많

이 사용한다는 점과 완구와 같이 석환石丸(단석團石)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징은 후기까지 이어지는데, 구한말에 서구의 제작 공법을 도

입하여 만든 중포·소포의 경우 토격형 구조를 보인다.

이후 명종연간에 대형화포의 규격과 형식이 점차 달라진다. 이

때에도 명칭은 대체로 조선초기와 비슷했지만, 규격은 전혀 달랐

다. 즉 크기는 대형화되었고 유형도 세분화되었다. 또 약실이 포신

과 구별되지 않고, 약실 둘레에도 마디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달

랐다. 이는 조선초기와 후기의 같은 이름의 화포와는 또 다른 특징

이라 하겠다. 발사체의 경우도 조선초기의 화포들은 원칙적으로 

대형 화살만을 발사했지만, 중기에는 철환 같은 원형발사체도 함

께 사용했다. 특히 『신기비결神器備訣』에 대형화포의 포신 안쪽부

터 화약-종이-격목-탄환 수십 발-흙-탄환 수십 발-흙-탄환 수

십 발-흙-큰 탄환을 차례로 넣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화

포의 안쪽부터 총구까지 발사체를 가득 채우는 셈이 된다. 따라서 

한 번 발사로 다량의 발사물을 날려 보냄으로써 파괴력을 높였다

고 할 수 있다.

『신기비결』에 의하면 현자총통은 화약 4냥, 중약선中藥線 5촌

을 사용하여 소연자小鉛子 30개를 쏜다고 하였으며, 『화포식언해火

砲式諺解』에도 중약선 반조半條, 화약 4냥, 격목 4촌을 사용하여 차

대전次大箭을 발사하는데, 사거리가 800보에 이르며, 차중전次中

箭은 1,500보에 이른다고 하였고, 탄환을 쏠 때에 100개를 발사한

다고 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대형화포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겪으면

서 명나라의 화포의 영향을 받아 제작 공정상이나 형식적인 측면

에서 좀 더 다양화되었다. 전체적인 포신의 형태나 죽절의 제작 수

법은 이전에 비해 더욱 세련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란

을 통해 외국에서 입수된 신무기와 제작 기법의 도입으로 가능했

던 듯하다. 이렇듯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조선의 대형화포는 

지속적인 발달을 거듭하면서 삼포왜란, 사량진왜변, 을묘왜변, 임

진왜란 등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해전에서 외적보다 우위를 

점하고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현자총통은 1984년 경남 거제군 신협읍 고현리에 사는 김

종태씨가 고현만에서 수중 준설작업 중에 발견한 것을 인양한 것

이다.2 포신에 “만력병신칠월 내수영도회 현자 중팔십구근 경장

인 이춘회(萬曆丙申七月 內水營都會 玄字 重八十九斤 京匠人 李春回)”라

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임진왜란이 진행되던 1596년(선조 29) 7월

에 수영 내의 도회에서 장인 이춘회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신에는 포구砲口에서 격목隔木 부위에 이르

기까지 모두 여덟 마디의 죽절竹節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을 위한 

손잡이(거금擧金) 한 개가 부착되어 있다. 또 화약이 들어가는 약

실藥室 부위는 포신보다 약간 도톰하게 되어 있고, 점화구멍은 약

실 오른쪽에 뚫려있다. 

따라서 이 유물은 조선중기에 제작된 현자총통의 원형을 보여

주는 문화재이다. 특히 이 유물은 1596년 수영에서 제작된 유물이

기 때문에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李舜臣이 수군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16세기 동아시아 최

대의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수군의 노

력의 산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

간 해저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심한 마모나 부식이 없이 원형을 그

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형화포의 발달과정을 연

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문화재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 박재광 

1 『융원필비戎垣必備』

2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This barrel gun is a hyeonja chongtong cannon from the mid-Joseon period, fired by hand by igniting a fuse. The hyeonja 

chongtong refers to the third-largest gun among the four types of gunnery named after the first four characters of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the cheon-ja (heaven), ji-ja (earth), hyeon-ja (black), and hwang-ja (yellow) chongtong. 

Although the advancement of gunpowder weapons temporarily slowed after the founding of the new dynasty of Joseon in 

1392 after enjoying a heyday towards the late Goryeo period upon the discovery of gunpowder and gunpowder arms by 

Choi Mu-seon, it quickly resumed speed as firearms were perceived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nation. The fourth ruler 

of the Joseon Dynasty, King Sejong,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firearms for use on land as part of the 

effort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ecurrent raids by the Jurchen people who took advantage of the mountainous terrain of 

the northern por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arge-sized barrel guns develop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include the 

cheonja, jija, hyeonja, and hwangja chongtong, named after the first four characters of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ranked 

in consideration of their size and weight. Although records on these large-sized cannons first appear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y must have been is use starting from the reign of King Taejong. King Sejong’s endeavors to improve 

and standardize cannons culminated in the compilation of a book on how to use gunpowder and gunpowder weapons, 

Chongtong deungnok, in 1448. As a final result of the years-long comprehensive improvement and standardization research 

on cannons sponsored by the king, Chongtong deungnok takes on a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firearms in the country. 

Large-scale barrel guns, which had experienced a continuous process of advancement after the late Goryeo period, played 

a critical role in Joseon victories during the Imjin War. While Joseon suffered from consecutive defeats on land, its naval 

forces led by Admiral Yi Sun-sin were successively triumphant on the sea. Long-barreled cannons used by Joseon naval forces 

have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significant contributors to granting the consecutive victories to Joseon. While Japanese 

counterparts used smaller-scale guns, such as arquebuses, and small- to medium-sized battleships, Joseon naval forces were 

equipped with large warships armed with weighty cannons on four sides. Cannons used by Joseon forces had in particular a 

much longer firing range than did Japanese firearms, offering Joseon soldiers’ considerable advantages. 

The inscription on the barrel indicates that this hyeonja chongtong was crafted by the master Yi Chun-hoe in 1596 in a Naval 

Headquarters during the course of the war with the Japanese invaders. The gun barrel from the muzzle to where the wad is 

placed bears eight bands marked by protruding ringed joints. A handle is attached to the barrel. The area surrounding the 

gunpowder chamber is made thicker than the gun barrel, and a touchhole is placed to the right of the gunpowder chamber. 

This shows a prototypical style of hyeonja chongtong. Its production date makes it highly likely that this was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Yi Sun-sin, the Commander-in-Chief of the Naval Forces of Three Provinces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Provinces) at that time, updating the navy during the Imjin War. Its value also stems from the fact that 

this hyeonja chongtong was produced during the course of the biggest international warfare of the 16th century in East Asia 

as part of Joseon’s effort to overcome external invasions. In addition, despite long years of being buried underwater, it has 

maintained its condition without severe of damage or corrosion, serving as a valuable academic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firearms.

Hyeonja Chongtong 
Gun

Treasure No.885

Joseon (1596) / Bronze / 1 item 
Length: 79cm (Barrel: 58.7cm, Gunpowder chamber: 20.3cm) 
Bore: 7.5cm
Jinju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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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무기

현자총통
玄字銃筒
Hyeonja Chongtong 
Gun

052 조선(1522년-1566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75.8cm, 포신 길이 69cm

약실 길이 20.3cm, 포구 지름 6.5cm, 바깥지름 10cm

국유(국립광주박물관)

보물 제1233호

현자총통은 조선중기에 불씨를 손으로 점화·발사하는 유통식

화포有筒式火砲로 천天·지地·현玄·황자총통黃字銃筒 중에서 크기

가 3번째에 해당하는 화포이다.

이 현자총통은 1992년 4월 전남 여천시 신덕동 백도 북방 30m 

지점에서 여수시에 거주하던 박복순 씨가 조개잡이를 하던 중에 

발견하였다. 포신에 “현 사십육근 대평관 가정○○ 장양내료동(玄 

四十六斤 大平館 嘉靖○○ 匠梁內了同)” 명문이 있어 현자총통이고 무게

는 46근, 대평관에서 양내료동이라는 장인에 의해 명나라 세종世

宗이 재위한 가정嘉靖 연간(1522-1566)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연호 외에 간지干支인 연대는 마모되어 판독

이 불가능한 상태라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양내료동’이

라는 장인은 보물 제647호 <천자총통>의 명문에도 나타나는 인물

이기 때문에 이 총통이 보물 제647호 <천자총통>과 비슷한 시기

인 1555년(명종 10) 전후에 제작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현자총통은 보물 제885호 <현자총통>과 포신의 형태는 비

슷하나 전체적인 크기는 약간 작다. 포구에서 격목부위에 이르기

까지 모두 여섯 마디의 죽절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을 위한 손잡

이(거금) 하나가 부착되어 있다. 특히 화약이 들어가는 약실 부위

의 외경이 포신보다 약간 도톰하게 되어 있고, 점화구멍은 약실 

왼쪽에 뚫려있다.

이 현자총통은 보물 제885호 <현자총통>의 제작년대 1596년 

보다 최소 30년 이상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

는 현자총통 중 가장 오래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총통이 

제작되었을 시기는 삼포왜란(1510)으로부터 사량진왜변(1544), 을

묘왜변(1555) 등으로 이어지는 왜구토벌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

기이기 때문에 왜구와의 전투를 위해 필요한 대형 화포로 제작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무기의 특성상 임진왜란 때에 해전에

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유물은 보물 제885호 <현자총통>(1596), 만력萬曆 연

간(1572-1620)에 제작된 육군박물관 소장 <현자총통>과 더불어 현

자총통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

다. 특히 조선중기의 전쟁에서 전란을 극복하는데 활용되었을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과학기술 문화재로서 그 역사적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박재광 

포신의 명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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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무기

This is a hyeonja chongtong cannon crafted during the mid-Joseon period. The hyeonja chongtong barrel gun 

is the third-largest among the four types of cannons named after the initial four characters of the Chinese 

poem Thousand Character Classic—the cheon-ja (heaven), ji-ja (earth), hyeon-ja (black), and hwang-ja (yellow) 

chongtong. 

The inscription on the barrel tells that this cannon weighs 46 geun (about 27 kilograms) and was fashioned by 

the craftsman Yangnaeryodong. The engraving also indicates the production period (during the Jiajing Era of 

Ming China which lasted from 1522 to 1566), but the area more clearly specifying the production year has been 

worn down and the exact year is illegible. Given that the craftsman’s name, Yangnaeryodong, is also found in the 

inscription on Treasure No. 647 (a cheonja chongtong), this cannon is assumed to have been produced around 

1555 when Treasure No. 647 was made. 

It is similar in form to the hyeonja chongtong designated Treasure No. 885 but is slightly smaller in size. The barrel 

is marked by six protruding ringed joints and has a handle for use during transport attached. The gunpowder 

chamber is rendered thicker than the barrel section, to the left of which is found a touchhole. 

This hyeonja chongtong was crafted around 1555, more than 30 years before 1596 when Treasure 885 was made, 

becoming the oldest hyeonja chongtong in the country. Considering that efforts to repel Japanese pirates were 

actively underway around 1555 in Joseon, this firearm was possibly crafted for such a purpose. It is also possible 

that it was employed in naval warfare during the Imjin War. 

Together with Treasure No. 885 and the hyeonja chongtong made at some point between 1572 and 1620, this 

cannon bespeaks the development process of hyeonja chongtong. Possibly employed as a weapon to counter 

external invasions, this hyeonja chongtong retains value as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Hyeonja Chongtong 
Gun

Treasure No.1233

Joseon (during 1522–1566) / Bronze / 1 item 
Length: 75.8cm (Barrel: 69cm, Gunpowder chamber: 20.3cm) 
Bore: 6.5cm
Gwangju National Museum



324 325문화재대관

보물

무기

황자총통
黃字銃筒
Hwangja Chongtong 
Gun

053 조선(1587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50.4cm, 총신 길이 36.2cm

약실 길이 14.2cm, 총구 지름 4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886호

황자총통은 조선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던 대형화

포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화포이다. 조선 태종때에 다른 

총통과 함께 제작되었다. 『융원필비戎垣必備』에 의하면, 총통의 명

칭을 천天·지地·현玄·황黃으로 부른 것은 그 모양의 대소의 차

이와 화약의 중량과 탄환의 수, 그리고 사정거리를 구별하기 위함

이라 하였다. 황자총통은 그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은 화포로 편

리한 이동을 위해 만든 것이다.

황자총통이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한 것은 조선 세종 때이다. 

세종은 대외 영토 확장 등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

약병기의 개발에 노력하였다. 특히 평안도·함경도 등지에서 산악

과 삼림이 많은 지형적 조건을 교묘히 이용하여 상습적인 침입을 

반복하는 여진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기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휴대용 화기와 더불어 박격포와 같은 성능을 지닌 곡사포, 

그리고 조기에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호용 화기 등이 제작되었

고, 이러한 화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약 성능을 개량하고, 

화기 주조술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화약병기가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중앙뿐만 아

니라 각 도에서도 화포를 제작하였지만 성능면에서 있어서는 만족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세종실록』에는 여러 도에서 제작한 화

포들이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발사해도 명중률이 떨어졌고, 사거

리도 짧다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세종은 이들 

화포를 개량하고 표준화, 규격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황자

총통도 1445년(세종 20) 개량 작업을 통해서 화기성능이 개량되어 

북방의 호적토벌에 사용되었다. 당시의 화기 개량의 성과는 1448

년(세종 30) 9월에 마침내 화기 교범서라 할 수 있는 『총통등록銃筒

謄錄』으로 완성되었다. 『총통등록』의 편찬은 단순히 기존 총통들

을 국가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 이미 있

는 총통들에 대한 전면적인 시험을 진행하고 성능이 좋지 못한 것

을 개량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전문화, 

규격화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화약병기 발달사에 있어서 역

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 전국적인 생산체제는 갖추었지만 통일적인 설계도면과 

엄격한 기술규정이 없고, 제품검사체계가 철저히 서 있지 못했기

에 같은 종류의 화포가 치수와 무게에서 서로 차이나고 또 제작 

정밀도도 각기 달라 화포의 성능이 떨어졌었는데, 1440년대에 들

어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취하면서 제작시험사

업을 통일적으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종전보다 사거리를 훨씬 더 

늘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당시 개량된 화기들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표 1> 세종대의 화기 성능(1보=6자=125cm)

화기 명칭
개량전 개량후

사거리 한번에 1개 화살 발사 한번에 4개 화살 발사

천자총통 400~500보 1300보 1000 보

지자총통 500보 800~900보 600~700보

황자총통 500보 800보 500 보

가자화포 200~300보 600보 400 보

이후 을묘왜변·임진왜란 등 여러 전쟁에서 널리 사용되었으

며, 형태와 제원도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임진왜란 때에는 조선 수군이 운용하던 거북선과 판옥선

에 천자총통·지자총통·현자총통과 함께 황자총통이 장착되어 

활용되었다. 이들 대형 화포 성능의 우수성은 임진왜란 해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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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신의 명문 부분

This is a hwangja chongtong cannon made in 1587. The hwangja chongtong was develop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along with the three other types of cannons that were us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19th-century military strategy book Yungwon pilbi, the four varieties of cannons were named 

after the first four letters of the Chinese poem Thousand Character Classic, “cheon” (heaven), “ji” (earth), “hyeon” 

(black), and “hwang” (yellow), depending on their size, the amount of gunpowder and number of cannonballs 

needed, and its effective range. The hwangja chongtong is the smallest among the four kinds of cannons and was 

therefore highly mobile. 

The first written record of the hwangja chongtong dates from the reign of King Sejong. King Sejong pushed ahead 

with an overhaul of armaments as part of an effort to counter the Jurchen people who were taking advantage 

of the mountainous terrain in the northern reaches of the Korean Peninsula to regularly launch incursions 

into Joseon territory. Along with other firearms, the hwangja chongtong benefited from the king’s endeavors 

to enhance military technology in 1445 and was deployed against Jurchen raids. The capacity improvement 

achievements of the time are described in the military strategy book Chongtong deungnok compiled in September 

1448. These improvements are listed in the table below.

Type of cannon
Before After

Range One arrow per firing Four arrows per firing

Cheonja chongtong 400–500 paces 1300 paces 1000 paces

Jija chongtong 500 paces 800–900 paces 600–700 paces

Hwangja chongtong 500 paces 800 paces 500 paces

Gaja hwapo 200–300 paces 600 paces 400 paces

After the overhaul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cannons were widely employed in battles against Japanese 

pirates and invaders in 1555 and during the Imjin War and further diversified in terms of forms and sizes. 

The inscription borne on this bronze gun barrel demonstrates that it was made in April 1587 by the craftsman 

Bugwi. Five projecting ringed joints appear on the gun barrel, and the muzzle and gunpowder chamber areas 

are thickened. A handle for use during transport is attached. 

Given its production date, this cannon was surely applied to struggle against invader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Imjin War) and the Manchu Invasion of 1636–1637, contributing to protecting the 

country in times of mortal danger. Despite suffering through several conflicts, this cannon has been maintained 

in good condition and serves as evidence of the firearms development of the country, retaining value as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Hwa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886

Joseon (1587) / Bronze / 1 item 
Length: 50.4cm (Barrel: 36.2cm, Gunpowder chamber: 14.2cm) 
Bore: 4cm
National Museum of Korea

1603년(선조 36) 함경도 도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이 지은 『신기비

결神器秘訣』에 의하면 황자총통은 3냥의 화약을 사용하며 화약심

지는 중약선中藥線 5촌을 쓰며, 소연자小鉛子 20개를 발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1635년(인조 13) 이서李曙가 지은 『화포식언

해火砲式諺解』와 1812년(순조 12)에 저술된 『융원필비戎垣必備』에는 

화약량 3냥, 중약선 반조半條, 3촌짜리 격목激木을 사용하며, 피령

전皮翎箭을 발사하면 사거리가 1,100보에 달하며, 탄환을 발사할 

때에는 토격土隔을 하되 40개의 철환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

다. 위의 내용과 현존하고 있는 유물을 분석해볼 때 임진왜란 때

까지 사용되던 황자총통은 17세기 이후 점차 크기가 커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황자총통은 청동제로서 포신에 “만력정해사월萬曆丁亥四月 

황자중삼십일근팔량黃字重三十一斤八兩 장부귀匠富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을 토대로 이 총통이 1587년(선조 20) 4월에 

부귀라는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통의 형태는 포

구에서 약실부위에 이르기까지 다섯 마디의 죽절이 형성되어 있

고, 포구와 약실은 포신보다 더 두텁게 조성되었고, 이동 손잡이

인 거금擧金은 약실쪽 죽절 2개조를 사이하여 좌우에 반달半月 모

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총통은 제작 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이기 때문에 무기 활용 특

성상 임진왜란·병자호란 때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

선군의 주력 무기로서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에 국난극복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체적인 형태에서도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음에

도 불구하고 별다른 손상이 없고 보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화약병기 발달 과정의 이해와 국방과학기술 문화재 연구 사

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 박재광 

의 조선 수군의 전술적인 우위로 나타났다. 이들 화포는 대장군

전·장군전·차대전·피령목전·피령차중전 등 대형 화살(전箭)

을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란탄鳥卵彈을 다수 발사하여 산

탄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연전 연

승은 이러한 대형화포의 위력적인 성능과 유효 적절한 이용에서 

비롯되었고 할 수 있다. 당시 화포의 제원과 성능은 다음과 같다.

<표 2>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대형화포

화포명 길이(cm) 구경(mm) 발사물(『화포식언해』)

천자총통 130~136 118~130 대장군전 1발, 조란탄 100발

지자총통 89~89.5 105 장군전 1발, 조란탄 100발

현자총통 79~83.8 60~75 차대전 1발, 조란탄 100발

황자총통 50.4 40 피령차중전 1발, 조란탄 40발

별황자총통 88.8~89.2 58~59 피령목전 1발, 조란탄 4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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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총통
勝字銃筒
Seungja Chongtong 
Gun

054 조선(1579년)

청동

1구 

전체 길이 57.2cm, 통신 길이 34.8cm, 총구 지름 4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648호

조선 선조 때 만들어 사용하던 소형화기小型火器로 총구에서 화

약과 실탄을 장전하고 손으로 약선에 불씨를 점화, 발사하는 유통

식 화기有筒式火器이다. 

조선시대에는 16세기 후반부터 남쪽의 왜구 침범과 더불어 북

쪽 여진의 위협으로 조선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야인들은 을묘왜변 이후에 있어서 명나라 변경을 약탈하는 한편, 

조선의 연해에도 출몰함에 따라 적로요처賊路要處에 화기와 기계 

등을 충분히 비어備禦케 한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별다른 

변란을 일으키지 않고 종식하였으며, 뒤이어 약 20여 년간은 평온

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583년(선조 16) 1월에 이르러 경원의 번호들이 부성府

城을 함락시키고,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적호賊胡들이 경성과 동관

진을 포위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호란이 바

로 니탕개尼蕩介의 난이다. 당시 조선군은 온성부사 신립申砬의 분

전과 승자총통勝字銃筒이라는 휴대용 화기의 위력에 힘입어 적을 

토벌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군은 승자총통으로 철환을 비 쏟아지듯 난사함으로서 

적을 패주시켰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야인들은 화기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수광의 『지봉유설芝

峰類說』에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기존의 화기도 어호禦胡에 있어

서 절대적인 위력을 갖고 있었는데, 신립은 이에 더하여 새로 창안

된 승자총통을 이용하였으니 그 효과는 매우 컸을 것이다.

승자총통은 니탕개의 난 이전에 전라·경상병사를 지낸 김지

金墀가 개발한 화기로, 한 번에 철환 15개와 피령목전皮翎木箭을 발

사하며, 사거리가 600보에 달하였다. 이에 같은 해 6월, 승자총통

을 개발한 김지를 증직贈職함과 아울러 그 자손을 녹용錄用하였고, 

1587년(선조 20) 10월에는 병조판서에 추증하였다. 기록상에 고故 

병사兵使라고 한 것으로 보아 김지는 증직 당시에는 생존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승자총통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자가 생

존할 때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여러 포상 조

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 북방의 일은 그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한 것과 같이 전란을 계기로 그 성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지의 행적이라든지 승자총통을 창제하기에 이르는 경과에 대

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선조 8년까지 전라좌병사로 있

었고, 동왕 11년 4월에는 경상병사로 있다가 병으로 신임 병사 곽

영郭嶸이 부임하기도 전에 떠났는데, 그 동안에 군졸들이 우후虞

侯에게 반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김지는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승자총통의 개발은 여러 정황을 살

펴 볼 때 1578년(선조 11)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록상의 추정 이외에도 실물상으로도 1581년(선조 14)까

지는 승자총통이 주조되어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 사실은 현재 만

력 신사명萬曆 辛巳銘(1581년, 선조 14) 승자총통이 현존하기 때문이

다. 또 1577년에 제작된 ‘소승자총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개발

연대는 더욱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승자총통은 니탕개의 난 이후 상당수가 주조되어 북쪽 제

진諸鎭에 배치되었다. 『화기도감의궤』에 의하면 승자총통은 처음

에는 주철로 만들어졌으므로 쉽게 숙파熟破되어 간혹 인명을 손

상케 하는 일도 있었으나 1615년(광해군 7) 이후 정철 사용과 철

약실과 손잡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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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조성鐵穴照星(가늠자) 등 조총의 제법을 많이 도입하게 되어서는 

조총에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기利器로 발달하였다고 한다. 

또 유성룡이 승자총통에는 대중소가 있다고 하였고, 『신기비결』

에도 대승통·차승통·소승통이 보이며, 『화기도감의궤』에도 소

승자총통, 『화포식언해』에 승자총통·차승자총통·소승자총통이 

보이고 있다.

승자총통 계열 화기의 일반적인 형태나 성능을 살펴보면, 승자

총통은 화약 1냥을 사용하여 한번에 철환鐵丸 15개를 발사하고, 또

한 철환 대신 피령목전皮翎木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거리는 600

보였다. 차승자총통은 승자총통보다 구경은 작고 총신이 긴 총통

으로 『화포식언해』에는 화약 5돈을 사용하고 철환 5개를 발사한

다. 소승자총통은 기존의 승자총통과는 다른 형태로, 가늠자와 가

늠쇠가 부착되어 있고 조총처럼 개머리판이 형성되어 있어 어깨

에 견착한 상태에서 조준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승자총통이 사격

이 용이하게끔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자총통 계열의 화기는 주로 육상에서 쓰이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장전과 휴대에 간편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세

종대에는 세총통·세형포·소형포 등이 개발되었고, 이어 성종 이

후에는 주자와 측자총통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소형 화기들이다. 

그러나 이들 화기는 너무 작아 그 성능이 약하였는데, 승자총통은 

그것들보다 성능이 강화된 것이었던 것이다.

이후 1587년(선조 20) 2월에는 여진족들이 녹둔도를 공격해옴

에 따라 이순신李舜臣이 이를 방어하였고, 다음해 1월에는 북병사 

이일李鎰이 도강하여 시전부락을 정토하기도 하였는데, 이 승자총

통은 이일이 여진을 정벌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승자총통은 점차 진화를 거듭하여 차승자총통次勝字銃筒, 

소승자총통小勝字銃筒, 중승자총통中勝字銃筒, 대승자총통大勝字銃筒, 

별승자총통別勝字銃筒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 승자총

통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소형 화기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보면 1592년 6월 2일

에 벌어진 해전에서 대승자총통과 중승자총통을 사용했다는 기록

이 있다. 또한 전남 여천시 백도 앞바다에서 승자총통, 소승자총

통, 별승자총통 등이 다량으로 인양된 적이 있다. 이런 점으로 미

루어볼 때 당시 조선 수군들이 승자총통 계열의 화기를 많이 사용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중기에 승자총통이 많이 사용된 것은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조선중기의 승자총통과 조선전기의 소형 총통의 결정

적인 차이점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부 구조에 있다. 조선초기의 

소형 화기는 기본적으로 격목형 총통인데 반해, 승자총통은 격목

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토격형 총통이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이

후 조선중기에 등장한 소형 화기는 화살을 발사할 때는 격목을 사

용하고, 철환을 발사할 때는 토격을 사용했다. 그러나 승자총통은 

격목을 사용하지 않고, 토격(흙)만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한 순수한 

토격형 화기총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승자총통은 화살보다는 

철환(3~15개)을 주로 사용하는 최초의 총통이라는 것이 가장 중

요한 특징이자 장점이었다. 소형 화기의 경우 화살보다는 철환을 

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승자

총통조」에 따르면 중약선中藥線 3치, 화약 1냥, 토격土隔 6푼을 사

용하며, 철환 15개 또는 피령목전皮翎木箭을 발사하는데, 사거리가 

600보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승자총통은 손잡이에 음각으로 제조연대와 무게, 장인匠人의 

이름이 새겨 있는데, “만력기묘사월일조 승자칠근육량 장부가(萬

歷己卯四月日造 勝字七斤六兩 匠扶加)”라고 하여 1579년(선조 12) 장인 

부가에 의해 제작된 화기이다. 형태는 통신筒身·약실藥室·손잡

이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통신은 화살이나 탄환을 장전하게 하

는 부분으로, 내부는 원통이며 외형은 대(竹)마디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대마디는 8~9cm 간격으로 6개가 약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약실쪽의 3마디의 간격을 총구쪽보다 좁힌 것은 화약의 폭발 위력

을 염려하여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약실은 그 깊

이가 약 12cm 정도로 후부의 중앙에는 선혈線穴이 약실을 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약실 뒤로는 자루가 달리는데 여기에는 역시 나

무로 된 손잡이가 끼워지기 때문에 멈치 못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손잡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특히 이 손잡이는 적과의 백병전이 

벌어지는 경우에 화약과 탄환이 없다 하더라도 철퇴 내지는 곤봉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들 승자총통의 실물 유물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현재 국

내에는 비슷한 시기의 승자총통 70여 자루가 전해지고, 해외에

도 10여 자루 이상이 전해오고 있다. 이 총통은 승자총통 중에서

도 초기 작품으로, 조선시대 승자총통의 화기 발달 양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이라 하겠다. 제작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이기 때

문에 여진정벌이나 임진왜란·병자호란 때에 사용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조선군의 주력 무기로서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에 국난극복사에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체적인 형태에서도 별다른 

손상이 없이 보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약병기 

발달 과정의 이해와 국방과학기술 문화재 연구 사료로서 그 가치

가 높다. | 박재광 

This is a seungja chongtong gun made in 1579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1567–1608). The seungja 

chongtong is a small portable barrel gun, which is muzzle loaded and fired by igniting a fuse by hand. 

The portable firearm seungja chongtong was invented by Kim Ji, who served as the commander of the navy for 

the eastern Jeolla area and also as the commander of the navy of Gyeongsang-do Province, probably before 1578 

when Kim died. Given that there remains a soseungja chongtong—a derivative of the seungja chongtong—dated to 

1577, it is reasonable to date the development year of the seungja chongtong to before 1577. 

After its development, the seungja chongtong evolved into diverse types of portable firearms such as chaseungja 

chongtong, small seungja chongtong, medium seungja chongtong, large seungja chongtong, and byeolseungja 

chongtong. These small firearms for use on land were easy to load and carry, and therefore they were actively 

employed as a weapon of choice during the Imjin War. 

The popularity of use of the seungja chongtong in warfare is attributable to their advantages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small arms. The decisive advantage of the seungja chongtong is that their projectile was iron balls (three 

to 15) based on an earthen wad rather than arrows with a wooden wad like the small arm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Iron balls are a more effective projectile for small firearms than arrows.

The inscription on the handle gives the production date and the name of the craftsman: it was produced in 

1579 by Buga. This seungja chongtong is comprised of three sections: the barrel, the powder chamber, and the 

handle. The barrel, where projectiles are loaded, is cylindrical on the inside and has protruding ringed joints 

outside. The six joints are placed at intervals of 8–9 centimeters, and the three nearest the gunpowder chamber 

are rendered at more narrow intervals to prevent explosions while firing. There is a touchhole leading into the 

gunpowder chamber. The handle made after the gunpowder chamber bears an inscription where a nail hole was 

made for connecting the gun to a wooden rod to be stuck at the end of the handle when firing. In the case of 

hand-to-hand fighting, the handle enables a soldier to wield the gun like a mace or a club to inflict blows on 

enemies. 

This example was craft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seungja chongtong production, bearing testimony to the 

development of this type of firearms. Since it is dated to 1577, it is likely to have been used in warfare during the 

Imjin War and the Manchu Invasion of 1636–1637 and therefore contributed to serving the country in times 

of crisis. The good maintenance condition adds to its value as academic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country’s 

firearms history and as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Seu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648

Joseon (1579) / Bronze / 1 item
Length: 57.2cm (Barrel: 34.8cm) / Bore: 4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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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자총통
雙字銃筒
Ssangja Chongtong 
Gun

055 조선(1583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52.2cm, 병부 길이 6cm

총구 깊이 38.4cm, 총구 지름 1.7cm, 무게 4kg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599호

이 유물은 1583년(선조 16)에 제작된 쌍자총통으로, 나란히 붙

어있는 두 개의 총신銃身에 각각 작은 납탄알(小鉛子)을 3층으로 장

전하여 연속해서 여섯 번을 발사하는 전장유통식前裝有筒式 개인

화기다.

쌍자총통은 승자총통이 개량된 것이며, 두 개의 총구멍을 가

졌다고 해서 쌍안총雙眼銃이라고도 부른다.1 원래 승자총통은 선

조 때 김지金墀(?-?)가 처음으로 만든 휴대용 개인화기다.2 김지는 

1575년에 전라좌수사를 역임하고, 1578년(선조 11)에 경상병사로 

있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므로 승자총통은 늦어도 1578

년 이전에는 창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승자총통은 특히 북방 변경

에서 오랑캐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는데, 1583

년 니탕개의 난 때 함경도 온성부사로 있던 신립申砬(1546-1592)이 

승자총통을 이용하여 적을 크게 물리침으로써 당시 명장의 반열

에 올랐다.3 김지가 만든 승자총통은 대·중·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으며,4 작은 납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다. 승자총통은 한번 

발사하고 나서 다시 발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6회까지 연발사격이 가능한 새로운 승자

총통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곧 쌍자총통이다.

쌍자총통(쌍안총)이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603년에 편

찬된 『신기비결神器秘訣』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편찬된 화기관련 

문헌인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1615),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1635), 『융원필비戎垣必備』(1813) 등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승자총통류의 화기를 대신하여 

조선군의 주요 개인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쌍자총통

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조선후기까지도 화기의 일종으

로 일부 군진軍鎭에 잔존하였다.5 

『신기비결』의 쌍안총 기사에 의하면, 쌍자총통은 좌·우 총신

에 각각 3층으로 작은 납탄알 1개씩을 장전한 후, 6회에 걸쳐 차례

로 1발씩 발사하게 되어있다. 장전 방법은 먼저 좌총신의 맨 아래 

3층 심지 구멍에 도화선을 넣는다. 이어서 총구로부터 화약을 넣

고 덮개종이를 내린 다음 납탄알 1개를 넣고 흙으로 막은 후 힘껏 

다진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총신의 맨 아래 3층을 장전한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좌총신 2층, 우총신 2층, 좌총신 1층, 우

총신 1층 순서대로 장전한다. 발사할 때는 먼저 좌총신 1층의 화약 

심지(火繩)에 불을 붙여 발사하고, 이어서 우총신 1층의 화약 심지

에 불을 붙여 발사한다. 계속해서 좌총신 2층, 우총신 2층, 좌총신 

3층, 우총신 3층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차례로 발사한다.

쌍자총통은 발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즉, 발사

할 때 간혹 심지의 불길이 바람에 흩날려 다른 심지에 옮겨 붙게 

되어 두 층 혹은 6개 층 모두가 한꺼번에 발사되었던 것이다. 그래

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종이 조각으로 여섯 개 구멍의 

화약 심지를 각각 덮어 발라 두었다가 발사할 때는 그 심지의 종

이만 개방하였다. 안전에 관한 이러한 특별한 주의사항도 역시 

『신기비결』에 언급되어 있다.

이 쌍자총통은 전체길이 52.2cm, 병부柄部 길이 6cm, 총구 깊

이(筒長) 38.4cm, 총구 지름(口徑) 1.7cm이며, 무게 4kg의 청동으

로 주조되었다. 이 쌍자총통은 화약이 폭발할 때 총신의 파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대나무처럼 마디를 두어 강도를 높였는데, 총구 띠

손잡이 앞·뒷면의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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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마디수는 모두 3개이며, 총구 부위에 집중적으로 배치

되어 있다. 화약 심지 구멍은 좌·우 총신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

가 뚫려있다. 병부 곧 후미 손잡이 부위는 나무 자루를 끼우게 되

어 있고, 그 자루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못 구멍이 뚫려있으며, 병

부와 그 앞쪽의 총신 사이는 막혀 있다. 원통으로 된 병부의 표면

에는 돌아가면서 총통의 제원이 한자로 음각되어 있는데, 그 내용

은 “萬曆癸未八月日雙字五斤十二兩匠徐加每一穴線一寸半藥二戔

式丸二式(만력 계미 팔월 일 쌍자 오근십이냥 장 서가 매 일 혈선 일촌반 약

이전식 환이식)”이다. 이 명문을 통하여 1583년(만력 계미) 8월에 서

가라는 장인이 주조한 쌍자총통이며, 심지 구멍 1개당 1치 반 길

이의 도화선을 사용하고, 화약 2전戔, 탄환 2개를 장전했음을 알 

수 있다.

천자·지자총통 등 대형 화기가 남방 해상에서 적을 물리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면, 승자총통류는 북방 육상에서 적을 방어하

는데 주로 사용되었던 화기다. 이 쌍자총통은 승자총통의 단발사

격을 개량하여 6회까지 연발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개인화

기이며, 그 과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현존하는 쌍자총통 가

운데 그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문

화재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정진술 

1 韓孝純, 『神器秘訣』 雙眼銃條

2 『宣祖實錄』卷17, 16년(1583) 6월 11일(신유)

3 『火器都監儀軌』, 甲寅年(1614) 11월 25일 기사

4 『西厓集』卷16, 雜著, 記鳥銃製造事

5  1785년(건륭 50) 서북진병마첨사西北鎭兵馬僉使 윤빈尹鑌의 『해유서解

由書』(육사박물관 소장)에 쌍자총통雙字銃筒 2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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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sangja chongtong gun made in 1583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The ssangja chongtong is 

a portable gun comprised of two barrels jointed together that can be loaded from the muzzle with six lead 

projectiles, three in each barrel, and can consecutively fire each of the six bullets. 

The ssangja chongtong is an improved version of the seungja chongtong, also called “ssangan (double-hole) chong.” 

The seungja chongtong is an individual portable firearm invented by Kim Ji. Since Kim served as the commander 

of the navy of the eastern Jeolla area in 1575 and died of an illness in 1578 while holding the position of the 

commander of the navy of the Gyeongsang-do Province, it is estimated that the seungja chongtong was developed 

at some point before 1578. The seungja chongtong came in three different sizes—large, medium, and small—

and were loaded with lead projectiles. The seungja chongtong faced the shortcoming of the time it took to fire 

a second shoot after the first, so a firearm capable of shooting six bullets sequentially was invented, the ssangja 

chongtong.

The first written mention of ssangja chongtong occurs in the military tactics book Singi bigyeol compiled in 1603, 

but it is not mentioned in documentary records from subsequent periods. This is because jochong (arquebuses) 

replaced ssangja chongtong and other similar weapons as personal firearms. However, ssangja chongtong were not 

completely abandoned by the army and continued to be employed by some of Joseon military units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is ssangja chongtong has three projecting ringed joints on the double barrel—clustered around the muzzle—to 

enhance its strength and prevent the barrel from damage during the ignition of the charge. Six touchholes are 

made, three on each barrel. The handle is made in a such way that a wooden stick can be inserted when firing 

and has a nail hole to connect the gun to the stick. The space between the handle and the barrel is not through, 

but closed. An inscription can be seen on the surface of the handle, containing the specifications of the gun. The 

inscription tells that this ssangja chongtong was produced in August 1583 by the craftsman Seoga, that the length 

of fuse used for each touchhole was one and a half chi, and the the gun was loaded with two jeon of gunpowder 

and two bullets at a time. 

While large-sized firearms such as cheonja chongtong and jija chongtong were used to drive off enemies at sea in 

the southern section of the country, seungja chongtong and other seungja chongtong types were designed to fight 

against invaders on land in the northern ranges of the country. Capable of shooting six consecutive bullets, the 

ssangja chongtong carries a significant scientific value. This ssangja chongtong, in particular, is the oldest among 

the remaining firearms of type, retaining importance as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Ssa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599

Joseon (1583) / Bronze / 1 item
Length: 52.2cm (Barrel: 38.4cm, Handle: 6cm)
Bore: 1.7cm / Weight: 4kg
Dong-A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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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자총통
次勝字銃筒
Medium Seungja 
Chongtong Gun

056 조선(1588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56.8cm, 통신 길이 35.5cm, 총구 지름 2.5cm

국유(서울대학교 박물관)

보물 제855호

차승자총통은 조선중기에 사용된 승자총통을 개량한 개인용 

화기의 하나이다. 승자총통은 조선 선조 때 전라좌수사와 경상

병사를 지낸 김지金墀가 개발하였으며, 총구에서 화약과 실탄을 

장전하고 손으로 약선에 불씨를 점화, 발사하는 화기이다. 이 승

자총통은 1583년 니탕개尼湯介의 난 때 사용하여 반란을 진압하

는데 큰 몫을 하였다. 이후 승자총통은 점차 개량되어 소승자총

통小勝字銃筒, 중승자총통中勝字銃筒, 대승자총통大勝字銃筒, 별승자

총통別勝字銃筒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 승자총통 계열의 화기들의 특징은 첫째, 지화식指火式 화

기이고, 둘째, 대부분은 다수의 철환을 발사하며, 셋째, 죽절竹

節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준 사격보다는 일단의 밀집 

대형을 이룬 적에게 지향사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승자총통의 경우 기존의 승자총통을 개량 발전

시켜 총신의 앞뒤에 가늠자와 가늠쇠를 부착하였다. 따라서 조

준 사격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이나 여전히 지화식 화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들 화기는 최초 승자총통의 원형

으로부터 발전적으로 개량되고 있다. 즉, 사용되는 화약의 양이 

줄어들고, 구경이 작아지며, 총신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신기비결神器秘訣』(1603)에는 차승자총통의 경우에 화약 

4전, 화약선 길이 3촌, 소연자 2, 3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1635)에는 화약 5전, 화약선 길이 3촌, 철

환 5개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선조와 인조 때 사용된 차

승자총통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총통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차승자총통이며, “만력무자

육월일萬曆戊子六月日 차승오근팔량약칠전칠량次勝五斤八兩藥七戔七

兩 장희손匠希孫”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서 이 총

통이 1588년(선조 21)에 희손이라는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총통의 형태는 총구로부터 약실 부위에 이르기

까지 대나무와 같은 마디와 같은 죽절 6개가 형성되어 있고 화

약을 넣는 약실은 다른 곳보다 좀 더 도톰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약실 쪽에서 총구 쪽으로 4번째 마디 정도로부터 총신이 휘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서는 다소 논

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한 연구자는 승자총통의 사격훈련과 실전에서의 

사용한 경험을 반영하여 직선형 통신筒身을 곡선형으로 제작하여 

탄환의 추진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오늘날 개인화기의 일반적 방식

인 후장식後裝式 소총에서 활용되는 강선腔線의 원리를 적용한 것

약실과 손잡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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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했다.1 그는 결국 통신이 휜 것이 발사과정에서 화약의 힘을 

받아 탄환이 더욱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로 보았고, 

보물 제856호로 지정된 <소총통小銃筒>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는 단순히 화기의 

제작 및 보관 과정에서 휘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일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에서 이와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예가 있다. 그 총기는 곡선형 총신(Curved 

barrel)을 이용하여 BB탄을 사용하는 에어건에서 사용되는 호프 

업hop-up과 같은 효과를 주는 기술을 적용하여 탄도의 정확성 

및 사정거리의 증대, 탄도의 직선화 등의 성능개선을 이루었다

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과연 조선시대에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극히 일부이고, 이후 어떤 화기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거

나 발전시킨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

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여러 사례와 자료 검토를 통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 차승자총통은 전체적인 외형에 별다른 훼손 없이 현재까

지 보전되고 있고, 승자총통의 화기 발달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

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문화재 사료로 중요한 가

치를 지니고 있다. | 박재광 

1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동재, 2004

This is a medium seungja chongtong gun, a revised version of the seungja chongtong developed during the 

mid-Joseon period. Invented by Kim Ji, who served as the commander of the navy of the eastern Jeolla region 

and also as the commander of the navy of Gyeongsang-do Province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the 

seungja chongtong was a personal muzzle-loading firearm fired by hand-igniting the fuse. Seungja chongtong 

played a critical role in putting down the rebellion staged by the Jurchen defect Nitanggie in 1583. Afterwards, 

the seungja chongtong diversified into various derivatives such as the small seungja chongtong, medium seungja 

chongtong, large seungja chongtong, and byeolseungja chongtong. 

All the varieties of seungja chongtong are characterized by being ignited by hand, firing multiple iron balls, and 

being encased with multiple protruding ringed joints. Given these features, they may have been intended to 

be directed at a concentrated mass of enemies rather than at a particular target. There is an exception to this 

assumption. In the case of the small seungja chongtong, a fore sight and gun sight were added on the front and 

the back to enable a certain level of precision targeting, but with inherent disadvantages due to the method 

of ignition by hand. However, the variation in the derivatives of seungja chongtong demonstrates that it was 

advanced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gunpowder, shrink the bore, and lengthen the barrel. 

This is the only example of a medium seungja chongtong extant today and bears an inscription indicating that 

this hand-held firearm was made in 1588 by the craftsman Hui Son. There are six protruding ringed joints on 

the barrel, and the gunpowder chamber is thicker than the barrel. It is notable that the barrel curves starting 

from around the fourth joint from the gunpowder chamber. 

Maintained in good condition without major damage, this medium seungja chongtong vividly illustrat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seungja chongtong firearms, possessing value as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Medium Seu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855

Joseon (1588) / Bronze / 1 item 
Length: 56.8cm (Barrel: 35.5cm) 
Bore: 2.5c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손잡이 부분의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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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총통
細銃筒
Narrow Gun

057 조선초기

동합금제

1점

전체 길이 13.9cm, 총구 지름 0.9cm

총구 깊이 9.2cm, 무게 140g

국유(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보물 제854호

세총통은 제일 작은 휴대용 화기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졌다. 

청동제 총통으로 세전細箭, 차세전次細箭 등 작은 화살을 발사하는 

무기이다. 『화기도감의궤』에 의하면 사거리는 약 250m이다. 세종 

14년(1432)부터 만들었으나 사정거리가 짧아 존폐론이 대두되기

도 하였다. 그 뒤 1444년(세종 26) 이를 개량하여 1445년 3월에 

500보까지 나갔다.1 휴대와 발사가 모두 간편하여 어린이와 부녀

자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널리 사용되었으며,2 기병騎兵이 

여러 점을 소지하여 연속적으로 발사하기도 하였다. 당시 4군 6진 

개척의 북방 기마민족과의 기마전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였다.  

모양은 화약을 넣는 약실과 화기의 몸체인 총신 사이에 2개의 

마디 죽절을 두고 약실 부분을 약간 도톰하게 만들었다. 이는 약실

에서의 폭발에 의해 파쇄됨을 막기 위해서이고 마디에는 격목이 

들어가는 지점이며 동시에 손잡이인 집게 형태의 철흠자를 총신 

중간마디에 끼워서 발사한다. 조선전기에 개발된 대부분의 개인 

화기는 병부柄部라고 불린 손잡이 부분에 나무자루를 끼워서 이를 

오늘날의 개머리판처럼 손으로 잡거나 옆구리에 끼고 사격하였다. 

그런데 세총통은 너무 작아서 나무가 부러지고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부 부분이 유명무실하여 만들지 않았고 약실에서 마무리

가 되었다. ‘철흠자鐵欠子’로 총통을 집어서 발사하는 모양이 흡사 

오늘날 권총을 쏘는 손 모양과 같다. 약실에 일정량의 화약을 넣고

서 화약의 힘을 온전히 화살로 전달하기 위한 격목을 박고 세전細

箭3이라 불린 작은 화살을 총신에 장전한 후에 약실과 총신 사이

의 격목통 부분을 철흠자로 고정하고 목표물을 향하여 사격했다.4

세종대의 무기 개발은 대형 화포는 남쪽의 대왜對倭와, 소형 개

인 화기는 북방의 영토 개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북방지

역은 산이 많고 험하여 삼림이 우거져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

화기는 작전 수행 운용에 지장이 많았다. 따라서 대형 화포는 왜

구를 상대하는 함재포로 사용하고 북방 여진족에 대한 원활한 작

전수행을 위해서 개인 화기로서 화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절실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무기가 바로 세총통이었다. 

총구 부분 총신의 명문 부분 손잡이 부분

〈그림 3〉 복원된 세총통과 철흠자, 세전(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5〈그림 2〉 『국조오례서례』〈그림 1〉 『세종실록』 「병기도설」 

철흠자
세전세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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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1994, p.294 도표 참조

2 『세종실록』권77, 19년 6월 27일 乙酉 

3  세전이란 화살이 가늘고 작은 것을 말하며 세전, 차세전, 중전, 차중전 

등 화살이 있다. 육군박물관, 『한국의 활과 화살』, 1994 참조

4  『세종실록』 「병기도설」, 『국조오례서례』 군례조

5 육군박물관, 『한국의 활과 화살』, 1994, p.87 

6  상게서, 편전은 애기살이라 하여 기존 화살보다 훨씬 적은 화살로서 통

아란 거치대를 통해서만 발사할 수 있으며 기존 화살보다 적은 중량으

로 사거리가 배나 길면서 적이 주워서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고

유의 전투 주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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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e chongtong, or a narrow gun. The se chongtong was invented in 1432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s the smallest form of firearm and fires small arrows such as sejeon or cha sejeon. According to Hwagi dogam 

uigwe (Protocol for the Office of Firearms), the se chongtong had an effective range of about 250 meters. This short 

range sparked arguments over abolishing this gun, but capacity improvement efforts eventually resulted in 

achieving a 500-pace shooting range in March 1445. Easy to carry and load, even children and women used se 

chongtong and infantry soldiers carried multiple numbers of them to fire in successi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large cannons were mounted on warships to fight Japanese pirates, but the 

development of smaller and lighter firearms was desperately required for staging military campaigns against 

the Jurchen people encroaching on Joseon’s borders from the north. One new firearm that was born out of 

this desire was the se chongtong, which was only 14 centimeters long and had a caliber of 0.9 centimeters-, the 

smallest weapon even by the world’s standard of the time. Equipped with several se chongtong, Joseon’s army 

eked out consecutive victories in conflicts with the Jurchen. 

This narrow gun has two protruding ringed joints between the barrel and the gunpowder chamber, which is 

thicker that the barrel. The two joints were intended to enhance strength during combustion in the gunpowder 

chamber. The area is also where a wooden wad was located and where pincers could be tucked when firing. 

Personal firearm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made in such a way that they had a wooden handle for 

being held by hand or tucked in the side when firing. However, a se chongtong was so small that a firing handle 

could not function properly, so it came with no handle. A se chongtong was fired supported by pincers, which 

appeared more like the firing of a modern-day pistol. A determined amount of gunpowder filled in gunpowder 

chamber, which was tamped with a wooden wad. A small arrow called a sejeon was loaded in the barrel and it 

was supported by pincers at a spot marked with ringed joints and the arrow was fired at the designated target. 

Among personal firearms from the Joseon period, the se chongtong is by far the most creative invention in terms 

of crafting skills. This narrow gun has been maintained without damage and exemplifies this small form of 

personal firearm created during Joseon.

Narrow Gun

Treasure No.854

Joseon (early period) / Copper alloy /1 item
Length: 13.9cm (Barrel: 9.2cm) / Bore: 0.9cm / Weight: 140g
Korea Army Museum

작다는 느낌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총신 길이가 14cm에 구경이 

0.9cm에 불과할 정도로 당대 세계사적으로도 초소형 화기이다. 

이 초소형 비밀병기를 일인당 여러 정씩 소지한 조선군은 여진족에 

대항하여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자체 크기에 비해 위력이 컸고 

미리 장전해 놓은 덕분에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여진족에게 공

포의 무기로 인식됐다. 세종 15년(1433)에 북방 국경을 침탈하던 

여진족 정벌을 앞두고 조선 왕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투용 개

인화기의 경량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개인화기는 일단 휴대가 간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

기의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게가 많이 나

갈 경우에 휴대가 불편하고 발사 시에도 겨드랑이와 손목에 상당

한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길 경우에 활이나 창과 

같은 다른 휴대무기로 인해 쉽고 빠른 사격을 어렵게 만든다. 세총

통이야말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부터 편전과 통아로서6 실전에 사용한 

작은 화살, 즉 애기살이라는 무기가 이미 있었고 이것을 화약의 힘

으로 활에서 총통으로 바꾸어 쏘아본 것이다. 

조선중기의 월자총통月字銃筒도 이와 제원이 같은 화기이다. 중

기 이후 총통의 이름을 부여할 때 크기에 따라서 천자문의 자호를 

따서 이름을 명명하였는데 영자총통盈子銃筒은 뒷 세대인 세조대

에 만들어진 신제총통新制銃筒과 크기가 같고 월자총통月子銃筒은 

세총통과 크기가 같은 것을 보아 세종 때에 화기개수 시 모두 파

쇠해 버린 것이 아니라 성종 이후까지 존재하여 크기나 시대에 따

라 천자문의 자호를 재부여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개인 화기들 중에서 세총통이야말로 제작기술상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화기로 평가할 수가 있다. 이 총통은 아무런 흠

집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능숙한 공정기법으로 주조된 우리

나라 유일의 최소형 총통에 속하는 문화재이다. | 김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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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소총통
小銃筒
Small Gun

058 조선(1591년)

동합금제

1점

전체 길이 75.5cm, 포구 깊이 64.2cm

총구 지름 16cm, 무게 3kg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56호

이 소총통은 조선전기에 사용된 개인용 휴대화기의 일종이며, 

손으로 화선에 불을 붙여 화약실을 폭발하여 통신쪽으로 탄환을 

밀어내는, 즉 지화식指火式 총통銃筒으로서의 마지막 단계인 승자

계 총통 중 별승자총통別勝字銃筒과 같은 제원이다. 별승자총통을 

소총통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한 것 같다. 승자계의 총통을 정

리하여 소총통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손잡이 부분의 명문

<표 1> 임진왜란 당시 승자총통과 소총통의 비교1

명칭
길이(cm)
(현존유물)

총구지름 (mm)
발사물

(화포식 언해)
특징

승자총통 55~57 18~32 화약 1량, 철환 15개, 중탄환 8개, 소탄환 10개, 피령목전 사거리 600보

차승자총통 56.8 16 화약 5돈, 철환 5개 통신 끝 휘어짐

대승자총통 94 32 화약 6전, 소연자 3~4개 거금 부착

중승자총통 71.1 15 화약실 2개

소승자총통 55~58.6 13~20 화약 3돈, 철환 3개 가늠자, 가늠쇠 부착, 거치대 장착 구조 

쌍승자총통 52.2~54.7 15~17 화약 2전씩, 철환 2개씩 6연발 쌍안총

별승자총통 73.5~76.2 15~19 철환 4개 긴 통신 길이, 작은 구경

소총통 76.2 16 별승자총통과 동일, 철환 4개 현존 유물 명칭 사용, 통신 휘어짐

조선전기 개인화기로서 외형으로는 통신이 가장 길면서 구경

이 작고, 병부에는 제작연도, 명칭, 중량, 화약량, 장인 등의 명문

이 다음과 같이 음각되어 있다. “萬曆 十九年 十月日 小銃筒 重

五斤 火藥三箋 匠人金” 즉, 만력 19년인 선조 24년(1591) 10월에 

주조하였고, 이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6개월 전이다. 무게가 5근

이며 한번 발사에 들어가는 화약은 3전으로, 만든 이는 김가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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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군기시터 유적』, 2011, p.606

2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청계천사업 시, 오수간에서 팔각 별조총통이 

휘어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를 장기간의 환경에 의한 굴곡으로 판단

하였다.

3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p.50

4  이강칠·김성혜, 「연안김씨묘 출토 승자총통」, 『연안김씨묘 출토복식 양

평출토 홍몽남 배위』, 경기도박물관, 2005, p.135, 지화식 총통의 내부구

조 3단계 발달 참조

5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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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o chongtong, or small gun. One of the personal firearm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so chongtong 

has the same specifications as the byeolseongja chongtong, a variety of seungja chongtong, which was fired through 

ignition by hand. It is assumed that “so chongtong” is simply another name referring to byeolseungja chongtong. 

This small gun has a long barrel and a small bore and bears an inscription on the handle indicating its 

production date, name and weight, the required amount of gunpowder, and the craftsman’s name. According to 

the engraving, it was crafted in October 1591, just six months before the eruption of the Imjin War; it weighs 

5 geun and requires 3 jeon of gunpowder per firing; it was made by a craftsman surnamed Kim. This shows the 

common practice from the time of requiring gunmakers to specify on their guns the weight of the weapon, the 

amount of gunpowder required and their names. 

To enhance its strength and to prevent possible damage while firing, seven ringed joints are formed on the barrel 

in a simple manner, a typical practice with firearms of the 16th century. 

This gun is characterized by a slight curve of the long barrel, an innovation enabling fired projectiles to travel 

further. This curve indicates that this gun was an advanced form of chaseungja chongtong or byeolseungja chongtong. 

To fire a so chongtong, a long wooden stick was inserted into the handle and then set in a launch pad. A groove 

for a nail to affix the wooden stick was made in the handle, a feature also found in a chaseungja chongtong 

recently excavated from a Joseon military base. Next, a fuse was inserted into a touchhole, and gunpowder was 

inserted from the mouth, which was tamped with earth. After loading the bullets, the fuse was lit, gunpowder 

ignited, and the projectiles were fired. So chongtong used earth, rather than a wooden tamp, as a wad, and were 

loaded with four iron bullets. 

There was a possibility for iron bullets to damage the long barrel when they passed through it.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ringed joints were made along the barrel. Iron bullets were also coated with lead, which is 

softer than iron.  

This small gun had been maintained in the artifact storage of Changdeokgung Palace and is therefore in a good 

condition and undamaged.

Small Gun

Treasure No.856

Joseon (1591) / Copper alloy / 1 item
Length: 75.5cm (Barrel: 64.2cm) / Bore: 16cm / Weight: 3kg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가진 자임을 알려주고 있다. 당시 화약무기에는 무게와 화약량을 

정확히 쓰도록 하였는데, 무기를 만든 자의 실명을 적었던 당시의 

관례를 엿볼 수 있다.

발사과정에서 탄환에 의한 마찰의 힘으로 통신이 파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간 덧띠인 죽절竹節이 7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모양이 간단하게 조성되어 있어 외형으로 보아도 16세기의 

전형적 총통이다.  

이 총통의 특징으로는 긴 통신에는 약간 굴곡을 이루며 휘어

져 있는데, 인위적으로 발사과정에서 탄환이 장거리에 미칠 수 있

도록 개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굴곡은 매장품이 아니고 전존傳

存품으로서, 환경이나 압력에 의해 굴곡진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승자계 총통의 발전인 차승자총통次勝子銃筒이나 별승자

총통에서 제조기술이 합하여 발전된 화기火器로 여겨진다. 차승자

총통의 경우는 별승자총통보다는 통신筒身이 짧고 끝부분만이 휘

어져 있고, 별승자총통은 전체길이가 차승자총통에 비해 길지만 

통신 자체는 휘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총통은 별승자총통처

럼 길면서 통신 자체를 휘게 함으로써 발사과정에서 탄환이 압력

을 받아 장거리에 미치도록 하여 현재의 후장식後裝式 소총小銃의 

강선腔線 역할役割로 만들어졌다.2 한효순韓孝純의 『신기비결神器秘

訣』이나 박종경朴宗慶의 『융원필비戎垣必備』에 “총신이 길고 곧아

야 화기火氣가 새지 않고 탄환이 명중한다”고 하였는데, 그 성능을 

개발하고자 한 흔적을 이 유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3

장전의 방법은 병부에 긴 나무 막대를 끼워 45도의 각도로 거

치대에 설치한다. 병부에는 막대와 연결된 후 폭발 시 병부와 나

무막대가 분리되지 않도록 목을 박는 못 구멍이 하나 있는데, 

최근 군기시터에서 발굴된 차승자총통에도 보인다. 견고히 손잡

이와 나무막대를 연결한 후에 약실에 혈선을 꽂고 총구를 통해 

화약을 넣어 다진 후 찰흙으로 눌러서 탄환을 장전하여 혈선에 불

을 붙인다. 타들어가는 불씨가 약실의 화약을 폭발하여 분사하

면서 총구 쪽으로 탄환을 밀어낸다. 총통의 내부구조는 지화식 

총통의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토격형土鬲形 총통銃筒으로4 화약을 

다져서 넣은 후에 격목을 넣지 않고 흙으로 다져서 화살이 아닌 

철탄환 4개를 넣고 사격을 하였다. 

이때 사용한 철탄환은 긴 총신을 거치면서 마찰에 의해 파열

시킬 수 있어서 중간에 띠를 묶어준 것이며, 탄환에도 철에 납을 

입힌 연의환鉛依丸이나 연환을 발사하고 발사 시 무른 성질의 납이 

깎여 총신의 파열을 막았다. 

원래 이 소총통은 창덕궁 유물고에 잘 보관된 탓으로 보존상

태가 매우 좋고 상흔이 없다. 1963년부터 육군박물관에 장기 대

여하고 있다가 2010년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다시 반환하였다. 

또 다른 소총통은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품 한 점이 있다. 이 

총통은 1592년 3월에 장인 이말알李末叱이 만들었다고 명문이 있

으며, 휨이 없고 곧은 총신이다.5 이를 보아 총신의 휨은 여러 각

도로 연구해야 할 사안이다. | 김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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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총
三眼銃
Three Barreled Gun

059 조선(1593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38.2cm, 통신 길이 26cm 

손잡이 길이 12.2cm, 총구 지름 1.3cm

국유(국립경주박물관)

보물 제884호

삼안총은 기본적으로 불씨를 손으로 점화해서 탄환을 발사하

는 지화식指火式 화기의 일종이지만, 하나의 총신에 세 개의 총구

멍 또는 세 개의 총신이 하나의 손잡이(柄部)에 묶여져 있는 독특

한 형식의 화기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삼안총三眼銃’, 

‘삼혈총三穴銃’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 보통 인마人馬 살상

을 주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전투・훈련 시에는 소리를 이용한 신

호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삼안총은 원래 중국에서 사용해 온 화기로 임진왜란 중에 중국

으로부터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중국의 삼안총에 대해서는 중국

의 『대명회전大明會典』(1587), 『신기보神器譜』(1597) 등의 문헌에 나

타나는데, 대체로 16세기 전후에 개발된 화기로 북방지역에서 기

병용 무기로 기마전騎馬戰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조

선 최대의 전란이었던 임진왜란 때에 전해졌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은 일본군의 조총을 이용한 보병전술에 맥

없이 무너졌다. 초기 전투의 경험을 토대로 피아彼我 화기의 성능

상의 우열과 전술상의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조선은 국

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명나라의 선진화기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명나라 군은 대장

군大將軍・불랑기佛狼機・멸로포滅虜砲・호준포虎蹲砲・백자총百子

銃・삼안총三眼銃・쾌창快槍・조총鳥銃 등 다양한 화기를 장비하고 

있었고, 명나라 군은 이들 화기를 활용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

는 평양성탈환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명나라 

군으로부터 삼안총・호준포・백자총통・불랑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선에서 삼안총을 언제부터 제조했느냐 하는 점은 기록이 명

확치 않으나 1593년경부터인 것 같다. 이는 『선조실록』 1593년 

12월 2일조에 비변사가 장계를 통해서 삼안총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비변사는 “전투에 가장 필요한 화

기가 조총이고, 그 다음이 삼혈총이다” 하면서 조총 제조는 제작 

공정상 지극히 어려워 숙련된 장인이 아니면 완성품을 얻기가 어

렵지만 삼혈총三穴銃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병사

들에게 철물을 이용하여 삼혈총을 제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유물도 있는 것으로 보아 1593

년 12월경에 이미 삼안총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손잡이 부분의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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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후에도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훈련도감訓練都監 군

사들이 부족한 조총 대신에 삼안총・승자총통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는 기사나 조정에서 중앙에서의 화기 제조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지방에서 조총・삼안총 제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기

사가 실록과 문집에 보인다.1 당시 전쟁이 한창 중이던 조선의 입

장에서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조총이었다. 그

러나 조총의 경우에도 장전 및 발사과정이 간단하지 않아 일정한 

시간 안에 사격할 수 있는 횟수가 활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또한 

기병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여러 개의 총신을 하나로 묶어 놓

아 연발 사격이 가능하게 한 다관식 연발총을 제작한 것이다. 특

히 일본군에 조총 전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총의 공급이 절대

적으로 필요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총보다 위력

은 떨어지지만 제조가 용이한 삼안총을 많이 활용했던 것이다. 삼

안총은 이후 구한말까지 널리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1808년에 발간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기록된 각 군영의 무기 재

고상태를 보면 훈련도감에 153점, 어영청에 60점의 삼안총이 장

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안총은 당시의 일반 총들과는 다른 연발총 개념

이 적용된 화기로써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먼저 삼

안총은 기존의 총들과는 다른 다관식多管式 화기이다. 기존의 총통

들은 모두 하나의 총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약과 발사물(화살 내

지는 탄환)을 총구 쪽에서 장전한 다음 심지에 불을 직접 점화하여 

발사하게 되는데, 재장전 후의 발사과정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야 하였다. 총통을 한 번 발사한 후 두 번째로 발사할 때까지는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격 속도가 극히 느릴 뿐만 아니라 일단 

발사한 후 재장전하는 동안 병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

태에 놓이게 되는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한 번에 

다량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 때에 ‘일발다전법一發多箭法’ 기술이 완성되

었던 것이다. 이후 발사물이 화살에서 탄환으로 대체되면서 이러

한 기술적 노력은 기존의 총신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삼안총이다.

두 번째는 중국제 삼안총과는 달리 조선의 삼안총은 발전된 형

태라는 점이다. 조선의 삼안총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동시에 주

조된 하나의 총신에 총구 세 개가 뚫어져 있는 형식이고, 또 하나

는 세 개의 총신을 각각 주조하여 횡으로 붙인 형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 개의 총신을 붙이되 그 외부에 죽절竹節을 부착하여 파

열되지 않도록 한 형식이다. 이런 삼안총 형태는 기본적으로 중국

제와 다르다. 원래 중국의 삼안총은 하나의 총열에 3개의 약실과 

심지구멍이 형성되어 있어 화약과 탄환을 3개 층으로 장전하였다

가 차례대로 불을 붙여 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화기는 

세 층으로 장전한 후 차례대로 불을 붙여 발사하지만 자칫 한꺼번

에 폭발하는 등 사용에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

선은 삼안총을 보다 안전하고 사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3

개의 총열을 가진 다관식 삼안총으로 개발하였던 것이다. 인조 때 

이서李曙가 지은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 의하면 총신마다 소약

선 3치, 화약 3돈, 토격土隔 2푼, 철환 1개라고 되어 있어, 총구 세 

개에 각각 철환 1개씩을 동시에 장전하고, 연속 내지는 동시에 3

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기술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삼안총은 중국

의 삼안총과는 달리 좀 더 간편한 제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안총이 지니는 세 번째 특징은 총신이 매우 짧고 가벼워 기병

용騎兵用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이다. 1605년 순변사 이시

언李時彦이 선조에게 “삼안총이 말 위에서 쓰기에 아주 좋으며 적

을 두렵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기병은 상대적으로 화

기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매번 장

전한 후 발사하는 방식의 화기보다는 한꺼번에 세 개의 총신에 장

전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연속 사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안총은 

기병 전술운용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였던 것이다. 즉 삼안총이 비

록 총열이 짧고 가늠쇠가 없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고 정확도도 떨

어지는 단점도 있으나 제작이 비교적 쉽고 말 위에서도 쉽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병용으로서 널리 사용되었고 또, 백병전을 펼

칠 때 화약이 떨어지게 되면 철퇴와 같은 타살무기로 활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구한말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무예교범서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마상재馬上才에도 바로 삼안총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마상재는 기

병들이 말 위에서 무기 사용과 몸 동작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무예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기록

이 보이는데, 한때 훈련도감의 관무재觀武才에서 봄・가을로 마상

재인을 선발하여 마군에 속하게 한 마상재군이 편성된 적도 있다. 

이처럼 마상재는 무예로 시작하여 실전에도 활용되어 기병들의 무

예로 자리 잡았다. 또 이런 마상재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국

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 점은 채용

신蔡龍臣이 그린 <대한제국 동가도>의 행렬 선두 기병이 삼안총을 

높이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나 통신사 일행 속의 기병이 삼안총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삼안총은 총신에 “만력 계사년 12월 제조, 무게 5근 7량, 매 

총구멍에 화약 6전 철환 2개, 장인 전신금(萬曆癸巳十二月日造 重五斤

七兩 每穴藥六錢 鐵丸二 匠全信金)”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 

이 삼안총은 계사년인 1593년 12월에 장인 전신금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이는 실록의 삼안총 제작 기록과 동일한 시기로서 

조선에서 삼안총의 최초 제작시기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

서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삼안총이 1593년 12월을 전후하여 

처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삼안총은 상당히 많은 수량이 전해오고 있는데, 대체로 구

경은 10~19mm이며, 전체 길이는 36.6~52.7cm 정도이다. 그 중

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바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이 삼안

총이다. 이 총통은 3개의 총신을 횡으로 연결한 것으로 병부柄部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명문이 확실히 명기된 

삼안총으로는 가장 오래된 국방과학기술문화재이다. 특히 임진왜

란을 계기로 하여 다양한 신무기가 개발되었는데 그 사실을 입증

해주는 문화재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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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aman chong, or a three-barreled gun. The saman chong is basically a hand-ignited firearm, but is 

distinguished by three barrels attached together to a single handle. This structural characteristic has led to a 

variety of names meaning a “triple-hole gun,” such as “saman chong” or “samhyeol chong.” Normally used to 

attack people or horses, saman chong were also fired as a means of signaling during battles or military training. 

The saman chong was brought from China during the course of the struggles of the Imjin War. Chinese saman 

chong are believed to have been developed around the 16th century and were used as a cavalry weapon in 

conflicts in the northern areas of China. 

There is no hard record on when Joseon began to produce three-barrel guns, but it is estimated to be from some 

point around 1593 based on a record for December 2, 1593, in Seonjo sillok (Annals of King Seonjo) noting that 

Bi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made the first mention of saman chong. Given the other weaponry artifacts 

extant in the present that were crafted in December 1593, the production of saman chong in known to have 

already occurred by that point. From its first production, the saman chong was widely produced and used until 

the final days of the Daehan Empire (1897–1910).  

Unlike other firearms of the time, the saman chong realized successive firings and were therefore marked b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featured multiple barrels. Joseon made endeavors to develop a technique for 

shooting a volley of projectiles at a time, and during the process arrows were replaced by slugs as projectiles for 

firearms. The saman chong was the embodiment of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the three-barrel gun was able 

to shoot several bullets in succession. 

Second, the saman chong of Joseon was an improved version of its Chinese counterpart. The former came in 

three types: one barrel with three holes, three separate barrels bound together horizontally, and three barrels tied 

together with ringed joints circling around the surface to prevent destruction during firing. These forms we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hinaese saman chong prototype. Joseon adopted the three-barrel gun from 

China and developed it into improved varieties. 

Third, the barrel was short and light as appropriate for use by mounted soldiers. That the gun was able to be 

loaded with three charges at a time and fire time in succession made it a useful weapon for cavalry. The relative 

ease of construction, convenience for use on horseback, and potential for use as a mace in a hand-to-hand 

combat all combined to make the saman chong a popular weapon among mounted soldiers until the end of the 

Daehan Empire. 

The inscription on the barrel indicates that this three-barreled gun was made in December 1593 by the craftsman 

Jeon Sin-geum, which corresponds with the production date of saman chong appearing in Seonjo sillok and 

therefore provides a clue for estimating the initial production date of the gun during the Joseon Dynasty. 

Among the many three-barrel guns extant at present, this one held at the National Gyeongju Museum is 

exceptional as the oldest with a clear inscription. Its value also stems from the fact that this gun serves as 

evidence of the development of new weapons during the course of the Imjin War. 

Three Barreled 
Gun

Treasure No.884

Joseon (1593) / Bronze / 1 item 
Length: 38.2cm (Barrel: 26cm, Handle: 12.2cm) / Bore: 1.3cm
National Gyeongju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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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

060 조선(1563년)

동합금제

3점

전체 길이 43.3-43.7cm, 포구 지름 9.5cm, 무게 45.3kg

국유(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보물 제861-1호

이 포는 조선중기 최초이자 유일한 후장식後裝式 화포인 불랑

기의 부속포인 자포子砲이며, 불랑기는 조선시대 지화식 화포로서 

마지막 포라고 할 수 있다. 이 자포는 대형불랑기의 자포인데 모

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불랑기의 대형은 주로 함재나 

공수성용이고, 중형은 군기동軍機動 작전용作戰用이며, 소형은 보

병과 기병이 휴대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1 모포와 자포가 함

께 발굴된 예가 거의 없으므로 이 자포의 모포는 대형으로 추측

이 되며 ‘지통地筒’이라는 이름으로 불랑기 5종 중 2호로 조심스

럽게 추측해본다. 

1982년 9월 11일 서울시 강서구 목동 칼산 지하철 매립장에서 

당산동에 거주하는 박종열씨가 발견한 이 불랑기자포 3점은 1호

선 전철가설 시 파내었던 흙더미에서 나온 것으로 명문은 확실하

나 정확한 출토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1983년도에 보물로 지정 후

에도 완벽한 정의가 어려웠는데, 2009년 서울 신청사 옛 군기시軍

器寺 자리에서 출토된 2점의 불랑기자포가 발견됨으로써 동일한 

제원과 명문으로 확정지을 수 있게 된 유물이다. 이후 보물지정번

호를 개정하여 제861-1호로 개칭하고 두 번째 발견된 것은 

제861-2호로 명명하였다.

명문은 3점에 각각 “嘉靖 癸亥 地筒重 七十八斤八兩 匠 朴命

長”, “嘉靖 癸亥 地筒重 七十八斤八兩 匠 長石”, “嘉靖 癸亥 地

筒重 七○○○○○匠 李末叱同”이다. 모두 가정嘉靖 계해년癸亥

年(1563년, 명종 18)에 제작된 지통地筒으로서 무게가 78근 8량(약 

45kg)이며 장인은 박명장朴命長, 장석長石, 이말똥李末叱同이라 씌어

져 있다. 말똥이는 발음대로 이두로 표기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설에는 우리나라에는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

시 구원병으로 참전한 명군明軍이 불랑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를 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2 그러나 이 유물의 명

문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불랑기의 도입 시기를 올릴 수 있었던 귀

중한 유물이다.

그 형태는 둥근 형태의 통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앞부분은 모

포의 통신에 끼워 맞춰질 수 있도록 턱이 져 테로 둘러있으며, 중

간에는 거금擧金(손잡이)이 반원모양으로 달려 있다. 선조대까지

는 거금이 이런 반원 형태로 있었으나3 1600년대에 와서는 거금

의 형태가 달라진다. 중국식 불랑기포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입구

인 멈치턱의 모양도 테가 아닌 윗부분만 설치하고 손잡이도 반원

이 아닌 넝쿨 모양의 기억자(ㄱ)형으로써 외형에 곡선의 미와 음

각으로 당초문 같은 연속성 문양도 모포에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점차 자・모포를 결합하였을 때 가늠자와 가

늠쇠를 설치하여 조준을 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4

15세기경에 서양에서 제작된 불랑기포는 1517년경에 포르투

갈 상선이 중국 광동에 와 처음으로 전래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이

를 모델로 많은 불랑기를 만들어 실전에 사용하였다. 영어로 도

자기는 차이나, 칠기는 재팬이라 부르듯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될 

때 독특하게 이기利器에 붙여준 국명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나 중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이 전해준 대포에 불랑기라는 이름

을 붙여주었다. 특히 당시 가장 신무기로서 후장식 포인 자모포子

母砲를 불랑기佛狼機라고 불렀는데, 이는 로마제국 멸망 이후 유럽

의 주역이었던 ‘프랑크’에서 따온 말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한자어에 ‘신랑 郞’자를 쓰거나 ‘이리 狼’자를 사용했

다. 또 자모포라고 하였던 것은 대형 총통 뒤 약실 부분에 작은 총

통을 끼워 넣어서 마치 어미(母)가 자식(子)을 잉태한 모양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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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대의 총통이 모두 전장식前裝式이였던데 비해 불랑기포

는 최초 후장식後裝式으로서 도량형의 개념이 들어가서 모포 1호

에는 자포 1호가, 모포 5호에는 자포 5호가 들어갔다. 활강통신滑

腔筒身의 역할인 모포 옆에는 3~9개의 자포가 준비되어 미리 화약

과 탄환을 장전하고 연속적으로 약실격인 복강에 끼워서 빠르게 

사격을 할 수 있는 시간차의 화기였다.5 이 자포를 사용함으로써 

장전이 편리함은 물론 사격속도가 크게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이

와 동시에 화포가 파열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명종대明宗代에 주조된 불랑기자포佛狼機子砲의 발굴은 결국 임

진왜란(1592년) 이전以前에도 불랑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사

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무기의 도입은 전쟁

을 통해서든 평시에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중에 

거북선이나 판옥선에 천・지・현・황자화포와 함께 불랑기를 장

착하였는데6 선조 29년(1596)에는 한양과 지방의 황해도 은율에서

도 제조한 기록이 보이며 선조 30년 유성룡의 장계에 보면 독성禿

城에 불랑기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고 정유재란丁酉再亂 때는 수성

용으로 불랑기를 배치하였던 것 같다.7 17세기 초에 『화기도감의

궤』에 불랑기 도설이 실려 있다. 이때는 이미 불랑기 4호로 50위

가 있는데 자포는 5문씩 250문으로 만들어졌다.

애석하게도 이 자포의 모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를 불랑기 

자포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신 가운데 손잡이가 있고, 입구 부분

이 모포에 결합하여 발사 시 강한 압력에 의해 튀어나갈 수 없도

록 멈춤장치의 턱이 있으며, 또한 뒷부분에도 모포와 자포를 고정

해주는 빗장대를 설치하기 위한 돌출쇠가 있기 때문이다. “지통地

筒”이라는 명문 때문에 불랑기자포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성급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총통의 이름이 려말선초기에는 크기 

순으로 일・이・삼총통으로 명명하다가 천자문의 자호를 빌어 크

기나 제작시기에 따라 천・지・현・황자총통의 대형화포로부터 

일・월・영・측자총통의 소형총통까지 현존하고 있으므로 크게 

무리는 없다.

유물로서 현존하는 불랑기는 크기에 따라 5호까지 있다. 호수

는 크기에 반비례한다. 모포나 자포가 크면 위력은 세지만 중량

이 무거우면 전장에서 운용이 어려우므로 호수가 높아질수록 후

대에 만든 것이며 소형화・경량화 되어 왔다. 포에 가늠자와 가

늠쇠를 부착해 조준하거나, 포이砲耳를 만들어 포가砲架에 설치하

여 이동과 방향을 조절하고, 땅에 고정쇠를 박아 반동을 줄이는 

등 성능을 개량하며 신미・병인양요가 일어난 19세기까지 사용됐

으니 화승총과 공존하면서 약 500년간 존속한 최장수 무기라 할 

수 있다. | 김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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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e the “child cannons” (mug-shaped chambers) that formed part of a bullanggi (a breech-loading swivel gun). 

The bullanggi is the first, and also the last, breech-loading cannon, which was ignited by hand. These chambers were 

child cannons of a “mother cannon,” but the mother has not been discovered. In China, breech-loading swivel guns 

came in three sizes—large, medium, and small; large ones were carried on warships and for attacking fortifications, 

medium for military maneuvers, and small were carried by infantry and cavalry soldiers. The mother cannon for these 

child cannons are assumed to have been categorized as large, and the inscription bearing “Jitong” suggests that the 

bullanggi of which these chambers were part would have belonged to the second out of the five types ob bullanggi. 

The breech-loading swivel gun was originally invented in the West around the 15th century and brought into China 

when a Portuguese commercial vessel landed in Guangdong Province in 1517. After that, breech-loading swivel guns 

were produced and actually employed in conflicts in both China and Korea. In Korea, the breech-loading swivel gun 

consisting of a mother and child cannons was called a “bullanggi,” derived from the Korean pronunci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meaning “Frank” in reference to the Frankish Empire, a leading power in Europe in the centuries 

following the demise of the Roman Empire. The analogy of a mother-child relationship was made for the breech-loading 

gun body and projectile-containing chambers based on the fact that the gun body loaded with a chamber looked similar 

to a mother heavy with a child. 

The inscriptions on the chambers indicate that they are “Jitong” respectively made in 1563 by Park Myeong-jang, Jang 

Seok, and Lee Mal-ttong, and each of them weighs about 45 kilograms.

The conventional notion in academic circle has been that breech-loading swivel guns were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1592 during the Imjin War: it has been believed that Korea encountered the breech-loading swivel guns used by soldiers 

of Ming China in 1592 and produced their own thereafter. The inscriptions on these chambers, however, serves as 

evidence to date the use of breech-loading swivel guns to before what had been previously assumed. 

This child cannon is cylindrical in shape and has a rim on the front so that it can be tugged into the mother cannon. 

There is also a semicircular handle attached. The shape of handles were maintained semicircular as the one on the 

child cannon here until the reign of King Seonjo, but shifted to a different shape from the 1600s seemingly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breech-loading swivel guns. Handles were made in a “ㄱ” shape and also engraved with decorative 

patterns including a arabesque design. Changes also were made to the functions: the guns were equipped with a gun 

sight and a fore sight to improve the aiming at targets.  

The extant bullanggi are categorized five types depending on the size, with Type 5, the smallest, made in later periods. 

Larger sizes of mother and child cannons enables enhanced firepower but also renders it difficult to handle them 

in conditions of warfare; therefore, bullanggi were advanced in such a way that the size and weight became smaller 

and lighter. Bullanggi underwent a continual process of improvement including the addition of sights, a pedestal was 

invented for facilitating its transfer and adjustment, and they were fixed to the ground to reduce impact from firing. 

Bullanggi were also used in the 19th century in response to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1866) and the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 (1871), giving this long-lived firearm service to the country of roughly 500 years. 

Bullanggi Japo 
Cannon

Treasure No.861-1

Joseon (1563) / Copper alloy / 3 items
Length: 43.3-43.7cm / Bore: 9.5cm / Weight: 45.3kg
Korea Arm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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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

061 조선(1563년)

동합금제

1점

전체 길이 43.5cm , 통 길이 36.3cm

입지름 9.6cm, 중량 45.3kg, 두께 1.2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861-2호

이 불랑기자포는 원통형의 포신 위쪽에 거금擧金(손잡이)이 반

원형으로 달려서 손으로 들고 모포 복강에 끼웠다 뺐다 할 수 있

게 하고 손잡이 후면에 화선구멍(선혈線穴)이 있으며 앞쪽 포구에

는 모포母砲의 포신에 걸리도록 앞부분에 1단의 멈춤 장치의 턱을 

테로 둘러 돌출하였다. 뒤쪽에는 사격 시 반동으로 튀어나오는 것

을 막기 위해 고정 역할의 빗장대를 설치하기 위한 돌출쇠가 있다. 

포신 표면에 17자의 한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발굴 후 간단한 보

존처리로 해독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물 제861-1호의 <불랑기자

포>와 장인 이름만 다를 뿐 명문 배열이나 서체가 동일하게 시문

되어 같은 모포의 자포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불랑기의 구성을 보면, 발사틀의 역할을 하는 모포복부母砲腹

部에 장방형長方形의 구멍을 뚫은 활강포신滑腔砲身을 갖춘 모포와 

실탄實彈을 장전하고 모포복부에 삽입하여 발사하는, 원통형圓筒

形의 자포子砲로 되어 있다.

모양이나 크기가 초기의 것으로 무겁고 크다. 후기로 갈수록 작

아지면서 운용에 용이하도록 하였는데, 이 자포는 포신 표면에 

“가정계해嘉靖癸亥 지통地筒 중칠십오근重七十五斤 팔량八兩 장김석

년匠金石年”이라는 음각 명문이 있어, 1563년에 제작된 무게 75근 

8냥의 화포로서 김석년이라는 장인이 제작하였다는 내용을 알 수 

있고 불랑기로서는 초기의 제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통’이

라는 명문으로 당시 천자문의 자호를 따서 쓴 명문으로 보아 제작

이나 크기가 두 번째의 것으로 보인다.1

2009년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시 신청사 부지에서 이 자포

와 함께 동반된 군사유물로는 승자총통, 차승자총통, 부러진 신제

총통新制銃筒(영자盈子총통), 동제그릇에 담긴 흑색화약, 장군전의 

철우, 철촉, 대형 화살촉 무더기, 파쇄를 위한 쇠절구, 용도 모를 

철괴 등이 있다. 

불랑기자포는 불씨를 손으로 점화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지화식 

화기로는 가장 발전된 후장식 포이며 연속발사의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미리 장전된 자포를 3개 내지 9개 준비하여 두었다가 모포

포신의 명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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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불랑기에 교대로 장착하여 신속히 발사하는 것인데, 화포의 발

사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던, 화포발달사에서 획기적인 무기이다.  

중국의 척계광戚繼光은 불랑기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우 편리하고 속도는 이에 비할 것이 없다. 다만 그 몸체가 무거

워서 행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불랑기를 만드는 법은 모포母

砲는 동이나 철 어느 것이든 가하나 자포子砲는 반드시 숙철熟鐵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자포가 단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포는 약실이기 때문에 가장 폭발의 압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모포의 활강부의와 자포의 포구가 맞고 차이가 

없어야만 정교한 기구가 된다”라고 하여 자모의 결합이 잘 맞으

면 10리를 가며 수전에서 뱃전에 박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상하

와 좌우로 회전하여 발사할 수 있다 하였다.  

1603년에 저술된 함경도 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이 쓴 『신기비결』에 

장전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먼저 자총(포)을 깨끗이 닦고 

둘째는 혈선을 선비線比(선혈)에 넣고 셋째는 화약을 약실에 넣고 

넷째는 복지覆紙(종이)를 넣는다. 다섯째는 가볍게 송자送子하고 여

섯째는 연자鉛子를 넣으며 일곱째는 토격을 힘들여 다지며 총(포)

구에까지 차게 한다. 자총 9문 모두 같게 장전한다”2라고 하여 지

화식 총의 2세대인 격목을 쓰지 않고 3세대인 토격을 쓰며3 연자, 

즉, 납탄환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인조 3년(1635)에 편찬된 이서李曙의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

서 “불랑기는 1호부터 가장 소형인 5호까지로 구분되며, 각호마

다에는 다섯 개의 자포가 있으며 그 자포마다 반드시 납으로 만든 

탄환 한 개씩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체형에 따라 화약이나 

탄환의 용량에 차등을 두고 있다.4 

1 『세종실록』권107, 27년 3월 30일

2  李康七, 「佛狼機의 實態 小考 :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학예지』제5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7, p.117

3  이강칠・김성혜, 「연안김씨묘 출토 승자총통」, 『연안김씨묘 출토복식 양

평출토 홍몽남 배위』, 경기도박물관, 2005, p.135, 지화식 총통의 내부구

조 3단계 발달 참조

4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p.144 

5 상게서,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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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반차(왼쪽)와 동차(오른쪽)

<표 1> 불랑기의 용약

1호
중약실 반조
中藥室 半條

화약 10량(375g) 토격 1촌 5분 연환 1개

2호 중약실 반조 화약 7량(262.5g) 토격 1촌 연환 1개

3호 중약실 반조 화약 4량 5전(168.75g) 토격 8분 연환 1개

4호 중약실 반조 화약 3량(112.5g) 토격 7분 연환 1개

5호 중약실 반조 화약 2량(75g) 토격 5분 연환 1개

1868년(고종 5)에 훈련도감의 대장 신헌申櫶이 불랑기의 발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림 1>5과 같이 동차童車와 마반차磨盤車를 

창안해서 사용하여 보다 널리 활용되었다.

“불랑기는 1모 5자다. 그러므로 자포 1문은 모포 복중에 안치

하고 4문을 활차 좌우의 증자철 위에 나누어 실어 모포와 자포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 달리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왼쪽 오른쪽 마

음대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면피面避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예전에 사용하던 것에 비해 어찌 활기계活器械가 아니겠

는가?”하여 후대에 갈수록 기동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세

동점西勢東占 시기에서 불랑기는 15세기경 유럽에서 처음으로 발

명되어 16세기 초에 포르투갈 상선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졌다. 불

랑기는 그 어원이 프랑크라는 말에서 왔다. 동양에 대비하여 서양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인들은 한자어로 불랑기라고 부

르고 그들이 가지고온 대포를 불랑기佛狼機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학계에는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때인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불랑기를 사용한 이래 조선군도 

불랑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1563년에 제작한 명문 있는 육

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보물 제861-1호 <불랑기자포> 3점이 보

물로 지정되어 그 전래시기의 편년을 높였으나 정확한 출토자리

나 동반된 유물이 없어서 신뢰도에 약간의 문제를 표명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 자포를 통해 육군박물관의 소장 <불랑기자포> 3점까

지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조선전기 군기시터가 확실

시되는 장소에서 고고학적 정식 발굴을 통해서 출토되었다는데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랑기포는 조선초기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확실히 밝혀

진 것이 없으나 임진왜란 때 평양성 탈환 등 다양한 전투에 사용

되었고, 병인・신미양요辛未洋擾 때는 조선군의 주력 화포로 운영

되었던 최장수의 화약무기였다. | 김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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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chamber for a bullanggi cannon. The breech-loading bullanggi was the most advanced type among 

hand-igniting cannons, and was loaded with multiple pre-fired chambers filled with gunpowder and projectiles. 

Capable of firing several chambers in succession, the bullanggi was an innovative weapon with a significantly 

increased fire rate. 

Breech-loading swivel guns were invented in Europe around the 15th century and were introduced to China 

by a Portuguese commercial ship in the early 16th century. In Korea, the breech-loading swivel gun was called 

“bullanggi,” derived from “Frank” in reference to the Frankish Empire. 

This “child cannon” of a bullanggi is cylindrical in form and bears a semicircular handle, which is supposed to be 

inserted into and detached from a “mother cannon.” There is a touchhole on the handle, and a protruding rim 

is seen on the front side. The engraving of 17 Chinese characters is the same with that on Treasure No. 861-1 

in the style of handwriting and the order of information arrangement, giving rise to the assumption that this 

chamber was once a component of the same bullanggi as Treasure No. 861-1. The only difference is the name 

of the craftsman: this chamber was produced by Kim Seok-nyeon in 1563 and weighs about 45 kilograms. As 

a chamber crafted in the early period of bullanggi production, the inscription “Jitong” denotes that it belonged 

to Type 2 among the five types of bullanggi. 

This chamber was excavated in the site of a new building for Seoul Metropolitan City in Taepyeong-no, Jung-

gu, Seoul, the location estimated to have been the site for a military base during the Joseon period. Along 

with the chamber were discovered several other military artifacts such as a seungja chongtong, medium seungja 

chongtong, broken yeongja chongtong, black powder contained in a copper bowl, iron arrowheads, a pile of large 

arrowheads, an iron mortar for pounding, and other iron pieces. 

It had been believed in academic circles that it was only after 1593 that Joseon started to use breech-loading 

swivel guns;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theory, soldiers of Ming China used such guns during the Battle 

of Pyeongyangseong Fortress in January 1593 as part of clashes against Japanese invaders, and Joseon soldiers 

first came across this distinctive type of firearm and began to adopt it from then onwards. The chambers of a 

bullanggi designated Treasure No. 861-1, which bear an inscription indicating a production date of 1563 served 

as evidence demonstrating that breech-loading swivel guns existed prior to the date that had been theorized. 

However, Treasure No. 861-1 did not come with a precise known location of excavation and additional artifacts 

found together, sparking some doubt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engraving noting the date. In contrast, this 

chamber was excavated from a site which was clearly the site of a Joseon-era military base, adding credibility to 

the production date of the three chambers designated Treasure No. 861-1. 

Although it is uncertain how breech-loading swivel guns were first brought into Korea in the early Joseon 

period, it is certain that they were employed during the conflict with Japan to recover Pyeongyangseong Fortress 

and played a critical role in later warfare during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1866) and the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 (1871), becoming the longest-used firearm in Korean history.

Bullanggi Japo 
Cannon

Treasure No.861-2

Joseon (1563) / Copper alloy / 1 item
Length: 43.5cm / Bore: 9.6cm / Weight: 45.3kg
Seoul Histor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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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완구
大碗口
Large Mortar

062 조선(1845년)

동합금제

1점

전체 길이 64.4cm, 통 길이 33.3cm

통 지름 26.3cm, 완 지름 37.5cm, 무게 318kg

국유(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857호

완구는 조선시대 지화식指火式 청동제 화포로서 총통에다 돌

을 넣어 발사하는 무기이다. 완구는 오늘날 박격포와 같은 곡사포

이며 성城이나 배를 공격하는 공성・수전무기로서 피사체는 단석

(석환石丸) 외에도 철환鐵丸이나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발사했다.

완구의 구조는 총통의 앞에 큰 돌덩이(石丸)를 장전하는 그릇 형

태로 포신부砲身部가 약실부藥室部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그 모양

이 주발 같다고 하여 완구라고 불리었다. 가장 앞에 발사물을 올

려놓는 완이 있으며, 그 뒤에 격목을 박는 격목통激木筒, 화약을 넣

는 약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명 댕구라고도 하였는데, 완구

의 위력이 세어서 조선후기의 사람들은 대포 소리라는 말 대신에 

“댕구소리”라고 하였다. 

이 대완구의 외형을 살펴보면 그 체형體形이 매우 소담스럽고 

장중하게 보이며, 듬직하게 퍼진 포구 외부로는 구연대口緣帶를 

제외한 죽절이 모두 5개가 조성되었다. 거금擧金(손잡이)은 포신

과 약실 부위에 두 개가 설치되어 포의 이동과 설치에 도움을 주

게 하였다. 포구는 내경이 26.3cm로서 아주 넓으며 이곳에서부터 

화약이 폭발하는 약실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

다. 약실 손잡이 끝부분 좌우에는 두 개의 선혈線穴이 지름 0.6cm

로 뚫어져 있는데, 우측의 선혈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고 좌측 

것은 예비용이다. 유사시에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포미는 직각원

형으로 지름 28.8cm로 마무리하였고, 약실 표면에는 세로로 명문

이 음각되어 있는데, 제작연대, 감독관 이름, 장인 이름 등이 다음

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道光二十五年乙巳月 日 訓鍊都監榮洞

趙等內別備 監董前兵使 任泰瑛 監董嘉義 原豊 別有從前營將 

姜興五 憢爐匠邊首 柳喜俊 水鑄匠邊 金亨業 大婉口二坐 重

各 五百三十斤 玄字銃筒 重一百三十斤 黃字銃筒 重一百三十

斤” 즉, 1845년 8월 훈련도감에서 주조된 것이고 무게는 530근

(318kg)이며 감독관 임태영任泰瑛, 강흥오姜興五와 화포장 유희준柳

喜俊과 김형업金亨業이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부기로 현자총통玄字

銃筒과 황자총통黃字銃筒의 무게가 일백삼십근(78kg)으로 대완구의 

무게와 대비하였다.

한편, 포의 이동은 과도한 무게로 인해 주로 소와 말에 의존하

였고, 거포 역시 별도의 포가砲架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대완구

의 허리에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여기에 밧줄을 매어

서 차에 대완구를 동여매었다. 마반차磨盤車에 실린 완구가 그림으

로 남아 있다.<그림 1>1

우리나라에서 완구는 1407년(태종 7) 최해산崔海山이 최초로 

대・중・소 3종의 완구를 만들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

地勝覽』 권2 「경도하京都下」 군기시항軍器寺項의 정이오鄭以吾 ‘화약

고기火藥庫記’에 완구의 전래를 시사하고 있다. 명明의 난파선에서 

건져낸 완구를 군기감판사조차 알지 못하였는데 최무선 생전에 

그의 아들 해산에게 비밀리 전수되었다.2 1419년 세종즉위년에

는 대마도對馬島 경차관敬差官 이예李藝가 보고하길 우리나라에 나

지 않는 동철보다는 무게도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쇠로 만

든 중국식 화통완구火筒碗口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자3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수철을 연철로 바꾸는 주물의 어려움으로 시행되

지 못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1422년(세종 4)에는 전국

적으로 보급되었다. 

대완구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운반에 어려움이 있었다. 크고 

무거운 까닭에 세종 19년(1437) 7월에는 평안도절제사 이천李蕆이 

약실 표면의 명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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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완구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명문에서 시사하

는 내용과 제원이 『융원필비』에서 기록한 제원과 거의 일치하여 

화포사 연구뿐만 아니라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문

화재이다. | 김성혜

완구를 멀리 가져갈 방법을 생각하여 중완구와 소완구의 중간형을 

만들어 말에 싣고 가려고 하였고, 크게 상부와 하부의 2개로 나누

어 제작하여 사용할 때 2개를 결합한 최초의 조립식 완구인 총통

완구를 만들고 74근(약 45kg)짜리 단석을 발사하였다는 기록이 『국

조오례서례國祖五禮序例』 군례조軍禮條에 실려 있다. 이 총통완구는 

그 무게가 대완구보다는 훨씬 가벼웠으나 발사물인 단석의 무게가  

동일하여 이 대완구와 성능이 같았다고 보인다. 총통완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완구에 사용한 돌은 둘레가 3척 3촌 7분(103.3cm, 지

름 33cm)에 무게는 74근이라고 하고,4 조선중기의 『화포식언해』5

를 보면 “완구에는 중약선이 한 오리고, 화약이 서른 냥이며 격목

이 5촌 2푼이니 단석을 놓으면 돌 무게가 일흔네 근이며 삼백칠십 

보를 간다”고6 하여 『화포식언해』의 대완구나 세종 때 총통완구의 

발사한 단석의 무게가 74근으로 동일하며, 조선말기에 편찬된 『융

원필비』7에 실려 있는 대완구는 지름은 1척 3촌 1푼, 길이는 3척 

1촌, 격목의 길이는 5촌 2푼, 무게는 528근, 직경은 4촌 7푼, 화약

량火藥量은 35량, 사정거리는 비진천뢰가 400보, 단석이 500보 나

간다고 하였는데, 『화포식언해』의 대완구와 『융원필비』의 대완구

는 제원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국조오례의』의 총통완구와 『화포식언해』의 대완구, 

『융원필비』의 대완구는 그 발사위력이 화약의 성능개발로 사거

리가 후대로 갈수록 조금 늘어났으나 타격력은 같았던 것 같다.

『징비록懲毖錄』에도 이장손李長孫이 만든 진천뢰震天雷를 대완구

로 쏘았는데 500보까지 날아가고 땅에 떨어지면 얼마 뒤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며 단석은 500

보, 진천뢰가 400보까지 나갔다고 보면 되겠다.

임진왜란 초기 해전에서는 완구를 군선에 탑재했다는 직접적

인 기록은 없으나 1593년 4월 웅포해전熊浦海戰 때 충무공이 적의 

해안 진지를 진천뢰로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진천뢰는 

완구만이 발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전함에 완구가 적재되어 운용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형총통은 평사포平射砲인 데 반해 

완구는 구경에 비하여 부리가 짧아 곡사포曲射砲라는 점이 특징이

다. 현대의 전함에서는 포술운용상 곡사포의 운용이 어렵기 때문

에 평사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란 때 곡사포인 완구를 사용했다

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1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p.53 재인용

2  정하명, 「조선시대 완구와 진천뢰」, 『육사논문집』제40호, 육군사관학교, 

1991, p.9

3 『세종실록』 권1, 즉위년(1419) 8월 辛卯

4 『국조오례서례』 군례조 

5  1635년(인조 13) 이서李曙가 각종의 총 쏘는 방법과 화약 굽는 방법을 

기술하여 간행한 『화포식火砲式』의 한글 번역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1994, p.495

7  『융원필비戎垣必備』는 1813년(순조 13)에 박종경朴宗慶이 훈련도감訓

練都監에서 편집, 간행한 군사기술에 관한 책이다. 1권 1책, 목활자본으

로 각종 무기를 도해圖解하고, 규격과 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붙였다. 조

선만의 특수한 화기 형식과 규격,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까지의 

화기 발달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초에 편찬, 간행했던 『총통등록總

筒謄錄』을 계승한 것으로, 조선시대 화기 발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중

요한 자료이다. 김인덕・서성호・오상학・오영선, 『한국 미의 재발견』

과학문화, 솔, 2004

참고문헌

1 『世宗實錄』

2 『神器秘訣』 

3 『火砲式諺解』

4 『戎垣必備』 

5 有馬成甫, 『火砲の起原とその傳流』, 東京 : 吉川弘文館, 1961

6 許善道, 「火藥兵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7 李康七, 「韓國의 火砲」,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7

8 趙仁福, 『韓國古火器圖鑑』, 서울 : 경인문화사, 1988

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1994

10  육군박물관, 『한국 전통무기 조사-도검・화기류-』 2003년도 국립민속박물관 학술

용역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2003

11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1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도록』, 1996

13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14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군기시터 유적』, 2011

〈그림 1〉 마반차에 거포된 대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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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large wangu cannon, firing stone balls following ignition by hand. Wangu are the same as mortars, 

which were employed to assault fortresses and ships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for which projectiles included 

both stone and iron balls and bombshells as well (bigyeok jincheolloe). 

The name wangu, literally meaning the “mouth of a bowl,” wa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barrel for loading 

with a stone ball was large and wide and looked like a bowl. A wangu consists of a wan to hold the projectile, 

a wad chamber, and a gunpowder chamber. Also called “daenggu,” wangu were so destructive a weapon that 

people used the “sounds of daenggu” to denote the sounds of cannons. 

This large wangu has five projecting ringed joints on the barrel along with the one around the mouth. Two 

handles are fixed to the barrel and the gunpowder chamber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heavy mortar. The bore 

is very wide at the mouth, 26.3 centimeters, and narrows towards the gunpowder chamber where combustion 

take place. On either side of the lower end of the gunpowder chamber handle is a touchhole measuring 0.6 

centimeters in diameter; the one at right is for actual use, and the other at left is for emergencies. Its bottom 

is flat and 28.8 centimeters in diameter. The engraving horizontally made on the gunpowder chamber gives 

the production year and the names of supervisors and craftsmen: this mortar was crafted in August 1845 at 

Hullyeondogam (Military Training Command) by Yu Hui-jun and Kim Hyeong-eup under the supervision of 

Im Tae-yeong and Gang Heung-o, and its weight is about 318 kilograms. 

This massive mortar was transferred by draft animals and was stationed on a cannon pedestal. 

After the invention of three different sizes of wangu—large, medium, and small—in 1407 by Choi Hae-san, the 

wangu continued its development and achieved nationwide distribution in 1422. 

According to records on wangu in the 15th-century book Gukjo oryeui, the 17th-century book Hwapo sikeonhae, 

and the 19th-century book Yungwon pilbi, their shooting range was improved as time went by, but their striking 

power seems to have remained the same. 

Although no direct records exist regarding warships mounted with wangu during the Imjin War, it is recorded 

that Admiral Yi Sun-sin attacked Japan’s coastal bases with “jincheolloe” during the Battle of Ungpo in April 

1593. Only wangu were capable of firing jincheolloe, so this record supports the notion that wangu could be 

mounted on warships. 

This large wangu has been maintained nearly in its original state, and its inscription is almost identical with the 

specifications of wangu appearing in the military strategy book Yungwon pilbi, serving as an excellent academic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cannons and has also been praised as valuable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Large Mortar

Treasure No.857

Joseon (1845) / Copper alloy / 1 item
Length: 64.4cm (Barrel: 33.3cm)  
Diameter: 26.3cm (Barrel), 37.5cm (Bowl)  
Weight: 318kg
National Museum of Korea

약실 손잡이 끝부분의 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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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완구
中碗口
Medium Mortar

063 조선(1590년) 

청동

1점

전체 길이 64cm, 포구 깊이 41.5cm

포구 지름 10cm, 완 지름 23.5cm, 무게 49.8kg

국유(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858호

이 유물은 1590년(선조 23)에 제작된 중완구이며, 대・중・소완

구로 호칭되는 화기 가운데 두 번째 큰 것으로서, 화약 심지에 점

화하여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단석團石 등을 발사하는 전장유통

식前裝有筒式 화포다.

완구는 그 모습이 음식그릇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며, 성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화기로 알려져 있다.1 크기에 따라 

대・중・소완구로 나뉘는데, 대완구는 총통완구銃筒碗口 혹은 댕

구로도 불렸다.2

완구는 최무선崔茂宣(?-1395)의 아들 최해산崔海山(1380-1443)이 태

종 때 처음 제작한 화기다. 당시에 최해산은 대・중・소 3종의 완

구를 주조하여 발사 시험을 하였는데, 화석포火石炮 곧 돌탄알이 1

백 50보 거리까지 날아갔다.3 이후 완구의 성능 개량을 위한 노력

이 계속되었다. 예컨대, 1418년(세종 즉위)에 대마도 경차관 이예李

藝(1373-1445)가 돌아올 때 그곳에서 무쇠로 만들어진 중국제 화통

완구火筒碗口를 가지고 와서 당시까지 동철銅鐵로만 주조하던 우리

나라의 완구를 개량하여 무쇠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

하였다.4 또 1437년(세종 19)에는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蕆(1376-

1451)이 완구를 개량하였는데, 그가 임금에게 건의하기를 “대완

구는 너무 무거워서 싣고 부리기에 어려워 실제로 쓸모가 없고, 

오직 중완구가 성을 공격하는데 편리하지만 소에게만 실을 수 있

고 말에게는 실을 수 없으며, 소완구는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습

니다. 만약에 중완구와 소완구의 중간 정도쯤 되게 다시 만든다

면 말에 싣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5 이리하여 대・

중・소 3종류만 있었던 완구가 4종류로 증가되었으며, 『화포식

언해火砲式諺解』(1635)에 보이는 대완구・중완구・소완구・소소

완구小小碗口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량된 완구 가운데 소소

완구는 실제 사용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도태되었다. 1615년 5월에 군기시軍器寺의 요청으로 화기도

감火器都監에서 주조해야할 완구가 대・중・소완구 각각 5개뿐이

었다는 사실에서 그 점이 드러난다.6 또한 1664년(현종 5)에 강도 

어사江都御史 민유중閔維重(1630-1678)이 소소완구는 사정거리가 짧

아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셔서 다른 화기로 만들 것을 

임금에게 건의한 바가 있었고,7 조선말기(1895-1907)에 군부軍部에

서 작성된 『무기재고표武器在庫表』에도 대・중・소완구만 남아있

는 것으로 보아서8 그 사실이 재확인된다. 조선시대의 문헌에 나

타난 완구의 종류와 무게 및 발사 제원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약실 부위의 명문

종류 문헌명
무게

(근)
화약량 격목 길이 발사물 사정거리

별대완구 『융원필비』 1,100 70냥 7치5푼
진천뢰
단석

350보
400보

총통완구 「병기도설」 203 포석(74근)

대완구

『화포식언해』 30냥 5치 단석(74근) 370보

『융원필비』 528 35냥 5치2푼
비진천뢰
단석

400보
500보

중완구

『화포식언해』 13냥 4치

단석(34근)
비진천뢰
(20근)

500보
300보

『융원필비』 290 35냥 4치4푼
비진천뢰
단석

350보
500보

소완구 『화포식언해』 8냥 2치5푼
단석
(11근1냥)

500보

소소완구 『화포식언해』 1냥8전 1치5푼 수마석(1개)

<표 1> 완구의 종류와 무게 및 발사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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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戎垣必備』, 別大碗口條, “碗口者取象於食碗 以口載石 故曰碗口...攻城

之第一火器.”

2  『國朝五禮序例』卷4, 軍禮, 兵器圖說; 李康七, 「韓國의 火砲-國防科學技

術 指定文化財를 中心으로-」, 『文化財』19호, 문화재관리국, 1986, p.67

3 『新增東國輿地勝覽』卷2, 「京都下」 軍器寺, 鄭以吾의 ‘火藥庫記’

4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pp.41-42

5 『世宗實錄』卷78, 19년(1437) 7월 27일(을묘)

6 『火器都監儀軌』, 萬曆 乙卯(1615) 5월 초2일

7 『顯宗實錄』卷8, 5년(1664) 6월 23일(갑인)

8 軍部編, 『武器在庫表』(1895-1907), 各道軍物摠計

9  『西厓集』別集, 卷4, 雜著, 子母砲; 『宣祖修正實錄』卷26, 25년(1592) 9

월 1일(정사)

10 李康七, 전게서, pp.69-70

참고문헌

1 『國朝五禮序例』 「兵器圖說」

2 『宣祖修正實錄』

3 『顯宗實錄』

4 『新增東國輿地勝覽』

5 『火器都監儀軌』 

6 『火砲式諺解』

7 『戎垣必備』

8 『西厓集』

9 軍部編, 『武器在庫表』(1895-1907)

10  李康七, 「韓國의 火砲-國防科學技術 指定文化財를 中心으로-」, 『文化財』19호, 문

화재관리국, 1986

11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12 慶尙南道, 『慶南文化財大觀-國家指定篇-』, 1995

13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博物館圖錄』, 1997

14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완구는 임진왜란 때 그 효과가 크게 드러났다. 1592년에 경상

좌병사 박진朴晉(?-1597)이 경주성 밖 2리 거리에서 완구로 비격진

천뢰를 발사하여 경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물리치고 성

을 수복하였던 것이다. 비격진천뢰는 선조 때 화포장火砲匠 이장

손李長孫(?-?)이 처음으로 만든 폭탄인데, 대완구로 이를 발사하면 

500~600보를 날아가며, 얼마 있다가 화약이 안에서 폭발하므로 

적진을 함락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9 이장손의 이 발명

으로 지금까지는 돌탄알인 단석만 발사했던 완구에 비격진천뢰라

는 터지는 포탄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조선의 화기 발달은 한 단

계 더 진보되었다.

이 중완구는 1985년 12월 15일에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

화리 산 57번지에서 진양군 수곡면 원계리 318번지에 거주하던 

김해성씨가 등산길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매장문화재이다.10 전체

길이 64cm, 완구 안의 포구 깊이(筒長) 41.5cm, 완구 안의 포구 지

름(筒徑) 10cm, 완碗 지름 23.5cm이며, 무게 49.8kg의 청동으로 주

조되었다.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쪽부터 앞쪽으로 

화약을 장전하는 약실藥室 부위, 화약을 밀폐시키는 격목檄木 부위, 

발사물을 싣는 완 부위 순이다. 이동할 때 편리를 위해 손잡이(擧

金) 한 개가 격목 부위에 설치되어 있다. 약실 부위는 격목 부위보

다 약간 도톰하며, 그 위에 심지 구멍 2개가 손잡이 중앙선을 기

준으로 좌우에 1개씩 뚫려 있다. 약실 부위에는 “萬曆十八年九月

日營鑄成震天雷亏里重八十五斤尙州浦匠李勿金(만력 십팔년 구월 일 

영 주성 진천뢰 우리 중 팔십오근 상주포 장 이물금)”이라는 한자가 음각

되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1590년(만력 18) 9월에 상주포(경상남

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수군진의 장인 이물금이 제작한 완구이며, 

비격진천뢰를 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작 기술이 매우 정교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상

의 흔적이 전혀 없이 잘 보존되었다. 

이 중완구는 그 보존상태가 완전하며, 주조시기가 명확하고, 특

히 임진왜란 때 사용된 화기이다. 현존하는 중완구 가운데 가장 오

래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화기발달사 연구자료로 그 가치가 높으

므로 국방과학기술 문화재로 길이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 정진술

This is a medium wangu crafted in 1590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the second-largest among the three 

sizes of wangu. A wangu is a muzzle-loading barrel cannon firing stone balls and bombshells (bigyeok jincheolloe) 

based on ignition by hand. 

The name “wangu,” literally meaning the “mouth of a bowl,” comes from the form of the cannon as it widens 

towards its mouth. Wangu, or mortars, are known as a weapon of choice for attacking fortresses. Also known as 

chongtong wangu and daenggu, wangu were produced in small, medium, and large sizes. 

Wangu were initially developed by Choi Hae-san (1380–1443), a son of Choi Mu-seon (?–1395), a developer 

of gunpowder and gunpowder weapons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and afterwards underwent continuous 

capacity improvements.

Wangu played a critical role during the Imjin War. In 1592, Park Jin,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Gyeongsang-

do Province, towards successfully recaptured Gyeongjuseong Fortress from Japanese fortress by firing bigyeok 

jincheolloe with wangu from a 2-li distance (about 800 meters away). Bigyeok jincheolloe bombshells were 

invented by the craftsman Lee Jang-son to be used as projectiles for wangu along with stone balls, marking a 

significant advancement in the firearms history of Joseon. 

This medium wangu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the barrel, the wooden wad chamber, and the gunpowder 

chamber. A handle for use during transport is rendered on the wad chamber. The gunpowder chamber is thicker 

than the wad chamber, where two touchholes are placed on either side of the extending axis of the handle. The 

inscription on the gunpowder chamber shows that this mortar was made by the craftsman Lee Mul-geum in 

September 1590 in Sangju-ri in the southern Gyeongsang region and used bigyeok jincheolloe as projectiles. 

Notable for a high level of delicacy in its craftsmanship, this mortar had been long buried underground and 

therefore sustains little damage. 

The pristine condition of maintenance, exact information on production date and its use during the Imjin War 

all combine to prove its value as an academic material for study on the national history of firearms development 

and also as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to be transmitted into the future. It is also the oldest among extant 

medium wangu. 

Medium Mortar

Treasure No.858

Joseon (1590) / Bronze / 1 item
Length: 64cm (Barrel: 41.5cm) / Diameter: 10cm (Barrel), 23.5cm (Bowl) 
Weight: 49.8kg
Jinju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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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완구
中碗口
Medium Mortar

064 조선중기

청동

1점

전체 길이 62.5cm, 포구 깊이 40.5cm

포구 지름 10cm, 완 지름 23.5cm, 무게 55.6kg

국유(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보물 제859호

이 유물은 대・중・소완구로 호칭되는 화기 가운데 두 번째 큰 

것으로서, 화약 심지에 점화하여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단석團石 

등을 발사하는 전장유통식前裝有筒式 화포다.

이 중완구는 1978년 3월 2일에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

리 달아 부락 앞 바다에서,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289번지에 거주

하는 문동일文東一씨가 발견하여 신고한 수중 매장문화재이다.1 이 

중완구가 인양된 달아 부락 앞 바다는 조선시대에 여수에서 남해 

노량수도를 거쳐 한산도에 이르는 항로로 이용되었다. 또한 달아 

부락 인근의 삼덕리 삼덕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함대가 일본 함

대를 격멸했던 유명한 당포 해전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므로 달아 

부락 앞 바다에서 인양된 이 중완구는 조선 수군이 사용했던 유

물임이 확실하다.

이 중완구는 전체 길이 62.5cm, 완구 안의 포구 깊이(筒長) 

40.5cm, 완구 안의 포구 지름(筒徑) 10cm, 완碗 지름 23.5cm이

며, 무게 55.6kg의 청동으로 주조되었다. 다만 오랜 세월동안 바

닷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명문이 부식되어 정확한 주조년도가 식

별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유물이 『융원필비戎垣必備』(1813)

의 중완구와 그 규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조오례서례國

朝五禮序例』 「병기도설兵器圖說」(1474)의 총통완구와도 형태와 규

격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나 후기의 유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 유물은 앞서 보물 제858호 <중완구>와 

그 형태 및 구조가 동일하며, 다만 전체 길이가 그보다 2cm 작

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유물은 보물 제858호 <중완구>와 같은 

시대의 유물로 인정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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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에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李舜臣(1545-1598)은 그 해에 

네 차례에 걸쳐 함대를 거느리고 여수 좌수영을 출발하여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하였으며, 모두 열 번의 해전을 치르며 크게 승리하

였다. 이순신 함대는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할 때마다 바로 달아 부

락 앞 바다를 지나갔다. 특히 1593년 2월의 제5차 출전 때는 무려 

한 달 동안 웅포 해전을 치렀는데, 이 때 이순신 함대는 웅포(현 창

원시 진해구 웅천동) 해변의 산기슭에 있는 적의 진지를 비격진천뢰

로 공격한 바가 있었다.3 비격진천뢰는 완구에서만 멀리 발사될 수 

있으므로, 당시 우리 수군들이 함선에 완구를 탑재하여 비격진천

뢰로 적을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완구는 주로 육상에서 성을 공격하는 무기로만 사

용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유물이 바다에서 발견

됨으로써 조선 수군이 중완구를 해전에서도 사용하였음이 명확하

게 밝혀졌다. 특히 이 중완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함대가 왕래하

던 수로에서 발견되었고, 또한 웅포 해전에서 이순신 함대가 비격

진천뢰를 발사할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도 추정되는 유물로서, 우

리나라 화기발달사는 물론이거니와 해전사 연구자료 및 국방과학

기술 문화재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 정진술

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1988, 

pp.69-70

2  李康七, 「韓國의 火砲-國防科學技術 指定文化財를 中心으로-」, 『文化

財』19호, 문화재관리국, 1986, p.70

3 趙成都 譯註, 『壬辰狀草』, 同元社, 1973, pp.115-120

참고문헌

1 『國朝五禮序例』 「兵器圖說」

2 『戎垣必備』

3 趙成都 譯註, 『壬辰狀草』, 同元社, 1973

4  李康七, 「韓國의 火砲-國防科學技術 指定文化財를 中心으로-」, 『文化財』19호, 문

화재관리국, 1986

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1988

6 慶尙南道, 『慶南文化財大觀-國家指定篇-』, 1995

7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博物館圖錄』, 1997

8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This is a medium wangu, the second-largest among the three types of wangu. A wangu is a muzzle-loading, 

hand-ignited barrel cannon that fires stone balls and bombshells (bigyeok jincheolloe). 

This medium wangu was recovered off the coast of the Dala settlement, which is on a sea route that connected 

Yeosu to Hansando Island via Noryangsudo Strait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close vicinity of Dala 

settlement is located Samdeokpo, Samdeok-ri, where the Imjin War naval battle at Dangpo took place during 

which the Joseon naval fleet led by Admiral Yi Sun-sin destroyed its Japanese counterpart. Given these 

circumstances, this wangu must have been one of the sea weapons used by the Joseon navy. 

However, the inscription on the mortar has been severely corroded by its centuries underwater and cannot 

provide an exact production date. However, the current mortar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size and form from 

those described in “Byeonggi doseol” of the 15th-century book Gukjo oryeui (1474) and also those in the 19th-

century book Yungwon pilbi (1813), giving rise to an assumption that it was made neither in the early nor late 

periods of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it is identical with the mortar designated Treasure No. 858 in form 

and structure and is just 2 centimeters smaller in length than the latter example, supporting the hypothesis that 

it was produced during the same period as Treasure No. 858. 

Admiral Yi Sun-sin (1545–1598), the commander of the navy of the eastern Jeolla region, undertook four 

military expeditions from the Naval Headquarters of the eastern Jeolla area to the sea near the Gyeongsang-do 

Province in 1592 and engaged in ten naval battles with Japanese enemies, with many resulting in victories. The 

fleet under the command of Admiral Yi had to pass via the coast near the Dala settlement to its naval areas of 

engagement. In February 1593, Yi’s fleet took part in a month-long naval struggle at Ungpo, and it is recorded 

that during this battle the fleet attached opponents’ bases with bigyeok jincheolloe bombshells from a mountain 

foot on the Ungpo coast. Since bigyeok jincheolloe can be fired long distances only from wangu, it is inferred that 

the Joseon navy used mortars as a weapon to attack the Japanese invaders. 

It had been believed that medium wangu were used only for attacking fortresses on land, but the discovery of 

this mortar at sea confirmed that wangu were also employed by the Joseon navy in naval warfare. This wangu has 

value in that it was discovered along a sea route used by Admiral Yi’s fleet and also that it might have been used 

by Yi’s navy to wage an attack on Japan at the battle for Ungpo. This is military scientific heritage that provides 

valuable academic materials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firearms and naval warfare.

Medium Mortar

Treasure No.859

Joseon (middle period) / Bronze / 1 item
Length: 62.5cm (Barrel: 40.5cm) / Diameter: 10cm (Barrel), 23.5cm (Bowl) 
Weight: 55.6kg
Naval Academy Museum

약실 부위 완의 입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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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격진천뢰
飛擊震天雷
Bombshell

065 조선중기

철제

1점

둘레 68cm, 지름 21cm

개철蓋鐵 외변 세로 8.4cm, 가로 7.6cm

개철 안 입지름 5.1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60호

비격진천뢰는 조선중기 군사 목적에 사용한 포탄의 일종으로, 

내부는 화약과 빙철憑鐵 등을 장전하게 되어 있으며, 완구碗口에 의

하여 목표물에 발사되어 2차적 폭발을 하는 인마살상용 폭탄이다. 

하늘을 진동시키는 소리를 낸다하여 비진천뢰飛震天雷, 진천

뢰震天雷로 불리기도 한다. 당시 화포의 발사체는 모두 목표물에 

충격을 주어 부수는 것인 데 비해 진천뢰는 완구의 폭발에 의해 

목표물에 날아가 시간차를 두고 다시 포탄 안에서 폭발하는 일종

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조선시대 선조 때 군기시軍器寺 화포장火砲匠 이장손李長孫이 발

명하였고, 경주성 탈환전투에 처음으로 사용한 뒤 금산전투, 진주

성전투, 평양성전투, 행주산성전투, 울산전투에 활용되었다.1 이는 

모두 공・수성전이고 웅천해전에서 진천뢰를 방사하였다는 기록

이 있다.2

표면은 무쇠로 둥근 박과 같으며, 내부는 화약과 빙철 등을 장

전하게 되어 있다. 윗부분에 뚜껑쇠(蓋鐵)가 닫히는 부분에 가로 

7.6cm, 세로 8.4cm의 사각 구멍이 있고 그 속에 5.1cm의 둥근 구

멍이 뚫려 있다. 〈그림 1〉의 별대비진천뢰분도를 보면 구조를 쉽

게 알 수 있다.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와 『융원필비戎垣必備』에는 비진천뢰飛震

天雷로 기록되어 있다. “진천뢰는 무쇠로 만들었으며 체형은 박과 

같이 둥글고 무게가 20근이요, 부리는 네모가 졌으며 그 부리에는 

개철蓋鐵(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있다. 뚜껑쇠 무게가 4량이요, 내

부에는 도화선인 약선을 감는 목곡木谷이 있고 또한 목곡이 들어가

는 죽통竹筒이 있으며 내부에는 빙철憑鐵이 채워진다. 특히 목곡은 

폭발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그 재료는 단목檀木을 사용하며, 그 

골을 나사모양으로 파서 폭파를 빠르게 하고자 할 때에는 열 고비

로, 더디게 하고자 할 때에는 열다섯 고비로 하되, 중약선中藥線을 

감아 죽통에 넣어 한 끝은 죽통 아래 중심에 꿰고. 또 한 끝은 죽통 

위 개철 밖으로 내되 두 치를 넘지 못하게 하며, 이때에 죽통과 개

철 주위에는 흠이 생기지 않도록 종이로 밀봉한 뒤 화약은 허리구

멍으로 채워 넣고 격목으로 구멍을 막은 뒤 완구에 실어 발사하되 

불꽃을 막으려면 진천뢰 심지에 불을 붙이고 나서 완구 심지에 불

을 붙인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진천뢰 속에는 마름쇠 모양의 쇠 

조각 30개를 화약과 함께 넣어, 폭발하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 

적군을 살상하게 된다.

『서애집西厓集』에서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비진천뢰의 위력

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진년에 왜적이 경주성에 웅거

하고 있을 때 병사兵使 박진朴晉이 군사를 거느리고서 적을 공격하

였으나 패배당하고 귀환하였는데, 다음날 밤에 진천뢰를 성 밖 2

리쯤에서 쏘았다. 남아 있던 적이 처음으로 포성을 듣고 놀라 일

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홀연히 큰 솥 같은 물건이 날아와 적

장이 있는 객사의 뜰 가운데 떨어지자 적이 모여 불을 켜들고 서

로 밀치고 굴렸다 조금 있자 포성이 천지를 뒤흔들 듯 발하여 적

이 맞아 죽은 자가 30여 명이고 맞지 않은 자도 모두 놀라서 자빠

지고 정신을 잃게 되어...”3 이렇게 1592년 9월 경주성 탈환 때 위

력을 발휘했다.

수군에서는 1593년 2월 웅천 수륙합공작전 때 “언덕 위의 진

지에 진천뢰를 쏘았는데, 터지고 부서지고 죽고 상하여 시체를 끌

고 쩔쩔매며 달아나는 적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이순신

의 장계기록이 있다.4

남아 있는 유물은 연세대학교박물관 1점(전남 장성 출토)과 진주

성 서장대 옆 호국사에서 진천뢰편이 발굴되고 1986년 경남 하동 

뚜껑쇠 덮는 부분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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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성지에서 발굴된 것, 최근 창원에서 발굴된 것 등 4점이 있다 

이 유물은 개철을 비롯하여 내부의 다른 부속품은 손실되고 없

으나 현존하는 유물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아 문헌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국방 과학기술 문화재로 평가된다. 이 비격진천뢰는 경복

궁 유물고에 전해오던 것을 1963년 육군박물관에 전시하였다가 

1983년 보물로 지정된 후 2003년에 궁중유물전시관(현 국립고궁박

물관)에 환수하였다.5  | 김성혜

1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조선을 지켜낸 힘, 그 내면을 톺아보다』, 2012, 

p.33 참조

2 『충무공전서』권3 狀啓 討賊狀

3  유성룡 저, 남일성 역, 「국력이 회복되는 산하」, 『징비록』, 현암사, 1970, 

pp.68-172; 박재광, 「15-16세기 조선의 화기발달」, 『학예지』제9집, 육군

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2, p.73

4 趙成都 譯註, 『壬辰狀草』, 同元社, 1973, pp.115-120

5  육군박물관, 『한국 전통무기 조사-도검・화기류-』 2003년도 국립민속

박물관 학술용역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2003

6 『융원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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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戎垣必備』 

7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일조각, 1994

8 許善道, 「火藥兵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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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융원필비』의 별대 비진천뢰의 분도6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This is a bigyeok jincheolloe bombshell from the mid-Joseon period. Bigyeok jincheolloe were filled with 

gunpowder and iron straps, which were exploded after the shell was shot from a mortar and used for military 

purposes. 

Bigyeok jincheolloe were also called “bi jincheolloe” or “jincheolloe,” denoting that the bombshells made as sound 

like thunder. While other projectiles were intended to directly target objects, bigyeok jincheolloe were first 

launched from a mortar and then exploded after arriving at an object, functioning as a time bomb. 

These bombshells were invented by the craftsman Lee Jang-s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and first 

employed for use in the conflict to recover Gyeongjuseong Fortress in 1592 and then in many subsequent 

conflicts such as the Battle of Geumsan, Battle of Jinjuseong Fortress, Battle of Pyeongyangseong Fortress, 

Battle of Haengjusanseong Mountain Fortress, and Battle of Ulsan. These are examples of bombshells used on 

land for attacking or defending a fortresses, and their use at sea is confirmed by a record on the firing of bigyeok 

jincheolloe at a naval battle at Ungcheon in 1593. 

The globular body of this bombshell is made of cast iron and has a rectangular opening on top measuring 7.6 

by 8.4 centimeters, where a lid was placed. Inside the rectangular opening is a circular opening 5.1 centimeters 

in diameter. 

There are records on bigyeok jincheolloe bombshells in in the 17th-century book Hwapo sikeonhae and the 19th-

century volume Yungwon pilbi.

Extant examples of bibyeok jincheolloe include the one held at the Yonsei University Museum (excavated from 

Jangseong Fortress in Jeollanam-do Province), bombshell shards found from Hoguksa Temple near Jinjuseong 

Fortress, the one excavated in Hadong, Gyeongsangnam-do, in 1986, and one recently found in Changwon. 

This bombshell had been maintained in the artifact storage of Gyeongbokgung Palace. Although the lid and 

other affiliated artifacts have been lost, this bigyeok jincheolloe is in sufficient maintenance condition to enable 

it to confirm relevant historical records.

Bombshell

Treasure No.860

Joseon (middle period) / Iron / 1 item
Circumference: 68cm / Diameter: 21cm 
Openings: 7.6 × 8.4cm (Outer rectangle), 5.1cm in diameter (Inner circl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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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입사귀면문철퇴
銀入絲鬼面文鐵鎚
Iron Mace 
with Silver-inlaid 
Demon Design

066 조선(19세기)

철제

1쌍 2점 

전체 길이 74cm, 퇴 길이 12cm, 지름 9.5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1444호

철퇴鐵鎚는 쇠로 만든 망치란 뜻으로 짧은 자루 끝에 무거운 

쇳덩이를 달아서 그 무게로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근접용 무기이다. 

철퇴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추와 자루가 

고정되어 있는 일체형 철퇴와 추와 자루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

는 고리형 철퇴로, 추는 둥근 것뿐만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철퇴는 무쇠로 머리를 만들고 나무 손잡

이 끝에는 끈을 묶어서 손목에 감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대부분

이다. 민간에서 사용된 철퇴는 투박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왕실

에서 사용된 것은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며, 철퇴의 표면에 은입

사를 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대로부터 철퇴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전투용으로 사용

되었으며, 후고구려後高句麗의 궁예弓裔가 철퇴로 자기의 자식과 

여러 신하들을 때려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

시에도 철퇴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수성전守成戰 등과 해전海戰에서 목봉木棒이 

사용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나라에서 전래된 편곤鞭棍이 

기병의 주력 단병기短兵器로 사용되었다. 그밖에도 철추鐵椎, 

철편鐵鞭, 육모곤 등은 모두 포도청의 포졸들과 권세가의 하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무기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철퇴가 정변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한 점이 

주목된다. 개국 초기에 이성계李成桂의 아들인 이방원李芳遠이 

개성의 선죽교善竹橋 위에서 정몽주鄭夢周를 죽일 때 철퇴를 사용

했으며, 세조世祖가 단종端宗을 보호하던 김종서金宗瑞 장군을 암

살했을 때도 철퇴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임해군臨

海君이 광해군光海君을 몰아내기 위하여 역모를 꾸밀 때도 환도還

刀와 함께 대량의 철퇴를 가마니로 싸서 집안으로 들여가다가 

발각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렇듯 철퇴가 정변에 자주 등장

하는 것은 환도와 달리 철퇴는 별다른 훈련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숨겨서 휴대하기도 편리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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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는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궁중과 관가에서도 사용되었다. 

문종文宗시대의 오위진법五衛陳法에서는 창검을 철퇴나 도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예종睿宗 즉위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국왕을 호위하던 위사들은 철퇴로 무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종明宗 4년에 이홍윤李洪胤이 역모를 꾸미면서 무기를 모을 

때 병조의 직인을 위조하여 각 고을 관아에 비축된 철퇴를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각 관아에도 상당량의 철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종 5년에는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서울에 

와 있던 왜인 10여 명을 철퇴로 쳐 죽인 기록이 있다.1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이 한 쌍의 철퇴는 조선후기에 제작

된 것으로 형태는 추와 자루가 고정되어 있는 일체형 철퇴이다. 

손잡이와 몽둥이 끝에는 섬세한 은입사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되어 

있어, 왕실의 위세품 혹은 고위 무관들이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장용 병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베풀어

진 입사入絲기법이란 금속 표면에 홈을 파거나 쪼아서 금속선이

나 금속판을 그 위에 박음으로 두 금속을 땜 없이 붙인 것을 말

한다.2 고대 시리아에서 시작된 입사기법은 중국 한대漢代로부터 

서북한지역의 낙랑, 대방지역을 통해 전래되어 삼국시대,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널리 사용된 장식기법이

었다. 우리나라에서 입사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향완香垸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사高麗史』 등의 문헌기록에서도 입

사의 명칭이 확인된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바탕금속에 

홈을 내고 금속을 끼우는 끼움입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철鐵 바탕을 촘촘히 쪼아 거스러미를 일으키고 

그 사이에 은실을 박는 새로운 기법인 쪼음입사가 이루어졌다. 

이 <은입사귀면문철퇴> 역시 재료가 쇠라는 점에서 조선후기에 

널리 사용된 쪼음입사기법으로 장식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처럼 

바탕금속으로 철을 사용하는 쪼음입사기법은 얇고 세밀한 선에서

부터 넓은 면까지 표현할 수 있어 기존의 입사 기법에 비해 제약

이 덜하고, 공간이 넓은 기물에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밀

하고 반복적인 문양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이러한 쪼음입사는 입사 기법의 주류를 이루며 철제품에 

장식되는 등 그 사용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품목도 다양화되었다.3 

형태와 문양을 살펴보면 철퇴의 퇴부는 연봉蓮峯 형태로 만들어 

머리 좌우로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진 귀면문鬼面文이4 은으로 입사

되었다. 그리고 퇴 위쪽으로 뇌문雷文과 연봉의 하단에는 판심瓣心이 

표현된 연판문蓮瓣文이 입사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에 꽃잎 무늬

를 첨가하였다. 손잡이에도 상부와 하부 쪽으로 나누어 동일한 연

속문이 시문되었는데, 두 점의 철퇴는 크기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

지만 이 손잡이 문양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한 점은 

칠보문七寶文과 연판문蓮瓣文을 번갈아가며 연속 시문한 반면 다른 

한 점은 칠보문과 삼화형三花形 화문 옆에 정교한 엽문葉文이 표현

되어 보다 섬세하게 장식된 점을 볼 수 있다. 손잡이 하부에도 약

간의 문양 차이를 보여주어 한 점이 손잡이 앞쪽과 동일한 칠보와 

연판문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한점은 칠보와 솔잎문으로 장식된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모습은 손잡이 끝에 한단 높게 단을 이룬 

하단부에도 약간 다른 문양을 시문한 점이 확인되는데, 한 점은 

칠보문으로만 장식된 점에 비해 다른 한 점은 그 하부에 운문雲

文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모를 죽인 끝 부분에는 두 점 모두 연판 

문양으로 은입사한 것은 동일하다.

조선후기 공예품에 귀면문을 입사로 사용한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철퇴에는 조선적인 해학적 표현이 깃든 귀면이 쪼음

입사되어 주목된다.5 아마도 각종 재앙과 질병 그리고 사악한 모

든 것들을 막아내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징적으로 도안화하여 

신이 갖는 무한함을 빌어 천재지변과 각종 재앙을 물리치고자 이

러한 의장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조선후기 철퇴를 비롯한 곤봉류의 무구와 인검寅劍에 은

입사장식을 하는 것은 실전용이라기보다 벽사호신용辟邪護身用의 

목적으로 궁중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조선전기부터 

유행을 이룬 도교와의 관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도교에서 귀

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대부분의 질병과 고통은 스스로의 죄악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사인검을 만들어 궁중의 사귀邪鬼를 쫓고 왕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은입사 귀면

문철퇴>에 귀면문을 입사장식한 것은 사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벽

사의 믿음을 철퇴에 장식한 것으로서 무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하고자 제작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은입사귀면문철퇴> 외에도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된 3점의 <철제 은입사철퇴>를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연화당초, 연판, 칠보 등 각종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기

타 의장용으로 제작된 곤봉류의 무기로서는 육군박물관 소장 

<은입사연화당초문 편곤鞭棍>과 국립중앙박물관 <은입사철편鐵鞭>

이 확인된다. 조선후기에 철퇴를 비롯한 무구에 은선이나 은판을 

쪼임입사기법으로 장식한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은 왕실의 위세

품威勢品 혹은 고위 무관들의 의장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철제입사공예품의 다

양화는 당시의 철제공예품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연맥을 같이한

다고 믿어진다. 즉 철제의 위상이 제고되고 그 쓰임이 점차 일반화

되는 경향과 맞물려 문양이 시문된 입사공예품의 확산에 일조했

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6

고궁박물관 소장 1쌍의 <은입사귀면문철퇴>는 정교한 제작기

술과 입사 무늬가 정교할 뿐 아니라 보존상태가 양호한 조선시대 

입사공예품의 대표작이자 조선후기 무기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손잡이 부분에만 약간의 문양 차이를 보이지만 그 형태

와 문양이 거의 동일한 점에서 두 점이 처음부터 함께 제작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 최응천

손잡이 부분 손잡이 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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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1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pp.194-196

2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金屬工藝의 精華-入絲工藝』, 1997, pp.127-

130

3  조선후기의 쪼음입사기법 가운데 절대연대의 유물예가 적은 편이지

만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장검>(1594, 보물 제326호)이 현존하는 최

고 작품이며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부석사명철제은입

사향완>(1739)과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철제은입사정형향로>(1750)

는 형태나 입사기법에서 조선후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4  귀면문은 우리나라에서는 5세기경부터 금속공예품이나 고분벽화 등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마구리 기와나 전돌 등을 비롯하여 무기류와 문고

리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기물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문양 가운데 하

나였다. 

5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金屬工藝의 精華-入絲工藝』, 1997, p.150

6  재질이 철제로 바뀌는 것은 당시의 동銅의 부족 현상과도 관련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金屬工藝의 精華-入絲工

藝』, 1997,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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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ce consists of a heavy head on the end of a shaft and is used to deliver powerful blows on opponents at 

a close dista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maces were used both in the royal court and in private hands. Most of the extant 

maces from Joseon are made in the form of a wooden handle attached to an iron head and hung with a strip to 

be wrapped around the wrist. Those used in the private sector are rather humble, but maces from the royal court 

are longer in length and ornately decorated with inlaid-silver patterns. 

Made in with the head and handle fixed together, these two maces hel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ith an estimated production date of the late Joseon period are embellished with delicate inlaid-silver motifs on 

the heads and shafts, supporting the possibility that they were not actual weapons to be employed in warfare, 

but functioned as royal or military ornamentation. Inlay is a decorative technique of inserting other metal pieces 

in the depressed or chiseled surface of a base metal object. Inlay technique developed from making grooves on a 

metal surface during the Three Kingdoms and Goryeo periods towards chiseling the surface in the mid-Joseon 

period. These maces used the chiseling inlay technique, which allowed the decoration of both narrow lines 

and wide spaces and was frequently adopted for adorning objects with large surfaces with delicate, repetitive 

patterns. Towards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 chiseling inlay technique became more widely employed 

as a major decorative application for metal objects. 

The head of each of the two maces is made in the form of a lotus blossom and is decorated with a demon design 

appearing on opposing sides. The top of the head is adorned with thunder patterns, and the bottom with lotus 

pedals. The shaft bears two bands of inlaid decorations filled with repetitive designs. The two maces are almost 

identical in size and form, but differ slightly in the decorative design on the handle. Given that there are few 

craftworks bearing demon design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these maces are notable. It is assumed that the 

demon design symbolized a supernatural power capable of driving away evil spirits and illness and therefore was 

adopted as decoration out of desire to invoke superhuman assistance in preventing disaster. 

Boasting artistic technique and delicate patterning and a good maintenance state, the two maces hel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erve as a superlative example of inlay skills from Joseon and also as a valuable 

academic material for the study of weaponry from Joseon history. Notwithstanding slight discrepancies in the 

patters on the shafts, the two maces are similar in many ways and are estimated to have been produced at the 

same time. 

Iron Mace 
with Silver-inlaid 
Demon Design

Treasure No.1444

Joseon (19th century) / Iron / 1 pair
Length: 74cm (Head: 12cm) / Diameter: 9.5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퇴부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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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001

보물 제1590호 | 조선(16세기)

견본채색絹本彩色 | 1축 

세로 187cm, 가로 198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wadong gojido 
Old Map of China and Korea

Treasure No.1590
Joseon (16th century) | Painting on silk | 1 item
187 × 198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곤여만국전도 坤輿萬國全圖

003

보물 제849호 | 조선(1708년)

종이 | 1점 8폭

세로 170cm, 가로 533cm

국유(서울대학교 박물관)

Gonyeo manguk jeondo
Matteo Ricci’s Map of the World

Treasure No.849
Joseon (1708) | Paper | 1 item (8 panels)
170 × 533 c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여지도 輿地圖

006

보물 제1592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3책 33장

책 : 세로 31.5cm, 가로 21.6cm  

지도 : <경기> 세로 74.6cm, 가로 59.9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Yeojido 
Atlas of Korea

Treasure No.1592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3 volumes
31.5 × 21.6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咸鏡道·京畿道·江原道地圖

008-2

보물 제1598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4장

함경북도 : 세로 152cm, 가로 120cm 

함경남도 : 세로 243.7cm, 가로 137.5cm 

경기도 : 세로 82.5cm, 가로 101.5cm 

강원도 : 세로 164.3cm, 가로 152.9cm

경희대학교(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Hamgyeong-do, Gyeonggi-do, Gangwon-do jido 
Maps of Hamgyeong-do, Gyeonggi-do, and Gangwon-do

Treasure No.1598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4 items 
Hamgyeongbuk-do: 152 × 120cm 
Hamgyeongnam-do: 243.7 × 137.5cm 
Gyeonggi-do: 82.5 × 101.5 cm, 
Gangwon-do: 164.3 × 152.9cm
Kyung Hee University Hye-Jung Museum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002

보물 제1601호 | 조선(17세기)

견본채색絹本彩色 | 1축

세로 198.4cm, 가로 228.3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Cheonha yeojido 
Map of the World

Treasure No.1601
Joseon (17th century) | Painting on silk | 1 item 
198.4 × 228.3cm
Seoul Museum of History

곤여전도 목판 坤輿全圖 木板

004

보물 제882호 | 조선(1860년) 

목재 | 3점

세로 177.5cm, 가로 68.7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rinting Woodblocks of 
Gonyeo Jeondo 
Ferdinand Verbiest’s Map of  the World

Treasure No.882
Joseon (1860) |  Woodblock |  3 items
177.5 × 68.7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경상총여도 慶尙摠輿圖

008-3

보물 제1599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1첩

세로 147cm, 가로 111.8cm

신성수

Gyeongsang chongyeodo
Comprehensive Map of Gyeongsang-do

Treasure No.1599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1 volume
147 × 111.8cm
Sin Seong-su

동여비고 東輿備考

007

보물 제1596호 | 조선(17세기)  

저지楮紙 | 1책 57장

세로47.5cm, 가로 34.5cm

김찬호

Dongyeo bigo 
Reference Atlas of Korea

Treasure No.1596
Joseon (17th century) | Mulberry paper | 1 volume
47.5 × 34.5 cm
Kim Chan-ho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005

보물 제1538호 | 조선(18세기 중반)  

견본絹本 | 1점

세로 272.2cm, 가로 147.5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Dongguk daejido 
Great Map of the Eastern State

Treasure No.1538
Joseon (mid-18th century) | Silk | 1 item 
272.2 × 147.5cm
National Museum of Korea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009

보물 제1593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3책 244장

세로 34.1cm, 가로 22.2cm

국유(국립중앙도서관)

Haedong yeojido  
Map of Korea

Treasure No.1593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3 volumes 
34.1 × 22.2cm
National Library of Korea

조선지도 朝鮮地圖

008-1

보물 제1587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7책 164장

세로 49.8cm, 가로 38.5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Joseon jido  
Atlas of Korea

Treasure No.1587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7 volumes
49.8 × 38.5 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지도
地圖
Cartographic 
Heritage

청구도 靑邱圖

010

1 보물 제1594-1호 | 조선(19세기)

 저지楮紙 | 2책 197장

 세로 30.6cm, 가로 20.4cm

 국유(국립중앙도서관)

2 보물 제1594-2호 | 조선(19세기)

 저지楮紙 | 2책 182장

 세로 33.1cm, 가로 22.3cm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도서관)

3 보물 제1594-3호 | 조선(19세기)

 저지楮紙 | 2책 197장

 세로 30.7cm, 가로 20.5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도서관)

Cheonggudo
Map of Korea
1 Treasure No.1594-1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2volumes
 30.6 × 20.4cm
 National Library of Korea
2 Treasure No.1594-2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2 volumes
 33.1 × 22.3cm
 Yeungnam University Library
3 Treasure No.1594-3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2 volumes
 30.7 × 20.5cm
 Korea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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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도 東輿圖

011

1 보물 제1358-1호 | 조선(1856년-1859년)

 한지에 채색 | 23첩

 1면: 세로 30.5cm, 가로 20cm

 전체: 세로 671cm, 가로 400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2 보물 제1358-2호 | 조선(1856년-1859년)

 저지楮紙 |  23첩
 1면: 세로 30.5cm, 가로 20cm

 전체: 세로 671cm, 가로 400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ongyeodo 
Atlas of the Eastern State

1 Treasure No.1358-1
 Joseon (1856–1859) | Painting on paper | 23 volumes
 30.5 × 20cm
 Seoul Museum of History
2 Treasure No.1358-2
 Joseon (1856–1859) | Mulberry paper | 23 volumes
 30.5 × 20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012-1

1 보물 제850-1호 | 조선(1861년)

 종이 | 22첩

 1면: 세로 30cm, 가로 20cm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2 보물 제850-2호 | 조선(1861년)

 한지에 채색 | 21첩

 1면: 세로 29.9cm, 가로 20cm

 전체: 세로 630cm, 가로 520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3 보물 제850-3호 | 조선(1864년)

 저지楮紙 | 22첩

 1면: 세로 30cm, 가로 20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1 Treasure No.850-1
 Joseon (1861) | Paper | 22 volumes
 30 × 20cm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2 Treasure No.850-2
 Joseon (1861) | Painting on paper | 21 volumes
 29.9 × 20cm
 Seoul History Museum
3 Treasure No.850-3
 Joseon (1864) | Mulberry paper | 22 volumes
 30 × 20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대동여지도 목판 大東輿地圖 木板

012-2

보물 제1581호 | 조선(19세기) 

목재 | 11장 22면

세로 32cm, 가로 43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Printing Woodblocks of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Treasure No.1581
Joseon (19th century) | Woodblock | 11 items (22 sides)
32 × 43cm
National Museum of Korea 

호남지도 湖南地圖

013

보물 제1588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7책 63장

세로 37.3cm, 가로 23.2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onam jido  
Atlas of Jeolla-do

Treasure No.1588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7 volumes
37.3 × 23.2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覽圖

016

보물 제1602호 | 조선(1673년)

저지楮紙 | 1축

세로 141.1cm, 가로 107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Joseon paldo gogeum chongnamdo  
Comprehensive Map of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of Past and Present

Treasure No.1602
Joseon (1673) | Mulberry paper | 1 item
141.1 × 107cm 
Seoul Museum of History

서궐도안 西闕圖案

017

보물 제1534호 | 조선후기

지본수묵紙本水墨 | 1점

세로 127.3cm, 가로 401.8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박물관) 

Seogwoldoan
Plan of the Western Palace

Treasure No.1534
Joseon (late period) | Ink on paper | 1 item
127.3 × 401.8cm 
Korea University Museum

호서지도 湖西地圖

014

보물 제1589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6책

세로 37cm, 가로 22.7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oseo jido 
Atlas of Chungcheong-do

Treasure No.1589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6 volumes 
37 × 22.7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해동지도 海東地圖

015

보물 제1591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8책(6책 128장 2축 2장)

책: 세로 47cm, 가로 30.5cm 

축: 세로 232cm, 가로 178.7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aedong jido   
Atlas of Korea

Treasure No.1591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8 volumes
47 × 30.5 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숙빈최씨 소령원도 
淑嬪崔氏 昭寧園圖

018

보물 제1535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4종

<숙빈최씨묘소도형여산론> 

표지: 세로 21.3cm, 가로 15.6cm 

그림: 세로 79.4cm, 가로 59.4cm  

<숙빈최씨소령원도> 

세로 115.7cm, 가로 87.4cm

<숙빈최씨소령원화소정계도> 

세로 89.8cm, 가로 74.3cm

<숙빈최씨소령원배치도> 

세로 93.8cm, 가로 75.2cm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Soryeongwondo 
Tomb of the Royal Lady Choe

Treasure No.1535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4 types
Myosodo hyeongyeosanron 
(Mountain Picture and Writing of the Tomb 
of Royal Lady Choe): 
Cover: 21.3 × 15.6cm | Picture: 79.4 × 59.4cm 
Soryeongwondo 
(Tomb of the Royal Lady Choe): 115.7 × 87.4cm
Hwaso jeonggyedo 
(Fire Prevention Lines for the Tomb 
of Royal Lady Choe): 89.8 × 74.3cm
Soryeongwon baechido 
(Plan for the Tomb of Royal Lady Choe): 93.8 × 75.2cm
Academy of Korean Studies

월중도 越中圖

019

보물 제1536호 | 조선(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 1첩

표지: 세로 35.9cm, 가로 20.5cm

그림: 세로 29cm, 가로 33.5cm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Woljungdo 
Scenes of Yeongwol

Treasure No.1536
Joseon (19th century) | Painting on paper | 1 volume
Cover: 35.9 × 20.5cm | Picture: 29 × 33.5cm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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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도 全州地圖

020

보물 제1586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1축

세로 149.9cm, 가로 89.8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Jeonju jido  
Map of Jeonju

Treasure No.1586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1 item 
149.9 × 89.8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도성도 都城圖

021

보물 제1560호 | 조선(1787년-1788년)

지본채색紙本彩色 | 1축 

세로 67.3cm, 가로 91.5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oseongdo 
Map of the Capital

Treasure No.1560
Joseon (1787–1788) | Painting on paper | 1 item
67.3 × 91.5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수선전도 목판 首善全圖 木板

022

보물 제853호 | 조선(1824년-1864년)

목재 | 1점

세로 82.5cm, 가로 67.5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박물관)

Printing Woodblock of 
Suseon jeondo  
Comprehensive Map of the Capital

Treasure No.853
Joseon (1824–1864) | Woodblock | 1 item
82.5 × 67.5cm
Korea University Museum

진주성도 晉州城圖

023

보물 제1600호 | 조선(19세기)

저지楮紙 | 1점 10폭

1폭: 세로 112cm, 가로 34cm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Jinjuseongdo
Map of Jinjuseong Fortress

Treasure No.1600
Joseon (19th century) | Mulberry paper | 10 panels
112 × 34cm (1 panel)
Keimyung University Museum

영남지도 嶺南地圖

026

보물 제1585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6책 72장

세로 36.3cm, 가로 22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Yeongnam jido  
Atlas of Gyeonsang-do

Treasure No.1585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6 volumes
36.3 × 22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함경도전도 咸鏡道全圖

024

보물 제1583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5책 23장

세로 38cm, 가로 22.6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amgyeong-do jeondo  
Atlas of Hamgyeong-do

Treasure No.1583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5 volumes
38 × 22.6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해서지도 海西地圖

025

보물 제1584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3책 24장

세로 35cm, 가로 22.4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aeseo jido  
Atlas of Hwanghae-do

Treasure No.1584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3 volumes
35 × 22.4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027

보물 제1533호 | 조선후기

저지楮紙 | 1점

세로 218cm, 가로 148cm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도서관)

Haedong paldo bonghwa sanak jido  
Map of Beacon Mounds in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Treasure No.1533
Joseon (late period) | Mulberry paper | 1 item
218 × 148cm
Korea University Library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兩界萬里一覽之圖

028

1 보물 제1537-1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1축

 세로 161.5cm, 가로 192.9cm

 국유(국립중앙도서관) 

2 보물 제1537-2호 | 조선(18세기)

 저지楮紙 | 1축

 세로 143cm, 가로 203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Seobuk pia yanggye malli illam jido  
Comprehensive Map for Defense 
of the Western and Northern Borders

1 Treasure No.1537-1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1 item
 161.5 × 192.9cm
 National Library of Korea
2 Treasure No.1537-2
 Joseon (18th century) | Mulberry paper | 1 item
 143 × 203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요계관방지도 遼薊關防地圖

029

보물 제1542호 | 조선(1706년)

견본채색絹本彩色 | 1점 10폭

1폭: 세로 144cm, 가로 64.4-66.4cm

전체: 세로 144cm, 가로 664cm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Yogye gwanbang jido 
Map of the Yogye Borderland

Treasure No.1542
Joseon (1706) | Painting on silk | 1 item
144 × 664cm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防摠圖

030

보물 제1582호 | 조선(18세기)

종이 | 1축

세로 91.5cm, 가로 370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Cheonggugwan haebang chongdo  
Comprehensive Map of the Land and Sea Borders of Korea

Treasure No.1582
Joseon (18th century) | Paper | 1 item
91.5 × 370cm
National Museum of Korea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031

보물 제1597호 | 조선(19세기)

양지 | 1첩

세로 36cm, 가로 27.2cm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

Treasure No.1597
Joseon (19th century) | Paper | 1 volume
36 × 27.2c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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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지도 牧場地圖

032

1 보물 제1595-1호 | 조선(1678년)

 저지楮紙 | 1첩 21장

 세로 44.8cm, 가로 30.2cm 

 진헌마정색도: 세로 31cm, 가로 51.9cm 

 기타 지도: 세로 31cm, 가로 23.9cm

 국유(국립중앙도서관)

2 보물 제1595-2호 | 조선(1680년-1684년)

 저지楮紙 | 1첩 18장

 세로 39.5cm, 가로 16.5cm 

 국유(부산대학교 도서관)

Mokjang jido  
Maps of Ranches

1 Treasure No.1595-1
 Joseon (1678) |  Mulberry paper | 1 volume (21 sheets)
 44.8 × 30.2cm
 Jinheonma jeongsaekdo: 31 × 51.9cm
 Other maps: 31 × 23.9cm
 National Library of Korea
2 Treasure No.1595-2
 Joseon (1680-1684) |  Mulberry paper | 1 volume (18 sheets)
 39.5 × 16.5cm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양산 통도사 금동천문도
梁山 通度寺 金銅天文圖

033

보물 제1373호 | 조선(1652년)

동합금銅合金에 금도금 | 1점(부속구 포함) 

지름 41.2cm, 두께 0.9cm 

통도사(통도사 성보박물관)

Gilt-bronze Celestial Chart 
of Tongdo Temple in Yangsan

Treasure No.1373
Joseon (1652) | Gilt-bronze | 1 item (one affiliated object included) 
41.2cm in diameter, 0.9cm thick 
Tongdosa Museum

천문
天文
Astrological
Heritage

신·구법천문도 新·舊法天文圖

035

보물 제1318호 | 조선(1720년대-1730년대)

종이 | 8폭

1폭: 세로 179cm, 가로 56cm

국유(국립민속박물관) 

Old and New Celestial Charts
Treasure No.1318
Joseon (1720s-1730s) | Paper | 8 panels 
179 × 56cm (1 pane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復刻天象列次分野之圖 刻石

034

보물 제837호 | 조선 숙종대(17세기 후반-18세기 초)

대리석 | 1점

세로 206.5cm, 가로 108.5cm, 두께 30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Reproduced Celestial Chart Stone
Treasure No.837
Joseon (late 17th century-early 18th century)
Marble | 1 item
206.5 × 108.5 × 30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屛風

036

보물 제848호 | 조선(1742년)

종이 | 8폭

세로 183cm, 가로 451cm

법주사(법주사)

Folding Screen of Celestial Charts 
at Beopjusa Temple, Boeun
Treasure No.848
Joseon (1742) | Paper | 8 panels
183 × 451cm
Beopjusa Temple

지구의 地球儀

037

보물 제883호 | 조선(19세기 중반)

청동 | 1점

지구의 지름 24cm, 받침대 지름 27.7cm

숭실대학교(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Terrestrial Globe

Treasure No.883
Joseon (mid-19th century) | Bronze | 1 item
Diameter: 24cm (globe), 27.7cm (pedestal)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신법 지평일구 新法 地平日晷

038

보물 제839호 | 조선조선(1636년)

석재 | 1기   

세로 51.5cm. 가로 119.5cm, 두께 14.6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Horizontal Sundial
Treasure No.839
Joseon (1636) | Stone | 1 item
51.5 × 119.5 × 14.6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신법 지평일구 新法 地平日晷

039

보물 제840호 | 조선(18세기 초)

석재 | 1기   

세로 38.2cm, 가로 58.9cm, 두께 16.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Horizontal Sundial
Treasure No.840
Joseon (early 18th century) | Stone | 1 item
38.2 × 58.9 × 16.3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간평일구·혼개일구
簡平日晷·渾蓋日晷

040

보물 제841호 | 조선(1785년)

석재 | 1기

길이 129cm, 넓이 52.2cm, 두께 12.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Sundials
Treasure No.841
Joseon (1785) | Stone | 1 item
129 × 52.2 × 12.3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앙부일구 仰釜日晷

041

보물 제845호 | 조선후기

청동 | 2기(대, 소)  

(대) 높이 14cm, 지름 35.2cm

(소) 높이 10cm, 지름 24.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Hemispherical Sundial
Treasure No.845
Joseon (late period) | Bronze | 2 items (one large, one small)
Large: 14cm high and 35.2cm in diameter 
Small: 10cm high and 24.3cm in diamete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휴대용 앙부일구 携帶用 仰釜日晷

042

보물 제852호 | 조선(1871년)

대리석 | 1점

세로 5.6cm. 가로 3.3cm, 높이 1.6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Portable Hemispherical Sundial
Treasure No.852
Joseon (1871) | Marble | 1 item
5.6 × 3.3 × 1.6cm
National Museum of Korea

관상감 측우대 觀象監 測雨臺

044

보물 제843호 | 조선초기

화강석 | 1기

세로 59.7cm, 가로 94.5cm

높이 87.6cm, 무게 1.5톤

국유(기상청)

Rain Gauge Pedestal of Gwansanggam

Treasure No.843
Joseon (early period) | Granite | 1 item
59.7 × 94.5 × 87.6cm | Weight: 1.5t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대구 선화당 측우대
大邱 宣化堂 測雨臺

045

보물 제842호 | 조선(1770년)

화강석 | 1기

세로 37cm, 가로 37cm, 높이 46.2cm 

국유(기상청)

Rain Gauge Pedestal 
of Seonhwadang Hall in Daegu

Treasure No.842
Joseon (1770) | Granite | 1 item
37 × 37 × 46.2cm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043

보물 제561호 | 조선(1837년)

청동 | 1기 

높이 31.86cm, 지름 15.3cm  

국유(기상청)

Geumyeong Rain Gauge

Treasure No.561
Joseon (1837) | Bronze | 1 item
31.86cm high and 15.3cm in diameter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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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046

보물 제844호 | 조선(1782년)

대리석 | 1기

세로 45.5cm, 가로 45.3cm, 높이 30.3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Rain Gauge Pedestal of Changdeokgung Palace

Treasure No.844
Joseon (1782) | Marble | 1 item
45.5 × 45.3 × 30.3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통영 측우대 統營 測雨臺

047

보물 제1652호 | 조선(1811년)

화강석 | 1기 

측우대: 길이 44cm, 너비 43cm, 높이 44.3cm  

받침돌: 지름 91cm, 높이 21cm

국유(국립중앙과학관)

Rain Gauge Pedestal of Tongyeong

Treasure No.1652
Joseon (1811) | Granite | 1 item
Pedestal: 44 × 43 × 44.3cm 
Base stone: 91cm in diameter and 21cm high  
National Science Museum

무기
武器
Armory
Heritage

천자총통 天字銃筒

048

보물 제647호 | 조선(1555년)

청동 | 1구

전체 길이 131cm, 포구 깊이 116cm

포구 지름 12.8cm, 무게 296kg

국유(국립진주박물관)

Cheonja Chongtong Gun
Treasure No.647
Joseon (1555) | Bronze | 1 item
Length: 131cm (Barrel: 116cm) |  Bore: 12.8cm
Weight: 296kg
Jinju National Museum

지자총통 地字銃筒

049

보물 제862호 | 조선(1557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89.5cm, 포구 깊이 80.5cm

포구 안지름 10.5cm, 바깥지름 15cm, 무게 73kg

국유(국립진주박물관)

Jija Chongtong Gun
Treasure No.862
Joseon (1557) | Bronze | 1 item
Length: 89.5cm (Barrel: 80.5cm)  
Bore: 10.5cm | Weight: 73kg
Jinju National Museum

지자총통 地字銃筒

050

보물 제863호 | 조선(1557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89cm, 포구 깊이 80cm

포구 지름 10.5cm, 무게 87kg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박물관)

Jija Chongtong Gun
Treasure No.863
Joseon (1557) | Bronze | 1 item
Length: 89cm (Barrel: 80cm) | Bore: 10.5cm
Weight: 87kg
Dong-A University Museum

현자총통 玄字銃筒

051

보물 제885호 | 조선(1596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79cm, 포신 길이 58.7cm

약실 길이 20.3cm, 포구 지름 7.5cm

국유(국립진주박물관)

Hyeonja Chongtong Gun

Treasure No.885
Joseon (1596) | Bronze | 1 item 
Length: 79cm 
(Barrel: 58.7cm, Gunpowder chamber: 20.3cm) 
Bore: 7.5cm
Jinju National Museum 

현자총통 玄字銃筒

052

보물 제1233호 | 조선(1522년-1566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75.8cm, 포신 길이 69cm

약실 길이 20.3cm, 포구 지름 6.5cm, 바깥지름 10cm

국유(국립광주박물관)

Hyeonja Chongtong Gun
Treasure No.1233
Joseon (during 1522–1566) | Bronze | 1 item 
Length: 75.8cm 
(Barrel: 69cm, Gunpowder chamber: 20.3cm) 
Bore: 6.5cm
Gwangju National Museum

황자총통 黃字銃筒

053

보물 제886호 | 조선(1587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50.4cm, 총신 길이 36.2cm

약실 길이 14.2cm, 총구 지름 4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Hwa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886
Joseon (1587) | Bronze | 1 item 
Length: 50.4cm 
(Barrel: 36.2cm, Gunpowder chamber: 14.2cm) 
Bore: 4cm
National Museum of Korea

차승자총통 次勝字銃筒

056

보물 제855호 | 조선(1588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56.8cm, 통신 길이 35.5cm, 총구 지름 2.5cm

국유(서울대학교 박물관)

Medium Seu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855
Joseon (1588) | Bronze | 1 item 
Length: 56.8cm (Barrel: 35.5cm) | Bore: 2.5c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쌍자총통 雙字銃筒

055

보물 제599호 | 조선(1583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52.2cm, 병부 길이 6cm

총구 깊이 38.4cm, 총구 지름 1.7cm, 무게 4kg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박물관)

Ssa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599
Joseon (1583) | Bronze | 1 item
Length: 52.2cm (Barrel: 38.4cm, Handle: 6cm) 
Bore: 1.7cm | Weight: 4kg
Dong-A University Museum 

승자총통 勝字銃筒

054

보물 제648호 | 조선(1579년)

청동 | 1구 

전체 길이 57.2cm, 통신 길이 34.8cm, 총구 지름 4cm

국유(국립중앙박물관)

Seungja Chongtong Gun
Treasure No.648
Joseon (1579) | Bronze | 1 item
Length: 57.2cm (Barrel: 34.8cm) | Bore: 4cm
National Museum of Korea

세총통 細銃筒

057

보물 제854호 | 조선초기

동합금제 | 1점

전체 길이 13.9cm, 총구 지름 0.9cm

총구 깊이 9.2cm, 무게 140g

국유(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Narrow Gun

Treasure No.854
Joseon (early period) | Copper alloy | 1 item
Length: 13.9cm (Barrel: 9.2cm)
Bore: 0.9cm |  Weight: 140g
Korea Arm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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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총 三眼銃

059

보물 제884호 | 조선(1593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38.2cm, 통신 길이 26cm 

손잡이 길이 12.2cm, 총구 지름 1.3cm

국유(국립경주박물관)

Three Barreled Gun
Treasure No.884
Joseon (1593) | Bronze | 1 item 
Length: 38.2cm (Barrel: 26cm, Handle: 12.2cm)
Bore: 1.3cm
National Gyeongju Museum 

소총통 小銃筒

058

보물 제856호 | 조선(1591년)

동합금제 | 1점

전체 길이 75.5cm, 포구 깊이 64.2cm

총구 지름 16cm, 무게 3kg

국유(국립고궁박물관)

Small Gun
Treasure No.856
Joseon (1591) | Copper alloy | 1 item
Length: 75.5cm (Barrel: 64.2cm) | Bore: 16cm
Weight: 3kg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060

보물 제861-1호 | 조선(1563년)

동합금제 | 3점

전체 길이 43.3-43.7cm, 포구 지름 9.5cm

무게 45.3kg

국유(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Bullanggi Japo Cannon
Treasure No.861-1
Joseon (1563) | Copper alloy | 3 items
Length: 43.3-43.7cm | Bore: 9.5cm | Weight: 45.3kg
Korea Army Museum

대완구 大碗口

062

보물 제857호 | 조선(1845년)

동합금제 | 1점

전체 길이 64.4cm, 통 길이 33.3cm

통 지름 26.3cm, 완 지름 37.5cm, 무게 318kg

국유(국립중앙박물관)

Large Mortar
Treasure No.857
Joseon (1845) | Copper alloy | 1 item
Length: 64.4cm (Barrel: 33.3cm)  
Diameter: 26.3cm (Barrel), 37.5cm (Bowl) 
Weight: 318 kg
National Museum of Korea

비격진천뢰 飛擊震天雷

065

보물 제860호 | 조선중기

철제 | 1점

둘레 68cm, 지름 21cm

개철蓋鐵 외변 세로 8.4cm, 가로 7.6cm

개철 안 입지름 5.1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Bombshell
Treasure No.860
Joseon (middle period) | Iron | 1 item
Circumference: 68cm | Diameter: 21cm
Openings: 7.6 × 8.4cm (Outer rectangle) 

5.1cm in diameter (Inner circl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061

보물 제861-2호 | 조선(1563년)

동합금제 | 1점

전체 길이 43.5cm, 통 길이 36.3cm

입지름 9.6cm, 중량 45.3kg, 두께 1.2cm

공유(서울역사박물관)

Bullanggi Japo Cannon
Treasure No.861-2
Joseon (1563) | Copper alloy | 1 item
Length: 43.5cm | Bore: 9.6cm | Weight: 45.3kg
Seoul History Museum

중완구 中碗口

063

보물 제858호 | 조선(1590년) 

청동 | 1점

전체 길이 64cm, 포구 깊이 41.5cm

포구 지름 10cm, 완 지름 23.5cm, 무게 49.8kg

국유(국립진주박물관)

Medium Mortar

Treasure No.858
Joseon (1590) | Bronze | 1 item
Length: 64cm (Barrel: 41.5 cm)
Diameter: 10cm (Barrel), 23.5cm (Bowl) 
Weight: 49.8kg
Jinju National Museum

중완구 中碗口

064

보물 제859호 | 조선중기

청동 | 1점

전체 길이 62.5cm, 포구 깊이 40.5cm

포구 지름 10cm, 완 지름 23.5cm, 무게 55.6kg

국유(해군사관학교 박물관)

Medium Mortar
Treasure No.859
Joseon (middle period) | Bronze | 1 item
Length: 62.5cm (Barrel: 40.5cm)
Diameter: 10cm (Barrel), 23.5cm (Bowl)
Weight: 55.6kg
Naval Academy Museum

은입사귀면문철퇴 銀入絲鬼面文鐵鎚

066

보물 제1444호 | 조선(19세기)

철제 | 1쌍 2점  

전체 길이 74cm, 퇴 길이 12cm, 지름 9.5cm

국유(국립고궁박물관)

Iron Mace with Silver-inlaid Demon Design
Treasure No.1444
Joseon (19th century) | Iron | 1 pair
Length: 74cm (Head: 12cm) |  Diameter: 9.5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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