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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
바다는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공간의 단절을 통해

이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

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항구 도시는,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해양과 대륙 진출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

조선시대 동래 부산포의 왜관은

해양 세력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일본은 이를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두보의 확대를 시도하였고,

부산에는 이의 침략을 막기 위한 역사와 함께

만남의 흔적이 공존하고 있었다.

....

일제강점기, 6ㆍ25전쟁,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경험한

격동의 20세기에

부산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다.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억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

고지도는 지금의 장소들이

과거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부산의 고지도 도록집이 출간되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위하여

로컬리티를 바탕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대화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 <부치는 글> 중에서(374쪽) -



일러두기

1.자료수집

1)도록집의자료는국내각기관혹은개인이소장한자료중부산지역이묘사된고지도,역사기록도,회화,스케치맵등이수집대상이되었다.

2)대상은1910년이전자료를원칙으로하였으나,일제강점기때제작된일부지도도포함하였다.

3)수집작업은2003년부터2007년도까지소장기관의자료사용허가를바탕으로진행되었다.

4)수집방법은4×5"의원판필름촬영을원칙으로하였으며,부득이한경우디지털파일혹은필름복제를이용하였다.

5)동일한지도이지만채색,크기등형태가다른필사본의경우모두수집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2.도판수록

1)도판은①세계및동아시아지도②조선전도및도별도③군현지도④대축척조선전도⑤관방도·역사기록도·회화

⑥초량왜관도·부산포지도순으로배열되었다.

2)세계지도·조선전도및도별도등소축척지도의경우대표적인지도를수록하였으며,부산에소재한지도를우선수록하였다.

3)수록자료는최대한원색도판을이용하였으며부득이한경우흑백영인본을수록하였다.

4)도판의크기는가능한한지명을해독할수있도록하였으며,불가능한경우부산일대의부분도를삽입하였다.

5)지도의크기에따라지명판독이가능하도록1면혹은2면에걸쳐수록하였다.

6)복본이지만지도학적으로의미가있는경우모두수록함을원칙으로하였다.

7)군현지도는조선시대동래부·기장현지도만을수록하였다.

3.도판해설

1)각도판마다지도의제명,연대,크기,제작자등을국문,한문과함께간략한영문을표기하였다.

2)지도의제명은표제대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며불명확할경우소장기관의정보를따랐다.

3)영문표기는국립국어연구원(2000)의 <로마자표기용례>에준하였다.

4)지도의서지형태가매우다양한점을감안하여지도표시는일률적으로「 」로통일하였다.

5)소장처중‘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규장각’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장서각’으로표시하였다.

6)지도고지명색인은 주요군현지도상의위치정보를병기하여정리되었다.

7)지도에수록되었으나지면의한계로실리지못한 <주기>는원문을추출하여지도별로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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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 - 26「경부철도한국경성전도」부산일본거류지│「京釜鐵道韓國京城全圖」釜山日本居留地,영남대학교박물관 249

도판6 - 27「한국대지도」부산항│「韓國大地圖」釜山港,영남대학교박물관 250

도판6 - 28「조선전도」부산포경│「朝鮮全圖」釜山浦景,영남대학교박물관 251

도판6 - 29「부산항시가급부근지도」│「釜山港市街及附近地圖」,개인소장 252

도판6 - 30「부산항거류지약서부도」│「釜山港居留地約書附圖」,개인소장 252

도판6 - 31「부산항전도」│「釜山港全圖」,개인소장 253

도판6 - 32「한국부산항시가명세도」│「韓國釜山港市街明細圖」,개인소장 253

도판6 - 33「조선전도」부산포│「朝鮮全圖」釜山浦,개인소장 254

도판6 - 34「부산시가전도」│「釜山市街全圖」,개인소장 255

도판6 - 35「조선교통지도」부산│「朝鮮交通地圖」釜山,개인소장 256

도판6 - 36「소요일람지도」부산일대│「騷擾一覽地圖」釜山一帶,개인소장 257

도판6 - 37「부산지형도」│「釜山地形圖」,장서각 258

도판6 - 38「부산부세개황」부산부전도│「釜山府勢槪況」釜山府全圖,개인소장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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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 of the World and East Asia

Old Maps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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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1>

Honil Gangni Yeokdae Gukdo-jido ,  Comprehensive Map of the World and Nation's Succesive Capitals
권근ㆍ김사형ㆍ이무ㆍ이회, 1402년,채색필사본(모사본), 158.5×168.0㎝,규장각(원본 :日本龍谷大學圖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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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2>

Honil Gangni Yeokdae Gukdo-jido ,  
Comprehensive Map of the World and Nations Succesive Capitals
권근ㆍ김사형ㆍ이무ㆍ이회, 1402년,채색필사본, 158.5×168.0㎝,日本龍谷大學圖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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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3>

Cheoha Daechong Ilram-jido ,  Map of the World
18세기초,채색필사본, 128.5×155.0㎝,국립중앙도서관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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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4>

Haedong Samguk-do ,  Map of Countries in East Asia
1780년대,채색필사본, 248.0×264.0㎝,규장각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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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

Cheonha-do in Cheonhaguk-do ,  Map of the World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0×39.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1-5>

Cheonha-chongdo in Yoramjib ,  Map of the World
18세기중엽,목판본, 28.5×17.8㎝,부산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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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7>

Gonyeo Manguk Jeon-do ,  Map of the World
1708년 (원도 :마테오리치利馬竇, 1602년),채색필사본, 172.0×531.0㎝,서울대학교박물관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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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8>

Cheonhado-jido ,  Map of the World
1770년대 (원도 :알레니艾儒略,만국전도萬國全圖, 1623년),채색필사본, 50.5×103.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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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9>

Nieuwe en Naukeutige Kaart van Asia
보웬(Bowen, E.)ㆍ바친(Bachiene,W. A.), 1773년,채색동판본, 26.5×42.0㎝,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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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ps of Korea and Gyeongsang Province

Old Maps of Busan



M
aps

ofK
orea

and
G

yeongsang
Province

31

조
선
전
도·

도
별
도

30

<도판2-1>

Paldo-chongdo in Dongnam-do ,  Map of Korea
1531년,목판본, 27.0×34.2㎝,규장각

<도판2-3>

Gyeongsang-do in Dongguk-ji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6세기말, 36.6×24.2㎝,규장각

<도판2-2>

Gyeongsang-do in Dongnam-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531년,목판본, 27.0×34.2㎝,규장각

<도판2-4>

Gyeongsang-do in Ji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6세기말,목판본, 35.3×22.0㎝,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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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5>

Dongguk-do in Cheonhaguk-do ,  Map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0×39.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6>

Gyeongsang-do in Cheonhaguk-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0×39.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7>

Gyungsamg-do in Yoram-jib Map of Gyeongsang Province
18세기중엽,목판본, 43.0×32.0㎝,부산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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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8>

Joseon Paldo-jido ,  Map of Korea
1557년경,채색필사본,비단, 132.0×61.0㎝,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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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9>

Joseon Paldo Gogeum Chongnam-do ,  Map of Korea
김수홍, 1673년,목판본, 137.5×107.0㎝,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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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0>

Paldo-chongdo ,  Map of Eight-Provinces of Korea
1683년,채색필사본, 124.0×90.5㎝,규장각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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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1>

Haedong Paldo Bonghwa Sanak-jido ,  Map of Beacon Lighthouse Mountains
17세기후반,채색필사본, 218.0×149.0㎝,고려대학교도서관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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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2>

Daedong-chongdo in Haedong-jido ,  Map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56.4×156.2㎝,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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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3>

Joseon-chongdo in Dongguk-jido ,  Map of Korea
정상기,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4.0×63.0㎝,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2-14>

Gyeongsang-do in Dongguk-ji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정상기,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4.0×63.0㎝,동아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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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5>

Dongguk Dae-jeondo ,  Map of Korea
1755~1757년,채색필사본, 272.2×137.9㎝,국립중앙박물관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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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6>

Gyeongsang-do in Haedong-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24.5×94.0㎝,호암미술관

<도판2-17>

Gyeongsang-do in Joseon Paldo-ji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03.5×63.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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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8>

Gyeongsang-do in Dongguk Palro Bun-ji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03.5×63.5㎝,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도판2-19>

Gyeongsang-do in Joseon Paldo-jido ,  Map of Gyeongsang Province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03.5×63.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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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0>

Haejwa-jeondo ,  Map of Korea
19세기중엽,가채목판본, 97.8×55.4㎝,영남대학교도서관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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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1>

Daedongyeoji-jeondo ,  Map of Korea
19세기후반,목판본, 103.5×63.5㎝,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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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2>

Joseon-do in Hwangyeo Jeonnam-do ,  Map of Korea
1721년,목판본(영인본), 57.1×42.1㎝,개인소장

<도판2-23>

Royaume de Coree
당빌(D′Anville, J. B.), 1737년,채색동판본, 35.3×51.8㎝,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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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4>

Royaume de Kau-Li ou Coree
보웬(Bowen, E.), 1752년,채색동판본, 53.7×36.6㎝,서울역사박물관

<도판2-25>

Daehan-jeondo in Daehan Sin-jiji ,  Map of Korea in New Geography of Korea
현성운, 1907년,동판본, 33.7×25.0㎝,부산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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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6>

Gyeongsangnam-do in Daehan Sin-jiji ,  Map of Gyeongsang Province in New Geography of Korea
현성운, 1907년,동판본, 33.7×25.0㎝,부산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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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aps of County

Old Maps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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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

Dongnae-bu in Haedong-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0×30.5㎝,규장각

<도판3-2>

Gijang-hyeon in Haedong-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0×30.5㎝,규장각



M
aps

ofC
ounty

65

군
현
지
도

64

<도판3-3>

Dongnae-bu in Gyeongjudohoejwatong-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95.0×73.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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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4>

Gijang-hyeon in Gyeongjudohoejwatong-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95.0×73.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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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

Dongnae-bu in Ye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6.5×19.1㎝,규장각

<도판3-6>

Gijang-hyeon in Ye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6.5×19.1㎝,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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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7>

Dongnae-bu in Ye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736-1776,채색필사본, 30.3×28.5㎝,국립중앙도서관

<도판3-8>

Gijang-hyeon in Ye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736-1776,채색필사본, 30.3×28.5㎝,국립중앙도서관



M
aps

ofC
ounty

73

군
현
지
도

72

<도판3-9>

Dongnae-bu in Jiseung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7.0×19.0㎝,규장각

<도판3-10>

Gijang-hyeon in Jiseung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7.0×19.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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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1>

Dongnae-bu in 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도판3-12>

Gijang-hyeon in 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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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3>

Dongnae-bu in Yeojipyeonram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24.3×17.5㎝,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 :日本靜嘉堂文庫)

<도판3-14>

Gijang-hyeon in Yeojipyeonram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24.3×17.5㎝,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 :日本靜嘉堂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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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5>

Dongnae-bu in Yeongnam-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6.0×83.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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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6>

Gijang-hyeon in Yeongnam-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6.0×83.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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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7>

Dongnae-bu in Yeongnam-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11.0×80.0㎝,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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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8>

Dongnae-bu in Yeongnam-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5×23.0㎝,영남대학교박물관

<도판3-19>

Gijang-hyeon in Yeongnam-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32.5×23.0㎝,영남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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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0>

Dongnae-bu in Gwangyeo-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초,채색필사본, 37×28.3㎝,규장각

<도판3-21>

Gijang-hyeon in Gwangyeo-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초,채색필사본, 37×28.3㎝,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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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2>

Dongnae-bu in Gakeup-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초,채색필사본, 29.2×19.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3>

Gijang-hyeon in Gakeup-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초,채색필사본, 29.2×19.2㎝,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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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4>

Dongnae-bu in Dongguk-jido 3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53.0×35.5㎝,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5>

Gijang-hyeon in Dongguk-jido 3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53.0×35.5㎝,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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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6>

Dongnae-bu in Haedongye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776~1795년,채색필사본, 34.1×21.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7>

Gijang-hyeon in Haedongye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776~1795년,채색필사본, 34.1×21.2㎝,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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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8>

Dongnae-bu in Joseon-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9.8×38.5㎝,규장각

<도판3-29>

Gijang-hyeon in Joseon-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9.8×38.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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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30>

Dongnae-bu in Pald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초,채색필사본, 35.7×21.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31>

Gijang-hyeon in Paldo-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초,채색필사본, 35.7×21.2㎝,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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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32·33>

Dongnae-bu in 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장서각

<도판3-34·35>

Gijang-hyeon in 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장서각

(부분도)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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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36·37>

Dongnae-bu in 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38·39>

Gijang-hyeon in Ji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고려대학교도서관

(부분도)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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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40>

Dongnae-bu in Jido-ch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필사본, 36.5×23.0㎝,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41>

Gijang-hyeon in Jido-ch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9세기,필사본, 36.5×23.0㎝,고려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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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42>

Dongnae-bu in Dongguk-yeo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00~1822년,채색필사본, 33.2×31.5㎝,고려대학교박물관

<도판3-43>

Gijang-hyeon in Dongguk-yeodo ,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800~1822년,채색필사본, 33.2×31.5㎝,고려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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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44>

Dongnae-bu in Yeojae Chwal-yo ,  Attached County Map in Geography of Korea
1895년,오횡묵,필사본, 22.2×17.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45>

Gijang-hyeon in Yeojae Chwal-yo ,  Attached County Map in Geography of Korea
1895년,오횡묵,필사본, 22.2×17.2㎝,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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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46>

Dongnae-bu in Yeojido-seo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영인본), 20.5×31.0㎝,한국교회사연구소

<도판3-48>

Dongnae-bu in Gyeongsangdo-eupji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32년,채색필사본, 22.6×35.0㎝,규장각

<도판3-47>

Gijang-hyeon in Yeojido-seo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of Korea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영인본), 20.5×31.0㎝,한국교회사연구소

<도판3-49>

Gijang-hyeon in Gyeongsangdo-eupji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32년,채색필사본, 22.6×35.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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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0>

Dongnae-bu in Yeongnam-eupji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71년,채색필사본, 20.8×31.2㎝,규장각

<도판3-51>

Gijang-hyeon in Yeongnam-eupji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71년,채색필사본, 20.8×31.2㎝,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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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2>

Dongnae-bu in Yeongnam-eupji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94년,채색필사본, 20.8×31.2㎝,규장각

<도판3-53>

Gijang-hyeon in Gijanghyeon-eupji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99년,채색필사본, 29.2×17.2㎝,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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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4>

Dongnae-bu in Dongraebu-eupji ,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99년,채색필사본, 29.2×17.2㎝,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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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5>

Dongnaebu-jido in 1872 Gunhyeon-jido ,  County Map
1872년,채색필사본, 121.9×72.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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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6>

Gijang-jido in 1872 Gunhyeon-jido ,  County Map
1872년,채색필사본, 117.0×70.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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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7>

Busanjin-ji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108.0×71.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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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8>

Geumjeong Sanseongjin-ji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108.0×71.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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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59>

Gyeongsang Jwasuyeong-jidohyeong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71.0×127.0㎝,규장각



M
aps

ofC
ounty

127

군
현
지
도

126

<도판3-60>

Gaeunjin-ji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67.2×48.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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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1>

Dumojin-ji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117.0×72.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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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2>

Dadaejin-ji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111.0×74.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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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3>

Seopyeongjin-ji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109.4×78.8㎝,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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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4>

Gadeokjin-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122.0×72.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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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5>

Cheonseongjin-do in 1872 Gunhyeon-jido ,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년,채색필사본, 115.0×65.9㎝,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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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6>

Dongnae Busan-gojido ,  County Map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 133.4×82.7㎝,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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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7>

Busan-gojido ,  County Map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 132.5×78.5㎝,동아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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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68>

Busan-gojido ,  County Map
20세기초,채색필사본, 10폭병풍, 99.5×340.0㎝,부산시립박물관

123456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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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축척
조선전도

Ⅳ
Large-scale Whole Maps of Korea

Old Maps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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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1>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ongyeobig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1682년경,채색필사본, 47.0×35.0㎝,양산대성암

<도판4-2>

Grid System of Cheonggu-Yoram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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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3>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Yoram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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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5>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d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4-4>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d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영남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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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 Gyeongwi-d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5.0×24.0㎝,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 :日本靜嘉堂文庫)

<도판4-6>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Yeo-jido 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영남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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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9>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d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5.0×23.1㎝,국립중앙도서관

<도판4-8>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d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7.2×24.0㎝,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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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11>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d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도판4-10>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do ,  Part of the Atlas  of Korea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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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12>

Daedong-do (Daedongyeo-jido),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22첩),부산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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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14>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Joseon-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초,채색필사본, 546.0×323.4㎝,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 :日本大阪府立圖書館)

<도판4-13>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ong-ye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520.0×290.0㎝,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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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16>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bangyeo-jeon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670.0×380.0㎝,규장각

<도판4-15>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559.8×340.0㎝,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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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1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ongyeo-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670.0×380.0㎝,규장각

<도판4-18>

Cover of Daedongyeo-jido
김정호, 1861년,부산대학교도서관·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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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21>

Scale and Grid System of Daedongyeo-jido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30.5×20.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22>

Legends of Daedongyeo-jido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30.5×20.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19>

Woodblock of Cover of Daedongyeo-jido
김정호, 1861년,피나무, 30.5×40.0㎝,국립중앙박물관

<도판4-20>

Cover of Daedongyeo-jido (1861 1864)
김정호, 1861년ㆍ1864년,가채목판본, 30.5×20.0㎝,부산대학교도서관ㆍ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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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23>

Woodblock of Dongnae-bu in Daedongyeo-jido
김정호, 1861년,피나무, 30.5×40.0㎝,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4>

Dongnae-bu in Daedongyeo-jido ,  Print of Woodblock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목판본, 30.5×40.0㎝,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5>

Woodblock of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김정호,1861년,피나무,30.5×40.0㎝,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6>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rint of Woodblock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4년,목판본, 30.5×40.0㎝,국립중앙박물관



L
arge-scale

W
hole

M
aps

ofK
orea

175

대
축
척

조
선
전
도

174

<도판4-2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do (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부산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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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29>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규장각

<도판4-28>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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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31>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jeondo (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영남대학교도서관

<도판4-30>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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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33>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Haejwa-yeodo (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도판4-32>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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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34>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후반,김정호,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 670.0×380.0㎝,규장각

<도판4-35>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 670.0×380.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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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3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 670.0×380.0㎝,국립중앙박물관

<도판4-36>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yeo-jido ,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20세기초,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영인), 670.0×380.0㎝,국립중앙도서관(원본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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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Maps for Defense and Borderlands, 
Pictorial Maps and Pictures

Old Maps of Busan

<도판4-38>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jeondo (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후대모사수정본), 670.0×380.0㎝,영남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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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

Gyeongsang Jwasuyeong-jido ,  Map of Jwasuyeong for Defense and Borderlands
조선후기,채색필사본, 48.4×339.8㎝,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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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2>

Jwasuyeongji-jido in Yeojido-seo ,  Map of Fortress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영인본), 20.5×31.0㎝,한국교회사연구소

<도판5-3>

Raeyeong-jido in Dongnaeyeong-ji ,  Attached Map of Dongnae-bu in Regional Geography
이형하, 18세기중엽, 24.7×16.8㎝,필사본(영인본),국립중앙도서관(원본 :日本天理大學今西龍文庫)

<도판5-4>

Gyeongsang-do Jwasuyeong Baeseol Josa-do,  Map of Jwasooyeong for Defense and Borderlands
연대미상,채색필사본, 38.6×58.5㎝,부산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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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5>

Yeong-Honam Yeonhae Hyeongpyoen-do,  Map of Gyeongsang and Honam Coastal Regions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59.0×800.0㎝,국립중앙도서관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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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6>

Goryeo Jungyocheo-do ,  Map of Gyeongsang Coastal Regions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비단, 67.0×342.0㎝,개인소장

12345678910111213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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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7>

Dongnae-bu in Mokjang-jido ,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5-8>

Dongnae-bu in Mokjang-jido ,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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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9>

Gadeok-do in Mokjang-jido ,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5-10>

Gadeok-do in Mokjang-jido ,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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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1>

Imjin Jeonran-do ,  Pictorial Map of Combat in Dongnae-bu
이시눌, 1834년,채색필사본,비단, 172.0×99.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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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2>

Dongnae-bu Sunjeol-do ,  Pictorial Map of Combat in Dongrae Fortress
변박, 1760년,채색필사본, 145.0×96.0㎝,육군사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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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3>

Dongnae-bu Sunjeol-do ,  Pictorial Map of Combat in Dongnae Fortress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45.0×96.0㎝,충렬공송상현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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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4>

Busanjin Sunjeol-do ,  Pictorial Map of Combat in Busanjin Fortress
변박, 1760년,채색필사본, 145.0×96.0㎝,육군사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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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5>

Busanjin Fortress in Hoebon Taehapgi ,  Pictorial Map of  Combat in Busanjin Fortress in Book of Historical Records
岡田修德ㆍ法橋玉山畵, 1798년,목판본, 23.0×16.0㎝,국립중앙도서관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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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7>

Dongnaebusa Jeopwaesa-do ,  Pictorial Map of Historical Event in Dongnae-bu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82.0×462.0㎝,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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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8>

Dongnaebusa Jeopwaesa-do ,  Pictorial Map of Historical Event in Dongnae-bu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82.0×462.0㎝,국립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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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9>

Waegwan in Joseon Paldo-jido ,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1785~1800년,채색필사본, 35.7×21.2㎝,규장각

<도판5-20>

Haeundae in Joseon Paldo-jido ,  Pictorial Map of Haeundae
1785~1800년,채색필사본, 35.7×21.2㎝,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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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21>

Molundae in Jinjae-hwajib ,  Picture of Molundae
김윤겸, 18세기초,채색필사본, 54.0×35.5㎝,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5-22>

Yeonggadae in Jinjae-hwajib ,  Picture of Yeonggadae
김윤겸, 18세기초,채색필사본, 54.0×35.5㎝,동아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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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23>

Taejongdae in Jinjae-hwajib ,  Picture of Taejong-dae
김윤겸, 18세기초,채색필사본, 54.0×35.5㎝,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5-24>

Dongnae Taejongdae-do ,  Picture of Taejongdae
정황,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크기미상,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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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25>

Molundae in Gyeongsang-do Myeongseung-do ,  Picture of Molundae
조선후기,채색필사본, 136.0×38.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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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 of Choryang Japanese Concession

and Busan Port

Old Maps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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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

Dongnae Busanpo-jido in Haedongjeguk-gi ,  Attached Map in Geography of Countries in East Sea
신숙주, 1474년,목판본, 29.0×20.6㎝,국사편찬위원회

<도판6-2>

Dongnae Busanpo-jido in Jangun-do ,  Map of Busan Port
19세기,채색필사본, 44.4×69.2㎝,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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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4>

Dongnaebu-do in Joseon Gwihoyeorok ,  Attached Pictorial Map in Korean Geography
石幡貞, 1876년,필사본, 21.1×15.3㎝,국립중앙도서관

<도판6-5>

Choryang-do in Joseon Gwihoyeorok ,  Attached Pictorial Map in Korean Geography
石幡貞, 1876년,필사본, 21.1×15.3㎝,국립중앙도서관

<도판6-3>

Daema-do in Jangun-do ,  Map of Susima Island
19세기,채색필사본, 44.4×69.2㎝,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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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6>

Waegwan-do,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변박, 1783년,채색필사본, 133.0×58.5㎝,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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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7>

Busanpo Choryang Hwagwan Dae-hoedo,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1886년,채색필사본, 78.4×50.0㎝,日本東京大學校史料編纂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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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8>

Choryang Waegwan-hoedo,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조선후기,채색필사본, 145.8×101.5㎝,日本對馬歷史民俗資料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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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9>

Choryangji-hoedo ,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17세기후반,채색필사본, 98.0×64.0㎝,日本對馬歷史民俗資料館

<도판6-10>

Busanpo Waegwan-hoedo in Joseon Saryojib-jin ,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19세기후반,필사본(인쇄본), 39.7×29.8㎝,부산대학교도서관(원본 :日本個人)

<도판6-11>

Busan Hwagwan Jungong-do in Joseon-Sahak ,  Map of Japanese Concession in Journal of Korean History
1678년추정,채색필사본, 26.0×18.0㎝,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 :日本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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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2>

Busanpo Choryang Hwagwan-jido ,  Pictorial Map of Busan Port
19세기말,채색필사본, 58.5×1003.0㎝,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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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3>

Waegwan-do ,  Map of Japanese Concession
19세기말,채색필사본,크기미상,개인소장

<도판6-14>

Busanyo-do ,  Map of Distribution of Pottery in Busan
19세기말,채색필사본,크기미상,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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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5>

Posanhang Gyeonchwi-do ,  Map of Busan Port
1881년,채색필사본, 147.5×98.0㎝,개인소장(전시 :부산근대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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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6>

Joseon Gyeonmun-dohoe ,  Picture of Busan Folk
1881년,채색필사본, 147.5×98.0㎝,부산시립박물관

<도판6-17>

Busan-hang Joseon Naman,  Busan Harbourt in South Coast of Korea
1886년,일본해군성수로국,동판인쇄본, 94.0×62.0㎝(축척, 1:33,00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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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19>

Busan-hang ,  Map of Busan Harbour
존와드(JohnWard), 1859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프랑스)

<도판6-18>

Busan-hang ,  Map of Busan Harbour
브라우튼(Broughton,W. R.), 1797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영국)



M
aps

ofC
horyang

Japanese
C

oncession
and

B
usan

Port

245

초
량

왜
관
도·

부
산
포

지
도

244

<도판6-20>

Busan-hang ,  Map of Busan Harbour
아오키요시다, 1875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프랑스)

<도판6-21>

Busan-hang ,  Map of Busan Harbour
우에노, 1905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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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22>

Plan of Fusan Harbour
채색인쇄본,크기미상(축척, 1:9,000),개인소장

<도판6-23>

Busan-hang-yakdo ,  Sketch Map of Busan Harbour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 60.0×101.5㎝,규장각

<도판6-24>

Busan-hang Ilbon-jogye Gyeonggye-do ,  Map of Area of Japanese Concession
1883~1885년,채색필사본, 59.5×83.0㎝,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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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25>

Dongnae-hang Jeolyeong-do ,  Map in the Official Document of Russian Concession in Yeong-do
1898년,채색필사본, 28.5×18.5㎝,규장각

<도판6-26>

Busan Ilbon Georyuji in Hanguk Gyeongseong-jeondo ,  
Map of Japanese Exclusive Residential Area in Korean Map

1903년,동판인쇄본, 97.8×68.4㎝,영남대학교박물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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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27>

Busanhang in Hanguk Dae-jido ,  Inserted Map of Busan Harbour in Korean Map
1908년,동판인쇄본, 106.7×78.8㎝,영남대학교박물관

<도판6-28>

Busanpo-gyeong in Joseon-jeondo ,  Sketch Map of Busan Harbour in Map of Korea
1894년,동판인쇄본, 35.0×49.5㎝,영남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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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29>

Busan-hang Siga Bugeun-jido ,  Map of Busan Harbour and Urban Area
1903년,채색동판본, 29.3×45.1㎝,개인소장

<도판6-31>

Busan-hang-jeondo ,  Map of Busan harbour
1905년,채색동판본,엽서,개인소장

<도판6-32>

Hanguk Busan-hang Siga Myeongse-do ,  Detailed Map of Busan Harbour and Urban Area
1907년,채색동판본, 37.5×51.2㎝,개인소장

<도판6-30>

Busan-hang Georyuji Yakseo-budo ,  Map of Japanese Residential Area in Busan Harbour
1877년,동판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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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33>

Busan-po in Joseon-jeondo ,  Inserted Map of Busan Harbour
1876년,동판인쇄본, 125.0×88.0㎝(축척, 1:1,320,000),개인소장

<도판6-34>

Busansiga-jeondo ,  Map of Busan Urban Area
지질조사국, 1911년,동판인쇄본, 75.4×105.6㎝,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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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35>

Busan in Joseon Gyotong-jido ,  Inserted Map of Busan in Road Map of Korea
大坂每日新聞, 1910년,채색동판본, 106.3×74.5㎝,개인소장

<도판6-36>

Busan in Soyoilram-jido ,  Detailed Map of Diffusion of 3 1 Movement
조선총독부, 1919년,가채인쇄본, 52.5×37.7㎝,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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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38>

Busanbu-jeondo in Busanbuse-gaehwang ,  Map of Busan
부산부, 1928년,인쇄본, 46.0×36.0㎝(축척, 1:30,000),개인소장

<도판6-37>

Busan Jihyeong-do ,  Map of Busan
조선총독부, 1918년,채색인쇄본, 77.4×79.8㎝(축척, 1:10,000),장서각



논고

목 차

Ⅰ.부산의고지도 262

[Ⅰ] 우리나라고지도발달

[Ⅱ] 동래부군현지도계열과지도발달

(附)고지도연구문헌

Ⅱ.군현지도수록지명과주기 292

[Ⅰ] 지명

[Ⅱ] 주기

(附)군현지도지명색인및주기원문

Ⅲ.수록도판해제 320

[Ⅰ] 도판해제

[Ⅱ] List of Plates

(附)소장기관별고지도도판



262 263Old Maps of Busan

도록집 출간의 목적은 고지도를 통해서 당시 부산 지역의 지리

정보와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부산 고지도의 맥락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고지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

달되었는가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지도는 공간 정보의 집약 결과이며, 수십 권의 책의 내용을 함축

해 나타내기도 한다. 지도는 장소를 소통하는 연결망을 보여준다.

학자들에게는 지리학의 도구지만, 대중들에게는 지리 정보를 얻는

수단이다. 지리 정보의 기억과 전달의 매체로서 지리지와 지도가

있다. 지리서는 체계적인 개념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도보

다 정보 전달에 있어서 논리적이다. 그러나 지도는 장소에서 사물

의 공간적인 배치와 위치 관계를 전달하는데 지리지보다 효율적이

다. 사물간의 잠재적인 관계가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공간 배치를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지도에 의존할 수

밖에없다.

고지도는 이미지와 지명 및 주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지도

이용자는 지도를 단순히‘보는 것’이 아니라‘텍스트’로 읽는다.

‘읽혀진’고지도는 당시의 지리 정보, 지도 제작 수준뿐만 아니라

공간인식, 장소들간의관계성을보여주기때문에지역문화연구

뿐만 역사학, 지명학, 회화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특히

고을을 상세하게 그린 군현지도는 향토 지역 연구에서 지리지와

함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지도

의 발달사를 소개하고 동래부가 상세하게 묘사된 군현지도를 중

심으로 그 내용과 유형의 파악을 통해 부산의 고지도 이해를 돕고

자하 다.

[Ⅰ]우리나라고지도발달

지리는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어느 시대이

든 지도는 당시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동원되어 만들어진다.문

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그림을 통해 지도를 그려 장소에 대한 정

보의 소통을 시도하 다.이미지 위에 문자를 이용해 지명이 기재

되면서 지도는 회화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후 방안 혹은 측량을

이용한경위도를바탕으로정확성이높아지게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지도를 그렸다.「삼국사기」·「삼국유사」

등의지리지와벽화등을통해당시지도의윤곽을엿볼수있다.고

구려는 628년( 류왕 11)에「봉역도(封域圖)」를 당나라에 보냈고,

신라에서도「신라구주군현총도」등의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려시대는송·원과의교류가활발하 고, 불교를통한인도

에 대한 지식,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교역을 통해 이슬람 세계와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지리 지식이 유입되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윤곽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

아 있는 지도는 없다. 조선조 1396년(태조 5)에 편찬된「동문선」에

실려 있는 이첨의「삼국도후서」의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지형과 하

천의 서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에 상세한 지도가 있었음

을 보여준다. 이외에 윤보(尹輔, 1063~1154)가 당나라 현장법사

(602~664)의 서역기에 의거하여「오천축국도(伍天竺國圖)」를, 공민

왕재위기(1352~1374)에나흥유(羅興儒)가중국및우리나라지도를

제작하 다는기록이있다.한편명나라나홍선(羅洪先)(1504~1565)

이 1555년경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지도책「광여도」에 2면의 크기로

<그림2>「해동제국기」해동제국총도(日本九州大學)<그림1>「광여도」의 조선부분(출처 :Harley, J. B., 1994)

Ⅰ.부산의고지도
실려있는조선도(<그림 1>)의원도가고려시대에제작된것으로추

정되고 있다.우리나라의 형태와 압록강의 유로로 보아 고려시대에

제작된지도위에조선시대의팔도지명을기재한지도이다.

1 조선전기

1392년 조선의 개국과 함께 왕권 확립을 위하여 지리서와 지도

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전에 역사서의 일부로 편찬되던 관행에

서 벗어나「경상도지리지」(1425),「세종실록지리지」, 양성지의

「팔도지리지」(1479),「동국여지승람」(1486) 등에서 군현의 상세한

지리적인 내용을 담은 지리서가 독립적으로 편찬되었다. 특히「동

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평가된다. 이 지리

지에서는 각 장소에 대한 거리의 표현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팔도총도」와「도별도」가 첨부됨으로써 지리지와 지도가 결합

되었다는데에서의미가있다.

1) 세계 및동아시아지도

조선 초기에는 역법(曆法)의 확립을 위해 천문학 연구와 함께 각

종 천문 관측 기구가 발명되었고, 지리지의 편찬과 함께 우리나라

와 세계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402년

(태종 2)에는 세계지도인「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도판 1-1·2)를

완성하 다. 권근(權近)이 지도의 발문에,‘이택민(李澤民)의「성

교광피도(聲敎廣被圖)」와 천태승 청준(淸濬)의「혼일강리도」를 중

국에서 들여와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우정승 이무(李茂), 검상(檢

詳) 이회(李 )가 검토하여, 하나의 지도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

어 지도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자세한 내용은 도판 해제 참조). 지

도의 조선 부분은 이회가 그린「팔도지도(八道地圖)」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도는 고려시대의「오도양계도」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반도 지도로서 가장 오래된 것

으로 조선 초기 우리나라 지도 발달의 일면을 보여준다(이찬,

1995). 지도에는 적색으로 한양의 위치와 산맥의 흐름이 그려져 있

다.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하계망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압록강, 두만강의 유로는 지금과 다르게 동·서로 그려져 있

으며백두산은표시되어있지않다.

동아시아 지도 중 일본을 그린 지도로는「해동제국기」에 삽입된

지도가 있다.이 책은 신숙주(申叔舟)가 일본을 다녀온 직후, 1471

년(성종 2)에 왕명을 받아 지은 책으로서 일본의 지세·국가 사

정·교류 연혁 및 사신을 대하는 예례의 절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지도로는「해동제국총도」,「일본 본국지도」,「일본국 서해도구주

지도」,「일본국 일기도지도」,「일본국 대마도지도」,「유구국 지

도」등의 6매의 지도와「웅천 제포지도」,「동래 부산포지도」(도판

6-1),「울산 염포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책의 본문은 주자본(鑄字

本)이고 지도는 목판본이다. 이 지도는 현전하는 판본지도로 가장

오랜 지도이며, 독립된 일본 지도의 판본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본 3부는 일본에 있고 1부만 국사편찬위원

회에 소장되어 있다. 국편 소장본은 대마도 종가의 소장본을 1930

년대에 구입해 온 것이다.1)

지도자체에범례가들어있지않으나「해동제국기」목록에실린

범례의 내용에‘一國 중 黃畵는 道界, 墨畵는 州界, 紅畵는 道路’라

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목판으로 인쇄한 후 도 경계를 채색으

로 구분하고, 도로는 홍선(紅線)으로 표시하 음을 보여준다.국사

편찬위원회 소장본은 채색되어 있지 않으나 찬진본(撰進本)은 채

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에서 대마도는 그 형태가 심하

게왜곡되는데이는책의판형에맞추기위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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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중 이끼도[一岐島], 대마도, 유구국도를 제외한「일본국도」

와「서해도구주도」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지도인「행기도

(行基圖)」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행기도」초기의 것은 대부분이

필사본이고 현전하는 것 중에서 일본 교오토오[京都]에 있는 인화

사 소장본이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다.「행기도」계통에 속한 일본

지도는「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행기도」를 참고하여 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사료된다.

「일본 본국지도」와「구주지도」는「행기도」에 담겨 있지 않은 지

리 정보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일본을 왕래하는 통신사와 일본 승

(僧) 도안(道安)이 들여온 관련 자료와 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

되고있다.「유구국 지도」도 도안이 들여온지도로 알려져있다.대

마도 지도와 이끼섬 지도는 지도 내용과 당시 이 섬들이 왜구의 근

거지가 되어 조선의 관심이 높은 섬이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선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책은 조정에서 당시 일

본에 대한 지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간본으로 추진되어 제작된

것으로보인다.

2) 조선전도및도별도

세종조 압록강과 두만강에 사군 육진이 설치되는 등 북방 토가

확장되면서상세하고정확한전도제작이요구되었다.세종은 1436

년(세종 18) 정척(鄭陟, 1390~1475)에게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를

자세히 살피라는 명을 하 으며, 이후 1451년(문종 1)「양계지도」

를 완성하 다.2) 1453년(단종 1)에 양성지(梁誠之, 1414~1482)는

조선전도, 팔도도, 각 주현도 제작의 명을 받아, 1463년(세조 9)에

「동국지도」를 그렸다.3) 정척과 양성지의 지도는 현재 남아 있지 않

으나 같은 계열의 지도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조선방역도」

(<그림 3>)와「조선팔도지도」(도판 2-8)이다.이 지도는 이회의「팔

도지도」보다 내용이 상세할 뿐 아니라 국토 윤곽, 하천 유로 등이

정확하게묘사되었다.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신증동국여지승람」권 1의 첫머리에

「팔도총도」, 해당 도의 앞부분에 도별도가 첨부되어 있다. 판심에

판각된대로「동람도」라 호칭된다.목판본으로 제작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동국여지승람」은 총 3차례에 걸쳐 간인되었다. 1481년

(성종 12) 편찬된 초고본은 서거정(徐居正)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는 기록만 있을 뿐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없다.또한 실물이 전해지

지 않아 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486년(성종 17)

편찬되어 이듬해 2월 을해자판(乙亥字版)으로 간행된 것이 초간본

이 된다. 을해자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도서관에 일부

소장되어 있다. 1499년(연산군 5) 계축자판(癸丑字版)으로 간행된

판본은국내에두질, 국외에한질이소장되어있다.4)

1531년(중종 26)에「신증동국여지승람」이 계축자판으로 간행되

었으나 완질본은 남아 있지 않다.이는 조선 전기의 지리지와 지도

가 국가 기밀에 속하여 개인 소장을 금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현존하는 목판본은 대부분 1611년(광해군 3) 이후에 신증본

을 그대로 복간한 것으로 완질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에소장되어있다.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서거정의 서문에‘京都의 첫머리

에 지도를 첨부하 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고본에 지도

가 이미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지도의 형태는 중국 최초의 간

본으로 알려진「우공설단도(禹貢說斷圖)」(1160년경)와 유사하여

이의 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수록된지리정보는이전에제작된조선초기이회의「팔도지도」

(1402)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1463년(세조 9)에 임금에게 찬진

된 정척·양성지의「동국지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동

람도」는 이들 지도에 비해 지리정보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한반

도의 형태도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이 지도 제작 목적이

지리지를편찬하기위한보조수단이었기때문이다.

「동람도」는이후도별도제작에 향을미쳐대부분의지도는이

지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특히 조선 중기「동국여지승람」이 복

간되면서 당시 지리 지식의 형성에 많은 향을 미쳤다.조선 중기

대표적인 도별도로는 규장각 소장의「동국지도」(도판 2-3)가 있다.

조선 중기에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며 도별 지도로서 내용이 이전

지도에 비해 상세하다.「팔도총도」는 삽입되어 있지 않으나 도별

도에서각도의윤곽이나하계망은「동람도」와유사하다.

<그림4>「양의현람도」(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그림3>「조선방역지도」(국사편찬위원회)

바다가 해파묘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다. 이 지도에서는

각 군현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첨기하 을 뿐만 아니라, 도로

를 붉은색으로 그리고, 각 도의 관찰사 에 붉은색으로 윤곽선을

그렸다. 경상도 지도에서 대구부에 감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1601년 이후) 지명이 가필되어 있고, 이전 감 인 경주부를 중심

으로 희미하게 도로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로와 감 표시는

후대에채색된것으로보인다.

지리정보에서 지도 상단에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찰방, 첨사, 만

호, 권 등 국방과 관련된 내용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가 주도하여

제작하 음을 보여준다.국가에서 목판으로 지도를 간행하는 것은

상세한지리정보가더이상소수에의해독점되는것이아니며, 행

정과 통치를 위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지

도책은 임진왜란 이후 목판으로 제작되어 민간사회에 대량으로 유

통되어지리정보가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2 조선후기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변하 다. 서양 문물이

유입되고, 중국을 통해 서구식 지도가 유입되어 우리나라 고지도

의 내용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644년 명나라가 만주에서 발원

한 청나라에게 멸망한 후 중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하 고 조선

조정에서는 대명 의리론이 한 시대를 풍미하 다. 청나라와 조선

은 조공 관계 지만 조선 지식인들은 정신적으로까지 복속하지 않

았다.후에여진족에대한북벌사상이‘북학’으로전환되는과정에

서 현실적으로는 청으로부터 서구 과학 문화를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조선이 중화 문명을 지키고 있다

는문화적자존심은‘조선중화’사상으로나타나게되었다.

특히 북벌론이 주창되고, 북방 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토에 대

한관심이높아졌고, 이후국토정책이변화하기시작하 다.이결

과 압록강, 두만강 일대, 울릉도 등 변방 토의 지도 제작으로 연

결되었다. 또한 진경 산수 회화의 발달은 군현지도의 화풍에 향

을 미치기도 하 다.군현지도의 발달은 100년 뒤「대동여지도」제

작의 바탕이 되었다.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지도의 발달로

도성이나각지방을그린다양한형태의지도가제작되었다.6)

1) 세계지도및동아시아지도

(1) 서구식세계지도

마테오리치(Matteo Ricci, 利瑪竇)가 1602년 목판본으로 제작한

「곤여만국전도」(도판 1-7 참조)는 6폭의 병풍식 지도이다. 높이

1.79m, 각 폭이 69cm로서 이전 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 다. 이후 중국의 지도학은 크게 발달하여 유럽 선교사들

에 의해 많은 지도들이 제작되었다. 17세기 중국에서 지도 제작은

알레니(Aleni Jues, 1582~1649, 艾儒略,「직방외기」저술 및「만국

전도」제작), 아담 샬(Adam Shall von Bell, 1591~1666, 湯若望,

「지구십이장원형도」),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1688, 南懷仁, 「곤여도설」저술 및「곤여전도」제작) 등 주

로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후 18세기초「황여전람

도」(1712)(도판 2-22 참조)가 제작되면서 이전의 방안식 지도인

「광여도」계열의지도가막을내렸다.

중국에서 제작된 서구식 세계지도는 조선 지식인들의 중화적

세계관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1603년 이광정(李光庭)·권희

(權僖)가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歐羅巴國 輿地圖’

를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수광(1563~1629)이 그 내용에

대해「지봉유설」에 상세히 적어놓고 있다.7) 1603년 황동명(黃東

溟)이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가져온「양의현람도」(<그림 4>)는

1940년대 초에 발견되기도 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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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년 페르비스트가 북경에서 판각한「곤여전도」는 1856년 광

둥[廣東]에서 재판되었으며 4년 뒤인 1860년(철종 11) 우리나라에

서 판각하여 중간되었다.「곤여전도」는 시점을 적도상에 둔 평사

도법으로 동서 양반구를 분리하여 그린 것이다. 조선에서 판각된

시기는 아편전쟁 이후 외세의 압력이 고조되던 시기로 외국에 대

한 지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던 때이다. 목판본이기 때문에 널리 보

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전해지는 것은 의외로 적다. 숭실대학

교 박물관과 규장각,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는

17세기 중국인들이 서양의 지리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뿐 아니라

한자화된 서양 지명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지도는

19세기에 판각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중국을 통해

서양지리지식을수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지도의 동반구에는 아세아(亞細亞), 구라파(歐羅巴), 리미아(利

未亞 : 아프리카), 서반구에는 남·북 아메리카(亞墨利加)가 그려

져 있고, 남방 대륙은 양반구에 걸쳐 있다. 목판이 서울대학교 규

장각에 보물(제882호)로 지정되어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목판

은 3판 양면으로 6면이다. 목판 1폭의 크기는 177.5cm, 가로

68.5cm이고 지도 부분만은 세로 144cm, 가로 51cm이다. 판목의

수축으로 약간의 틈이 생겨 있으나 목판 자체는 양호하다.이 목판

은 우리나라에 소장된 것으로는 가장 큰 것에 속하며, 제작 기술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동반구와 서반구가 들어 있는

지도부분은 완전히 남아 있고, 양쪽에 붙은 인물·하천·산악 등

에 대한 해설 부분의 목판이 결여되었다. 판목은 앞뒤로 찍을 수

있도록 하 다.

세계지도가 목판본으로 제작되면서 세계 지리 정보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834년에는 최한기가「지구전후도」를 목판으로

제작하 다.중국의‘莊廷 ’의「지구도」를 목판으로 중간한 동서

반구도이다. 지구 후도의 좌측 하단에‘道光甲午孟秋泰然齋重刊’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834년(순조 34)에 중간했음을 보여준다.

‘泰然齋’는 최한기의 당호이며 이 지도를 판각한 이는 김정호이

다.목판으로 제작된 현대식 세계지도는 당시 서양 지리 지식의 유

입에 많은 공헌을 하 다. 개화기 이후에는「오주각국통속전도」

(1896, 학부 편집국) 등 학교 교육용으로 만든 세계지도 등이 제작

되었다.

(2) 동양식세계지도

서구식 세계지도의 제작과 함께 동양 전통의 세계를 반 한 지

도 제작이 지속되었다.「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조선 후기 제작된

목판본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중국식 세계지도로 중

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을 간략하게 표시하 다. 내용

은 중국의 역사적인 내용을 해당 지역에 기록함으로써 지도와 지

리지를 겸하 다. 우리나라는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이 표현되

어 있을 뿐이고, 각 도의 명산과 군현 수가 기록되어 있다. 목판본

으로 제작되어 중국의 역사 지리 지식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 으

며, 필사본으로모사된지도도있다.여러질이있을것으로사료되

나국내에는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에 1종만남아있다.

필사본이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호조참판을 지냈던 김수

홍(1601~1681)이 역사지리 내용을 근지(謹識)하여 제작 연도가 비

교적정확히알려진지도이다.

18세기 말에 목판본으로 만들어진「여지전도」(<그림 5>)와 같이

서양식 세계지도와 동양 전통의 세계지도를 결합한 지도도 제작되

었다.지도의우측상단에한성과팔도관찰사 의북극고도, 즉위

도와 동서 경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국조역상고(國

朝曆象考)」에 1791년(정조 15) 팔도 관찰사 의 경도와 위도를 측

정했다는기록이있는것으로보아이때이후제작된것이다.이지

도의 중국 형태는 건륭제(1736~1795) 연간의 중국 지도를 바탕으

로 하 고,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유럽 등은 최

한기가 1834년 중국에서 들여온「지구전후도」를 판각한 내용과 흡

사하다.이를 볼 때 이 지도는 선교사에 의해 들여온 서양지도와 동

양에서전해지는지도의내용을합쳐제작한것으로보인다.

(3) 천하도

조선후기 제작된 도별 지도첩에는 대부분 낱장으로「천하도」(도

판 1-5·6)가 첨부되어 있다.현존하는 이 지도의 제작 연대는 대부

분 17세기 이후이다. 지도의 구성을 보면 천하의 중앙에 중국을 중

심으로 하는 대륙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비해(裨海), 그 외

곽에 환대륙, 해(瀛海)와 외대륙이 둘러싸고, 각 대륙과 바다에는

약 150여개의 지명들이 기재되어 있다.수록 지명 중 실존하는 국가

는 중심 대륙과 내해에 위치한 중국, 조선, 일본, 유구국 뿐이다.일

반적으로 지도에 수록되지 않는‘扶桑, 千里盤松, 盤格松’등 나무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것이 독특하다. 부상은 산해경에 나오는 동해

상의 신목이며 해와 달과 관련이 있다. 천리반송, 반격송도 전통적

인길상신앙과관련되는수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천하도」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에

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지도의 기원과 내용

에 대해서는 중국 전국시대의 추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에 기원하 고 이를 저본으로 조선 초기에 전사된 것으로 보는 견

해,9) 원래 중국에서 한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후 전래되었으며 16세

기 경 인쇄술의 발달로 보급된 것으로 조선에 보전된 중국 지도라

고 보는 견해10)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양 사회에 전래된 서구

식 세계지도를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동양

고전을통해변형시킨지도로보고있다.

2) 동아시아및중국·일본지도

17세기의 조선 중화주의는 우리나라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 으나, 본질적으로는 주관적인 인식 태도 다. 18세기

정조는 조선 중화론에 대한 발전적 정리를 시도하면서, 세계를 인

식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지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와 지리지를 수입하 고, 이를 필사로

모사하 다. 이들 지도는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적지 않게

소장되어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마테오리치에 의해「곤여만국전도」가 제작된

이후, 중국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다.

청나라의 강희제(재위 : 1662~1722)는 유럽의 자연 과학에 깊은 관

심을 갖고 있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중국 전토의 측량과 지도 작성

이 시작되었다. 선교사인 Bouver, Jean-Baptist Regis(1664~1738)와

Pierre Jartoux(1669~1720)에 의해 시작된 측량 사업은 1709년 1차

사업이 끝나고 이후 중국 전역의 지도제작을 명받아 Matteo Ripa

(1682~1745)가 합류하면서 이 사업은 1717년 완성되었다. 청조 왕

국과 몽골리아 및 하미[哈密] 지방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각 지도의

축척은 1:400,000~500,000이다. 경도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북경

의 경도가 본초 자오선이 되었고, 위도는 북극성의 지평 고도를 바

탕으로 측정했다. 지명 표기는 한자로 하 으며, 만리장성 이북은

만주문자를 사용하 다. 지도의 제작기법은 Sanson, Nicolas의 정

현곡선 투 법을 사용하 다. 강희제는 이를「황여전람도」라고

이름하 다.11) 이를 조선에서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가 장

서각에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일본 지도들도 적지 않게 제작되었으며, 이들은 각

기관과 민간에 소장되어 있다.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의 에도[江戶]시

대에는 율령제의 쿠니, 군을 기준으로 전국을 250개의 한(藩)으로 나

눈다음바쿠후에충성심이높은다이묘들을한슈[藩州]로삼아각한

에 파견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지방 분권 체제에서 다이묘들을

지를 나타내는 쿠니[國], 한[藩]은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지방지

배의단위로서기능을하 다.당시의일본지도에는이와같은각쿠

니의행정구역이자세하게그려져있다.

규장각에 소장된「해동삼국도」(도판 1-4)는 당시 중국과 일본의

지리 정보를 결합하여 제작된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지도이다.조선

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북경까지, 북쪽으로 고탑, 서남쪽으로

중국 연해지역과 유구·대만, 동남쪽으로 일본까지 그려져 있다.

또한 의주 - 봉황성 - 심양 - 북경에 이르는 사신의 경유 지역이 상세

하게 묘사되어 있다. 일본 부분의 설명 말미에는 사쓰마주[薩摩州]

로부터 절강성까지, 대마도에서 부산포까지의 거리와 도달 가능한

항해 일수, 사쓰마주로부터 유구, 대만, 안남(베트남), 여송(필리핀

루손성)에이르는거리가표시되어있다.

3) 조선전도및도별도

(1) 조선전도

조선의 전통과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은 역사 지리학에서

실증적인 학풍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의 지리와 토를 다룬 한백

겸의「동국지리지」, 유형원의「여지지」, 신경준의「강계고」,「산수

고」, 홍양호의「백두산고」,「해로고」등이 저술되었다. 또한 농업

기술의 발달에 이은 상업 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간 유통이 활발해

지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 대한 답사기들이 많이 저술되

었으며, 이중환은「택리지」를 편찬하기도 하 다.조선지도도 목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그 내용도 조선 전기의 지도에 비해

상세해졌을 뿐만 아니라 봉수 지도와 같은 특수한 목적의 지도도

제작되었다.정상기의「동국지도」제작을 계기로 북방 토에 대한

지리정보가정확해졌다.

1666년「천하고금대총편람도」가 김수홍에 의해 제작된 이후 7년

뒤인 1673년(현종 14)에「조선팔도고금총람도」(도판 2-9) 목판본이

만들어졌다. 각 고을의 역사적인 기록을 해당 지역에 기록하 다.

지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의 계열을 따르고 있으며 한양 도성은 축

척에 관계없이 크게 그려져 있다. 군현의 위치는 주기를 기록하기

위해 왜곡되어 있다. 이 지도는 역사적인 기록을 첨가하여 간본으

로제작된것에의미가있다.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지도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도판 2-11)이다. 제작 당시 전국

에 봉수가 있던 산지를 위주로 그린 것으로, 제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수록된 정보로 볼 때 비변사와 같은 중앙 기관에서 만든 지

도로 보인다. 1652년(효종 3)~1712년(숙종 38) 사이에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효종의 북벌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관방지

도가 제작된 바 있으며 당시의 봉수망 분포와 연계망을 파악할 수

있는유일한지도이다.

18세기 중반 정상기가 제작한「동국지도」의 조선 전도(도판 2-

13)는 이전의 지도 제작 수준을 능가하는 지도 다.원본은 남아 있

지 않으나 그의 아들 정항령(鄭恒齡) 등에 의해 계속 수정·보완된

것이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자세한 대축척 지

도이고, 또 축척을 지도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하 다.약 42만

분의 1인 도별도와 조선전도로 구성되어 있다.조선전도는 한지 전

<그림5>「여지전도」(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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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크기의 소형전도와 각 도별도를 그대로 연결시켜 만든 대형전도

(도판 2-15)가있다.

조선전도의 구도는 압록강이 약간 왜곡되어 있을 뿐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의 지도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계망이 강계 부근에서 약간의 왜곡이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지는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맥 등도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각 군현의 위계와 한양까지의 이정(里程)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 교

통로와봉수대가자세하게기록되어있다.

지도 제작 기술이 축적되면서 19세기 들어서는 조선 전도의 형태

는 더욱 다양해졌다. 이들 중 대표적인 지도가「동국지도」를 바탕

으로 그린「해좌전도」(도판 2-20)와「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그린

「대동여지전도」(도판 2-21)가있다.

「해좌전도」는 국내에 약 20종이 소장되어 있는 가채 목판본 지도

이다. 이전의 판본 도별도와는 달리 독립되어 조선전도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휴대하고 다니기에 적절하고 대량 제작이 가능하면

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적합한 지도 다. 지리정보는 정상

기의「동국지도」의 조선 전도를 수정한 내용으로 일반인이 이용하

기 쉬운 크기로 제작되었다. 수록 지명을 바탕으로 볼 때

1857~185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판목은 전하지 않으나

대부분 지도에서 남북 4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도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 여백에 수록된 주기 내용이다.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 변천과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 등의 섬에 관

한 역사 및 지역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지도와 지지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지리 관념이 반 되어 있다. 판본으로 볼 때 3가지 계열

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판이 존재했고, 필사본으로

도 남아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이 지도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동여지전도」는 목판본「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약 92

만분의 1로 제작된 목판본 조선지도이다.제작자와 제작 연대는 명

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지도의 표현 방법에서「대동여지도」와

동일하게 산줄기를 선으로 표시하면서 그 굵기와 톱니 모양의 산형

의표시로산맥의대소를가릴수있고, 산과물을분리하지않은형

태를 취하고 있다. 목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질이 각 기관

에소장되어있다.

(2) 도별지도책

조선 후기에는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기

인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선 전도가 제작되었고,「여지도」,「천하

지도」,「지도」등의 제호가 붙은 간략한 도별 지도책들이 많이 제작

되었다(도판 2-7·8). 또한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소형 지도 책자인

수진본 지도책이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보급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제작자와 간기(刊記)가 없다. 내용에서는 도별 분도에서 차이가 많

고, 크기가 일정한 목판본으로 제작된 경우 각도의 형상이 실제와

는 다르다. 내용으로는 군현의 위치를 표시하고 군현의 위계와 한

양까지의 일정을 표시하고 있거나 군현간의 거리를 표시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들 지도에서 수록되고 있는 지리 정보는 조선 전기

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들 판본은 4가지 계열로 분류된다. 1) 천하도, 중국도, 조선전

도, 도별도, 일본국도, 유구국도로 구성된 지도책, 2) 위의 지도책에

서 일본국도, 유구국도, 조선전도를 제외한 10도로 구성된 지도책,

3) 위백규(1727~1798)가 1770년에 저술하고 후손이 1822년에 목판

으로 간행한「환 지」안에 실린 지도를 뽑아 만든 지도책, 4) 팔도

분도와 역, 진, 관, 보, 산성, 민호, 전결 등 지지 자료를 포함한 소형

절첩지도책등이다.12)

지도첩의 제작 시기는 17~18세기, 18~19세기로 대별된다. 17~18

세기에는 1652년(효종 3)~1683년(숙종 9)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

정되는 목판본이 있고, ㆍ정조 시대에 해당되는 판본으로 1767~

1776년 사이에 작성된 것과 1767년 이전의 것을 들수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친 판본 천하지도책에는 책의 서문에‘金湖

山人 愛景齋’라고 필자를 밝히고,‘乙酉’라고 간기를 밝힌 것이 있

다. 1789년과 184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질로 보아 1849

년일가능성이높다.

또 다른 계열은‘浮雲墨客’이라고 제작자를 밝히고 있는 판본 지

도가 있다(도판 2-7). 도별도 중 크기가 가장 크며, 지도책에는 연해

에 선박이나 경치를 음각으로 나타냈고, 산지도 장식 조각을 하는

등 판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작 연대는 1767년에서 1776년

사이로 보인다. 이외에 천하도에 경위도가 표시되어 있거나 순 한

글로고을지명을기록한지도가있다.

지도 내용은 책의 앞이나 뒤에 전술된 천하도와 중국도가 있다.

중국도는 조선 전기「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중국 부분을 간략

히 그린 것으로 사료된다. 황하의 발원지가 대부분 곤륜산으로 되

어 있으나, 필사본에서는‘星宿海’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도의 경우 중국에 비해 지리정보의 양은 매우 적다.「조선총

도」의 경우「동람도」의 팔도 총도와 유사하며, 도별 분도도 윤곽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지도들은 당시 일반인들의 공간관을 중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로까지 확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조선 후기 도별도 제작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지도는 정상

기(1678~1752)가 제작한「동국지도」(도판 2-14)이다. 18세기 전반

에 제작한 조선의 도별 지도와 전도로 함경도는 남북 각 1매로, 경

기도와 충청도는 합하여 8매로 제작된 지도이다.이전 지도와 비교

하여 대축척 지도로(약 42만분의 1), 내용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모

든 지점에서 축척이 동일하다. 처음으로 백리척(百里尺)을 사용하

여지도에서실제거리를추정할수있게하 다.13)

4) 군현지도와대축척지도의발달

18세기 들어 각 고을의 지리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은 읍지가 중

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 여러 차례 편찬되었고, 지도도 함께 첨부되

었다.사회·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전 지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동국여지승람」의 개정 작업이 시도되기도 하 다. 그러나 이

작업은 완결되지 못한 채 18세기 중반「여지도서」의 편찬으로 이어

졌다.이 지리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방 통치에 필요한 행정적, 실

용적 측면을 추구한 것 외에 읍지의 앞머리에 채색 군현지도를 수

록하고 있는 점이다. 읍지 앞에 지도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가장 초

기의 것으로 이후의 읍지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14) 이 외에 다양

한 형태의 군현지도들이 제작 되었으며, 그 중 20리 방안식 군현지

도의발달은「대동여지도」등대축척지도제작의바탕이되었다.

(1) 군현지도

①군현지도의발달

18세기 들어 각 고을의 지도를 책으로 엮은 지도책이 다양한 형

태로 제작되었다. 군현지도책의 제작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의 지역 파악이 종래의 도별 단위를 극복하여 군현 단위까지 공간

적인 형태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지도는 당시

비변사와 홍문관에서 주도하여 제작되었으며 제작 기관에 따라 성

격을달리하고있었다.

홍문관에서 제작된 조대의 대표적인 지도인「해동지도」(<그림

6>)는회화식으로 작성된 비변사의도별군현지도첩을 원도로활용

하여 내용을 일부 보완한 지도이다.이 지도책이 제작된 1751~1752

년( 조 26~27)은 홍문관에서「여지도서」편찬을 위해 전국 군현의

읍지와 군현지도를 수합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해

동지도」와「여지도서」는 전국군현을 망라하여 지도와 지리지를 결

합하 다는 점에서 동일한 편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15) 비변사에

서 제작한 1리 방안위에 그려진 지도는 1735년( 조 10)경부터 각

도별로 회화식으로 제작되었다.그러나 축척과 방위 등이 상대적으

로중시되지않았기때문에그다지실용적이지는못하 다.

이들 지도가 완성된 후인 1770년경에는 새로운 형태의 군현지도

제작이 시도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료에서는16) 신경준(1712~1781)

조의명을받아주척(周尺) 1촌(寸)을 1선(線)으로하는방안식군

현 지도를 그렸으며,「여지도」라 이름하 다는 내용이 있다. 이 지

도는 20리 방안에 그려진 군현지도이며 이어 붙이면 전국 전도가

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834년「청구도」, 1861년

「대동여지도」등의대축척전도가제작되었다.

「대동여지도」가 제작된 후 11년 뒤인 1872년 전국 각 군현과 관

방을 그린 459매의 대축척 낱장 군현지도가 제작되었다.흥선 대원

군이 집권후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1871년에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

업을, 이듬해 전국 차원의 지도 제작을 지시한 결과물이다.이 지도

들은 군현뿐만 아니라 여러 관방을 그린 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한 시기에 제작되어 수합된 지방지도로는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도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제작되었고 이

전 읍지에 첨부된 지도를 바탕으로 그렸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려

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리 정보량은 다른 지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풍부하다.

②방안도법과군현지도

동양의 전통적인 지도 제작은 평면으로서의 지구가 기초가 되었

고 방안식17)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진(秦)나라

(221~207 B.C.)가 전국을 통일하여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광대한 지

역의 지리 정보가 요구되면서 지도 제작이 시작되었고, 한나라(202

BC~220 A.D.)에 이르러서는 국가 지배에 있어서 지도 제작은 필수

적이었다.

창행[張衡, 78~139 A.D.]은‘하늘과 땅에 대하여 격자 체계를 설

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하늘과 땅을 측정’하 으며, 그 후 진나라의

초대 공무(工務) 장관으로 임명된 페이쉬이[裵秀]는 8매로 된 중국

의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창행의 격자 체계를 이용하 다.18)

지도 제작에서 방안 도법은 계속 사용되어 당나라(618~907)시대에

는 전국의 방안식 지도를 완성하 고 송나라(960~1270)시대에는

지도의 위쪽을 북쪽으로 정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 후 1555

년 명나라의 나홍선(羅洪先, 1504~1565)이 제작한「광여도」가 목판

으로 제작 보급되면서 방안식 지도의 발달은 절정에 이르렀다

(Boorstin, 1983, 이성범역, 1987, 176~179). 1602년 마테오리치가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고 이후 선교사들에 의해 경위선을 이용

한세계지도들이제작되었다.

우리나라 지도 제작에서 방안식 도법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정확

하지 않다. 조선전도에 방안 격자가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광여도」의「조선도」이다. 해안선 등 지도 윤곽을 볼 때 고려시대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방안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기<그림6>「해동지도」경상도표지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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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동여지도(도판 4-12 ~ 도판 4-39)

목판본「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지도 발달사에서 정점에 있는

지도이며 우리나라 고지도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분첩 절첩식으

로 되어 있으며 각 첩의 크기는 30.0×20.0cm로, 22층을 모아 붙이

면 세로 약 7m, 가로 약 4m가 된다.각 도엽면은 세로 120리, 가로

80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척은 약 162,000분의 1이다. <표 3>은

각 기관에 소장된 19세기 제작된「대동여지도」의 이본 및 필사본

들이다. 필사본으로「조선도」(오사카[大阪] 부립 도서관, 국립중앙

도서관 인본 소장),「동여」(국립중앙박물관),「대동여지도」(국립

중앙도서관)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29첩, 14첩, 18첩 등 형태가

동일하지않다.이와같이필사본지도가적지않은것은목판본제

작 이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

음을보여준다.

목판본「대동여지도」는 도서관 및 박물관에 20여종이 소장되어

있다. 표제는 대부분이 표지에‘大東輿地圖’로 되어 있으나「대동

여지전도」(국립중앙도서관본, 성신대본),「대동전도」·「청구전

도」( 남대본),「해좌여도」(성신대본),「대동도」(부산대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장서각본「대동여지도(Ⅰ)」은「대동여지도」로

표제가 되어 있고,「대동여지도(Ⅱ)」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다. 특

히「대동여지도(Ⅰ)」의 표제는 대부분 필사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

리각첩의제목이목판으로되어있다.

초간본이 인쇄된 이후 3년 뒤인 1864년에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재간되었으며 재간본은 규장각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 소장되어 있

다. 목판본들은 지리정보는 동일하나 판본에 가채를 하 기 때문

에 채색 형태가 상이하다. 일부 지도에서는 1층과 2층에 수록되어

있는「지도유설」,「도성도」,「각도 통계」가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대동여지도」제작 이후 모사본이 많이 제작되

었으며 약 5종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지도가 남대학

교도서관소장본으로일부내용에서수정된흔적이있다.

보다는 조선지도에「광여도」제작 도법에 맞추어 방안을 그린 것으

로 추정된다.19)

조선 전기의 지도 중 방안이 표시된 지도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세종조때 간이(簡儀)제도가 완성되어 천체의 고도가 관측되

면서 위도가, 천문용 시계인 혼천의를 통해 경도 측정이 가능하

다. 동시에 10리 간격으로 북을 치도록 고안된 기리고차(記里鼓車)

의 제작 등은 정확한 거리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 다. 조선 전기의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천상열차분야지도」등의 천문도

가 제작된 것을 볼 때 지도 제작에 방안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찬, 1981). 조선 후기 청나라가「황여전람도」를 제작하면서 1713

년(숙종 39) 중국 사신 하국주(何國柱)가 한성의 위도와 경도를 측

정하 다는 기록이 있으며,20) 1791년(정조 15)에 한양을 기준으로

비변사에 소장된 지도를 이용하여 팔도 관찰사 의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 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이전에 방안을 이용하여 지도가

제작되었음을보여준다.

군현지도 중 방안이 그려져 있는 지도책 중 가장 초기의 것은 규

장각의 도별 군현지도책「 남지도」이다.표지에 비변사인이 찍혀

있어「비변사인 지도」로 소개된 이 지도에는 1리 간격 방안(일부

지도의 경우 10리 방안)이 그려져 있다(양보경, 1992). 그러나 각

군현의 축척이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 군현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을내에서 장소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

으로보인다.

이에 비해 전국 각 군현을 통일적으로 20리 방안 위에 그린 지도

(이하‘방안식 지도’)로 규장각 소장「조선지도」(7책)(奎 16030)와

「팔도군현지도(3책)」(古 4709-1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해동여

지도」등이 있다. 1767~177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조

선지도」는 전국의 모든 고을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져 있다. 이들

을 이어 붙이면 전도가 완성될 수 있어 전국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계기를 이룬 지도책이다.신경준의「여암유고」에는 이 지도에 그려

진방안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기록이있다.

庚寅年「1770년, 영조 46」에왕께서東國文獻備考를편찬하게하였다.본

인이이일에참여하였다. 이미또한본인에게東國地圖를그리도록명하여

서, 公府에소장하던 10여건의「지도」를꺼내어諸家의古本을찾아가고찰

해 보니, 玄老「鄭恒齡」이 그린 것만 함이 없었다. 마침내 채택해서 약간 교

정을 가하였다. 6월 6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일을 마쳐서 바쳤다. 列邑

圖 8권, 八道圖 1권, 全國圖 족자 1축이다. 周尺 1寸을 1線으로 하여 縱線

76개, 橫線 131개였다. 왕께서 또한 명하여 같은 수를 東宮에 바치게 하였

다.왕께서친히小序를지었다.…(旅菴遺稿,卷之五,東國輿地圖跋)

대개지도가있으면서문이있어야하는것이관례이다. 이지도는처음에

비고(備考)·통고(通考)에 함께 싣고자 했지만 이런 사례가 없는 까닭으로

여러 의논들이 일어나서 이름을‘輿地圖’라고 지었다. 京都·兩都로 부터

八道에이르기까지도리·산천을모두다갖추었다. 이것의편집은바로申

景濬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360주의 대소와 원근을 한번

에전개하여마치指掌과같다. ...(旅菴遺稿,卷之十三,御製輿地圖小敍)

신경준이 조의 명을 받아 주척(周尺) 1촌을 1선(線)으로 하는 방

안식군현지도를제작하여바쳤으며, 지도를「여지도」라이름하 다

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20리방안군현지도가이기록과관련이있음이밝혀져있다.

이들 방안식 군현지도는 이후 이전보다 상세하고도 정확한 도별

도 제작의 바탕이 되었다. 규장각에 소장된「조선팔도지도」는 그

중의 하나이다.이전의 정상기형「동국지도」에 비하여 대축척으로

그려져 있으며, 수록된 지리 정보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내용이 상

세하다. 특히 수록지명에서 이전의 20리 방안식 군현지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지도는 방안식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지도에 수록된 지명들이 대

부분「청구도」와「대동여지도」에서 수록된 지명과 일치되는 것을

볼 때 군현지도가 대축척 전국전도로 발달하는데 있어서 중간 단

계의지도임을시사한다.

(2) 대축척전도

①「청구도」(도판 4-2~도판 4-11)

19세기 들어 다양한 형태의 대축척 조선 전도가 제작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지도 중의 하나가 책자식으로 만들어진「청구도」

이다.「청구도」(1834)는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

안지도로서, 남북이 100리, 동서가 70리가 지도의 1면으로 제작되

었으며 각 도면을 연결시키면 전국 전도가 된다. 대개 2책으로 제

본되어만들어졌다.

「청구도」는 기존의 연구에서 4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도록 제작 과정에서 9종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형태와

내용도 서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지도 내용에서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적지 않게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 조선 후기 지도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표 1·2>는 국내 각 기관

에소장된「청구도」의구성내용이다(상세한내용은도판참조)

「청구도」는 구성상으로 볼 때 역사지도를 중시한 계열과, 전도를

중시한계열로구분되며, 후자에서삽입된「팔도분표」는앞서제작

된「해동여지도」의「팔도분표」와 일치하고 있는 점과, 범례로 사용

된제표총목이「대동여지도」의범례표시와유사한것이주목된다.

내용 구성상으로 볼 때 규장각본(「청구도」4책)을 제외하고 지지

와 통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통계가 표시되지 않은 국립중앙도서

관본과 장서각본은 다른 곳에 삽입한 것으로 보아, 지도를 편하게

보고자 하는 배려에서 편찬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현방법에서 가

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산지의 표현방법으로, 줄기와 봉

으로 표현된 것으로 구분된다. 색채 사용에서 규장각본02(「청구요

람」)과 남대본(「청구도」)이 대부분 흑백으로 처리하고 도로와

읍치만이 적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계열의 지도는 군현구역

별로 색을 달리 함으로써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현한다.한편 4책으

로 편찬된 규장각본01(「청구도」)의 경우 그 형태와 내용 구성에서

다른 지도와 매우 상이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청구도」가 일차

적으로 제작된 이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정, 제작 되었음

을보여준다.

(1, 2책)靑邱圖題 - 日本國圖 - 東方諸國圖 - 四郡三韓圖 - 三國全圖 - 新羅九州郡縣總圖 - 高麗

五道兩界州縣總圖 - 本朝八道州縣總圖 -郡縣圖

靑邱圖題(曺協承書) - 靑邱圖凡例 - 地圖式 - 都城圖 - 郡縣圖 - 新羅九州郡縣總圖 - 高麗五道

兩界州縣總圖 - 本朝八道威京合圖

靑邱圖題 - 靑邱圖凡例 - 地圖式 - 東方諸國圖 - 四郡三韓圖 - 三國前圖 - 新羅九州郡縣總圖 -

高麗五道兩界州縣總圖 -本朝八道州縣圖總目 -都城圖 -郡縣圖 - (坤卷末尾)軍國總目表(統計)

靑邱圖題 - 靑邱圖凡例 - 地圖式 - 本朝八道州縣圖總目 - 都城圖 -郡縣圖 - 新羅九州郡縣總圖

- 高麗五道兩界州縣總圖 - 本朝八道盛京合圖

經緯線表目錄 - 州縣總圖目錄 - 諸標總目 - 八道分表 - 京畿忠淸全圖 - 慶尙全圖 - 全羅全圖 -

黃海全圖 - 江原全圖 - 咸鏡全圖 - 平安全圖 -郡縣圖

靑邱圖題 - 靑邱圖凡例 - 地圖式 - (全國州縣總圖) -郡縣圖

靑邱圖題(崔漢綺沒,朱書) - 經緯線表目錄 - 州縣總圖目錄 - 諸標總目 - 八道分表 - 京畿忠淸

全圖-慶尙全圖 - 全羅全圖 - 黃海全圖 - 江原全圖 - 咸鏡全圖 - 平安全圖 -郡縣圖

靑邱圖題 - 東方諸國圖 - 四郡三韓圖 - 三國前圖 - 新羅九州郡縣總圖 - 高麗五道兩界州縣總

圖 - 本朝八道州縣圖總目 -郡縣圖 - (坤卷序頭) - 朝鮮盛京合圖

靑邱圖題 - 經緯線表目錄 - 州縣總圖目錄 - 諸標總目 - 八道分表 - 京畿忠淸全圖 - 慶尙全圖 -

全羅全圖 - 黃海全圖 - 江原全圖 - 咸鏡全圖 - 平安全圖 -郡縣圖

奎章閣本01

「靑邱圖」4책(1, 5, 9...)

(31.5×21.5)

奎章閣本02

「靑邱要覽」2책(乾坤)

國立中央圖書館本

「靑邱圖」2책(乾坤)

35.0×23.1

國立中央圖書館本(MF)

「靑邱經緯圖」2책(上下)

高麗大學校圖書館本

「靑邱圖」2책(奇遇)

30.8×20.7

藏書閣本

「靑邱圖」2책(乾坤)

37.2×24.0

嶺南大學校圖書館本1

「靑邱圖」2책(上下)

嶺南大學校圖書館本2

「輿地圖」2책(乾坤)

(乾 : 1~16판), (坤 : 17~29판)

崇實大學校博物館本

「靑邱圖」2책(奇遇)
30.8×20.7

<표1>청구도의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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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동여지도」와「청구도」의도법비교

「대동여지도」는「청구도」와 동일하게 방안도법을 바탕으로 제

작되었다.이들 지도에 수록된 지명, 하천 유로, 산맥 등의 지리 정

보가 18세기 중엽에 20리 방안을 바탕으로 제작된 군현지도와 거

의 일치하고, 방안 체계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방안식 군현지도에

바탕을두고있음음을보여준다.

그러나 지도에 수록된 내용에서 볼 때 필사본과 목판본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목판본「대동여지도」제작의 바

탕이 된 지도로 알려진「청구도」와 비교해 볼때 방안 체계에서의

차이뿐만아니라지명과유로망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21)

<표 4>는「청구도」와 목판본「대동여지도」의 방안 체계를 비교

한 것이다.「청구도」22)가 2책 혹은 4책의 책자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과는 달리 「대동여지도」는 분첩절첩의 방법으로 제책하여 한 질

이 되게 하 다.전국을 10리 방안을 바탕으로 구획하여 지도를 제

작한 것은 동일하나 방안 개수에서 차이가 있다.「청구도」의 경우

남북 29개, 동서 22개 면으로 나누고 각 면을 남북 10개 방안, 동서

7개 방안으로 구획하여 남북 2,900리(290개 방안), 동서 1,540리

(154개방안)을바탕으로지도를그렸다.

반면「대동여지도」의 경우 한 도엽면을 남북 120리(12개 방안),

동서 80리(8개 방안)으로 구성하여 전국을 남북 22층, 동서 (최대)

19면으로 줄 다. 동서의 길이는 1,520리로「청구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남북은 2,640리(260개 방안)로「청구도」에 비해 260리(26

개의 방안)를 줄이고 있다. 이는「대동여지도」의 밑그림을 제작하

면서 종래의 지도를 단순히 모사한 것이 아니라 방안 내용과 지명

등수록정보등에서종합적인변화를기하 음을보여준다.

나.「대동여지도」목판

「대동여지도」의 목판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하‘숭

박’)에 1장,23) 국립중앙박물관(이하‘중박’)에 11장이24) 소장되어

있다.25) 목판은 양면으로 판각되어 있으며 각 면에는 2~4개 도엽면

이 판각되어 있다. 목판에 그려진 도엽 면은 <표 5>와 같다. 총 12

판 중 국립중앙박물관 제 1판에는 표제만 판각되어 있고, 중박 제

2·3·7·8·9·10번과 숭실대 판목 등 7개 판목의 경우 앞뒤로

판각되어 있다. 중박 제 6판에는 한면에만 그리고 있어 현재 남아

있는 12개의목판에서는총 21개면에지도가판각되어있다.

판목의 한 면에 2 도엽면이 연결되어 판각되어 있고, 도엽면의

번호는 각 층의 홀수면 → 짝수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주목

된다.이들 목판이 그린 지도는 대부분 내륙지역에 해당된다.지리

적으로 분리된 도엽면을 동일한 목판면에 판각한 곳이 적지 않다.

중박 4·5·11번이 이에 해당된다. 대상 지역은 여백이 많이 발생

될수있는해안지역이대부분이다.중박 4판의경우한면에는 6층

제 13·14면(평안도 희천)을 판각하 으나, 뒷면에는 19층 제 15·

16면(전라도 흑산도)을 새기고 여백에 동일층 제 6면(경상도 동래

부분)을 판각하여 3도엽을 한 면에 처리하 다(도판 4-23·24). 5

판의 경우 앞면에 6층 제 3·4면(함경도 명천)과 제 5·6면(함경도

단천)을 함께 판각하여 제 4면의 도엽을 동일한 면에 판각하 다.

뒷면에 8층 제 19면(평안도 용천), 7층 제 8면(함경도 북청), 13층

제 15·16면(경기도 교동)을 판각하여 제 4면의 도엽을 처리하여,

앞뒷판을합치면총 8개도엽면이판각되었다.

행정구역 경계 읍치 산지 하천 도로

奎章閣本01 × × 연속줄기 연갈색 흑점선 적색 진갈색 청쌍선 적실선(간략)

奎章閣本02 ○ ○ 봉 무색 흑점선 적색 흑색 흑쌍선 적실선(상세)

國立中央圖書館本 ○ × 부분줄기 갈색 흑점선 적색 진갈색 흑쌍선 적실선(간략)

國立中央圖書館本(MF)* ○ ○ 부분줄기 - - - - - -(상세)

高麗大學校圖書館本 ○ ○ 봉 연갈색 흑점선 흑색 흑색 흑쌍선 적실선(상세)

藏書閣本 ○ 匡郭 부분줄기 연갈색 흑점선 적색(황색) 진갈색 청쌍선 적실선(상세)

嶺南大學校圖書館本1 ○ ○ 봉 무색 흑점선(황덧칠) 적색 흑색 흑쌍선 적실선(상세)

嶺南大學校圖書館本2 ○ ○ 부분줄기 백색 흑점선 흑색(황색) 진회색 청쌍선 적실선(상세)

崇實大學校博物館本 × × 부분줄기 갈색 흑점선 흑색(황색) 진갈색 청쌍선 적실선(상세)

<표2>「청구도」표현형태의특성:동래부를사례로(23층6, 7판)

구성특징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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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誌 統計
산지

外

* 國立中央圖書館本(MF)의 - 부분은마이크로필름으로되어색체판독이불가능함

<표3>주요「대동여지도」의서지정보

1

2

3

4

5

6

7

형태 소장처 표제명 청구기호 비고

필사본 규장각 「大東方輿全圖」 奎10341 22첩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大東輿地圖」 古朝61-01 18첩

필사본 국립중앙박물관 「東輿」 M-127 14첩

필사본 규장각외3개기관 「東輿圖」 奎10340 22첩

목판본(辛酉) 규장각외20여개기관 「大東輿地圖」 奎10333 22첩

목판본(甲子) 규장각외3개기관 「大東輿地圖」 古4709-6 22첩

필사본(後寫本) 남대학교도서관외5개기관 「大東全圖」 989-11 22첩

가로

19면(최대)

80리

(8개)

152개

1,520리

(-20리)

남북(세로)

22첩

120리

(12개)

264개

2,640리

(-260리)

동서(가로)

22면

70리

(7개)

154개

1,540리

남북(세로)

29면

100리

(10개)

290개

2,900리

체제(A)

면당10리

방안수(B)

전체10리

방안(C=A×B)

전체리수

(C×매10리)

총도엽면수

<표4>「청구도」와「대동여지도」의방안체계비교

227면(바다부분제외)

「청구도」(책자식)
「대동여지도」목판본

(분첩절첩식)

<그림9>「대동여지도」목판 (중박제4판), (경상도동래부·전라도흑산도일대) <그림10>「대동여지도」목판 (중박제4판)인쇄본, (경상도동래부·전라도흑산도일대)

중박1판2) 0 1층 0면 표제 무각

중박2판 4 4층 5·6면 함경도장백산 4층7·8면 함경도갑산

중박3판 4 4층 11·12면 함경도장진십만령 5층7·8면 함경도북청성대산

중박4판 5 6층 13·14면 평안도희천·백산
19층 6면 경상도동래

19층 15·16면 전라도흑산도

중박5판 8
6층 3·4면 함경도명천마유산

8층19면 평안도용천

6층5·6면 함경도단천
7층8면 함경도북청·마양도

13층 15·16면 경기도교동,도서

중박6판 2 7층 9·10면 함경도함흥 서책의괘선과판각불분명

중박7판 4 7층 15·16면 평안도운산 9층13·14면 평안도성천·강동

중박8판 4 8층 13·14면 평안도덕천·개천 8층15·16면 평안도안주·태천

중박9판 4 9층 11·12면 평안도양덕 19층 13·14면 전라도무안·장흥

중박10판 4 17층 7·8면 경상도대구· 천 17층 9·10면 경상도거창·성주

중박11판 4
18층 5·6면 경상도울산·양산

18층 13·14면 전라도광주· 광
18층 15면 전라도지도·임자도

숭실대판 4 6층 15·16면 평안도벽동·이산성 7층11·12면 함경도함흥내륙

<표5>「대동여지도」목판내용 1)

주1)본자료는기존목판소개논문(소재두, 1997,김정호원작대동여지도목판의조사,미술자료, 58, 124~136.)과필자가제주박물관전시목판및숭실대학교

박물관목판열람,「대동여지도」원본(부산대본)에서이어붙인흔적을조사하여목판의경계를확인하여작성된것임.
주2)중박 :국립중앙박물관,숭실대판:숭실대학교박물관

판
면수
(47)

앞면 뒷면

층·면 층·면해당지역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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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지도」(규장각) 「여지도」(규장각) 「영남지도」(규장각)

「조선지도」(규장각) 「1872군현지도」(규장각) 「청구도」(장서각)

<그림12>군현지도중동래부읍성부분

[Ⅱ]동래부군현지도계열과지도발달

1 들어가면서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동래부를 그린 군현지도의 유형화를 시

도하 고, 지명을 이용하여 대축척 조선전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

다.분석 대상 지도로 군현지도 25종,「청구도」및「대동여지도」

등전국지도 13여종, 읍지(邑誌)에부도로그려진지도약 5종과낱

장 혹은 일부 지역만을 그린 것 등 약 50여종이 정리되었다. 이 중

군현 지도첩과 읍지의 부도(附圖)에 수록된 동래부 지도 26종을 분

석대상으로 하 다.소장처별 군현지도의 목록과 그 서지내용은 <

표 6>과 같다. 지도의 형태로 볼 때 군현지도첩은 18종,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종, 읍지 부도로 되어 있는 것이 5종이다. 소장처

별로는 규장각이 12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국립중앙도서관이 6

종, 장서각이 2종 외에 6종이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다. 지도첩은

책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첩식으로 편찬된 것

도 있다. 대부분의 지도는 18세기 이후 편찬되었으나 정확한 연도

의파악이안된경우가대부분이다.

분석 절차로 지도의 서지학적인 내용, 색채 및 전체 구도, 부호,

산줄기 표현 방법 등의 회화적 내용, 주기 내용 및 지명 등의 지리

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군현지도의 분류를 시도하 다. 이후 각 계

열의지도중지명내용이가장자세하게수록된지도를한종씩선

택하여지명을추출, 정리하여빈도분석을하 다.보다상세한분

석을 위하여 자연 지명 중 섬, 해안 관련 지명을 추출하여, 지명 위

치와 기재 방법 등을 바탕으로 지도의 계열별로 비교 분석을 시도

하 다.

지도첩 및 읍지 등에 수록된 동래부의 고지도 도판은 본 지도첩

의 Ⅲ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지도에서 동래 읍성 부분을 확대

한 것은 <그림 12>와 같다. 대부분 채색 필사본이며, 동래부는 다

양한형태로 그려져있다.이를요약한 것이 <표 7>이다.주기의경

우 지도와 동일면 혹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으며,「해동여지도」와

같이 별도의 책[補]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방위는 십이간지

(十二干支) 혹은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방향이

기재되어있지않은지도도 15종이된다.

한편 지도 제작 연도의 판단에 있어서 향교는 지도마다 읍성 동

문 밖, 읍성 안 및 현재 위치인 읍성 서문 밖에 기재되어 있는 등 상

이하여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현재 대티고개 근처로 목장이 있었

던‘吾海也項’지명은 위치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지도가 8종,

용당부근으로잘못기재된지도가 5종이다.(지도의상세한내용은

도판해제참조)

<그림11>조선시대부산의동래부일대

이와 같이 목판에 그려진 도엽면은「대동여지도」총 도엽 227면

(표지 제외)26) 중 47면을 그리고 있어 전체 면의 20.7%에 해당된다.

47개 도엽면을 21개 목판면에 수록하여 평균 2.2개 도엽면이 그리

져 있다. 이는 지도를 제작하면서 목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목판의 상태에 대한 기존의 소개 내용27)과 목판

면이 최대로 활용되는 것을 볼 때,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지도가제작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현재 남아 있는 목판을 바탕으로「대동여지도」제작 당시 목판

수의 추정이 가능하다.「대동여지도」에서 지도 설명 부분으로 1층

의 방안도표(제 1면), 범례(제 4면, 동일면 일부에 지도 포함), 지도

유설(제 5~8면), 도성도(제 9~10면), 京兆五部(제 11~12면)와 2층

에 각도 통계(제 9~10면) 등 총 11면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총

227면에서 이들 11면(범례 부분 제외)을 제외하면 지도가 수록된

면은 216도엽면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 있는 목판의 한면이 평균

2.2면을 그리고 있어 양면인 경우 4.4면을 그리게 된다. 이를 바탕

으로 추정하면 지도 216면을 그리기 위해 총 약 49매의 목판이 필

요하며, 지도 설명 부분인 11개 면을 양면으로 판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5개의 목판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 목판 수는 55개 내외

가될것으로사료된다.

<그림7>「청구도」방안

* 28층으로구성된일부이본(異本)에서는제주도의위치에서차이가난다.
<그림8>「대동여지도」방안과목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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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동래부가수록된군현지도책의서지내용

형태 소장처 청구기호 지도책 도판번호 연대 구성(크기cm)

奎古4709-26 「慶州都會」 도판3-3 18C초기 1책(95×73)

奎古4709-61 「海東地圖」 도판3-1 18C중엽 8책(47×31)

奎古4709-68 「輿地圖」 도판3-5 1736~1776년 6책(27×19)

奎章閣 奎15423 「地乘」 도판3-9 19C초기 6책(27×19)

奎 12154 「嶺南地圖」 도판3-15 18C중엽 1책(107×88)

奎古4709-78 「廣輿圖」 도판3-20 19C초기 7책(27×17)

奎 16030 「朝鮮地圖」 도판3-28 1767~1776년 7책(50×39)

古朝61-13 「輿地圖」 도판3-7 1736~1776년 6책(30×29)

18194-6-95-3 「輿地便覽」(MF) 도판3-13 19C초기 6책(미상)

國立中央圖書館 古朝61-14 「各邑地圖」 도판3-23 1703~1750년 1책(29×19)

古朝61-21 「八道地圖」 도판3-30 1785~1800년 8책(35×21)

古 2107-36 「海東輿地圖」 도판3-26 1776~1795년 3책(34×21)

藏書閣 2-4564 「嶺南圖」 도판3-17 18C중엽 3첩(107×88)

藏書閣 2-4583 「地圖」 도판3-33 1767~1776년 4책(44×65)

嶺南大學校博物館 10197 「嶺南地圖」 도판3-18 18C중엽 1책(33×23)

高麗大學校圖書館 B10A-199 「地圖草」 도판3-40 18C후반 1책(37×23)

高麗大學校博物館 2664 「東國輿圖」 도판3-42 19C초기 7책(33×32)

澗松美術館 미열람 「小華輿圖」 미수록 5책(미상)

奎章閣 奎10512 「1872郡縣地圖」 도판3-55 1872년 낱장(122×73)

國立中央圖書館 古朝61-41 「東萊釜山古地圖」 도판3-66 19C후기 낱장(150×80)

東亞大學校博物館 「釜山古地圖」 도판3-67 19C후반 낱장(150×70)

韓國敎會史硏究所 구000.2여 79 「輿地圖書」 도판3-46 1760년전후 附圖(21×31)

奎章閣 奎666 「慶尙道邑誌」 도판3-48 1832년 附圖(27×35)

奎章閣 奎12173 「嶺南邑誌」 도판3-50 1871년 附圖(95×73)

奎章閣 奎12173 「嶺南邑誌」 도판3-52 1895년 附圖(21×31)

奎章閣 奎10877 「東萊府邑誌」 도판3-54 1899년 附圖(미상)

郡縣

地圖帖

낱장

地圖

邑誌

附圖

<표7>동래부군현지도내용

<郡縣地圖帖>

1 「慶州都會」(奎章) 여백(8,283戶) × 대티 읍성안 4 ○

2 「海東地圖」(奎章) 여백(6,311戶) × 대티 읍성동문밖 4 ○

3 「輿地圖」(奎章) 별지(8,907戶) × × 읍성동문밖 4 ○

4 「地乘」(奎章) 별지(6,378戶) × 대티 읍성동문밖 4 ○

5 「嶺南地圖」(奎章) 여백(6,311戶) 干支 × 읍성동문밖 4 ○

6 「廣輿圖」(奎章) 별지(6,311戶) 干支 × 읍성안 4 ×

7 「朝鮮地圖」(奎章) 없음 × 대티 × 1(包伊) ×

8 「輿地圖」(國中) 별지(8,907戶) × 대티 읍성동문밖 4 ○

9 「輿地便覽」(國中MF) 별지(6,378戶) × 대티 읍성동문밖 4 ○

10 「各邑地圖」(國中) 별지(통계없음) 干支 × × 4 ○

11 「八道地圖」(國中) 없음 × 대티 × 1(包伊) ×

12 「海東輿地圖」(國中) 補卷(8,907戶) × 대티 × 1(包伊) ×

13 「嶺南圖」(藏書) 여백(6,653戶) 干支 × 읍성안 4 ×

14 「地圖」(藏書) 없음 × 대티 × 1(包伊) ×

15 「嶺南地圖」(嶺博) 별지(통계없음) 干支 × 읍성안 4 ○

16 「八道地圖草」(高圖) 여백(통계없음) × × × 1(包伊) ×

17 「東國輿圖」(高博) 여백(통계없음) × × × × ×

18 「小華輿圖」(澗松) 미열람 :「地乘」(奎章)과유사(추정)

<낱장地圖>

19 「1872郡縣地圖」(奎章) 여백(통계없음) 四方位 용당 읍성서문밖 1(包伊) ○

20 「東萊釜山古地圖」(國中) 없음 × × 읍성서문밖 × ×

21 「釜山古地圖」(東博) 없음 × × 읍성서문밖 × ○

<邑誌附圖>

22 「輿地圖書」(敎會) 읍지(己卯6,653戶) 四方位 용당 읍성내 × ○

23 「慶尙道邑誌(1832)」(奎章) 읍지(辛卯7,190戶) × × 읍성서문밖 × ×

24 「嶺南邑誌(1871)」(奎章) 웁지(庚午7,662戶) 四方位 용당 읍성서문밖 × ○

25 「嶺南邑誌(1895)」(奎章) 읍지(甲午5,237戶) 四方位 용당 읍성서문밖 × ×

26 「東萊府邑誌(1899)」(奎章) 읍지(己亥3,403戶) 四方位 용당 읍성서문밖 × ×

<全國全圖>

27 「靑邱圖」(藏書) 여백(6,500戶)

28 「大東輿地圖」(釜圖) 「海左輿圖」(誠博)(6,311戶)

번

호
地圖帖(所藏處略語)*

註記및方位 主要地名位置
左水營 對馬島

註記(戶數) 方位 吾海也項 鄕校
鎭數 表記

*소장처약어:규장(규장각),국중(국립중앙도서관),장서(장서각),영박(영남대학교박물관),영도(영남대학교도서관),고도(고려대학교도서관),고박(고려대학교박물관),

간송(간송미술관),동박(동아대학교박물관),교회(한국교회사연구소)

2 군현지도의유형

본 장에서는 26종의 지도를 서지학·지도학적인 내용 및 지명

등을 바탕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 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8>

이다. 산줄기는 줄기(脈), 독립된 봉, 실경 등의 3가지 형태로 표현

되었다. 낱장지도의 경우 대부분 실경지도이다. 시점은 일방시점

(一方視點)부터 사방시점(四方視點)까지 다양하다. 읍성의 표현에

서 성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지도와, 부호를 사용하 을 경우에

는 사각형 혹은 원형으로 표현된다(<그림 12>참조). 각 지도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도의 표현으로, 지도의 유형 파악

에매우유용한기준이되었다. 도의표현방법을보면섬의방향

이 북서-남동, 동-서로 나타나거나, 원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실

경으로 묘사한 경우, 좌수 성을 표현하는 방법도 원, 사각형, 타

원형의 실경으로 표현되고 있다. 좌수 에 속해있는 진의 숫자도

지도마다독특하게나타났다(<표 8>참조).

이상과 같이 각 지도의 표현 요소 등을 바탕으로 지도 분류를 시

도한결과네계열이확인되었다.각계열의이름은각지도군의공

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명명하 다.28) 한편 지도 중 뚜렷한 특성

이 나타나지 않는「지도초」,「동국여도」,「경상도읍지(1832)」의 경

우 분류에서 제외하 다.「지도초」와「동국여도」는 대축척 지도를

참고하여 편찬된 지도로 사료되며,「경상도읍지(1832)」에 삽입된

부도는 동래부 일대의 성곽을 중심으로 표현한 주제도의 성격을

지니고있었다.

①「해동지도」계열

이 계열에 포함되는 지도는「경주도회」,「해동지도」,「지승」「여

지도」(규장)와「여지도」(국중),「여지편람」,「소화여도」등 7종이

해당된다.다른 계열에 비해 읍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산

맥의 표현 방법은 산들의 흐름을 따라 ∧형 먹선을 단선 혹은 2중

이나 3중으로 중복시키면서 연결하고 있다.지도 공간 구성은 관아

나 성이 있는 읍치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면서 상하좌우 각 방향

으로 산봉우리를 높이듯이 그리는 개화식 구성방식을 사용하여 공

통적으로 사방 시점으로 그리고 있다. 방위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

며 대마도가 표현되어 있다.절 도(현재 도)가 북서 - 동남 방향

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표현은「 남지도」( 박),

「각읍지도」과「광여도」에도 동일하다.좌수 성은 모두 원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근에 4개의 진을 건물로써 나란히 표현하는 것

도동일하다.

계열내에서 각 지도별 차이를 보면 주기는「경주도회」과「해동

지도」에서는 동일 지면에 기재되어 있으나「지승」등 다른 지도에

서는 이면이나 별지에 수록하 다. 기재 내용이 가장 충실한 지도

는「해동지도」이다.「지승」,「여지도」(국중·규장),「여지편람」의

경우「해동지도」과 비교하여 볼 때 지명이 일부 생략되어 있다.향

교의 위치를 보면 성내에 그려진 것은「경주도회」이며,「해동지

도」의 경우 성곽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다른 지

도의 경우 읍성 동부쪽에 표현된다.향교 위치를 바탕으로 지도 편

찬시기를 추정하여 볼 때「경주도회」가 가장 먼저 그려진 지도로

추정된다. 후에「해동지도」가 내용을 보충하면서 높은 완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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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서 제작 되었음을 보여준다.「지승」,「여지도」(국중·규장),

「여지편람」의 묘사 방법이「해동지도」에 비해 정밀함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이들 지도첩은 후대에「해동지도」를 바탕으로 모사된

것으로생각된다.

② 1리방안지도계열

이 계열에 속하는 지도는「 남지도」(규장)·「광여도」,「 남지

도」( 박),「각읍지도」,「 남도」등 5종이 해당된다. 산을 맥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독립된 산으로 그려 산맥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이다. 지도의 공간 구성은 일방 시점으로 동일하다.

방위는 공통적으로 간지(卯酉午子)로 표현하고 있다. 대마도는

「광여도」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다. 수 성의 표현은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4개의 진이 건물과 함께 나타나는 것

은 <해동지도>계열과동일하다.

계열내의 지도간 차이를 보면,「 남지도」(규장)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서 도가 북서-동남 방향으로 실제와 가깝게 그려져 있는

것은「해동지도」계열과 유사하다. 이는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

서「해동지도」계열의 지도를 참조하 음을 시사한다. 봉수망은

「 남지도」(규장)와「 남지도」( 박)에서표현되며「각읍지도」와

「광여도」에서 생략된다. 향교는「 남지도」(규장)에서는 읍성 밖

에 표현되나「 남도」와「 남지도」( 박)는 읍성 안에 표현되는

것이 다르다. 이는 1744년( 조 20)과 1784년(정조 8)의 향교 이전

과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표8>동래부군현지도의계열분류

「해동지도」계열

1 「慶州都會」(奎章) 줄기 一方 성곽표현 ↖ 원

2 「海東地圖」(奎章) 줄기 四方 성곽생략 ↖ 원

3 「輿地圖」(奎章) 줄기 四方 성곽표현 ↖ 원

4 「地乘」(奎章) 봉 四方 성곽표현 ↖ 원

8 「輿地圖」(國中) 줄기 四方 성곽표현 ↖ 원

9 「輿地便覽」(國中MF) 줄기 四方 성곽표현 ↖ 원

18 「小華輿圖」(澗松) 「地乘」(奎章)과유사 (추정)

1리방안지도계열

5 「(備邊司印)嶺南地圖」(奎章) 봉 一方 사각형부호 ↔ 사각형

6 「廣輿圖」(奎章) 봉 一方 사각형부호 ↖ 사각형

10 「各邑地圖」(國中) 봉 一方 사각형부호 ↖ 사각형

13 「嶺南圖」(藏書) 봉 一方 사각형부호 ↖ 사각형

15 「嶺南地圖」(嶺博) 봉 一方 사각형부호 ↖ 사각형

<방안식군현지도>계열

7 「朝鮮地圖」(奎章) 줄기 一方 원형부호 ○ 사각형

11 「八道地圖」(國中) 줄기 一方 원형부호 ○ 사각형

12 「海東輿地圖」(國中) 줄기 一方 원형부호 ○ 사각형

16 「地圖」(藏書) :八道地圖 줄기 一方 원형부호 ○ 사각형

<지방군현지도>계열

19 「1872郡縣地圖」(奎章) 실경 三方 성곽표현 △ 타원

20 「東萊釜山古地圖」(國中) 실경 一方 성곽표현 △ 타원

21 「釜山古地圖」(東亞) 실경 一方 성곽표현 △ 타원

22 「輿地圖書」(敎會) 봉 三方 성곽표현 ▽ 타원

24 「嶺南邑誌(1871)」(奎章) 줄기 三方 성곽표현 ▽ 타원

25 「嶺南邑誌(1895」(奎章) 줄기 三方 성곽표현 ▽ 타원

26 「東萊府邑誌(1899)」(奎章) 실경 三方 성곽표현 ▽ 타원

<分類不可>

16 「八道地圖草」(高圖) 줄기 一方 원형부호 ↔ 원

17 「東國輿圖」(高博) 줄기 一方 원형형부호 ↔ 원

23 「慶尙道邑誌(1832)」(奎章) 줄기 二方 성곽표현 누락 원

*↖ :북동-남서방향 ↔:동-서방향 ○:원형부호 △·▽:봉래산실경

지도

번호
地圖帖名(所藏處) 산줄기 視點 邑城表現 影島形態* 左水營城

지명은 지도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광여도」와「 남지도」

( 박)에서는 대마도가 생략되고‘牛岩’이 나타난다.‘其大峙’가

‘其火嶺’으로,‘竹田’이‘竹山’으로 기재되고,‘竹淵坮’가 생략되

고‘義相坮’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83개의 지명은 모두 동일

하다.주기는「각읍지도」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다른 지도에서는

여백이나 이면 혹은 별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특성을 종합하여

볼때「 남지도」(규장)가가장먼저제작되고,「 남도」·「 남지

도」( 박)로모사되면서「해동지도」를참조한것으로생각된다.이

는 후에「각읍지도」와「광여도」에 의해 다시 모사되면서 일부 내

용이 생략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광여도」는 다른 도의 군현이

「해동지도」계열의 지도로 그려져 있음을 볼 때 제작 과정에서 여

러지도첩을참조하 음을보여준다.

③ <방안식군현지도>계열

「조선지도」,「팔도지도」,「지도」,「해동여지도」등이 이에 속한

다.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모두 20리 방안을 이용한 동일한 축척의

지도이다.산지는 줄기로, 도는 원으로 표시되며, 좌수 성은 사

각형으로 표현된다. 좌수 에 속한 진은‘包伊浦’1곳만 나타난

다. 다른 계열의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古智’,‘觀音岩’,‘多阿

里’,‘石牛岩’,‘腰岩’,‘牛’,‘毛等邊島’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

이하다. 이 지명이 기재된 지리지를 확인하면, 이 지도의 제작 과

정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지도간 차이점을 보면,「조

선지도」,「팔도지도」,「지도」은 그림의 단아함과 지명의 필체에서

차이가 날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해동여지도」의 경우

동일 지면에 언양현 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읍치를 지나는 방안에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수 천 본류의 상류에 새로운 지류가 추

가되어 있으며, 산지 표현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이와 같은

지도간 차이를 볼 때 먼저 앞의 3종의 지도가 그려지고, 이후 전

국·도별지도의 편찬과정에서「해동여지도」가 중간단계에 제작

된 것으로 사료된다.

④ <군현지도>계열

「1872 군현지도」,「동래부산고지도」,「부산고지도」와「여지도

서」등의 읍지에 첨부된 부도가 이에 해당된다. 공통적인 특징은

각 지방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국 지도첩에 없는 독특한 내용

이 기재되기도 한다. 읍성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어 이분법적인

축척이 사용되는 것이 이 계열 지도의 특징이다.산의 표현은 실경

산수를 보는 것처럼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그리면서 동시에 줄기

로표현하고있다.

계열 내의 내용 차이를 보면,「1872 군현지도」에만 주기와 방위

(東西南北)가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 도를 봉래산의 실경으로

묘사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방향과 형태는 지도마다 상이하다. 수

성은 타원형의 모습으로 실경으로 표현되나 일부 지도의 경우

진(鎭)이 생략되었다.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8세기 중

엽「여지도서」의 편찬을 시작으로 이후「동래부읍지(1899)」까지

이어지는 각 읍지 부도는 이를 모사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읍지 부도를 이용하여「1872 군현지도」가 지방 화원들에 의

해 낱장으로 그려졌고, 이 지도는 민간에게 유출되면서 내용을 수

정하면서「동래부산고지도」와「부산고지도」가 제작된 것으로 추

론된다.

3 지도계열별지명비교분석

1) 계열별지명빈도분포

이 절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네 계열의 지도에서 지명이 가장 자

세하게 기재된 대표지도「해동지도」,「 남지도」( 박),「조선지

도」,「1872 군현지도」(이하 본 장에서는 소장처 생략)를 선택하여

지명을 추출, 정리하여 빈도 분석을 하 고, 이를「대동여지도」의

지명 빈도와 비교하 다. <표 9>는 지명 유형별로 빈도 분포를 정

리한것이다.

기재된 지명수는「1872 군현지도」에서 187개로 가장 많으며,

「해동지도」123개,「 남지도」84개,「조선지도」56개,「대동여지

도」에 61개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수록된 지명의 유형별 빈도를

보면 자연지명은「조선지도」에서도 26개(46.4%)로 가장 높게 나타

난다. 다른 군현지도에서는「 남지도」에서 비교적 높고(28.6%),

「1872 군현지도」에서는 21개의 지명이 나타나나 비율(11.2%)은 가

장 낮다.자연 지명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명은「해동지도」와

「 남지도」에서는 산 지명이,「조선지도」에서는 섬 지명의 비율이

높다.해안의 포나 대지명을 포함하면 더욱 높다.이는「조선지도」

가 제작 과정에서 해안 지형을 중요한 정보로 사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생각된다.

군사·성곽 지명은「해동지도」(32개, 26.0%),「1872 군현지도」

(48개, 25.7%),「 남지도」(19개, 22.6%) 순으로 나타나며「조선지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앞의 지도들이

통치·군사 목적에 의해 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다. 면리 등 방리 지명은「1872 군현지도」가 55개 지명으로 가장

높으며「조선지도」에서는 8개(14.3%)이다. 봉수는 모든 지도에서

4~5개가 기재되어 지역 구조의 이해에 중요한 틀이었음을 보여준

다.「 남지도」에서는 봉산이 수록되어 있다. 다리는「해동지도」

에서는 5개가 표현되며「1872 군현지도」에서 3개가 기재되어 있

다. 다른 지도 계열에서 드물게 표현되는 조창이 10개, 장시가 6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사찰은「해동지도」에서 10개로 가장 많

고,「1872 군현지도」에서 6개,「 남지도」에서는 5개가 나타난다.

교육기관과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지명은「해동지도」와

「1872 군현지도」에서 각각 8개가 기재되어 있다. 누대와 정자는

「해동지도」와「 남지도」,「1872 군현지도」에서 10여개가 나타나

나그비율은「 남지도」에서가장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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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련지명의기재여부를정리한것이다.

7종의 지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명은 오륙도, 절 도, 태종

대, 해운대, 몰운대 등 5개로 이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Landmark 음을 보여준다.오륙도는「여지도서」에서 지명의 기원

을‘自東觀之爲六峯 自西觀之爲五峯 故名其’으로 설명하고 있으

며, 대부분 고지도에서 실경이나 지명을 이용하여 빠짐없이 표현

된다.태종대, 해운대, 몰운대도동래부명승으로알려져조선후기

화가들에 의해 자주 그려지기도 하 다.「조선지도」를 제외한 다

른 지도에 대부분 수록된 가대는29)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조

선시대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가 이곳에서 해신제를 지내고 일본으

로 출발한 곳이었다.조선 후기 동래를 그린 그림에 가대가 항상

포함되는것을볼때당시에중요한장소 음을보여준다.

수록된 지명의 지도간 차이를 보면 뚜렷한 대비가 나타나(굵은

선 및 음 부분 참조) 두 계열로 구분된다. 섬 지명 중‘茶島’,‘對

馬島’등 7개 지명, 하천 지명에서‘毛羅川’,‘洛東江’은「해동지

도」,「여지도서」,「 남지도」와「1872 군현지도」에서만 나타나고,

「조선지도」,「청구도」,「대동여지도」에서 기재되지 않는다. 반면

에‘古智’,‘觀音岩’,‘多加里’,‘石牛岩’,‘腰岩’,‘牛山’,‘毛等邊

島’,‘釜岐’,‘佛岩’,‘古里’, 해안 지명에서‘甘同倉(浦)’,‘鷹鹿

坮’, 하천 지명에서‘絲川’등 총 13개 지명은 앞의 세 지도에 수록

되지 않고「조선지도」와 조선 전도에서만 나타난다.이 중‘釜岐’,

‘佛岩’,‘古里’는「대동여지도」에서만 유일하게 기재된다. 한편

‘毛等邊島’,‘鷹鹿坮’의 경우「조선지도」와「청구도」에서 기재되

나「대동여지도」에서는누락된다.

이상과 같이 계열별 지도의 지명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해동지

도」와「 남지도」는 지명의 빈도 분포가 유사하여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고 있다.「1872 군현지도」의 경우 다른 지명은 앞의 두 지도

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방리, 조창, 장시 관련 지명이 자세하

게 기재되는 점이 특이하다.이들 3종의 지도에서 수록 지명의 빈도

분포가 비슷한 것과는 달리,「조선지도」에서는 자연 지명의 비율이

높고, 이 특징이「대동여지도」와 유사한 것이 주목된다.「대동여지

도」의 경우 자연 지명이 31개(50.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군사,

성곽 관련 지명이 10개(16.4%), 경제, 교통, 통신 관련 지명이 13개

(21.3%), 종교, 의례, 누정 관련 지명이 3개(5.0%)로 나타난다. 특히

자연 지명 중에서 섬 지명이 14개(23.0%), 해안지명이 8개(23.1%)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조선지도」와 일치한다.이는 <방안식군현지도

>계열과「대동여지도」간에연관관계가있음을암시한다.

2) 섬·해안·하천관련지명의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섬·해안·하천 관련 지명이 지도 계열간 비교에 높

은 판별력이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지명에 대해 상세한 비교를 시

도하 다. 분석 과정에서「1872 군현지도」가「대동여지도」(1861)

이후 제작된 것을 감안하여 동일 계열의 지도에서 가장 먼저 만들

어진「여지도서」에 수록된 동래부 지도의 지명과 비교하 다.또한

비교의 보완을 위해「대동여지도」편찬의 토대가 된「청구도」(1834)

에 기재된 지명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국내 10종이 있는「청구

도」가 체제는 각각 다르나 수록된 지명은 일치한다.본 연구에서는

장서각 소장본을 이용하 다. <표 10>은 각 지도의 섬·해안·하

<표9>군현지도수록지명의유형빈도(괄호안은각지도수록지명에서의비율%)

「해동지도」 「영남지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대동여지도」

산 12( 9.8) 8( 9.6) 6(10.7) 5( 2.7) 7(11.5)

섬(島) 6( 4.8) 9(10.7) 12(21.4) 8( 4.3) 14(23.0)

해안(臺·浦) 6( 4.8) 4( 4.8) 6(10.7) 6( 3.2) 8(13.1)

하천 1( 0.1) 3( 3.6) 2( 3.6) 2( 1.1) 2( 3.3)

25(20.3) 24(28.6) 26(46.4) 21(11.2) 31(50.8)

읍성·관청 7( 5.7) 1( 1.2) 0( 0.0) 11( 5.9) 1( 1.6)

산성 7( 5.7) 2( 2.4) 1( 1.8) 9( 4.8) 1( 1.6)

좌수 성 5( 4.1) 5( 6.0) 2( 3.6) 4( 2.1) 2( 3.3)

부산포 5( 4.1) 5( 6.0) 5( 8.9) 13( 7.0) 5( 8.2)

왜관 8( 6.5) 6( 7.1) 1( 1.8) 11( 5.9) 1( 1.6)

32(26.0) 19(22.6) 9(16.1) 48(25.7) 10(16.4)

면 12(9.8) 7( 8.3) 7(12.5) 0( 0.0) 0( 0.0)

동리 4( 3.3) 2( 2.4) 1( 1.8) 55(29.4) 1( 1.6)

16(13.0) 9(10.7) 8(14.3) 55(29.4) 1( 1.6)

고개(峴) 4( 3.3) 2( 2.4) 3( 5.4) 8( 4.3) 3( 5.0)

봉수 4( 3.3) 5(6.0) 5( 8.9) 5( 2.7) 5( 8.2)

목장·봉산 0( 0.0) 1(1.2) 1( 1.8) 0( 0.0) 3( 5.0)

다리 5( 4.1) 0( 0.0) 0( 0.0) 3( 1.6) 0( 0.0)

역 3( 2.4) 2( 2.4) 2( 3.6) 3( 1.6) 2( 3.3)

조창 1( 1.0) 0( 0.0) 0( 0.0) 10( 5.4) 0( 0.0)

장시·기타 2( 1.6) 1( 1.2) 0( 0.0) 6( 3.2) 0( 0.0)

19(15.5) 11(13.1) 11(19.6) 35(18.7) 13(21.3)

사찰 10( 8.1) 5( 6.0) 0( 0.0) 6( 3.2) 2( 3.3)

교육·의례 8( 6.5) 3( 3.6) 0( 0.0) 8( 4.3) 0( 0.0)

누·정·대 10( 8.1) 10(11.9) 0( 0.0) 11( 5.9) 1( 1.6)

28(22.8) 18(21.4) 0( 0.0) 25(13.4) 3( 5.0)

3( 2.4) 3(3.6) 2(3.6) 3( 1.6) 3( 5.0)

123(100.0) 84(100.0) 56(100.0) 187(100.0) 61(100.0)

자연

지명

소계

군사

성곽

소계

면·동

소계

경제

교통

통신

소계

종교

의례

누정

소계

역사

계

*굵은선안의지명은2절에서자세하게분석될지명임

(18C중) (18C중) (18C중) (1760전후) (1834) (1861) (1872)

五六島 五六島 五六島 五六島 五六島 五六島 五六島 五六島

絶影島(牧) 絶影島 絶影島 絶影島 絶影(牧) 絶影(牧) 絶影(牧) 絶影島

兄弟島 × × 兄弟島 兄弟 兄弟 兄弟 ×

冬柏島 冬柏島 × × × 冬柏 冬柏 ×

木島 × × 木島 木 木 木 ×

茶島 茶島 × × × × × ×

對馬島 對馬島 對馬島 對馬島 × × × 對馬島

盆島 盆島 × 盆島 × × ×

朝島 × × 朝島 × × × 朝島

只森島 × × 只森島 × × × ×

白鹿島 × × 白鹿島 × × × ×

古智 × × × 古智 古智 古智 ×

觀音岩 × × × 觀音岩 觀音岩 觀音岩 ×

多阿里 × × × 多加里 多加里 多阿里 多加島

石牛岩 × × × 石牛岩 石牛岩 石牛岩

腰岩 × × × 腰岩 腰岩 腰岩

牛岩 × × × 牛山 牛 牛 牛岩

毛等邊島 × × × 毛等邊島 毛等 × ×

釜岐 × × × × × 釜岐 ×

佛岩 × × × × × 佛岩 ×

古里島 × × × × × 古里 古里島

太宗坮 太宗坮 太宗臺 太宗坮 太宗坮 太宗坮 太宗坮 太宗坮

海雲浦 海雲坮 海雲臺 海雲坮 海雲臺 海雲臺 海雲浦 海雲臺

沒雲坮 沒雲坮 沒雲臺 沒雲坮 沒雲坮 沒雲坮 沒雲坮 沒雲坮

永嘉坮 永嘉坮 永嘉臺 永嘉坮 × 永嘉坮 永嘉坮 永嘉坮

裁松津 裁松浦 裁松浦 × × 裁松浦 裁松津 ×

石浦(牧) 石浦 石浦 × × 石浦 石浦(牧) ×

甘同浦 × × × × 甘冬 甘同(甘同浦) 甘同倉

鷹鹿坮 × × 鷹鹿坮 鷹鹿坮 × ×

南乃浦 × 南乃浦 × 南乃浦 南乃浦 南乃浦 ×

東坮 × 東臺 × 東坮 東坮 × ×

靑沙浦 × × × × × × 靑沙浦

梵魚川 × × 梵魚川 × × 梵魚川 ×

三叉江 三叉江 三叉江 × 三叉江 三叉江 × 三叉江

毛羅川 × × 毛羅川 × × ×

洛東江 × × 洛東江下流 × × × 洛江下流

絲川 × × × 絲川 × 絲川 ×

13 12 16 18 23 24 16

<표10>군현지도와조선전도의섬·해안·하천관련지명비교

섬

島
ㆍ
岩

(
)

해

안

臺
ㆍ
浦

(
)

하

천

川
ㆍ
江

계

(
)

섬ㆍ해안
지명

「해동지도」 「여지도서」 「영남지도」 「조선지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1872
군현지도」

* 1.굵은선은「해동지도」,「여지도서」,「영남지도」에서만,명암으로표시된것은「조선지도」,「청구도」,「대동여지도」에서만나타나는지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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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조선지도」,「청구도」,「대동여지도」에서만 이들

지명이 기재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리지 및 향토지 등을

이용하여 지명의 기원을 파악하고자 하 다. 그러나 13개 지명 중

사천과 감동포 등 2개 지명만 현재 위치가 확인될 수 있는 지명이

었다. 사천은 조선 전기부터 대부분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었으

나30) 지도에서는「조선지도」에서 처음으로 수록되는 것이 특이하

다.‘甘同浦’의 경우 현재 구포의 옛 지명이라는 기록이 있다.31) 위

두 지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명은 현재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

가능하다.

11개 지명 중 사료에 가장 많이 수록된 지명은‘古智島’와‘毛等

邊島’이다.「세종실록」에‘전국의 험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

을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에 따를 것을 예조에서 건의’하는 과

정에서‘東萊古智島, 境內東平絶影島·毛等邊’이라하여최초로

지명이 나타나며(「세종실록」11/11/11(계축)),「세종실록지리지」

에‘古智島 : 현 동쪽에 있다. 絶影島·毛等邊島 : 모두 동평현

남쪽에 있다. 모두 소재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례상 중요한 장소 던 것으로 추측된

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古智島 : 현의 남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 毛等邊島 : 동평현의 남쪽 15리에 있다’라고 기록된 후 이후

의 지리지에서 이 두 지명은 빠지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되

어있다.현재이위치는알수없다.

‘古里’와‘多加里’지명은「1872 군현지도」에「조선지도」와 동

일한 위치에 표현되어 있다. 지리지에서는「 남진지」(1894, 고

종 31), <다대진지>에‘古里島’,‘多加島’로 유일하게 수록하다

가32) 이후 수록되지 않고 있다.‘牛山’지명은 동일한 위치에

「1872 군현지도」에만 표현되고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 이외의

‘觀音岩’,‘石牛岩’,‘腰岩’,‘釜岐’,‘佛岩’,‘鷹鹿坮’등 5개 지

명은 나타나는 사료가 전혀 없다. 이들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경우

「조선지도」·「청구도」·「대동여지도」의 편찬 경위를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방안식군현지도와지도발달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동국지도 3>을중심으로

1) 방안식군현지도책

20리 방안이 그려진 군현지도책이 조선 후기 대축척 지도의 발

달의 시작이 되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들 방안식 군현지

도책들의 계열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절에서

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동국지도 3」33)을 중심으로

다른 지도책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 지도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나

아가방안식군현지도의발달과정을파악하고자하 다.

방안식 군현지도책은 4개 기관에 9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1> 참조).「여재촬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도가

채색 필사본이며 20리를 나타내는 방안이 그려져 있다(지도의 내

용은 도판 해제 참조). 이들 9종의 지도의 체제와 동래부 내용을 검

토하여 보았을 때 방안에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조선지도」

등 7종의 지도는 지도 묘사의 품격, 필체 수준, 주기와 방안의 기재

여부 등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지도의 내용에서는 거의

동일하여 지도별로 저본 관계가 뚜렷하 다. 이들 지도와 내용상

차이를보이는지도책은「동국지도 3」과「해동여지도」 다.

이들 지도는 방안에 수치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도 내용

및 지명에서도 차이가 있어 지도 제작 방법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

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동국지도 3」과「해동여지도」및「조

선지도」를 대상으로 지도 내용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비교를 시도

하 다. 그리고 이들 방안식 지도가 대축척 전국전도 제작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청구도」중 일반에게 가장 많이 보급된

규장각 소장「청구요람」의 내용을 함께 비교하 다. 분석 내용은

책의형태, 체제 등의 서지학적 내용과, 방안, 지리정보 표현 방법

등의 지도학적인 내용과 함께 사례 지역을 그린 지도를 대상으로

내용 및 수록 지명의 비교를 통해 지도책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다.

2) 지도책간내용비교

(1) 서지내용및방안체제

지도책들의체제를비교한내용은 <표 12>와같다.「동국지도 3」

과「조선지도」는 도별로 제본되어 있다.「동국지도 3」은 지도 표제

로 볼 때 전국의 모든 군현을 그려 도별로 제본된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도는 결본된 것으로 보인다.「해동여지도」는 2책으로 되어 있

으며 그 중 경상도는 건(乾)편에 수록되어 있다.책 크기는 앞의 두

지도책이비슷한데비하여「해동여지도」가비교적작다.

3종의 지도책 중 경상도의 71개 군현이 그려진 것은 동일하나 면

수에서 차이가 있다.「동국지도 3」의 경우 지역이 비교적 넓은 경

주, 안동, 상주의 경우 2개 면에 걸쳐 그려져 총 74면을 구성한다.

이에 반해「조선지도」는 안동만 2개면에 걸쳐 있고, 상주와 경주는

1면에그려져있어총 72면이다.「해동여지도」는 37면에 71개군현

을그리고있다.

지도책에서 각 고을이 20리 방안위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동일하

나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르다.「동국지도 3」과「조선지도」는 모

두 4.2㎝의 20리 방안에 그려져 있다.그러나「해동여지도」는 20리

를 바탕으로 한 것은 동일하나 방안의 크기는 군현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다. 25.0×17.0㎝ 크기의 광곽을 바탕으로 4개의 방안을 그

렸을 경우 약 4.3㎝, 5개의 경우 3.5㎝, 6개의 경우 2.7㎝, 7개의 경

우 2.2㎝의정방형의방안이다.

경위선 수치는「동국지도 3」과「해동여지도」에 기재되어 있다.

「동국지도 3」에서는 읍치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에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해동여지도」는「동국지도 3」과 동일한 수치를 기재되

어 있고 이웃 방안에는 경위선의 아랫 자리만 기입하 다.「해동여

지도」의 앞부분에 도별「팔도분표」를 수록하여 각 도에서 군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 다.경상도의 경우 31×21개의 방안에 군

현의 위치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현지도에서의 경위선 수

치는 남북으로 83(순흥) - 119(거제), 동서로 18(장기) - 42(함양)이

며이는「동국지도 3」과동일하다.

군현 수록 순서는「동국지도 3」과「조선지도」는 부분적으로 차

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유사하다.대구 감 의 군현지

도가 제일 먼저 수록되고 이후 북부 지방의 군현에서 남부 지방 고

을인 동래 - 김해로, 이어서 경상우도의 남부인 웅천 - 창원으로 부

터 북쪽 지방의 고을 순서로 이어진다. 그러나「해동여지도」의 경

<표11>방안식군현지도책

1

2

3

4

5

6

7

8

9

10

소장처 지도명 도판번호 청구기호 내용및비고

국립중앙도서관 「東國地圖三」 도판3-24 승계貴2702-22 경상도1책

국립중앙도서관 「海東輿地圖」 도판3-26 古 2107-36 乾·坤·補3책

규장각 「朝鮮地圖」 도판3-28 奎 16030 7책(전라도결본)

규장각 「八道郡縣地圖」 미수록 古4709-111 3책(경기도,충청도,평안도)

국립중앙도서관 「八道地圖」 도판3-30 古朝61-21 6책(팔도)

장서각 「地圖」 도판3-33 K2-4583 4책(팔도)

고려대학교도서관 「輿地圖」 미수록 B-10 A-53 2책(경기도·충청도·강원도·함경도)

고려대학교도서관 「地圖」 도판3-37 B-10 A-52 4책(팔도)

국립중앙도서관 「輿載撮要」附圖 도판3-44 한古朝60-20 방안표시없음(필사본)

규장각 「靑邱要覽」 도판4-3 古 4709-21A 2책(乾·坤)

「동국지도3」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책수 1책(경상도) 7책(전라도제외) 3책(乾·坤·補)

크기 53.0×35.5㎝ 49.8×38.5㎝ 34.1×21.2㎝

경상도
74면 71개군현 72면 71개군현

37면 71개군현
(2면 :경주·안동·상주) (2면 :안동)

군현수록방법 1면 1개군현 1면1개군현 1면1-8개군현

방안
크기 4.2㎝정방형 4.2㎝정방형 상이함

수치 기재됨(36×24) 기재안됨 기재됨(36×24)

대구좌도(북남)우도(남북) 경상우도(북남)좌도(남북)

<표12>방안식지도책의체제비교

군현수록순서및
수록면

1)군현수록순서에서「조선지도」·「동국지도3」에서밑줄친군현은두지도책의수록순서차이임.

2)「해동여지도」에서괄호안의군현은한면에그려진군현들이다.이중·표시는군현이분리되어,+는연결되어그려진것이다.

「해동여지도」

「조선지도」

「동국지도3」

(함창·문경) - (선산·상주) - (개령+금산) - 성주 - 지례 - 거창 - (고령+합천+초계) - (삼가+단성) - 안의 - 함양 - (진

주·사천·의령) - 하동 - (곤양·남해) - (진해·산청) - 고성 -거제 - (칠원+함안) - 창원 - (김해+웅천) - (동래·언양) -

(울산+기장) - (밀양+양산) - (청도+경산+자인) - (창녕+ 산) - (대구+현풍) - (하양·신녕) - 永川 - 경주 - (청하·흥해)

- (연일+장기) - ( 해+ 덕) - (의성+군위) - (칠곡·의흥) - (인동·비안) - 청송 - ( 양+진보) - (안동+예안+봉화+榮川

+순흥+풍기+예천+용궁)

대구 -경산 -인동 -칠곡 -군위 -비안 -의흥 -의성 -예안 -예천 -풍기 -순흥 -榮川 -봉화 -안동 -진보 - 양 - 해 -

덕 -청송 -신녕 -청하 -흥해 -永川 -경주 -연일 -장기 -언양 -울산 -하양 -자인 -현풍 -창녕 -청도 -밀양 -김해 -

양산 -동래 -기장 -창원 -웅천 - 산 -칠원 -함안 -진해 -고성 -사천 -거제 -남해 -곤양 -하동 -산청 -단성 -진주 -

삼가 -의령 -초계 -합천 -안의 -지례 -함양 -고령 -거창 -성주 -개령 -김산 -상주 -선산 -용궁 -문경 -함창

대구 -경산 -인동 -칠곡 -군위 -비안 -의흥 -의성 -예안 -예천 -풍기 -순흥 -榮川 -봉화 -안동 -진보 - 양 - 해 -

덕 -청송 -신녕 -청하 -흥해 -永川 -경주 -연일 -장기 -언양 -울산 -자인 -하양 -현풍 -창녕 -밀양 -청도 -양산 -

김해 -기장 -동래 -웅천 -창원 - 산 -칠원 -함안 -진해 -사천 -고성 -거제 -남해 -곤양 -하동 -단성 -산청 -진주 -

의령 -삼가 -초계 -합천 -함양 -안의 -지례 -거창 -고령 -성주 -개령 -김산 -용궁 -상주 -선산 -함창 -문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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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일 첫장에 경상우도의 최북부 고을인 (함창·문경) 지도가

제일 먼저 수록되고 이어서 남쪽 방향으로 이어진 후, 좌도의 남쪽

고을인 (김해+웅천) - (동래·언양) 지도가 수록된 후 북쪽 고을로

이어져 (대구+현풍)을 거쳐 경상북도 북부 지방의 고을 지도 순으

로 수록되어 있다.

「해동여지도」에서 1면에 1개 고을이 그려진 곳은 성주, 지례, 거

창등 12개군현이다.한면에지도의여백을이용하여인접한고을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을을 분리하여 묘사된 곳은 (함창·문경)

등 18개 군현이다.한 면에 2개 고을을 연결하여 묘사된 곳은 (개령

+금산) 등 24개 군현이다. 1면에 3개 고을을 분리하여 그린 경우는

(진주·사천·의령)의 3개군현이며, 연결하여그린곳은 (고령+합

천+초계) 등 6개 군현이다. 1면에 8개 고을을 연결하여 그린 곳은

경상북도 북부 (안동+예안+봉화+ 천+순흥+풍기+예천+용궁)의 8

개 군현이다. 충청도에서 6개 군현을 함께 그린 도엽(충주+음성+

괴산+연풍+청안+진천)이 나타나나 8개 군현을 함께 그린 곳은 이

곳이유일하다.

(2) 지리정보표현방법

지도책별 지리 정보의 표현 방법과 사용 기호는 <표 13>과 같다.

산지 묘사에 있어서 표현 방법은 유사하나 정밀도에서 차이가 난

다. 가장 정밀하게 표현된 지도는「동국지도 3」이다. 녹색으로 처

리한 연봉에 농담(濃淡)을 통해 산지의 험준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조선지도」에서는 이와 같은 묘사 방법이 생략되고 산

줄기에 연한 청색으로 산지를 표현하 다.「해동여지도」에서는 더

욱 단순화되어 연봉 표시에 황색을 칠하 다.하천의 경우 청색 겹

선으로 처리된 것과 군현 경계를 산지나 하천 등 자연 지물을 이용

한 곳 외에는 동일하게 흑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세 지도책이 동

일하다.

감 (대구부)을 겹사각형으로 묘사한 것은 동일하나「동국지도

3」에서는 적색을,「조선지도」에서는 흑색을,「해동여지도」에서는

적색채색후성곽표시를하고있다.읍치는공통적으로원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나「동국지도 3」에서는 겹선의 원안에 적색으로 칠

한 반면,「조선지도」는 적색의 굵은 원으로 표시하 다.「해동여지

도」는「조선지도」와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 으나 일부 군현의 경

우기호옆에군현지명의약자를기재하 다.

도로망의 표시에서는 내용상 지도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동국지도 3」의 경우 71개 군현 중 15개 고을(군위, 비안, 의

흥, 의성, 천(榮川), 진보, 신녕, 청하, 흥해, 성주, 개령, 김산, 용

궁, 상주, 선산)에서만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다른 군현에

는그려져있지않다.도로의내용은「조선지도」에비해매우상세

하다.「조선지도」는 읍치와 인근 고을을 연결하는 주 도로만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고, 다른 도로는 생략되어 있는 등 71개 군현에

일률적인 방법으로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다.한편「해동여지도」에

서는도로망이전혀표현되어있지않다.

봉수는 모두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나「동국지도

3」과「해동여지도」에서 봉수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조선

지도」에서는 지명이 생략되고 기호와 함께‘烽’자만 기재한 경우

가 많다.‘창(倉)’도「동국지도 3」과「해동여지도」에서 건물 표시

와 함께‘倉’을 기입하 으나「조선지도」에서는 건물 표시를 생략

한경우가많다.

<표13>지도책별지도표현방법

「동국지도3」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 1 >
산지(대구공산)

< 2 >
감영(대구부)

< 3 >
읍치(용궁현)

< 4 >
봉수·창(대구부)

방안 「동국지도3」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방안
경위선수치 東百十·南二十四 없음 東百十·南二十四 -

방안수 7 4 5 4 7 5 22·23층 7판

7·1방안 도서 없음 도서 없음

내용
하천및

산지묘사

<표14>지도책별동래부의표현방법비교

3) 동래부의지도내용비교

(1) 내용비교

<표 14>는 각 지도책의 동래부 지도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이다.

경위선 수치는‘東百十·南二十四’로 되어 있으며「해동여지도」

의 경우, 지도의 우측 하단에 여백을 이용하여 언양현이 3×3 방안

(수치 :‘東百五·南二十三’) 위에그려져있다.

동래부의 경우 경상도의 다른 군현과 달리 방안의 개수에서 차

이를 보이는 유일한 고을이다.「동국지도 3」과「해동여지도」에서

동래부는 7×4의 방안에 그려져 있는 반면,「조선지도」에서는 5×

4 크기의 방안에 그려져 있다. 이는「동국지도 3」의 7·1 방안에

묘사된 섬(지명 미상)이「조선지도」에서 생략된 것에 기인한다.

「청구도」에서는 22·23층의 7판에 20리 방안을 바탕으로 동래부

가그려져있으며이섬은그려져있지않다.

지도책별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곳은 수 천 상류에 위치한

소산역 일대의 지류와 산지 표현이다.「동국지도 3」에서 그려진 지

류는「조선지도」에서 생략되어 묘사되고 있지 않으나「해동여지

도」와「청구도」에서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산지 표현에서「동

국지도 3」에서는 계명산 아래에서 소산역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그

려져 있다(‘ ’자 윗부분). 이 산지는「조선지도」에서 묘사되지 않

고 있으나「해동여지도」에서는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

은「동국지도 3」과「조선지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류와 산지는

「동국지도 3」에서 다른 하천과 산지 표시와는 달리 검은색으로 되

어 있어 원래의 지도위에 덧칠되어 있다. 이는「동국지도 3」이 제

작된 이후 수정·가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수정된 내용

은「해동여지도」에 반 되었으나「조선지도」에 반 되지 않았음

을 나타낸다.세 지도책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이점은「동국지

도 3」과「조선지도」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

음을시사한다.

(2) 수록지명비교

<표 15>는 동래부 지도에 수록된 지명 중 차이가 나는 것을 유형

화한 것이다. 지도책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명은 17곳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 1유형(5곳)은「동국지도 3」과「해동여지

도」와 일치하나「조선지도」와「청구도」에 다르게 수록된 지명이

다. 현재 아치섬의 한자 지명인‘朝島’는「조선지도」에서는‘島’

로 기재되어 있다.‘吾海項山’은 현재 대치고개 일대에 있는 지명

이었으나 두 지도에서는 석포 일대에 기재되는 오류를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다.‘多加里島’의 경우「조선지도」에서는‘島’가 생략되

고,「청구도」에서는‘里’가‘異’로 기재되어 있다.현재 수 만 일

대에있었던‘無所’는「조선지도」에서약자로표시되어있다.

제 2유형(9곳)은「동국지도 3」과「해동여지도」및「청구도」에서

일치하며「조선지도」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지명들이다.‘東面’은

「조선지도」에서‘동평면’으로 기재되어 있다.동평면은 현재 동래

부 서면에서 구포 중간에 있었던 동래부 속현의 지명이다.‘長山國

基’는 지명이 아닌 주기이다. 과거 장산국이 있던 곳으로 다른 지

도책과는 달리「조선지도」에서는‘長山 古長山’으로 기재되어 있

다.다른 6곳의 지명은「조선지도」에서 나타나지 않고 세 지도책에

만 수록되어 있다.계명 봉수에는 다른 지도에는 표시가 없고 부호

만있으나「조선지도」에만‘烽’자가기재되어있다.

방안 「동국지도3」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1.「동국지도3」·「해동여지도」일치지명

4·3 鳥島 島 鳥島

4·3 吾海項山 - 吾海項山 吾海也項

4·2 多加里島 多加里 多加里島 多加異

3·3 無所 无小 無所 -

3·3 盆浦 - 盆浦 -

2.「동국지도3」·「해동여지도」·「청구도」일치지명

1·3 東面 東平面 東面 東面

2·3 長山國基 長山古長山 長山國基 長山國基

2·3 上山 - 上山 上山

3·3 水營 - 水營 左水營

2·2 雨岩 - 雨岩 雨岩

3·2 勝岳山 - 勝岳山 勝岳山

3·2 松峴山 - 松峴山 松峴山

3·3 石浦 - 石浦 石浦

1·2 (鷄鳴)- 烽 (鷄鳴)- (鷄鳴)-

3.기타지명

3·3 永嘉臺 - - 永嘉臺

3·1 - 吾海項 -

3·2 巖光山 岩光山 岩光山 嚴光山

2·1 三文江 三文江 三文江 三叉江

<표15>동래부수록지명의지도책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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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에 속하는 지명은 4곳이 있다.‘ 가대’는 부산포 앞에

있었으며, 일본에 사신이 파견될 때 해신제를 지내던 곳으로 당시

에는 중요한 장소로,「동국지도 3」과「청구도」에서만 수록되어 있

다.‘오해항’은「조선지도」에서만 정확한 위치인 대티고개 부근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지도에서는 오륙도 부근의 현재 적기반도

일대에 표시되어 있다.‘巖光山’은 현재 엄광산(嚴光山)으로 사용

되는 지명이다.「동국지도 3」에서‘巖光山’으로 기재되고 그 이후

약자로 나타나나「청구도」에서는‘嚴光山’으로 수록되어 있다.‘三

文江’은 삼차강의 오기(誤記)이다.「동국지도 3」에 三文江으로 기

재된지명은「청구도」에서‘三叉江’으로수정되어기재되어있다.

5 종합및결론

본 장에서는 조선 후기 동래부를 그린 군현지도의 계열 분류를

시도하고, 수록 지명을 이용하여「청구도」및「대동여지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 다. 지도의 서지학적, 지도학적 내용 등

을 바탕으로 볼 때 동래부 군현지도는 다음과 같이 네 계열로 분류

됨을확인할수있었다(<표 16> 참조).

① <해동지도> 계열은 홍문관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인「해

동지도」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이후 이를 모사한 지도가 이에

속한다.지도 내용으로 볼 때「경주도회」가 먼저 제작된 지도로 추

정되며, 이후「해동지도」가 지명 및 주기 등의 내용이 보충되면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지승」,「여지도」(국중·규장),「여지편람」

의 지도는 내용이 유사하나 앞의 두 지도에 비해 정밀함이 덜한 것

을볼때「해동지도」를모사한지도로생각된다.

② <1리 방안지도> 계열은 비변사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와

이를 모사하며 부분 수정되는 지도들이다.「 남지도」(규장)가 가

장 먼저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남도」와

「 남지도」( 박)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모사되는 과정에서

체제를 수정하고,「해동지도」계열의 지도 내용이 일부 참조되었

다. 이들 지도는 이후에「각읍지도」와「광여도」에 의해 모사되면

서일부내용이추가되거나생략된것으로보여진다.

③ <방안식 군현지도> 계열은 지도위에 20리 방안을 그려 동일

한 축척으로 그려진 지도로서, 전국 지도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제

작된 것으로 사료된다.「조선지도」,「팔도지도」,「지도」와「해동여

지도」가 이에 해당된다. 이 중「해동여지도」는 앞의 세 지도와는

달리방안에수치가기재되고동일도면에 2~8개군현까지한도폭

에그림으로써, 전국지도제작의중간단계지도로생각된다.

④ <지방 군현지도> 계열은 지방에서 그린 지도로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실경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여

지도서」부도가 가장 먼저 그려진 지도로 보이며, 이후 편찬된 읍

지의 부도는 이를 모사하고 있다. 낱장 지도로는「1872 군현지도」

가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동래부산고지도」,「부산고지도」와

「동래부읍지(1899)」가 그려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

래부를 사례로 한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계열을 도표로 나타낸 것

이 <표 16>이다.

⑤ 지도 계열별로 지명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방안식 군

현지도>의수록지명이다른계열과뚜렷한차이를보여주고, 동시

에「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과 유사함을 확인하 다. 상세 분

석 결과 13개의 지명이 이 계열의 지도에서만 나타나고,「청구도」

와「대동여지도」에서만 수록된 지명들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계

열의 지도가 조선후기 대축척 전국지도의 제작과정에 일정한 역할

을하 음을보여주고있다.

군현지도 중 20리 방안지도를 별도로 분석하여 볼 때「해동여지

도」의 지리 정보와 지명의 내용은「조선지도」보다는「동국지도 3」

과의 일치도가 보다 높다. 일부 내용의 경우「동국지도 3」에서 수

정·가필된 내용이 반 되어 있다. 이는「해동여지도」의 저본이

「조선지도」가 아니라「동국지도 3」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바탕으

로 볼 때 조선 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책은 경위선 수치가 기재된

「동국지도 3」·「해동여지도」와,「조선지도」등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방안식 지도책의 두 계열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방안식 군현지도의 계열과 발달 과정은 <표

17>과같이추정될수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대축척 지도의 발달은「조선

지도」-「해동여지도」-「청구도」-「대동여지도」로 이어지는 과정

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방안식 군현지도>에 속한 지도들이

20리 방안을 이용하여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지고, 인접 군현간의

연결이 방안을 이용하여 가능하다는 점은 전국지도의 바탕이 되었

음을 보여준다. 또한「해동여지도」의 경우 방안에 수치가 기재되

어, 군현의 위치를 경위선표식 개념으로 표현하 고, 군현의 묘사

내용이 다른 지도와 거의 동일하면서, 동시에 2~8개의 군현이 한

도폭으로그려진것을볼때, 이지도는조선후기지도발달에서중

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해동여지도」의 각 도

별도 앞에 실린 경위전도(經緯全圖)와「청구도」의 일부 기관의 소

장본에 첨부된 팔도분표(八道分表)의 도별도가 거의 유사한 것을

주목할필요가있다.

해동지도

1리방안지도

방안식군현지도

지방군현지도

「輿地圖」(奎章)
「輿地圖」(國中)
「輿地便覽」(國中MF)
「地乘」(奎章)**
「小華輿圖」(澗松)***

「嶺南圖」(藏書)
「嶺南地圖」(嶺博)
「廣輿圖」(奎章)**
「各邑地圖」(國中)

「海東輿地圖」(國中)

「嶺南邑誌(1871)」(奎章)
「嶺南邑誌(1895)」(奎章)
「1872郡縣地圖」(奎章)

「靑邱圖」
(1834)

「大東輿地圖」
(1861)

「東萊府邑誌(1899)」(奎章)
「東萊釜山古地圖」(國中)
「釜山古地圖」(東亞)

<표16>조선후기군현지도의계열과유형(동래부사례)

<표17>방안식군현지도발달과대축척지도

*실선은직접적,점선은간접적인영향임

**「廣輿圖」(奎章)와「地乘」(奎章)의경우각각일부도와군현이<해동지도>와1리방안지도계열로제작됨

***「小華輿圖」(澗松)는慶州府事例임.

「東國地圖三」

「朝鮮地圖」(奎章閣),「八道郡縣地圖」(奎章閣)
「輿地圖」(高麗大學校圖書館)

「朝鮮地圖」(奎章閣)→「八道郡縣地圖」(奎章閣)
「輿地圖」(高麗大學校圖書館)

「東國地圖三」
(國立中央圖書館)

「海東輿地圖」
(國立中央圖書館)

大縮尺朝鮮全圖
(「靑邱圖」등)

「(備邊司印)嶺南地圖」(奎章)

「慶州都會」(奎章)
「海東地圖」(奎章)

「朝鮮地圖」(奎章)
「八道地圖」(國中)
「地圖」(藏書)

「輿地圖書」(敎會)

미주

1)이찬, 1992, 해동제국기의 일본 및 유구국지도, 문화역사지

리, 4, 1~8쪽.

2)‘命知承文院事鄭陟, 率相地及畵工, 往咸吉, 平安, 黃海等

道, 圖曹山川形勢以來(世宗實錄, 18年 2月 29日) 禮曹參

判鄭陟, 撰《兩界地圖》以進
。
上曰 :“予見地圖多矣, 今此圖

最詳悉
。
然欲爲圖, 各官相距里數及相對地方, 須當細考

。
如某官四面, 距某縣幾息幾里, 若以四方位, 未得正占其處,

則以十二方位泛鐵定之
。
各其境內名山, 大川, 大嶺, 古關

防, 古邑在某方某地, 亦不可不詳, 其令兩界各官, 尺量上

送, 然後更參考校正
。
’(文宗實錄, 1年 5月 29日)

3)‘前判漢城府事鄭陟, 同知中樞院事梁誠之等進<東國地圖

>
。
先是, 命陟及誠之等會議政府, 考定<東國地圖>, 至是

成
。
’(世祖實錄, 9年 11月 12日)

4)서인원, 1999,「동국여지승람」의 편찬체제와 특징에 대한

일고찰,실학사상연구, 12, 221~260쪽.

5)정의성, 1996,「동국여지승람」의 서지적 연구-초간본에서

신증본까지,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6) 이의 대표적인 지도로는「도성삼문분계지도」,「사산금표

도」,「수선전도」등이있다.

7)‘萬曆癸卯
。
余 副提學時

。
赴京回還使臣李光庭, 權憘

。
以歐羅巴國輿地圖一件六幅送于本館

。
蓋得於京師者也

。
見其圖甚精巧

。
於西域特詳

。
以至中國地方 我東八道, 日

本六十州
。
地理遠近大小

。
纖悉無遺

。
所謂歐羅巴國

。
在西

域最絶遠
。
去中國八萬里

。
自古不通中朝

。
至大明始再入

貢
。
地圖乃其國使臣馮寶寶所爲

。
而末端作序文記之

。
其

文字雅馴
。
與我國之文不異

。
始信書同文

。
爲可貴也

。
按其

國人利瑪竇, 李應誠者
。
亦俱有山海輿地全圖

。
王沂三才圖

會等書
。
頗采用其說

。
歐羅巴地界

。
南至地中海

。
北至氷

海
。
東至大乃河

。
西至大西洋

。
地中海者

。
乃是天地之中故

名云’(芝峯類說, 諸國部外國條)
。

8)김양선, 1961, 명말 청초 야소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

도와 그 한국문화사상에 미친 향, 숭대 6, 숭실대학교,

16~58쪽.

9)‘中國四方之海 是號裨海 其外有大陸環之 大陸之外又有大

瀛海環之方是地涯云’

10) Nakamura,Hiroshi, 1965, Old Chinese Maps Preserved

by the Koreans, Imago Mundi, 3~22쪽.

11)이와 같이 제작된 지도의 초판은 강희 57년(1718) 28장의

목판본 지도로 간행되었다.강희 58년(1719)년에는 32장의

필사본 지도로 간행되었으며 지명 주기는 모두 한문을 사

용하 다.이 판은 다시 Matteo Ripa에 의해 44개의 동판으

로 제작되었고 그 축척은 1:400,000으로 동일하다.강희 60

년(1721)에는 이를 목판으로 재간되었으며, 1719년 제작된

32장의필사본지도가저본이되었고,축척은1:2,000,000으

로 하 다.이 목판본이 선교사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

고, 이를 바탕으로 Du Halde′s Description geographi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aue, et physiquedel l′

empire del la Chine(1735)와 Jean Baptiste Bourguignon의

d′Anville Nouvel atlas de la Chine(1737)가 제작되었다.

1726년에는 몽고와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 지역을 아우

르는 지도가 중국의 역사지리 총서인 Gujin-tushu-jicheong

에 수록되어 1728년 발간되었다.이 지도에는 경위도가 생

략되었다.이들 지도는 비록 선교사들에 의해 경위도가 측

량되면서 제작되었지만, 지명과 지리적인 요소의 표현 방

법은 중국에서 이전에 발달한 지도 제작기술의 축적에 기

인한바가크다.

12)한국도서관연구회, 1977,한국의고지도, 213쪽.

13)이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경위선표, 즉 방안좌표을 이용하

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일부 이본에 경위선표가 그

려져 있으나 원본 제작 당시에 그려진 경위선표인지는 확

실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神戶博物館 소장본에는 1743년

정상기의아들정항령이수정·보완한것으로제목과함께

線表가 들어 있다. 또한 발문에는 1743년에 정항령이 수

정·보완한내용이적혀있으며舊本에서도선표가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이찬, 1995). 여기에서 말하는 舊本이 정상

기의원본으로추정되며, 당시지도가 방안을바탕으로그

려졌음을보여준다.

14)「여지도서」에군현지도가첨부되는과정에대해서는「배우

성」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적 인식의 변화,「한국

학보」,제22권 4호, 1996, 142~174쪽참조.

15)배우성, 조대 군현지도집의 편찬과 활용,「한국학보」, 제

21권 4호, 1995, 154~187쪽.

16)‘庚寅年(1770년, 조 46)에 왕께서 東國文獻備考를 편찬

하게 하 다. 본인이 이 일에 참여하 다. 이미 또한 본인

에게 東國地圖를 그리도록 명하여서, 公府에 소장하던 10

여건의「지도」를 꺼내어 諸家의 古本을 찾아가 고찰해 보

니, 玄老「鄭恒齡」가 그린 것 만한 것이 없었다. 마침내 채

택해서 약간 교정을 가하 다. 6월 6일에 시작하여 8월 14

일에 일을 마쳐서 바쳤다.列邑圖 8권, 八道圖 1권, 全國圖

족자 1축이다. 周尺 1寸을 1線으로 하여 縱線 76개, 橫線

131개 다. 왕께서 또한 명하여 같은 수를 東宮에 바치게

하 다. 왕께서 친히 小序를 지었다.…’(「旅菴遺稿」, 卷之

五,「東國輿地圖跋」)

17)이 용어에 대해서는 격자식, 방격식, 획정식, 방안식 등 여

러용어로사용된다.

18)그는지도책의서문에서‘만일, 눈금이딸린구획선이없는

지도를그리면遠近을구별할방법이없다...현실의상대적

위치는步測된직각삼각형의응용에의해측정된다...장방

형격자의원리를올바르게적용하면곧게뻗은곳이든, 구

부러진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이 모든 것들은

그 모습을 숨길 수 없다.’라 하여 방안식 지도 제작 방법에

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다.

19)이 지도에는 경, 평안, 황해도 등 도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팔도 행정구역이 확정된 1413년 이후의 지도

로 보이며 특히 함경도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한 1498년(연

산군4)이후로추정된다.

↓(수정·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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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國朝歷象考」에는 1713년(숙종 39) 청나라 사신 穆克登을

따라온 何國柱(棟)가 象限大儀를 이용하여 한성의 북극고

도(위도)는 북위 37。39′15″, 경도는 북경 순천부 중선을 기

준으로 偏東 10。30́ 로 측량한 기록이 있다(이찬, 1991 :

353)이었다.

21)지리정보를바탕으로볼때「靑邱圖」·「조선도」(오사카부

립도서관)·「동여」·「대동여지전도」등이 일치성을 보이

며, 목판본과내용이유사한지도는「동여도」및「조선방여

지도」이다.

22)국내 총 10종이 있는「청구도」는 동일한 축척으로 되어 있

는것은동일하나책의형식과표제, 지리정보의수록방법

등이서로다르다(김기혁, 2005).

23)숭실대학교박물관의목판은원래김양선박사가일제강점

기에 수집한 것으로 당시에는 다량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

었으나 한국전쟁 중 피난과정에서 모두 없어지고 단 한장

만남게되었다고전해진다(소재구, 1977).

24)유물번호(K 93).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 목제품 수장고에

서 소장이 확인되었다. 유물카드에 의하면 1923년 조선총

독부박물관이 최한웅씨로부터 구입하여 박물관에 소장하

게된것으로되어있다.

25)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판의 재질은 피나무이며 세로

29.7~31.3㎝, 가로 41~42.5㎝, 두께 1.0~1.5㎝이며 숭실대본은

세로31.8㎝,가로42.2㎝,두께1.0~1.5㎝로목판마다약간의차

이를보인다(출처 : 양보경, 1998). 이는제작이후건조되면서

수축이서로다르게진행되었던것에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26)기존의연구(이우형, 1990)에서대동여지도가227면으로구

성되어 있고 여백을 제외한 지도부분이 213면으로 밝히고

있다.그러나필자가조사한결과에의하면총면수는동일

하나지도가수록된면수는 218면으로확인되었다.또한목

판매수는126판으로되어있는것으로밝히고있으나목판

에서한판에여러면의지도를판각하는경우도있어일률

적인산출은어렵다.

27)「대동여지도」목판은그판제가일반적인목판과는전혀달

랐다.두께는 1.5㎝ 내외로 매우 얇고, 손잡이도 없으며 규

격은세로 32㎝, 가로 43㎝정도밖에안되어판곽의사례가

일반적인 판목과는 매우 다르게 제작되었다...목판은 재질

이 연하고 매우 가벼우며 두께도 얇은데다 양편에 손잡이

마구리를 전혀 끼우지 않은 최하한의 경비를 들인 것이다

(소재구, 1997).

28)동래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도책으로「輿地大全圖」

(誠信女子大學校 博物館)과「八道郡縣地圖」(奎章閣)이있

다.열람한결과전자는 <해동지도>계열에속하며, 후자는

<방안식군현지도>의계열에속함이확인되었다.

29)경상도 순찰사 권반이 자성대 자리에 부산진성을 쌓고 성

밖의 서쪽 해안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었고, 이때 나온 흙으로 대를 쌓았고 언덕 위에 8각의

정자를 지은 것이다.후에 1624년 선위사 이민구가 이곳에

파견되어 이 대를 쌓은 권반의 출신지인 안동의 옛지명인

가( 가)를 따서 가대라 이름하 다(출처 : 부산지명

총람, 1998).

30)사천은 현재 부산시 금사동 앞에 흐르는 소하천으로 금사

천, 금천이라고도 한다. 양산의 원적산과 사배야현에서 각

각 발원하여 해운포로 유입하여 지금의 수 강 상류에 해

당한다(출처 : 부산지명총람, 1998).「신증동국여지승람」에

는‘현의동쪽 15리에있다.물의근원이둘이있는데, 하나

는 원적산에서 흘러내리고, 하나는 양산과의 경계인 사배

야현에서 흘러 내려 해운포로 들어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31)현재 부산에서 매 3·8일 5일장이 열리는 구포의 옛지명이

감동포로불리웠다(출처 :부산지명총람, 1998).

32)‘古里島, 鎭南五里前峙洋中狀如覆釜爲水鎭對案西有遊仙

臺盤石平浦可坐數白人有井泉甘冽可飮...多加島鎭東十五

里’(「嶺南鎭誌」(1894, 高宗 31)「多大鎭誌」)

33) 20리방안지도로서, 1면에1개군현을그린것은「조선지도」

와 동일하나, 내용과 수록 지명이 일부 상이하고 방안에 수

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또한 이 방안 수치는「해

동여지도」와유사하나표현방법에서 매우차이가있다.이

지도에 대해 기존의 연구(한국도서관연구회, 1977)에서는

鄭尙驥의자필화본인「東國地圖」으로소개된적이있었다.

반면에Ledyard(1994)는이에대해의문을제기하면서1791

년정조대이루어진전국의경위도측정사업과관련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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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안및섬지명

군현지도에 나타난 해안 및 섬 지명은 <표 3>과 같다. 섬 지명은

「조선지도」에서 14곳으로가장많이나타난다.섬지명중 4종의지

도에서공통적으로표현되어중요한랜드마크역할을하고있는섬

은 절 도와 오륙도이며 대마도는 3종 지도에서 표현된다. 절 도

는 이곳에서 발굴되는 패총으로 볼 때 취락이 일찍부터 형성된 곳

이다.고려시대부터 국마를 사육하는 목장이 있었으며,「조선지도」

에서는 목장 표시가 있다. 오륙도는「여지도서」에서‘동쪽에서 보

면 섬이 5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보면 6개로 보인다’하여 지명의 유

래를 설명하고 있다.원래 이 오륙도는 최종 간빙기 이전에는 육지

인승두말로부터남남동으로뻗은하나의두각지 으며그후수직

적인 파식작용으로 절리면을 따라 해식동이 형성되고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해식이암으로 분리, 지금과 같은 5개의 섬으로 분포하게

되었다.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동래부를 서술하면서 대마도에 대한

외교정책의필요성에대하여상세히설명하고있다.

해안 지명 중 4종의 지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명은 태

종대, 몰운대, 해운대이다. 태종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암석해안이

다.지명은신라의태종무열왕이이곳에들러활을쏘고군사를조

련하 다는 일화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부터 문인들과 화가들

이 즐겨 찾던 곳으로 해식애와 파식대가 전형적으로 발달되어 있

는 곳이다. 해운대는 신라때 해운 최치원이 동백섬에 대를 만들어

유람한 곳이라 하여 지명이 유래하 다. 몰운대는 16세기경까지

몰운도란 섬이었으나 그 후 낙동강 토사의 퇴적작용으로 다대포와

연결된 지형이다.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에 구름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임진왜란때 부산포 해전에서 순

국한정운공의순의비가있다.

「해동지도」 「영남지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龜峰九千山 姑堂峰金湧山 鷹岺烽龜峯烽 金湧山弄珠山

金湧山盃山 東山盃山 干飛烏烽荒令山 盃山仙巖山

白山 白山勝岳山 鷄鳴山釜山 輪山甑山

白雲山‘距府三十五里’ 嚴光山輪山 仙岩山金湧山 干飛烏(烽燧)

雨岩上山 和池山 牛山輪山 鷄鳴烽(烽燧)

嚴光山輪山 干飛烏(烽臺) 長山古長山 龜烽(烽燧)

鷹峰弄珠山 鷄鳴山(烽臺) 金井山花池山 荒嶺烽(烽燧)

鷄鳴山(烽燧)‘距府三十里’ 龜峰(烽臺) 岩 山烽(2) 鷹烽(烽燧)

干飛烏峰(烽燧) 荒嶺山(烽臺)

荒嶺山(烽燧) 鷹峰(烽臺)

石城　烽(烽燧) 上山(封山)

其比峴 其大峙 其比峴 大峴馬飛峴

吾海也項‘距府五十里’ 牛峙 沙背峴 萬德峴釜峴

右峴‘距府三十里’ 沙背也峴

鞍峴 海也項

兎峴馬鞍嶺

三叉江 毛羅川梵魚川 絲川 洛江下流

洛東江下流 三叉江 三叉江

<표2>산및고개지명

산지명

고개
(峴)

하천·포

「해동지도」 「영남지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茶島對馬島 對馬島木島 兄弟島多加里島 古里島多加島

冬栢島盆島 盆島五六島 木島毛等邊島 五六島絶影島

五六島絶影島 絶影島朝島 五六島朝島 朝島之士島

沒雲臺 只森島兄弟島 古知島絶影(牧) 對馬島‘距釜山浦四百八十里’牛巖

腰岩石牛岩觀音岩

沒雲臺裁松浦 太宗臺 鷹鹿臺沒雲臺海雲臺 鳴旨島津,沒雲臺

石浦‘距府二十里’ 海雲臺 太宗臺南乃浦多大浦 太宗臺海雲臺

太宗臺海雲臺 沒雲臺 豆毛浦栽松浦開雲浦 靑沙浦

吾海項

<표3>섬및해안지명

섬
(島·巖)

臺·浦

※앞의통계와차이가있는것은봉수가있는산을포함하였기때문이다.

Ⅱ.군현지도수록지명과주기

[Ⅰ]지명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동래부와 기장현의 군현지도 중 대표적인

지도를 선택하여 수록된 지명 추출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 분

석하 다. 앞의 분석에서 추출된 4개 유형의 대표적인 지도 중, 동

래부는「해동지도」,「 남지도」( 남대학교 박물관),「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 기장현의 경우「해동지도」,「광여도」,「조선지

도」및「1872 군현지도」에수록된지명을추출하 다.

<표 1>은군현지도에수록된지명을유형별로분류한것이다.지

명 유형은 자연 지명, 행정(방리), 군사·성곽, 경제·교통·통신,

종교·의례·누정 등의 문화 지명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구체적인

지명유형으로 소분류 하 다. 자연 지명에는 산지, 평야, 하천, 호

소(湖沼), 정천(井泉), 해안, 도서지명이 포함되며, 행정 지명은 방

면, 동리, 특수취락, 군사·성곽 지명은 성곽, 군 (軍營), 진 (鎭

營), 봉대(烽臺), 돈대(墩臺), 관액(關 ), 전선(戰船), 선소(船所),

망대(望臺), 경제·교통·통신 지명은 창고, 장시(場市), 제언(堤

堰), 목장, 어염(魚鹽), 전답, 봉산(封山), 도로, 역원(驛院), 점막(店

幕), 도진(渡津), 고개, 교량, 포구, 문화 지명은 궁궐, 사묘, 제단,

태실(胎室), 능묘(陵墓), 학교, 누대(樓臺), 불우(佛宇), 탑비(塔碑),

대묘(代墓), 인물로분류하 다.

1 동래부

(1) 유형별지명비교

①산및고개지명

군현지도에 수록된 산과 고개와 관련된 지명은 <표 2>와 같다

(지명의 유형별 빈도 분포는 제 1부 <표 9 참조>). 지도에서 나타나

는 전체 지명수는 23개, 이 중「해동지도」가 16개로 가장 많다. 이

들 네 지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명은 봉수가 있는 간비오봉,

계명봉, 구봉, 황령봉, 응봉 등 5개 봉수 외에 윤산과 금용산이 나

타난다.동래부에는 이들 5개 봉수외에 오해야항 봉수와 석성 구봉

봉수가 있었으나 오해야향 봉수대는 조선시대 조때 폐지되고,

석성 봉수대는 이후 구봉으로 옮겨지면서 폐지되었다. 계명산 봉

수를 제외하고 해안지방에 입지한 연변봉수이다. 이들 봉수 중 황

령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는 당시의 해운포와 부산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서로는 구봉봉수, 동으로는 간비오봉수, 북으로 계

명봉수와 연결되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 다. 윤산은 동래부

의 진산으로서 현재 부곡동에 있는 구월산(317.4m)으로 정상이 완

만한 전형적인 노년성 산지이다. 금용산은 현재의 백양산으로서

백양사가있어후에지명이개칭된것이다.

교통로 역할을 한 고개 지명은 13개가 나타나며「1872 군현지

도」에서 8곳이 기재되어 있다.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지명은 오

해야항으로, 지금의 대티고개 일대로서 과거에 목장과 봉수대가

있던 곳이다. 한편 이 지명의 위치는「여지도서」의 지도에서부터

현재의 용당동 일대에 기재되는 오류를 빚고 있고 이는 이후의 군

현지도에서 답습된다. 마안(馬鞍)(「해동지도」에서 안현(鞍峴)으로

표기)은 동래의 진산인 윤산에서 뻗어내린 산등성이의 봉우리로

옛 동래읍의 주산에 해당된다. 산의 모습이 말의 안장을 닮았다는

데서 비롯되며, 마안령은 두 산봉우리 사이의 고개이다.일명 대포

산혹은유방산으로불리기도한다.

하천명은 7곳에 나타나며 낙동강은「 남지도」에는‘낙동강하

류’로,「1872 군현지도」에는‘낙강하류’로 표현된다.「해동지도」

와「1872 군현지도」에‘三叉江’이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서낙동강

의 이름이다. 원래 삼각주에서 본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토사의 퇴

적으로 강폭이 좁아졌고, 특히 1935년 대동수문과 녹산수문이 설

치되면서 낙동강은 본류에서 벗어나 선암강 또는 불암강으로 불리

우고 낙동강 하류의 지류가 되었다.「 남지도」에서는 모라천과

범어천이기재되어있다.

모라천은 백양산 주봉의 하나인 범방산에서 발원하는 계류 하천

으로 모라동과 덕포동 및 삼락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모라교가 가

설되어 있다.범어천은 수 천의 한 지류인 온천천의 상류로, 범어

사 계곡에서 흘러내린다 하여 절거랑 혹은 범어천으로 불리운다.

금정산과 범어사 동쪽에 있는 계명봉(601.5m)에서 각각 발원하여

범어사를 감싸고 돌다가 청룡동의 자연마을인 상마전 마을에서 합

류하여 온천천으로 유입한다. 사천은 현재 금사동 앞에 흐르는 소

하천으로 금사천, 금천이라고도 한다. 양산의 원적산과 사배야현

에서 각각 발원하여 해운포로 유입하여 지금의 수 강 상류에 해

당한다.

<표1>군현지도수록지명의유형

지명유형 세분류

자연지명 산,섬(島),해안(臺·浦),하천

면ㆍ동 면,동리

군사ㆍ성곽 군 ,진 ,봉대,돈대,읍성,관청

경제ㆍ교통ㆍ통신 고개(峴),목장·봉산,다리,역,조창,장시·기타

종교ㆍ의례ㆍ누정 사찰,교육·의례,누·정·대

역사 역사기록,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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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명이 구체적인 위치 표시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왜관 교역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

아, 초량왜관은 당시 일본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보

여주며이는지도의내용에서도잘나타난다.

④마을지명

동래부 군현지도에 나타난 면리동 지명은 <표 5>와 같다. 마을

이름이 가장 상세하게 기재된 지도는「1872 군현지도」로써 55개

마을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해동지도」,「 남지도」는 면 지명만

나타난다.「1872 군현지도」에 이와 같이 면과 리 지명이 상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조선 후기부터 통치와 수취의 하부 단위인 향촌사

회의 제도적 정비에 따라 향촌 정책이 기존 군현제·수령제 중시

에서 면리제·오가작통제와 같은 하부 통치조직의 정비 방향으로

전환되고, 이를통해지방세력에대한통제와함께향촌과민에대

해 보다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 던 것에서 비롯된

다. 18세기 중엽에는 7면 99개 방리로서 이 시기에 발행된「해동지

도」에서도 남면, 동면, 동평, 북면, 사천면, 읍내 등 서면을 제외한

6개 면의 이름과 부치로부터의 위치가 주기로 표시되어 있다.「

남지도」에서는 남촌면, 동면, 동평면, 북면, 사천면, 서면만의 기록

이기재되고읍내면은기재되어있지않다.

⑤사찰·교육및의례관련지명

군현지도상에 사찰, 교육, 의례에 관련된 지명은 <표 6>과 같다.

사찰은 총 10개 사찰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범어사는 모든 지도

에 표시된다. 범어사는 우리나라 31본산의 하나로 화엄종 10찰 중

의 하나이다. 금정산을 진산으로 하고 남산이 안산역할을 하면서

범어천이 범어사를 감싸고 돌아 상마전 마을에서 합수하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국청사와 선암사가「조선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3종

의 지도에 기재되어 있다. 국청사는 해월사와 함께 산성안에 입지

한 사찰로서 1703년(숙종 29) 금정산성이 축조한 직후에 중창되어

산성 승군의 승 으로 기능하던 호국사찰이었다. 유사시에 동래

양산 기장군의 소속군과 이곳 사찰의 승려들을 차출하여 성을 방

비하도록 하 다.국청사는 임란때 승병들의 집합장소로 쓰 으며

금정산성 僧將印이 사찰에 보관되어 있다. 고지도에서 그려진 위

치를 보면 해월사가 서문을 국청사가 동남문을 방비한 것으로 추

정된다.「동래부사원고」의 선암사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선암사

의 처음 이름이 견강사 으며 동평현의 성안에 있었으나 1400년

(정종 2)에 부산포의 동북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견강사

(見江寺)는 동래부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인 신숙주의 해동제국

기의 부도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찰임을 볼 때 당시로서는

중요한사찰이었음보여준다.

교육·의례 관련 지명은 9개가 표시되어 있다. 3개 지도에 공통

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기관은 충렬사, 향교, 삼성대이나 향교의 경

우 지도마다 위치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18~19세기에 향

교의 이전에 따른 것이다. 임진왜란때 향교가 소실되면서 1605년

(선조 38) 동래부사 홍준이 읍성의 동문밖으로 2리 가량 떨어진 곳

에 재건되었다. 그 후 1704년(숙종 30)에 유생들의 소청에 의하여

1705년 동래부 동쪽의 관노산 밑에 이전하 다가 그 후 학소대 밑,

그리고 인생문 부근 등으로 여러 차례 이전하 다가 1813년(순조

13) 현재위치인명륜동으로옮긴것이다.

「해동지도」에는 충렬사와 충렬별사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동래읍성 밖 동쪽의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는 임진왜란때 순절한

충렬공 송상현을 모시기 위해 1605년(선조 38) 당시의 동래부사 윤

훤이 동래읍성 남문 밖의 농주산에 송공의 위패를 모신 송공사를

지어 매년 제사를 지낸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1642년(인조 20) 충

렬사라는 사액이 내려지면서 이름이 바뀌었으며 동시에 부사진성

에서 순사한 충장공 정발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 1652년(효종 3) 동

래부사 윤문거가 충렬사를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여 안락서원이라

하 고, 이후 1709년(숙종 35)에는 동래부사 권이진이 충렬사의 옛

터에 순절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사당을 세우고 위패를 모시어 제

사를 지냈다가 1735년( 조 11) 동래부사 최명상이 충렬사의 별사

의 철폐를 순궁에 올리고 이어 부사 민응수의 계청으로 그 이듬해

별사에모신위패를전부안락서원의충렬사로옮기게되었다.

삼성대는 동래의 토성(土姓) 중 안, 송, 옥 3성의 시조가 거주한

「해동지도」 「영남지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面)南面上端 (面) 南面非島面 杜邱伸川仙洞盤松盤如舞亭

南面下端「距府二十里」 南村面 東面北面 裁松左洞右洞三魚狐峴楊亭

東面上端「距府三十里」 東面 釜山面西面 田浦巨伐門峴池谷南川石浦

東面下端 東平面 沙川面東平面 盆浦龍塘戡蠻牛巖巖南甘川

東平上端「距府二十里」 北面 南村西平溫井 花抄蓮池草邑伽倻凡田狗坪

東平下端 沙川面上端 余古石杜美南山底絲川西洞

北面上端「距府二十五里」 西面 鳴莊里釜谷上釜麻田南山長箭

北面下端「距府十里」沙川 沙川面下端 九世靑龍里溫井金山蘇亭萬德

面上端「距府三十里」 (里) 大里甘洞周禮鶴城槐井新平內

沙川下端「距府四十里」 溫井龍堂 長林(里)

邑內東部 邑內西部

(里)牛岩龍堂 洞溫井

<표5>면·리지명

면

마을

③성곽관련지명

군현지도에 나타난 동래부 일대의 성곽은 동래읍성, 좌수 성,

금정산성, 부산포 일대의 부산진성, 다대진성과 초량왜관이다. 각

성곽을주위로표현된지명은 <표 4>와같다.

동래읍성의 내부 구조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는「해동

지도」와「1872 군현지도」이며, 이외에 그림으로 표현된 지도는

「동래부사접왜사도」가 있다.「해동지도」에는 객사, 아사, 증성 및

석빙고, 교장등이표현되어있으나성곽은표현되어있지않다.이

는 당시 읍성의 수축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읍

성은 동래부의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로서 동래부사가 동래독진의

수성장이었다. 여러번 왜구 침략을 겪으면서 대대적으로 수축이

되었으나 임진왜란 후 파괴·방치되었다가, 조때 무신란이 평정

된 후 남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와 지역 민심 안정 등의 필요에

의해 1731년( 조 7)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의 주도에 의해 증

축되었다. 군현 지방지도에는 읍성내 관청 시설외에 성곽의 형태

까지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읍성 복원에 유용한 자료이다.

금정산성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산성으로 동래 해안일

대의 방어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해동지도」에는 통로가 험함

을 표현하여 성의 남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음을 묘사하여 산성으

로서 천혜의 방어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성과 외

성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성안에 중리, 공해리, 죽전리 등의

취락도형성되어있음을보여준다.특히사찰로국청사, 정수사, 미

륵암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당시 산성 방어에 승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872 군현지도」에서는 금정진의 관아건물

과 더불어 내성에는 종이를 만들던‘紙所’지명이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금정산에 산성을 축조하자는 논의는 임진·병자의 난

을 겪고난 후 국방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두되었다. 1701

년(숙종 27) 경상감사 조태동이“동래는 해방의 중요한 고장이며,

적이 처음 발 딛는 곳이다.그럼에도 한 조각의 성도 없이 심히 소

홀한 지경이니 금정산에 축성하기를 청한다”고 하며, 이에 숙종

이 동의하여 성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산성의 수비는 동래독진

의 수성장을 겸하고 있는 동래부사가 맡았으며, 평상시에는 중군

승병장, 군기감, 도훈도, 군뇌, 문직 등과 군병 등의 직책을 인근

사찰(국청사, 해월사)의 승려가 맡아 파수하 다. 유사시에는 동

래, 양산, 기장의 소속군과 사찰의 승군이 차출되어 방어토록 되

어 있었다.

좌수 은 원래 동래의 부산포에 설치되었으나 이후 울산의 개운

포로 이설하 다가 1592년(선조 25) 동래부 남촌으로 옮겼다.인조

때 감만이포로 옮겼다가 1652년(효종 3)에 다시 이곳으로 이설하

고 1670년(현종 11) 항구를 돌로 쌓아 재정비하 다.「1872 군현지

도」에서 좌수 , 축산진, 칠포진, 포이진, 감포진 등 당시 울산에서

이전할 때 옮겼던 진들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1872 군현지

도」와동시에제작되었던「좌수 지도」에서는성의형태가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된다.부산포의 진에 대한 지명은 네 지도 모두 다대

진, 두모진, 부산진, 개운진이 그려져 있으며,「1872 군현지도」에

서는 서평진이 추가로 나타나고,「1872 군현지도」에서는 객사, 동

헌등이표현된다.

초량왜관은 네 지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해동지도」의 경우, 객

사, 남복병 등, 울타리 역할을 한 설문 등 8개 지명이 기재되어 있

으며,「 남지도」는 6개 지명,「1872 군현지도」에서는 연대청 등

「해동지도」 「영남지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府治,客舍,東山, 治 客舍,南門‘翼城’,東門‘甕城’

石氷庫,衙舍, 東軒,北門‘甕城’,射亭,西門

甑城,敎場 ‘甕城’,宋公檀,暗門‘甕城’

人生門‘甕城’,鍊武亭

金井山城‘距府二十里’, 公 金井山城,

姑岩 (險隘平夷 金井山城 金井鎭‘距本府二十里’

險隘平夷險隘), 南門,東門,北門

雨岩,僧將臺, 西門,石門

將臺,中城,公 石門,紙所

左水營‘距府十里’, 甘浦,左水營, 左水營‘距本府十里’

丑山鎭, 浦鎭, 丑山鎭,包伊鎭, 客舍,船艙

包伊鎭,甘浦鎭 浦 包伊鎭‘船艙’

多大‘距府五十里’, 開雲浦,多大鎭, 開雲鎭,客舍,客舍,舊西平

豆毛鎭‘距府二十三里’, 豆毛浦,釜山鎭, 多大鎭‘船艙’,東軒,豆毛鎭

釜山鎭‘距府二十里’,釜倉, 西平鎭 釜山鎭‘距本府二十里’

開雲鎭‘距府二十二里’ 釜倉,西平鎭,船艙

客舍,南伏兵, 客舍,設門, 舊館,舊草梁,船艙,設門,守門

東伏兵,西伏兵, 守門,倭館, 倭館 新草梁,宴大廳,倭館‘距本府三

宴享廳,倭館, 訓別廳,宴享廳 十里’,草梁客舍,東山

訓別廳,設門

<표4>성곽관련지명

동래
읍성

금정
산성

좌수
영성

부산포
진성

초량
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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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사동의 경계인 수 천에 놓인 다리 다.현재 동래에서 철마,

기장 방면으로 통하는 반송로의 주요 교량으로서 1923년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목조로 개축되었다가 최근에 현대식 교량으로 축조되

었다. 대천교는현재지명에대천천에놓인다리로이하천은금정

산에서 발원하여 산성마을에서 관류하다가 남서쪽으로 낙동강 본

류에 유입하는 작은 지류로 일명 화천천으로 불리운다.「해동지

도」에는 온천천 상류에 기재되어 있어 현재의 대천교와는 다른 위

치에 묘사되어 있다.「1872 군현지도」에 기재된 만년교의 위치는

동래읍성 서문에서 구포쪽으로 가는 길목의 온천천에 기재되어 있

어, 이 다리의 위치는 현재의 서천교와 일치하며 지명의 유래는 이

곳에위치하 던만년대에서유래한것으로보인다.

조창과 장시는「해동지도」에 감동창이 기재된 것 외에「1872 군

현지도」에서만 나타난다.「1872 군현지도」에는 감동창외에 10개

의사창이나타난다.이중감동창은현재구포장일대구포나루터

의 감동포에 있던 조창이었다. 구포 나루터는 낙동강변에서 김해

시 대동면 대동수문으로 왕래하던 나룻배의 서창으로 감동포 혹은

구법진으로 불리웠다. 조선시대 곡물과 포목 등을 보관하는 창고

인 조창이 설치되면서 남창으로 부르기도 하 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쌀을 반출하기 위한 선적장으로 유명하 으나

1933년 구포다리가 가설되면서 나루터의 기능을 상실하 다.시장

은 다른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1872 군현지도」에서 구포장,

(부산진)장시, (동래)장, 평림장등이기록되어있다.

한편 국마를 키우는 목장은 다른 군현지도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조선지도」에서는 절 도에 목장 표시로 기재하고 있다.조선시대

군마나 역마 혹은 역우로 사용하기 위해 목장을 설치하 으며 대

개 섬이나 해안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절 도에는 현재 국마 목

장과 관련된 지명으로 고리장터가 남아 있다. 석포목장은「동래부

지」(1740)에 의하면 폐하 다고 기록되어 되어 있다. 유적지로서

마성의 기단석이 당곡, 석포, 우암 일대에 일부 남아 있다.현재 사

하구 괴정동 희망촌 일대에 목장과 관련된 자연 지명으로 말골, 마

곡이남아있고, 괴정동일대에목마성일부가남아있는것으로보

아 오해야항 목장은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부산

부사원고」에 의하면 일제강점기까지 목장 목책이 남아 있는 것으

로추정하고있다.현재남아있는목장성은목마성, 혹은국마성으

로 부르는데 석축으로 된 이성은 현재 대티고개에서 시작하여 당

리 뒷산까지 약 3km로 이어지며, 이 중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희망촌 동쪽 산곡에 있다. 이는「목장지도」에서 나타난

오해야항목장의석축과대체로일치된다.

2 기장현

(1) 지명유형별빈도

<표 8>은 기장현의 유형별 지명 빈도 분포이다. 수록 지명 수는

「해동지도」가 133개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1872 군현지도」

114개로 많은 편이다. 이 지도들과는 달리「광여도」(40개),「조선

지도」(32개)는 적은 지명 수를 표기되어 있다.「해동지도」에 수록

된 지명에서 동리(洞里) 지명은 44개로서 전체의 33.08%를 차지한

다. 유형별로는 총 150개인 행정 지명이 전체의 39.37%로서 가장

큰비중을차지한다.다음으로자연지명이 67개(17.58%)로서행정

지명과더불어전체지명수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이외에기장

현 고지도에는 군사 지명(19개/4.99%)에 비해 교통지명(43개

/11.29%)과 문화 지명(40개/10.50%)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기되어

있다.

지명 유형별 특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장현의 자연 지명은

산지, 하천, 도서 지명으로 요약된다. 평야, 정천(井泉)에 관한 지

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중 산지 지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평야 지명은 전체 지명 분석 대상 지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하

천 지명은 일부 지도에만 표기되어 있다. 자연 지명은 18개로서

「해동지도」에 가장 많이 표기되어 있으며 지형 지물을 지도 제작

의 주요한 지표로 사용한「조선지도」에도 각각 15개로 비교적 많

이 수록되어 있다.「광여도」(6개),「1872 군현지도」(5개)에는 자연

지명이비교적적다.

기장현의 행정 지명은 방면 지명, 동리 지명, 관청명, 군현 경계

명에 해당한다. 방면 지명은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행정지명들은일부지도에만표시되어있다.특수취락, 관직, 월경

에 관한 지명은 찾아볼 수 없다. 행정 지명이 가장 많은 지도는

「1872 군현지도」이다.총 63개로서 이 중 52개가 동리(洞里)지명이

다.「해동지도」에도 58개의 많은 행정 지명을 표기해 두었다.동리

지명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조선지도」11개,「광여도」9개,

「조선지도」8개 등으로「1872 군현지도」나「해동지도」에 비해 매

우적은행정지명을표기하 다.

기장현을 그린 고지도에서 군사 지명은 봉수 지명으로 압축되며

성곽, 관액(關 ), 전선과 관련하여 1개 내외의 지명만을 표기하

다.나머지 군사 지명, 즉 군 , 돈대, 선소, 망대에 관한 표기는 없

다.「해동지도」에 가장 많은 7개의 군사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나머지지도들에는 2〜3개의군사지명이나타나있다.

경제지명은창고지명이대부분을차지한다.「조선지도」에창고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이 외에 제언, 어염, 봉산에 관한 지명이 일

부 지도들에 표기되어 있으며 장시, 목장, 전답 지명은 찾아 볼 수

없다. 경제 지명은 각각 9개로서「해동지도」와「1872 군현지도」에

가장 많으며「광여도」에 6곳과 5곳에 수록되어 있다.그러나「조선

지도」에는단 1곳의경제지명이나타나있다.

점막(店幕)에 관한 지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교통 지명이 고지

도 상에 표기되어 있다.포구 지명은 교통 지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항목이다.모든지도에포구지명이표기되어있다.

「해동지도」 「영남지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譏察(북면) 蘇山驛 蘇山驛 仇法谷譏察

譏察(읍내면) 東萊譏察 倉 蘇山驛, 旨驛
蘇山

廣濟橋東川橋 包伊 所 廣濟橋萬年橋
梵魚橋利涉橋 利涉橋
大川橋

<표7>교통지명

역

다리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명륜1동 대동병원에서 수안로터리 사

이에있던마을이다.동래부지와‘여지도서’에삼성대에대한기록

이 있다. 한편「해동지도」와「1872 군현지도」에서 나타나는 동래

정묘는 동래 정씨의 2대 시조인 정문도공의 묘를 모신 곳으로 우리

나라풍수명당자리중하나이다.

누정대는 16곳에 기재되어 있다. 가대는 경상도 순찰사 권반

(權盼)이 자성대 자리에 부산진성을 쌓고 성밖의 서쪽 해안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었다.이때 나온 흙으로 대

를 쌓았고 언덕 위에 8각의 정자를 지었다.후에 1624년 선위사 이

민구가 이곳에 파견되어 이 대를 쌓은 권반의 출신지인 안동의 옛

지명인 가(永嘉)를 따서 가대라 이름하 다.일본으로 가는 통

신사는 이곳에서 항해의 안전을 비는 해신제를 지내고 일본으로

출발한 곳으로 당시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명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군현지도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지명으로 동평현기, 장산국기,

고읍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동평현은 과거 동래의 속현으로서 현

재 주례 당감동에 위치하 던 고현이었다. 고읍성과 장산국기가

서로 다른 위치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 현재 망미동 일대의 고읍성

과는 다른 장소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동래의 옛 지명이 거칠

산국, 혹은 장산국으로 불리웠고,「삼국유사」권 3 < 취사조>에

‘절에 있는 옛 기록에 이르기를 신라의 진골 제 31대 왕인 신문왕

계미에 재상 忠元公이 장산국의 溫井에서 목욕을 하고 경주로 돌

아오는 길에....’라고 서술되어 있다.현재 해운대 장산의 지명으로

보아당시의읍치가이산지명과관련이있는듯하나이는확실하

지 않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고읍성은 현재 동래읍이 형성되기

이전의 중심 읍치로서 그 위치는 수 구 망미동의 과거 국군 통합

병원 일대를 중심으로 배산을 주산으로 하면서 해운포를 향해 배

산임수형으로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발굴

된 기와조각에 동래 또는 래군(萊郡)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향토사학자들의 고증으로 보아 이곳에 고려 말까지 읍치가 있었던

것으로추정하고있다.

⑥교통·경제관련지명

교통과관련되어군현지도에기재된지명은 <표 7>과같다.역원

지명으로 기찰(북면), 기찰(읍내면), 소산역, 휴산, 구법곡 기찰, 협

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기찰 마을은 금정구 부곡3동에 있

던 자연마을 지명이었다. 기찰은 조선시대에 이곳에 십휴정 기찰

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기찰은 기찰방이라고도 하는

데, 검문소와같은기능을하 다.현재남산동부근에십휴정역원

이 설치되었는데 이 역원을 중심으로 운송되는 물품이나 사람들을

검문하는 곳이 십휴정 기찰이었다. 북구에 있는 기찰은 현재 덕천

천이 유입하 던 곳으로 덕천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있던 자리이

다.조선시대 왜인들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동래부에서는 숙종때

십휴정과 구법곡에 수검소를 설치하고 밀수품을 단속하고 잠상(밀

거래)을금하 다.

교량으로는「해동지도」에 광제교, 동천교, 범어교, 이섭교, 대천

교 등의 5개 다리가 기재되고,「1872 군현지도」에는 광제교, 만년

교, 이섭교 등 3개 교량이 표시되어 있다.광제교와 이섭교는 두 지

도 모두 묘사되어 있다.광제교는 지금의 세병교 자리에 있던 돌다

리 다. 세병교는 현재 동래구 수안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잇는 다

리로, 세병이란 병기를 씻어서 거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섭

교는 지금은 없어졌으나 동래구 수안동에서 연제구 연산동을 연결

하는 지금의 온천천에 가설된 교량이었다.나무다리 으나 1694년

(숙종 20)에 돌로 축조한 것으로 3개로 이어진 아치형으로 건설되

었다. 이섭교가 완성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리 축조에 참여

한사람의직책과성명, 개축에협력한각면의계에대하여기록한

비가 설립되었다. 원래 이섭교 옆에 세워져 있었으나 이섭교가 허

물어진 뒤에 현재 금강공원에 옮겨졌다. 동천교는 석대동과 금정

「해동지도」 「영남지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摩訶寺白揚寺 梵魚寺仙菴 國淸寺 摩訶寺

梵魚寺仙菴 雲水寺海月寺 彌勒菴

雲水寺仁智菴 國淸寺 梵魚寺‘距本府二十里’

海月寺和池菴 仙巖寺花池寺

國淸寺

社稷壇三姓臺 忠烈祠鄕校 社檀三姓臺

城隍堂 檀 三性臺 城隍堂禦侮堂

忠烈別祠忠烈祠 檀鄭墓

鄕校鄭墓 忠烈祠鄕校

謙孝臺東臺 謙孝臺東臺 東臺 東臺望月樓石臺蘇瑕亭

石臺蘇瑕亭 白鹿臺蘇瑕亭 木休亭 什休亭禦冠亭

息波樓五倫臺 十休亭五倫臺 永嘉臺五倫臺

鄭瓜亭八景臺永嘉臺 鄭瓜亭竹淵臺 栗臺積翠亭鄭瓜亭

八景臺永嘉臺

古邑城東平古縣 古石城古邑城 古城

山國基 山國基 東平縣基長山國基

<표6>사찰·교육및의례지명

사찰

교육
·
의례

樓
·
亭
·
臺

역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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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남쪽 바다에는 아지포도(牙只浦島), 죽도(竹島), 동백도(冬

柏島) 등이 있다. 기장의 유일한 섬으로 거북이 물에 떠있는 듯하

고 대나무가 많아서 그 이름이 붙여진 죽도의 지명은 모든 지도에

서찾아볼수있다.

②행정지명

기장현의 행정 지명은 <표 10>과 같다.동리 지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군현 경계명, 방면 지명의 순이다. 기장현은 읍내면, 동

면, 서면, 남면, 북면, 상서면, 하서면, 중북면, 하북면 등으로 이루

어져 있으나 지도마다 일부 방면 지명들이 누락되어 있다.동리 지

명은「1872 군현지도」와「해동지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으며

「조선지도」와「광여도」에서는 동리 지명을 찾아볼 수 없다. 읍치

를 나타낸 표현은‘邑治’(「광여도」),‘機張’(「해동지도」) 등 매우

다양하다.「조선지도」와「1872 군현지도」에서는 읍치 관련 지명을

찾아 볼 수 없다. 관청명은「해동지도」와「1872 군현지도」에만 표

시되어 있는데 아사, 객사, 옥과 같은 기본적인 관청 이외에도

「1872 군현지도」에는 군현의 아전들이 집무하던 인리청(人吏廳),

수령에 대한 행정자문역들이 집무하던 향청(鄕廳) 등이 표시되어

있다.모든 군현지도에서 군현 경계명을 볼 수 있다.「해동지도」와

「1872 군현지도」에는 읍치로부터 각 군현까지의 거리도 주기 해

두었다. 지도상의 군현 경계명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장현은 울산

부, 양산군, 동래부에둘러싸인작은고을임을짐작할수있다.

③군사지명

기장현의 군사 지명은 <표 11>과 같이 성곽, 봉수, 선소, 전선,

관액 등으로 이루어진다.「광여도」에 유일하게 표시된 왜성은 임

진왜란 다음해인 1593년 왜장 구로다 나가사마가 쌓은 성으로서

서생포성과 학성, 그리고 부산성을 연결하는 중간 요충지이기도

하다.정유재란(1597)때는 왜군 북상의 근거지 역할을 하기도 했으

며 정유재란 이후에 부산진성으로 옮긴 듯하다. 기장현의 봉수로

서 남산봉(南山烽)은 산정에 원봉과 간봉을 두었으며 동래부 간비

오산 봉화대와 임랑포 뒷산에 있는 임랑 봉화대에 응하 으나 임

랑봉화대가 없어진 뒤에는 이길봉대와 연결되다가 갑오경장때 모

두 폐지되었다. 아이봉(阿爾烽)은 남으로는 남산봉수에 응하고 북

으로는 울산부 이길봉수에 응하 다. 모든 지도에서 봉수의 표현

및 표기를 찾아볼 수 있다. 진기(鎭基)가 있었던 두모포와 관련하

여 선소 및 전선의 표기를「조선지도」와「1872 군현지도」에서 살

펴볼 수 있다.「해동지도」에는 용음현(龍音峴) 고개를 비롯하여 고

개에 설치된 검문소인 관액(關 ) 세 곳을 표시하 다.수군만호진

이었던 두모포진의 수군, 즉 주사(舟師)의 표기를「해동지도」,

「1872 군현지도」에서볼수있다.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군현지도」

機張中北面西面北面 邑治 東面 邑內面中北面

下西面東面葛田里古村里 下北面 南面 車巖里古村里校洞里

內洞里洞里耳谷里泥田里 下西面 上西面 九七里寄用里內德里

伊川里基里長安里長田里 邑內面 中北面 內洞里達山里堂祀里

佐村里住洞里達音山里 上西面 下西面 大谷里大田里斗田里

大田里大店里德大洞里 南面 麻旨里萬化里毛田里

麻浦里萬花洞里末田里 中北面 武谷里博川里盤龍里

邑治 毛山里目內島里武谷里 芳谷里屛山里富鳴里

坊面 道船洞里佛堂洞里 山幕里上谷里上谷里

洞里 非玉浦里吉里朴川店里 石山里松亭里送亭里

羅里山旨里新明里 禮林里新川里新巖里

新驛里薪川里雙橋洞 龍所里用川里云峰里

野旨里如外川里然貴里 熊川里院東里耳谷里伊川里

禮林里龍淵里瓦余里 林基里立石里長安里長田里

雲峯里蔚禮里川里 葛田里 竹城里淸江里靑光里

進峴里平田里項串浦里 平田里下乾里洪溪里花田里

篁竹里後洞里子洞 後洞里蔚禮里

象岩同 佐村里

官廳 獄客舍衙舍 客舍東軒人吏廳鄕廳

郡縣 蔚山界蔚山界梁山界 蔚山界 蔚山界 蔚山界蔚山界梁山界梁山界

境界名 梁山界東萊界水營界 梁山界 梁山界 東萊界

東萊界 東萊界

<표10>행정지명

교통 지명은「해동지도」가 13곳으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872 군현지도」가 12곳,「광여도」9곳,「조선지도」4곳 순서이다.

「해동지도」에서는 도로, 도진, 고개, 포구 등 다양한 교통 지명을

찾아 볼 수 있다.「조선지도」에는 다른 지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교량지명이 1곳에표기되어있다.

기장현 고지도에서 궁궐, 태실, 능묘, 탑비, 대묘, 인물과 같은 문

화 지명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사묘, 제단, 학교, 누대, 불우, 문과 같

은지명이표기되어있다.특히불우와누대지명이큰비중을차지

한다. 문화 지명은 14개로서「해동지도」에 가장 많이 표기되어 있

다.대부분 불우와 누대 지명들이다.이 지도들에 비해「조선지도」

(2개)와「광여도」(6개)는적은수의문화지명을표기하 다.

기타 방위 표시는「광여도」에 표시된 간지의 방위(卯酉午子)가

유일하며 읍치(邑治)로 부터의 군현경계나 고을 내 주요 지점까지

의 거리가 기록과 관계된 표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해동지도」

와「1872 군현지도」에서이와같은기록들을살펴볼수있다.

(2) 유형별지명분석

①자연지명

산지, 하천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은 <표 9>와 같다.자연 지

명은 산 지명을 중심으로 표기되어 있다.「해동지도」,「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에 특히 산 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산 지명에

비하여 적은 1~2개 도서 지명들이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하

천 지명은「해동지도」에서만 살펴 볼 수 있다.기장현의 산들은 맥

원(脈源)을 양산군 원적산(圓寂山)에 두고 있다. 여기서 뻗어 내린

지맥들이 기장현의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철마산(鐵馬山)을 제외

한 대부분의 산지가 그리 높지 않으며 일광산(日光山), 운봉산(雲

峯山), 백운산(白雲山), 취봉산(鷲峰山), 불광산(佛光山), 앵림산

(鶯林山) 등이 고지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 지명이다. 이외

에 탄산(炭山), 남산(南山), 삼각산(三角山), 형산(衡山) 등이 실려

있다.원적산은「1872 군현지도」에서유일하게수록되었다.

진산은 탄산으로서 현의 서쪽 2리에 있었으며 수산(繡山) 또는

수령산(繡嶺山)으로 불리었다. 진산임에도 불구하고 탄산은「조선

지도」,「해동지도」에만 표기되어 있다. 고을의 안산(案山)인 연화

산(蓮花山)의 지명도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1872 군현

지도」에 유일하게 표기되어 있는 형산은 성산( 山)으로도 불리었

으며 탄산 옆에 자리잡고 있다.형산의 지명은 기장의 지형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베틀에 딸려 있는 기구로서 대(竹)로 만든 바디(筬)

를 뜻한다.달이 뜨는 산이라는 뜻에서 월음산(月蔭山)으로도 불려

졌던 취봉산은 원적산의 동쪽 지맥으로서 취정천(鷲井川)의 수원

을 이룬다.「1872 군현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서 수록되어 있

는 백운산은 기장현의 곳곳에 산지를 만든 조산(祖山)으로서 산 위

에흰구름이감고있다하여이름하 다.

「해동지도」에 그 지명이 실려 있는 청강천(淸江川)은 탄산과 형

산 사이에서 발원한 하천으로서 고을을 골고루 돌아 두모포(豆毛

浦)로 흘러 들어간다.청강천은 일명 장강(長江)이라고도 하 으며

물이 맑아 물 속의 돌에도 이끼 한 점 끼지 않고 하얗게 되어 있다

고 해서 백석청강(白石淸江)으로도 불리었다.「해동지도」에 표기

된 천(榮川 또는 川)은 하천의 위치로 보아 동래부 수 천으로

흘러들어가는고촌천(古村川)으로추정된다.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

山地 15(11.28) 5(12.50) 13(40.62) 4(3.51)

自然 河川 2(1.50)

島嶼 1(0.75) 1(2.50) 2(6.25) 1(0.88)

소 계 18(13.53) 6(15.00) 15(46.87) 5(4.39)

坊面 5(3.76) 6(15.00) 5(15.63) 2(1.75)

洞里 44(33.08) 52(45.61)

行政 官廳 3(2.26) 4(3.51)

郡縣境界名 6(4.51) 3(7.50) 3(9.37) 5(4.39)

기타

소 계 58(43.61) 9(22.50) 8(25) 63(55.26)

城郭 1(2.50)

烽燧 2(1.50) 2(5.00) 1(3.13) 2(1.75)

軍事 關隘 3(2.26)

戰船 1(0.75)

船所 1(3.12)

기타 1(0.75) 1(0.88)

소 계 7(5.26) 3(7.50) 2(6.25) 3(2.63)

倉庫 1(0.75) 1(2.50) 1(3.13) 8(7.01)

場市 1(0.88)

經濟 堤堰 4(3.01)

魚鹽 1(0.75)

封山 3(2.26) 5(12.50)

소 계 9(6.77) 6(15.00) 1(3.13) 9(7.89)

道路 5(3.76)

驛院 2(5.00) 1(3.13) 2(7.76)

交通 渡津 1(0.75)

고개 4(3.00) 2(5.00)

橋梁 1(3.12)

浦口 3(2.26) 5(12.50) 2(6.25) 10(8.77)

소 계 13(9.77) 9(22.50) 4(12.50) 12(10.53)

祠廟 1(3.13)

祭壇 5(3.76) 1(0.88)

文化 學校 1(0.75) 1(2.5) 1(0.88)

樓臺 2(1.50) 1(2.5) 5(4.38)

佛宇 4(3.01) 4(10) 1(3.12) 1(0.88)

門 2(1.51)

소 계 14(10.53) 6(15) 2(6.25) 8(7.02)

기타
方位 1(2.50)

記錄 14(10.53) 14(12.28)

소 계 14(10.53) 1(2.50) 14(12.28)

합 계 133(100) 40(100) 32(100) 114(100)

<표8>기장현고지도지명의유형별빈도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

金馬山巨門山 白雲山 舡餘山巨文山 日光山

日光山立石山 三角山 巨勿山白雲山 衡山

武知山白雲山 雲峯山 奉山夫鐵岩 鷲峯山

山地 佛光山聳 山 日光山 佛光山三角山 圓寂山

三角山雲峰山 鷲峯山龍泉峯

鷲峯山炭山 雲峯山鐵馬山

城山甑岩 炭山

河川
榮川

淸江川

島嶼 竹島 竹島 只浦島竹島 竹島

<표9>자연지명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

城郭 倭城

烽燧 烽燧 南山烽阿爾烽 南山烽 南山烽

阿 烽燧 阿爾烽

船所 船所

戰船 戰船

關 龍音峴險　

險 險

기타 舟師 舟師

<표11>군사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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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제지명

경제 지명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세곡을 받아서 보

관하 던 곳인 창고에 관한 지명이다(<표 12>).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를 위해 국가가 정한 수목 보호지역으로서 대부분 소나무가

심겨졌던봉산지명이많으며이외에장시, 어염등의지명을볼수

있다.조선 후기 사창제(社倉制)의 실시로 각 방면마다 설치되었던

사창이 구체적인 방면 지명과 함께「1872 군현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장시 지명은「1872 군현지도」에 유일하게 한 곳이 표시되어

있다. 고을 북쪽 좌촌리(佐村里)에 있는 장시로서 4일과 9일에 장

이열렸다.

바다에 연한 기장현에는 일찍부터 염업이 발달하 는데 이와 같

은 사실을 고지도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해동지도」에 표기된

염장(鹽場)은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밭, 즉 염전 또는 염소(鹽所)로

서 두모포진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인공 둑인 제언의 지명은

「해동지도」에서만 살펴 볼 수 있는데 현의 북쪽에 박곡제(朴谷提)

와 사근제(沙斤提)가 만들어졌고 각기 둘레 33척·수심 2척, 둘레

819척·수심 3척이었다 한다. 그리고 현의 동쪽에 있었던 칠암제

(漆岩提)는 둘레 820척·수심 2척의 규모가 큰 제언이었다.나라에

서 필요한 재목을 생산하기 위해 인공 조림한 봉산에 관한 지명은

「해동지도」,「광여도」에서볼수있다.

⑤교통지명

기장현의 교통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도로, 역원, 도진, 고개, 교

량, 포구가 있다(<표 13>). 전체 교통 지명 중 포구 지명이 가장 많

으며 교량 지명이 가장 적다. 도로의 표기는「해동지도」에서만 살

펴볼 수 있는데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 등 도로의 폭

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하 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에 해당하는 도로를‘충로(衝路)’로 표시하 다.「해동지도」를 제

외한 나머지 지도들에 역원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처음에는‘신역

(新驛)’(「광여도」)이었으나 조선초기 역제를 정비하면서 만들어진

신명역(新明驛)은 현 서쪽에 위치하여 동래부에서 기장으로 왕래

하는 중요한 통로구실을 하 다고 짐작된다. 현의 북쪽에 설치된

아월역(阿月驛)은 기장의 읍치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었으며 남쪽

으로 동래부 소산역(蘇山驛)과 25리 거리, 북쪽으로 울산부 간곡역

(肝谷驛)과 30리거리에있었다고한다.

도진 지명으로 유일하게「해동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임랑진(林

浪津)은 본래 임을랑진(林乙浪津)이라 하 는데 이는 주된 성책이

있는 갯가라는 뜻으로 임책(任柵)의 옛말이다.기장현의 주요 고개

들은 주로 동래부, 양산군 등으로 가는 통로로서 철마산에 밀집되

어 있었다.「해동지도」에 그 표기가 있는 도마현(刀馬峴)은 비교적

낮은 고개로서 우마차로도 통행하 다 한다.「조선지도」에 표기된

교량인 쌍교(雙橋)는 동래부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에 놓여 있으며

이주변은교량의이름을따쌍교동(雙橋洞)이라하 다.

기장현 고지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통 지명인 포구 지명

은「1872 군현지도」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지명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두모포(豆毛浦)에는 1510년(중종 5)에 석성을 쌓고, 수군만호

가 주재하 으나 1592년(선조 25)에 동래부로 옮겨갔다.「경상도

속찬지리지」기장현 광방조에 의하면‘두모포는 현의 동쪽 5리에

있다.유군 병선 8척과 군병 700명이 있고, 무군 병선 5척이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진성은 죽성리 왜성의 지성이 있는 산쪽으로 연

결되어 있었다.「조선지도」,「광여도」,「1872 군현지도」에서 그 지

명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포(碁浦)는「신증동국여지승람」기장현조

에 따르면‘현의 동쪽 7리에 있으며 검정 바둑돌이 생산되므로 붙

인 이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월내포(月內浦)와 화살포(火

浦)는 둘다 현의 동쪽에 있으며 본래 각기‘月浦’와‘火浦’로 불리

었다.이 지명들은「해동지도」,「광여도」, 그리고「1872 군현지도」

에 표기되어 있다.「해동지도」에만 유일하게 표기된 독이포(禿伊

浦)에는 해창(海倉)이 있었으며「1872 군현지도」의 문포(文浦)와

는동일한지역이다.

⑥문화지명

기장현의 문화 지명은 <표 14>와 같이 제단, 사묘, 학교, 누대,

불우, 문(門) 지명으로 분류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누대와 불우 지

명의 비중이 크다. 제단과 관련된 표기는「해동지도」,「1872 군현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

<표12>경제지명

倉庫

場市

魚鹽

堤堰

封山

南面社倉東面社倉

司倉上北面社倉

下西面凡余里社倉

邑內面社倉海倉兼

社倉

下北面社倉

場市

海倉船倉

海倉

巨勿封山船餘山封山

南山封山鶯林山封山

長安封山

海倉

鹽場

石山提漆岩堤

沙斤提朴谷提

巨物封山鶯林松封山

眞木封山松封山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

道路
中路小路小路

小路衢路

驛院
新明驛 阿月驛 神明驛

新驛 新明驛

渡津 林廊津

고개
伊川峴蘆峴 牛峴蘆峴

刀馬峴蓼峴

橋梁 雙橋

禿伊浦豆毛浦 基浦林浪浦 碁浦 大浦碁浦冬浦項浦

浦口 火 浦 豆毛浦月內浦 阿爾浦 豆毛浦武知浦文浦

火 浦 非玉浦七浦月內浦

<표13>교통지명

지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사직단, 여제단, 성황단을 비롯하여 기

우제를 지내던 기우단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 기장향교는 1769

년( 조 34)에 세워졌으며 성내에 있던 것을 1617년(광해군 9)에

현의 북쪽 3리로 옮겼으며 1769년( 조 34)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

하 다. 향교 지명은「해동지도」,「광여도」,「1872 군현지도」에서

살펴볼수있다.

누대 지명은「1872 군현지도」에 가장 많이 표기되어 있다.「조선

지도」에는 누대 지명을 찾아 볼 수 없다.시랑대(侍郞臺)는 1733년

( 조 9)에 현감 권적이 이조참의(吏曹參議 : 시랑)에서 이곳으로

보임되어 와서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권적의 관직에

유래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은 옛날부터 험하다 하여 4

월과 10월에 용왕제를 지내며, 날이 가물면 기우제도 지냈다고 한

다.황학대(黃鶴臺)는 고산 윤선도가 유배생활을 하면서 백사장 건

너에있는송도를‘황학대’라이름짓고서이곳을매일찾았다는곳

이다.옛날 신선이 황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중국 양자강 하

류의 황학루에 비교하여 지은 이름이다.삼성대(三聖臺)는 남쪽 해

변에 있는 둔덕으로서 아름다운 승경을 간직한 곳이다. 적선대(謫

仙臺)는 신선이 죄를 짓고 이곳에 귀양와서 놀던 곳이라 하여‘仙

境’이라고도하 다.

불우 지명은 대부분의 지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모든 지도에 표

기되어 있는 장안사(長安寺)는 불광산에 자리잡고 있으며 673년

(신라 문무왕 13)에 원효대사가 척판암과 함께 창건하여 쌍계사라

하 다가 신라 애장왕때 장안사라 고쳤다 한다. 임진왜란 때 병화

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1630년(인조 8)에 월조대사가 다시 중창하

다.이 외에 앵림산 기슭에 자리잡은 안적사(安寂寺)는 661년(문

무왕 1)에 원효대사가 세운 고찰이다.취봉산의 취정사(鷲井寺) 역

시 원효대사가 창건하 다고 전해진다. 백운산의 선여사(船餘寺)

는 원효가 이곳에 절을 세우고 절이 마치 흰 구름 속에 떠 있는 배

처럼보인다고하여붙인이름이다.

[Ⅱ]주기

1 동래부

본 글에서는 동래부 관련 지도 중에서 모두 14종을 대상으로 주

기에 기록된 호수(戶數)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대상이 된

지도는 <표 15>와 같다. 먼저, 이들 지도에 주기를 함께 기록한 것

과별지면으로수록한것으로구분해볼수있다.지도에주기가함

께 기록된 지도가 6종류이고 별지면으로 기록된 지도가 8종류인

데, 이러한기록형식의차이가주기내용에큰 향을주고있지는

않다.따라서, 대상주기들의동래부기록자료를분석하여지도간

의관련성을검토하고, 수록내용을살펴보고자하 다.

1) 주기내용에따른지도별유형분류

14종의 대상 지도 중에서 먼저 호수를 동일하게 수록한 지도들

끼리 분류하면 6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표 16>과 같

다. 내용에서 호수, 인구, 남녀 수, 한양까지의 거리, 금정산성 보

(步) 수 등을 비교할 수 있는데, 6,311호의「해동지도」·「광여

도」·「 남지도」(규장), 6,378호의「지승」·「여지편람」, 6,653호

의「 남도」와 기록은 없지만「 남지도」( 박), 8,283호의「경주

도회」, 8,907호의「여지도」(규장)·「지도」(국중)·「여지도」(국

중)·「해동여지도」, 주기 형태가 다른「지도」(고도)와「동국여도」

등으로구분될수있다.

2) 주기내용에따른지도별비교

위에서 분류한 6종이 유형의 지도를 주기 내용에 따라 전체 내용

을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주기의 형태가 다른「지도」(고도),

「동국여도」및 일부 주기가 생략된「 남지도」( 박)를 제외하면,

유형은 다르지만 지도에 표현된 주기에 공통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호수·읍성·금정산성·전부(田賦)·곡물(穀物)·군액(軍

額)·도로·방면(坊面)· 진보선수·목장 혹은 목마 수·창고

혹은 창고 수·봉산(封山)에 대한 기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다만, 인구 수는「경주도회」를, 봉수(烽燧) 및 봉수 수·도서

(島嶼) 및 도서 수·죽전(竹田)은「해동지도」를 제외하고 모두 공

통적으로기록되어있다.

「해동지도」·「광여도」·「 남지도」(규장)의 주기는 호구(戶口),

전부, 곡물, 군액, 성지(城池), 목장(牧場)의 기록이 유사하다.특히

「광여도」와「 남지도」(규장)는 호구, 전부, 곡물, 군액, 성지, 도

로, 방면, 학교(學校), 단묘(壇廟), 고적(古蹟), 진보(營鎭堡), 목

장, 불우(佛宇), 창고(倉庫), 봉수, 역원(驛院), 산천(山川), 죽전, 도

서, 관액(關 ), 관실(官室), 공해(公 )의 내용과 순서가 거의 일치

하는데,「 남지도」(규장)와 비교해 볼 때「광여도」의 경우는 양부

전답의 결수, 각항 군작미로 기록된 점, 불우와 창고의 순서만 다를

「해동지도」 「광여도」 「조선지도」
「1872

군현지도」

祈雨處祈雨處 社稷壇

祭壇 社稷壇 祭壇

城隍壇

祠廟 上祠

學敎 鄕校 鄕校 鄕校

鴛鴦臺三聖臺 侍郞臺 鴛鴦臺三聖臺

樓臺 侍郞臺黃鶴臺

觀德亭

佛宇
長安寺船餘寺 船餘寺安寂寺 長安寺 安寂寺長安寺

安堂寺鷲井寺 長安寺鷲井寺

門 南門北門

<표14>문화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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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반면,「해동지도」는사묘(祠廟)의내용이자세하며, 진보

선수·어염(魚 )과 방면은「여지도」계열 지도의 주기와 유사하

다.또처음에읍성의둘레를, 호구를민호(民戶) 대신에원호(元戶)

로, 곡물 총수와 군병 총수라는 제목을 사용한 점, 정원루(靖遠樓)

를 기록한 점, 서울까지의 리수가 960리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

데, 고적·봉수·도서에대한기록은나타나지않는다.

「지승」·「여지편람」은 주기의 순서는 호구, 전부, 곡물, 군액, 성

지, 진보 선수, 창고 수, 불우 수, 역원 수, 봉수 수, 서원 수, 도서

수, 봉산, 죽전, 어염, 목마 수, 도로, 방면, 경도(京都)까지의 거리

순으로 되어 있는데 수성미(修城米)의 석(石) 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으며, 전부에서 균청(均廳) 소속 결 수를 밝힌 점이

특이하다. 주기의 앞부분인 전부, 곡물, 군액은「광여도」의 주기와

비슷하고뒷부분인도로와방면은「여지도」계열지도와유사하다.

「 남도」는 성지, 도로, 방면, 학교, 단묘, 고적, 진보, 목장, 창

고, 봉수, 역원, 불우, 산천, 죽전, 도서, 관애, 관실, 공해, 호구, 군

액, 전부, 곡물 순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광여도」주기

중에서 호구, 군액, 전부, 곡물을 뒤로 보내면 일치하는데, 호구를

기묘년(己卯年) 민호로 기록하여 1759년( 조 35)으로 추정되며,

동래부의 각 진포(營鎭浦)의 곡물을 기록하고 있는 점과「광여

도」주기의 분산(盆山)이 배산(盃山)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주기 「해동
「영남

「여지 「영남 「경주 「해동 「지도」 「동국

내용 지도」
「광여도」 지도」 「지승」

편람」
「영남도」

지도」 도회」

「여지도」「지도」「여지도」

여지도」 (고도) 여도」
(규장)

(규장) (국중) (국중)

전부 ○ ○ ○ ○ ○ ○ × ○ ○ ○ ○ ○ ○ ×

곡물 ○ ○ ○ ○ ○ ○ × ○ ○ ○ ○ ○ ○ ×

군액 ○ ○ ○ ○ ○ ○ × ○ ○ ○ ○ ○ ○ ×

영진보 × ○ ○ × × ○ ○ × × × × × × ×

영진보 ○ ○ ○ ○ ○ ○ ○ ○ ○ ○ ○ ○ × ×
선수

봉수 × ○ ○ × × ○ ○ × × × × × × ×

봉수수 × × × ○ ○ × × ○ ○ ○ ○ ○ × ×

목장 ○ ○ ○ × × ○ ○ × × × × × × ×

목마수 × × × ○ ○ × × ○ ○ ○ ○ ○ × ×

도로 ○ ○ ○ ○ ○ ○ ○ ○ ○ ○ ○ ○ × ×

방면 ○ ○ ○ ○ ○ ○ ○ ○ ○ ○ ○ ○ ○ ×

역원 ○ ○ ○ × × ○ ○ × × × × × × ×

역원수 × × × ○ ○ × × ○ × × × × × ×

어염 ○ × × ○ ○ × × ○ ○ ○ ○ ○ × ×

창고 ○ ○ ○ × × ○ ○ × × × × × × ×

창고수 × × × ○ ○ × × ○ ○ ○ ○ ○ ○ ×

산천 ○ ○ ○ × × ○ ○ × × × × × ○ ○

봉산 ○ ○ ○ ○ ○ ○ ○ ○ ○ ○ ○ ○ × ×

죽전 × ○ ○ ○ ○ ○ ○ ○ ○ ○ ○ ○ × ×

누정 ○ × × × × × × × × × × × × ○

단묘 ○ ○ ○ × × ○ ○ × × × × × × ×

고적 × ○ ○ × × ○ ○ × × × × × × ○

공해 ○ ○ ○ × × ○ × × × × × × ○ ×

관애 ○ ○ ○ × × ○ × × × × × × × ×

관실 ○ ○ ○ × × ○ × × × × × × × ×

불우 ○ ○ ○ × × ○ ○ × × × × × × ×

불우수 × × × ○ ○ × × × × × × × × ×

학교 × ○ ○ × × ○ ○ × × × × × × ×

서원수 × × × ○ ○ × × × × × × × × ×

도서 × ○ ○ × × ○ ○ × × × × × ○ ○

도서수 × × × ○ ○ × × ○ ○ ○ ○ ○ × ×

군명 ○ × × × × × × × × × × × ○ ○

성지수 × × × ○ ○ × × × × × × × × ×

장시 × × × × × × × × × × × × × ○

토산 × × × × × × × × × × × × ○ ×

관직 × × × × × × × × × × × × ○ ×

<표17>지도별주기내용비교2

지도 소장처(약자) 주기표시

「해동지도」동래부 규장각(규장) 동일면

「광여도」동래부 규장각(규장) 별지면

「 남지도」동래 규장각(규장) 동일면

「지승」동래부 규장각(규장) 별지면

「여지편람」동래부 국립중앙도서관MF(국중) 별지면

「 남도」동래 장서각(장서) 동일면

「 남지도」동래 남대학교박물관( 박) 별지면

「경주도회좌통지도」동래부 규장각(규장) 동일면

「여지도」동래부 규장각(규장) 별지면

「지도」동래부 국립중앙도서관(국중) 별지면

「여지도」동래부 국립중앙도서관(국중) 별지면

「해동여지도(건)」 국립중앙도서관(국중) 별지면

「지도」동래부 고려대학교도서관(고도) 동일면

「동국여도」동래부 고려대학교박물관(고박) 동일면

<표15>동래부지도주기해체목록

※주기표시에서‘동일면’은지도에주기가함께표기한경우이고,‘별지면’이라적은것은지도와주기가별지면으로수록된경우이다.

주기 「해동
「영남

「여지
「영남

「경주 「해동 「지도」 「동국

내용 지도」
「광여도」 지도」「지승」

편람」
「영남도」 지도」

도회」

「여지도」
「지도」

「여지도」

여지도」 (고도) 여도」
(규장) (영박)

(규장) (국중)

호수 6,311 6,311 6,311 6,378 6,378
기묘

× 8,283 8,907 8,907 8,907 8,907 7,662 ×
6,653

인구 × × × 22,642 22,642 × × × 32,283 32,283 32,283 32,283 × ×

남 10,376 10,376 10,376 11,017 11,017 12,287 × × × × × × × ×

여 11,442 11,442 11,442 11,625 11,625 13,466 × × × × × × × ×

읍성
2,402 2,402 2,402 2,402 2,402 2,402 × ○ 토축 석축 석축 석축 석축 ×

(보)

금정
7,511 7,511 7,511 9,010 9,010 7,511 7,511 9,011 9,010 9,010 9,010 9,010 × ×

산성(보)

도로
960리 962리 962리 970리 970리 962리 962리 × × × 11일 11일 960리 917리

(한양)

도로
× × × × × × × × × × × × 290리 280리

(감영)

<표16>지도별주기내용비교1

<그림1>「광여도」(규장각)동래부주기1 <그림2>「광여도」(규장각)동래부주기2 <그림3>「광여도」(규장각)동래부주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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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호의「지승」, 3,171호의「경주도회」, 3,224호의「여지도」(규

장)·「지도」(국중)·「여지도」(국중)·「해동여지도」, 주기 형태가

다른「지도」(고도)와「동국여도」등으로분류할수있다.

2) 주기내용에따른지도유형별전체내용비교

위에서 분류한 5개 유형의 지도를 주기 내용에 따라 전체 내용을

비교하면 <표 20>과같다.주기의형태가다른「지도」(고도)와「동국

여도」를 제외하면, 유형은 다르지만 지도에 표현된 주기에 공통점을

살펴 볼 수 있다.먼저 호수·전부(田賦)·곡물(穀物)·군액(軍額)·

도로·방면(坊面)·창고 혹은 창고 수에 대한 기록은 공통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다만, 인구 수는「경주도회」를, 읍성은「광여도」·「

남지도」(규장)를제외하면모두공통적으로기록되어있다.

「해동지도」·「광여도」·「 남지도」(규장)의 주기는 호구(戶口),

전부, 곡물, 군액, 진보 및 진보 선수, 봉수, 도로, 방면, 역원,

산천, 불우, 도서 등의 기록은 유사하다. 특히「광여도」와「 남지

도」(규장)는 호구, 전부, 곡물, 군액, 도로, 방면, 형승, 학교(學校),

창고(倉庫), 진보(營鎭堡), 봉수, 역원(驛院), 불우(佛宇), 산천(山

川), 도서의 내용과 순서가 거의 일치하는데,「 남지도」(규장)와

비교해 볼 때「광여도」의 경우는 오자(誤字)가 보이며, 원회미가

별향미와 원회미로 구분되어 있고, 선재봉산(船材封山)을 기록하

고있는점에서차이가나고있다.

지도 소장처(약자) 주기표시

「해동지도」기장현 규장각(규장) 동일면

「광여도」기장현 규장각(규장) 별지면

「 남지도」기장 규장각(규장) 동일면

「지승」기장현 규장각(규장) 별지면

「경주도회좌통지도」기장현 규장각(규장) 동일면

「여지도」기장현 규장각(규장) 별지면

「지도」기장 국립중앙도서관(국중) 별지면

「여지도」기장현 국립중앙도서관(국중) 별지면

「해동여지도」(건)기장 국립중앙도서관(국중) 별지면

「지도」기장 고려대학교도서관(국중) 동일면

「동국여도」기장현 고려대학교박물관(국중) 동일면

<표18>기장현지도주기해제목록

「 남지도」( 박)는「 남도」에서호구, 전부, 곡물, 군액, 관애, 관

실, 공해, 각 진포의전부를제외하면주기가일치한다.

「여지도」(규장)·「지도」(국중)·「여지도」(국중)·「해동여지도」

는 주기의 순서가 호구, 전부, 곡물, 군액, 성지, 진보 선수, 창고

수, 봉수 수, 도서 수, 봉산, 죽전, 어염, 목마 수, 도로, 방면 순으로

되어있다.「여지도」(규장)·「지도」(국중)는호(戶)의수를인호(人

戶)로 기록한 공통점이 있지만「여지도」(규장)는 통 미를 64석으

로, 읍성의 성곽을 토축(土築)으로, 해도를 2처(處)로 기록하고 있

고,「지도」(국중)는 경각사(京各司) 제색군(諸色軍)을 경각사 제군

(諸軍)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여지도」(국중)·「해동여

지도」는 호(戶)의 수를 민호(民戶)로, 한양에서부터의 일정을 기록

한 공통점이 있다.「해동여지도」에서는 한양에서부터의 거리를 주

기의 제일 앞에 두었지만「여지도」(국중)는 제일 뒤에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또「해동여지도」는 속오잡색군을 속오군잡색(束伍軍

雜色)으로, 지토선을토지선(土地船)으로다르게기록하고있다.

「지도」(고도)는 지도의 우측 상단 방안 안에 부명(府名)인 동래

(東萊)를 적고, 주위에 관직(官職)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별명(別名), 명산(名山), 물산(物産), 면(面)·창(倉)·호(戶)·군

액·전부·곡물의 수, 한양과 감 까지의 거리, 성지, 도서, 왜관

(倭館) 순으로기술되어있다.

「동국여도」는지도의우측상단에동래부를적고그우측에경상

좌도 소속임을 밝히고 있는데, 주기의 내용은 우측 상단에는 주요

관청까지의 거리를, 좌측 상단에는 연혁(沿革), 군명(郡名), 산천,

누정(樓亭), 고적 순으로, 지도 하단에는 장시(場市)와 도서를 기록

하고있다.

2 기장현

기장현 관련 지도 중에서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지도들은 대체로

조선 후기 제작된 것이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주기에 기록된 호수

(戶數)와 내용을 중심으로 순서를 정하여 모두 11종을 분석하 다.

그 대상은 <표 18>과 같다. 먼저, 이들 지도에 주기를 함께 기록한

것과 별지면으로 수록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지도에 주기가

함께 기록된 지도가 5종류이고 별지면으로 기록된 지도가 6종인

데, 이러한기록형식의차이가주기내용에큰 향을주고있지는

않다.따라서, 대상주기들의기장현기록자료를분석하여지도간

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수록 내용을 고찰하여 기장 지역에 대한 역

사지리적변화를살펴보고자하 다.

1) 주기내용에따른지도별유형분류

11종의 대상 지도 중에서 먼저 호수를 동일하게 사용한 지도들

끼리 분류하면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표 19>와

같다.내용에서 호수, 인구, 남녀 수, 서울까지의 거리 등을 비교할

수 있는데, 2,889호의「해동지도」·「광여도」·「 남지도」(규장),

<그림4>「여지도」(규장각)동래부주기 <그림5>「지승」(규장각)동래부주기 <그림6>「광여도」(규장각)기장현주기 <그림7>「여지도」(규장각)기장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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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도와 별지면으로 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기의 순서는

호구(戶口), 전부(田賦), 곡물, 군액(軍額), 성지(城池), 창고(倉庫),

도로(道路), 방면(坊面) 순으로 되어 있다.한양에서부터 11일 일정

이라는것은「여지도」(국중)에만수록되어있다.

「지도」(고도)는 지도의 우측 상단 방안 안에 현명(縣名)인 기장

(機張)을 적고, 주위에 진관(鎭管)과 관직(官職)을 기록하고 있다.

그 아래에 별명(別名), 명산(名山), 물산(物産), 면(面)·창(倉)·호

(戶)·군(軍)·전부(田賦)의 수, 서울과 감 까지의 거리를 밝히고

있다.「동국여도」는 지도의 좌측 상단에 기장현(機張縣)을 적고 그

우측에 경상좌도 소속임을 밝히고 있다. 주기의 내용은 좌측 상단

에는 관청까지의 거리를, 우측 하단에는 주요 산천(山川)까지의 거

리를수록하고있다.

가덕진加德鎭 「지방 :천성진」⑤

간비면干非面 「동국여도」③

간비봉干飛烽 「읍지1894」⑥

간비오干飛烏 「여재촬요」③

간비오봉于飛鳥烽 「해동지도」⑥

간비오봉대干飛烏烽台 「 남지도」⑥

감동역甘同驛 「동국여도」⑤

감동진甘同津 「동국여도」④

감동창甘同倉 「해동지도」④

감만勘蠻 「지방 :부산진지성」⑥

감천리甘川里 「지방 :다대진」⑥

감포진甘浦鎭 「해동지도」⑤

강선대降仙台 「지방 :다대진」⑧

개운진開雲鎭 「해동지도」⑦

개운포開雲浦 「 남지도」⑤

객사客舍 「지방 :가덕진」⑤

객사客舍 「지방 :개운진」⑦

객사客舍 「지방 :다대진」⑤

객사客舍 「지방 :두모진」③

객사客舍 「지방 :부산진지성」②

객사客舍 「지방 :서평진」⑤

객사客舍 「지방 :좌수 성」⑥

객사客舍 「지방 :천성진」⑤

객사客舍 「해동지도」⑦

거제계巨濟界 「지방 :천성진」⑨

겸효대謙孝台 「해동지도」⑤

계명산鷄鳴山 「해동지도」②

계명산봉대鷄鳴山烽台 「 남지도」②

고기古基 「읍지1894」⑥

고당령姑堂嶺 「지방 :금정산성」①

고당봉姑堂峯 「 남지도」①

고도孤島 「지방 :다대진」⑦

고동평古東平 「동국여도」⑤

고봉래현지古蓬萊縣址 「지방 :좌수 성」③

고석성古石城 「 남지도」④

고암姑岩 「해동지도」①

고읍성古邑城 「해동지도」⑤

고장산古長山 「동국지도3」⑥

고지도古智島 「동국지도3」⑤

고현古峴 「경주도회」⑥

공해公 「해동지도」④

관암貫巖 「지방 :서평진」⑤

관음암觀音岩 「동국지도3」⑥

광제교廣濟橋 「해동지도」⑤

교방敎坊 「여지도」⑤

교장敎場 「해동지도」⑤

구락리仇樂里 「지방 :좌수 성」⑥

구마소驅馬所 「지방 :두모진」⑤

구법곡仇法谷 「읍지1871」①

구봉엄광산龜峯嚴光山 「지승」④

구봉龜峯 「해동지도」④

구봉봉수龜峯烽燧 「지방 :부산진지성」④

구서평舊西平 「지방 :서평진」⑥

구오산九午山 「해동지도」⑤

구왜선창舊倭船艙 「지방 :두모진」⑤

구천산九千山 「경주도회」⑤

구초량舊草梁 「지방 :부산진지성」⑦

구포龜浦 「읍지1894」①

국청사國淸寺 「해동지도」④

군기소軍器所 「지방 :가덕진」⑤

금련산金蓮山 「지방 :좌수 성」③

금용산金湧山 「해동지도」④

금정산金井山 「동국지도3」②

금정산성金井山城 「해동지도」④

금정진金井鎭 「지방 :금정산성」⑤

금치산金峙山 「지방 :다대진」⑥

금치산金峙山 「지방 :서평진」⑥

기비현其比峴 「해동지도」④

기장계機張界 「해동지도」⑥

기찰譏察 「해동지도」⑤

기화령액其火嶺 「 남지도」②

김해계金海界 「동국지도3」①

낙동강하류洛東江下流 「 남지도」④

남내포南乃浦 「동국지도3」⑤

남림南林 「지방 :다대진」⑤

남면상단南面上端 「해동지도」⑤

1 고지명색인

1. 지명색인은전체군현지도수록지명을대상으로하 다.

2. 지명의위치표시는주요지도를위주로수록하 다.

3. 위치표시는지도를9개방안으로구분하여상단좌·중·우를①·②·③,중단좌·중·우를④·⑤·⑥,하단좌·중·우를⑦·⑧·⑨로표시하 다.

4. 지명출처중「지방 : ○○○」지도는「1872 군현지도」중○○○도엽의약어이다.

반면,「해동지도」는 성지(城池), 군명(郡名), 건치연혁, 고적, 토

산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또 처음에 읍성의 둘레, 호구를 민

호(民戶) 대신에 원호(元戶)로, 곡물총수와 군병총수라는 제목을

사용한 점, 한양까지의 리수가 971리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이특이하다.

「지승」은 주기 순서가 경도(京都)까지의 거리, 호구, 전부, 곡물,

군액, 봉수 수, 창고 수, 역원 수, 불우 수, 성지, 도로, 방면 순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의 앞부분인 전부(田賦)와 군액(軍額)은「광여

도」의 주기와 비슷하고 뒷부분인 도로(道路)와 방면(坊面)은「여지

도」계열 지도와 유사하다. 전부에서 균청 소속 결 수를 밝힌 점이

특이하다.

「경주도회」는 주기 순서가 성지(城池), 호구(戶口), 군액(軍額),

전부(田賦), 도로(道路), 창고(倉庫), 방면(坊面) 순으로 되어 있다.

주기 앞부분의 군액과 전부가 다른 지도의 주기에서는 전부와 군

액 순으로 되어 있지만「경주도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점

이 다르며, 뒷부분인 도로(道路)와 방면(坊面)은「여지도」계열 지

도와유사하다.

「여지도」(규장)·「지도」(국중)·「여지도·(국중)·「해동여지

호수 2,889 2,889 2,889 3,049 3,171 3,224 3,224 3,224 3,224 2,779 ×

인구 × × × 11,476 × 12,408 12,408 12,408 12,408 × ×

남 4,567 4,567 4,567 4,706 × × × × × × ×

여 6,045 6,045 6,045 6,770 × × × × × × ×

읍성
3,197 × × 3,197 3,197 3,197 3,197 3,197 3,197 × ×

(보)

도로
971리 972리 972리 972리 × × × 11일 × 970리 927리

(한양)

도로
× × × × × × × × × 290리 290리

(감영)

<표19>지도별주기내용비교1

주기 「해동지도」 「광여도」 「영남지도」 「지승」 「경주도회」 「여지도」 「지도」 「여지도」「해동여지도」 「지도」 「동국여도」

내용 (규장) (규장) (규장) (규장) (규장) (규장) (국중) (국중) (국중) (고도) (고박)

전부 ○ ○ ○ ○ ○ ○ ○ ○ ○ ○ ×

곡물 ○ ○ ○ ○ ○ ○ ○ ○ ○ ○ ×

군액 ○ ○ ○ ○ ○ ○ ○ ○ ○ ○ ×

영진보 ○ ○ ○ × × × × × × × ×

영진보선수 ○ ○ ○ × × × × × × × ×

봉수 ○ ○ ○ × × × × × × × ×

봉수수 × × × ○ × × × × × × ×

도로 ○ ○ ○ ○ ○ ○ ○ ○ ○ ○ ○

방면 ○ ○ ○ ○ ○ ○ ○ ○ ○ × ×

역원 ○ ○ ○ × × × × × × × ×

역원수 × × × ○ × × × × × × ×

창고 × ○ ○ × × × × × × × ×

창고수 × × × ○ ○ ○ ○ ○ ○ ○ ×

산천 ○ ○ ○ × × × × × × ○ ○

봉산 × ○ × × × × × × × × ×

누정 × ○ ○ × × × × × × × ×

고적 ○ × × × × × × × × × ×

불우 ○ ○ ○ × × × × × × × ×

불우수 × × × ○ × × × × × × ×

학교 × ○ ○ × × × × × × × ×

도서 ○ ○ ○ × × × × × × × ○

군명 ○ × × × × × × × × ○ ×

연혁 ○ × × × × × × × × × ×

토산 ○ × × × × × × × × ○ ×

관직 × × × × × × × × × ○ ×

<표20>지도별주기내용비교2

주기
내용

「해동지도」 「광여도」
「영남지도」

(규장)
「지승」 「경주도회」

「여지도」
(규장)

「지도」
(국중)

「여지도」
(국중)

「해동여지도」
(국중)

「지도」
(고도)

「동국여도」

(附) 군현지도지명색인및주기원문

<동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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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암石牛岩 「동국지도3」⑥

석장산石莊山 「읍지1894」③

석축石築 「지방 :좌수 성」⑧

석포石浦 「해동지도」⑧

선동仙洞 「여지도」③

선소船所 「지방 :개운진」⑤

선소船所 「지방 :서평진」⑤

선소船所 「지방 :다대진」⑤

선암仙菴 「해동지도」④

선암사仙巖寺 「지방 :부산진지성」①

선암산仙岩山 「동국지도3」②

선창舡倉 「여지도서」⑤

선창船艙 「지방 :부산진지성」⑤

선창船艙 「지방 :서평진」④

선창船艙 「지방 :개운진」⑤

선창船艙 「지방 :다대진」⑤

선창船艙 「지방 :좌수 성」⑥

설문設門 「해동지도」⑦

섬교暹橋 「해동지도」⑤

성황사城隍祠 「해동지도」⑤

세병교洗兵橋 「읍지1894」⑤

소백산小白山 「지방 :좌수 성」⑤

소산역蘇山驛 「동국지도3」②

소산죽전蘇山竹田 「해동지도」②

소송도小松島 「지방 :다대진」⑤

소천小川 「지방 :좌수 성」⑥

소하정蘇暇亭 「해동지도」④

송도松島 「지방 :다대진」⑤

송현산松峴山 「동국지도3」⑤

수도水島 「지방 :가덕진」⑥

수문守門 「 남지도」④

수문守門 「지방 :부산진지성」④

수문守門 「지방 :개운진」⑦

수문守門 「지방 :두모진」⑤

수문水門 「지방 :금정산성」④

수 水營 「동국지도3」②

수정산水晶山 「지방 :개운진」②

승두포蠅頭浦 「지방 :부산진지성」⑥

승악대勝岳台 「지승」⑦

승악산勝岳山 「 남지도」④

승장대僧將台 「여지도」①

승장소僧將所 「해동지도」④

시탄소柴炭所 「지방 :부산진지성」④

식파루息波樓 「해동지도」⑤

신도新島 「지방 :가덕진」⑧

신암新巖 「지방 :부산진지성」①

신초량新草梁 「지방 :부산진지성」④

십휴정十休亭 「 남지도」②

쌍어도雙魚島 「지방 :서평진」⑦

아문亞門 「지방 :금정산성」④

아문리亞門里 「지방 :금정산성」④

아미산峨嵋山 「지방 :다대진」①

아사衙舍 「해동지도」⑤

안골계安骨界 「지방 :가덕진」⑨

안산案山 「지방 :금정산성」⑧

안현鞍峴 「해동지도」⑤

암남리巖南里 「지방 :다대진」⑥

야망대夜望台 「지방 :다대진」⑤

양산계梁山界 「해동지도」④

양산계梁山界 「해동지도」②

어변정禦 亭 「지방 :가덕진」⑧

엄광산嚴光山 「동국지도3」⑤

여단 壇 「해동지도」⑤

여제단 祭壇 「읍지1894」③

연대청宴大廳 「지방 :부산진지성」④

연도椽島 「지방 :가덕진」⑥

연동蓮洞 「지방 :부산진지성」⑥

연지蓮池 「지방 :부산진지성」①

연향청宴享廳 「 남지도」④

연환고鉛丸庫 「지방 :가덕진」⑤

가대永嘉台 「해동지도」⑦

오륙도五六島 「해동지도」⑧

오륜대五倫台 「해동지도」⑤

오륜산五倫山 「 남지도」②

오해야항吾海也項 「해동지도」⑦

오해항산吾海項山 「동국지도3」⑤

온정溫井 「해동지도」⑤

왜관倭館 「해동지도」⑦

왜미선창倭米船艙 「지방 :부산진지성」⑤

왜선창倭船艙 「지방 :두모진」⑤

왜총비倭塚碑 「지방 :두모진」⑤

요망사瞭望舍 「지방 :천성진」⑥

요암腰岩 「동국지도3」⑥

용당龍堂 「해동지도」⑧

우산牛山 「동국지도3」③

우암牛岩 「해동지도」⑧

우청右廳 「지방 :가덕진」⑤

우치牛峙 「읍지1894」⑥

우현右峴 「해동지도」⑥

우후선창虞候船艙 「지방 :좌수 성」⑥

우후 虞候營 「지방 :좌수 성」①

운수사雲水寺 「해동지도」④

울산계蔚山界 「해동지도」②

웅천계熊川界 「지방 :가덕진」⑥

원리장시院里場市 「지방 :가덕진」⑨

원효암元曉庵 「해동지도」②

유금도鍮金島 「지방 :서평진」⑨

유도鍮島 「지방 :부산진지성」⑧

유분도鍮盆島 「지방 :다대진」⑨

윤공단尹公壇 「지방 :다대진」②

윤산輪山 「해동지도」⑤

읍내동부邑內東部 「해동지도」⑤

읍내서부邑內西部 「해동지도」⑤

응령봉鷹岺烽 「동국지도3」④

응록대鷹鹿台 「동국지도3」④

응봉鷹峯 「해동지도」⑦

응봉봉대鷹峯烽台 「 남지도」⑦

의상대義相台 「해동지도」②

이섭교利涉橋 「해동지도」⑤

이청吏廳 「지방 :가덕진」⑤

인지암仁智菴 「해동지도」⑥

일본관日本館 「읍지1894」⑤

임소任所 「지방 :두모진」④

임역소任譯所 「지방 :부산진지성」④

입도立島 「지방 :가덕진」⑥

입석立石 「읍지1894」⑥

자성대子城台 「지방 :부산진지성」②

장대將台 「지방 :금정산성」⑤

장대將台 「지방 :다대진」⑤

장대將台 「지방 :좌수 성」⑤

장산국기 山國基 「해동지도」⑥

장시場市 「지방 :두모진」③

장시場市 「지방 :부산진지성」②

장청將廳 「지방 :성진」⑤

재송리裁松里 「지방 :좌수 성」⑨

재송포栽松浦 「해동지도」⑥

재창財倉 「여지도」⑤

저도猪島 「지방 :천성진」⑧

적송정赤松亭 「지방 :두모진」⑤

전모도錢帽島 「지방 :가덕진」⑧

전포田浦 「지방 :부산진지성」③

절 도絶影島 「해동지도」⑦

남문南門 「지방 :가덕진」⑤

남문南門 「지방 :금정산성」⑧

남문南門 「지방 :다대진」⑤

남문南門 「지방 :부산진지성」⑤

남문南門 「지방 :좌수 성」⑤

남문南門 「지방 :천성진」⑤

남복병南伏兵 「해동지도」⑦

남천南川 「읍지1871」⑥

남촌南村 「동국지도3」⑤

남촌면南村面 「 남지도」⑥

남촌진南村鎭 「각읍지도」⑥

농주산弄珠山 「해동지도」⑤

다가도多加島 「읍지1871」⑧

다가리도多加里島 「동국지도3」⑤

다대多大 「해동지도」⑦

다대선소多大船所 「지방 :서평진」④

다대진多大鎭 「 남지도」⑦

다대포多大浦 「동국지도3」④

다도茶島 「해동지도」⑤

당산堂山 「지방 :다대진」①

대마도對馬島 「해동지도」⑨

대백산大白山 「지방 :좌수 성」⑤

대천大川 「지방 :좌수 성」⑨

대천교大川橋 「해동지도」⑤

독도獨島 「지방 :가덕진」④

동관東館 「지방 :부산진지성」⑦

동기東基 「지방 :부산진지성」②

동대東台 「해동지도」⑤

동래東萊 「경주도회」⑤

동래기찰東萊譏察 「 남지도」①

동면상단東面上端 「해동지도」②

동면하단東面下端 「해동지도」⑥

동문東門 「지방 :다대진」⑤

동문東門 「지방 :부산진지성」⑤

동문東門 「지방 :좌수 성」⑥

동문東門 「지방 :금정산성」⑥

동문東門 「지방 :천성진」⑤

동문東門 「지방 :가덕진」⑧

동백도冬栢島 「해동지도」⑧

동복병東伏兵 「해동지도」⑦

동산東山 「해동지도」⑤

동천교東川橋 「해동지도」⑤

동평고현東平古縣 「해동지도」④

동평면東平面 「 남지도」④

동평상단東平上端 「해동지도」④

동평하단東平下端 「해동지도」⑤

동평현고기東平縣故基 「지방 :부산진지성」①

두모진豆毛鎭 「해동지도」⑦

두모포豆毛浦 「동국지도3」⑤

두송산頭松山 「지방 :다대진」⑥

두응현斗 峴 「지방 :좌수 성」②

등도嶝島 「지방 :다대진」⑧

등등도嶝嶝島 「지방 :서평진」⑤

마비현馬飛峴 「지방 :부산진지성」②

마하사摩訶寺 「해동지도」⑤

만년교万年橋 「읍지1894」②

만년대万年坮 「읍지1894」②

만수암万修菴 「지방 :천성진」⑤

망대望台 「지방 :금정산성」⑨

망어도望魚島 「지방 :가덕진」⑥

망의루望義樓 「여지도서」⑤

명지도鳴旨島 「지방 :가덕진」⑧

명지도진鳴旨島津 「읍지1871」④

모등변도毛等邊島 「동국지도3」⑤

모라천毛羅川 「 남지도」④

목도木島 「동국지도3」④

목휴정木休亭 「동국지도3」②

몰운대沒雲台 「해동지도」⑦

미륵암 勒菴 「지방 :금정산성」①

배산盃山 「 남지도」⑤

백록정白鹿亭 「 남지도」⑥

백산白山 「해동지도」⑤

백서白嶼 「지방 :부산진지성」⑥

백양사白楊寺 「해동지도」④

백양산白楊山 「지승」④

백운산白雲山 「해동지도」②

백운포白雲浦 「지방 :좌수 성」②

번우암飜雨岩 「해동지도」①

범어교梵魚橋 「해동지도」⑤

범어사梵魚寺 「해동지도」①

범어산梵魚山 「지승」②

범어천梵魚川 「 남지도」②

범전凡田 「지방 :부산진지성」②

병산도 山島 「지방 :가덕진」⑤

부다치釜多峙 「지방 :부산진지성」④

부산고지釜山古址 「지방 :두모진」②

부산면釜山面 「동국지도3」⑤

부산진釜山鎭 「해동지도」⑧

부창釜倉 「해동지도」⑧

북면北面 「해동지도」②

북문北門 「지방 :가덕진」⑤

북문北門 「지방 :좌수 성」⑥

북문北門 「지방 :금정산성」⑤

북문北門 「지방 :다대진」②

북문北門 「지방 :부산진지성」②

분도盆島 「해동지도」⑧

분포盆浦 「동국지도3」⑤

빙암氷巖 「지방 :금정산성」⑧

사령청使令廳 「지방 :가덕진」⑤

사배야현沙背也峴 「읍지1871」②

사배현沙背峴 「동국지도3」②

사장沙場 「지방 :좌수 성」⑧

사정射亭 「지방 :금정산성」⑥

사정射亭 「지방 :가덕진」⑤

사정射亭 「지방 :좌수 성」⑤

사직단社稷壇 「해동지도」④

사창社倉 「지방 :좌수 성」⑨

사창社倉 「지방 :두모진」③

사창社倉 「지방 :부산진지성」②

사창社倉 「지방 :개운진」⑤

사천 川 「동국지도3」②

사천면沙川面 「해동지도」④

삼성대三姓台 「해동지도」⑤

삼차강三叉江 「해동지도」④

삼척산三尺山 「지방 :좌수 성」②

상산上山 「해동지도」⑥

서관西館 「지방 :부산진지성」⑦

서면西面 「 남지도」⑤

서문西門 「지방 :다대진」⑤

서문西門 「지방 :좌수 성」③

서문西門 「지방 :부산진지성」⑤

서문西門 「지방 :가덕진」⑤

서문西門 「지방 :금정산성」④

서복병西伏兵 「해동지도」⑦

서평西平 「해동지도」⑦

서평고기西平古基 「지방 :서평진」③

서평선소西平船所 「지방 :다대진」⑤

서평진西平鎭 「 남지도」⑦

석대石台 「해동지도」⑥

석문石門 「지방 :금정산성」⑤

석빙고石氷庫 「해동지도」⑤

석성구봉石城舊烽 「해동지도」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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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冬浦 「지방 :기장현」⑥

동헌東軒 「지방 :기장현」⑤

두모포豆毛浦 「해동지도」⑧

두전리斗田里 「지방 :기장현」①

마지포麻旨里 「여지도」⑤

마포리麻浦里 「해동지도」⑤

만화동리万花洞里 「해동지도」⑤

만화리万化里 「지방 :기장현」⑤

말전리末田里 「해동지도」①

말지리末旨里 「각읍」⑤

모산리毛山里 「해동지도」⑥

모전리毛田里 「지방 :기장현」①

목내도리目內島里 「해동지도」⑥

무곡리武谷里 「해동지도」⑧

무지산武知山 「해동지도」⑧

무지포武知浦 「지방 :기장현」⑧

무지포도無只浦島 「동국지도3」⑨

문포文浦 「지방 :기장현」⑥

박곡제朴谷堤 「해동지도」⑤

박길리朴吉里 「해동지도」⑤

박천리博川里 「지방 :기장현」②

박천점리朴川店里 「해동지도」②

반용리盤龍里 「지방 :기장현」③

방곡리芳谷里 「지방 :기장현」①

백운산白雲山 「해동지도」①

백자동百子洞 「해동지도」⑦

병산리屛山里 「지방 :기장현」①

봉산奉山 「동국지도3」⑤

봉송산封松山 「해동지도」②

부명리富鳴里 「지방 :기장현」①

부철암夫鐵岩 「동국지도3」③

북문北門 「해동지도」⑤

불광산佛光山 「해동지도」②

불당동리佛堂洞里 「해동지도」⑤

불로산佛老山 「동국여도」③

비옥포非玉浦 「지방 :기장현」⑦

비옥포리非玉浦里 「해동지도」⑦

비음치飛音峙 「여지도」④

비음현飛音峴 「해동지도」④

사근제沙斤堤 「해동지도」③

사라리士羅里 「해동지도」⑤

사직단社稷壇 「해동지도」⑦

사창司倉 「지방 :기장현」⑤

산막리山幕里 「지방 :기장현」①

산사하서면山祠下西面 「동국지도3」④

산성山城 「경주도회」⑦

산지리山旨里 「해동지도」⑥

삼각산三角山 「해동지도」②

삼성대三聖台 「해동지도」⑥

상곡리上谷里 「지방 :기장현」⑤

상북면사창上北面社倉 「지방 :기장현」②

상사上祠 「동국지도3」④

상서면上西面 「해동지도」④

상서면범여리上西面凡余里 「지방 :기장현」④

상암동象岩洞 「해동지도」④

서생진계西生鎭界 「해동지도」⑥

석산리石山里 「지방 :기장현」⑧

석산제石山堤 「해동지도」⑦

선소船所 「동국지도3」④

선여사船余寺 「여지도」①

선여산船余山 「동국지도3」②

선창船倉 「 남지도」⑨

성산城山 「해동지도」⑤

성황단城隍壇 「해동지도」⑤

속이전리束二田里 「해동지도」⑥

송정리松亭里 「지방 :기장현」⑦

수 계대로水營界大路 「해동지도」⑦

시랑대侍郞台 「 남지도」⑧

신리방新里坊 「해동지도」⑥

신명리新明里 「해동지도」④

신명역新明驛 「 남지도」⑧

신명역리新明驛里 「여지도」⑤

신암리新巖里 「지방 :기장현」⑧

신역리新驛里 「해동지도」①

신월역新月驛 「지방 :기장현」①

신천리薪川里 「해동지도」⑧

쌍교雙橋 「동국지도3」⑤

쌍교동雙橋洞 「해동지도」⑤

아리포阿里浦 「여재촬요」③

아사衙舍 「해동지도」⑤

아월역阿月驛 「동국지도3」④

아이봉대阿爾烽台 「여지도」③

아이봉수阿爾烽燧 「해동지도」⑥

아이포阿爾浦 「동국지도3」⑥

안적사安寂寺 「해동지도」⑦

앵림봉송산鶯林封松山 「해동지도」④

앵봉산鶯峯山 「동국지도3」⑧

야지리野旨里 「해동지도」⑦

양산원적산梁山圓寂山 「읍지1899」①

양산계梁山界 「해동지도」④

여외리如外里 「여지도」②

여외천리如外川里 「해동지도」②

여제단 祭壇 「해동지도」⑤

연귀리然貴里 「해동지도」④

염장 場 「해동지도」⑦

천榮川 「해동지도」④

예림리禮林里 「해동지도」⑤

옥獄 「해동지도」⑤

와여리瓦余里 「해동지도」④

와전리瓦田里 「여지도」④

왜성倭城 「 남지도」⑨

요蓼 「여지도」⑧

요현蓼峴 「해동지도」⑦

용동궁속龍洞宮屬 「해동지도」⑥

용소리龍所里 「지방 :기장현」②

용연리龍淵里 「해동지도」⑤

용음현龍音峴 「여지도」④

용지현龍旨縣 「동국여」⑦

용천리用川里 「지방 :기장현」⑤

용천봉龍泉峯 「동국지도3」④

우현牛峴 「해동지도」⑦

운봉리雲峯里 「해동지도」④

운봉산雲峯山 「해동지도」④

운봉전雲峯田 「지승」④

울례리蔚 里 「해동지도」③

울산계蔚山界 「해동지도」③

웅천리熊川里 「해동지도」⑤

원동리院洞里 「해동지도」⑥

원앙대鴛鴦台 「해동지도」⑧

원적산圓寂山 「지방 :기장현」①

월내도리月內島里 「경주도회」⑥

월내포月內浦 「지방 :기장현」③

육군광陸軍光 「여지도」⑧

육군기陸軍器 「여지도」⑧

읍내면사창邑內面社倉 「지방 :기장현」⑧

이곡리耳谷里 「해동지도」⑤

이전리泥田里 「해동지도」⑥

이천리伊川里 「해동지도」⑥

이천현伊川峴 「해동지도」⑤

인리청人吏廳 「지방 :기장현」⑤

일광산日光山 「해동지도」⑤

일내도리日內島里 「여지도」③

정공단鄭公壇 「지방 :부산진지성」④

정과정鄭瓜亭 「해동지도」⑤

정묘鄭墓 「해동지도」⑤

정수암淨水菴 「지방 :금정산성」⑤

정원루靖遠樓 「여지도」」⑤

제포薺浦 「지방 :좌수 성」⑤

조도朝島 「 남지도」⑧

좌수 左水營 「해동지도」⑤

좌청左廳 「지방 :가덕진」⑤

주산主山 「지방 :다대진」②

죽도竹島 「지방 :가덕진」⑧

죽도竹島 「지방 :다대진」⑥

죽산竹山 「광여도」②

죽연대竹淵台 「 남지도」③

죽전竹田 「 남지도」②

중리中里 「지방 :금정산성」⑤

중성中城 「해동지도」④

중천中川 「지방 :좌수 성」⑤

증대甑坮 「읍지1894」⑤

증산甑山 「읍지1871」②

증성甑城 「해동지도」⑤

지사도之士島 「읍지1871」⑧

지삼도只森島 「 남지도」⑦

지소紙所 「지방 :금정산성」⑤

집사청執事廳 「지방 :가덕진」⑤

착마청捉馬廳 「지방 :부산진지성」⑧

창원계昌原界 「지방 :가덕진」⑥

척사비斥邪碑 「지방 :가덕진」⑧

천마산天馬山 「지방 :다대진」③

천성계天城界 「지방 :가덕진」⑤

천수대天秀台 「지방 :천성진」⑥

초성도初成島 「지방 :서평진」⑤

초성도初成島 「지방 :다대진」⑤

초읍草邑 「지방 :부산진지성」①

축산진丑山鎭 「해동지도」⑤

충렬별사忠烈別祠 「해동지도」⑤

충렬사忠烈祠 「해동지도」⑤

칠점산七点山 「동국여도」⑦

칠포진漆浦鎭 「해동지도」⑤

탄교灘橋 「읍지1894」⑥

태종대太宗台 「 남지도」⑧

토산兎山 「지방 :서평진」⑤

토현兎峴 「지방 :좌수 성」⑥

통인청通引廳 「지방 :가덕진」⑤

판곶리板串里 「지방 :좌수 성」⑤

판현板峴 「지방 :좌수 성」③

팔경대八景台 「해동지도」④

팔봉대八峯台 「지방 :다대진」⑤

평이平夷 「해동지도」④

포수청砲手廳 「지방 :가덕진」⑤

포이包伊 「 남지도」⑥

포이선창包伊船艙 「지방 :좌수 성」⑤

포이전선包伊戰船 「지방 :좌수 성」⑧

포이진包伊鎭 「해동지도」⑧

필봉筆峯 「지방 :다대진」⑦

하단면下端面 「동국여도」⑥

학암鶴岩 「읍지1871」⑧

해문海門 「지방 :좌수 성」⑤

해암도海暗島 「지방 :가덕진」⑥

해운대海雲台 「해동지도」⑨

해월사海月寺 「해동지도」④

향교鄕校 「해동지도」⑤

형제도兄弟島 「동국지도3」④

홍치虹峙 「지방 :다대진」①

화사花沙 「읍지1871」⑦

화손대花孫台 「지방 :다대진」⑧

화지사和池寺 「읍지1894」④

화지사華池寺 「지방 :부산진지성」②

화지산和池山 「 남지도」⑤

화지암和池菴 「해동지도」⑤

화포수청火砲手廳 「지방 :가덕진」⑤

황령봉대荒嶺烽台 「 남지도」⑤

황령산荒嶺山 「해동지도」⑤

훈별소訓別所 「해동지도」⑦

휴산역休山驛 「 남지도」⑤

흑암黑岩 「읍지1871」⑦

흥리도興里島 「지방 :두모진」⑥

가동리佳洞里 「해동지도」⑤

강여사舡余寺 「해동지도」④

강여산船余山 「동국지도3」②

객사客舍 「해동지도」⑤

거문산巨文山 「동국지도3」⑤

거문산巨門山 「해동지도」④

거물봉산巨物封山 「해동지도」⑥

거물산巨勿山 「동국지도3」⑥

거암리車巖里 「지방 :기장현」③

고두모포진古豆毛浦鎭 「해동지도」⑨

고촌리古村里 「해동지도」④

관덕정觀德亭 「지방 :기장현」⑤

교동리校洞里 「지방 :기장현」⑤

구두모진舊豆毛鎭 「경주도회」⑧

구두모포기舊豆毛浦基 「여지도」⑨

구로衢路 「해동지도」④

구림리九林里 「여지도」③

구칠리九七里 「지방 :기장현」④

기용리奇用里 「지방 :기장현」②

기우처祈雨處 「해동지도」⑧

기장機張 「해동지도」⑤

기포碁浦 「지방 :기장현」⑥

남면南面 「해동지도」⑦

남면사창南面社倉 「지방 :기장현」⑦

남문南門 「해동지도」⑤

남산봉南山烽 「지방 :기장현」⑧

남산봉산南山封山 「 남지도」⑨

남산봉수南山烽燧 「경주도회」⑧

내덕리內德里 「지방 :기장현」②

내동리內洞里 「해동지도」⑦

노현蘆峴 「여지도」⑤

노현芦峴 「해동지도」⑤

노현령蘆峴嶺 「 남지도」⑤

달산리達山里 「지방 :기장현」②

달음산리達音山里 「해동지도」⑤

당사리堂祀里 「지방 :기장현」⑦

대곡리大谷里 「지방 :기장현」④

대전리大田里 「해동지도」⑤

대점리大店里 「해동지도」⑤

대철리大鐵巖 「읍지1899」③

대포大浦 「지방 :기장현」③

덕대동리德大洞里 「해동지도」⑥

덕화동德火洞 「여지도」③

도룡동리道龍洞里 「여지도」⑤

도마현刀馬峴 「해동지도」⑥

도선동리道船洞里 「해동지도」⑤

독이포禿伊浦 「해동지도」⑥

동래선동계東萊仙洞界 「해동지도」④

동면東面 「해동지도」⑤

동면사창東面社倉 「지방 :기장현」⑤

동문東門 「해동지도」⑤

동이전리東二田里 「여지도」⑥

<기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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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리林基里 「해동지도」④

임랑진林浪津 「지승」⑥

임랑진林廊津 「해동지도」⑥

임을리동壬乙里洞 「여지도」⑥

입석리立石里 「지방 :기장현」③

입석산立石山 「해동지도」④

입암立岩 「경주도회」④

자운산自雲山 「여지도」①

장시場市 「지방 :기장현」②

장안리長安里 「해동지도」③

장안봉산長安封山 「 남지도」②

장안사長安寺 「해동지도」②

장전리長田里 「해동지도」④

적선대謫仙台 「읍지1899」⑨

전선戰船 「지방 :기장현」⑧

조전리棗田里 「지방 :기장현」⑥

좌촌리佐村里 「해동지도」⑥

주사舟師 「해동지도」⑧

죽도竹島 「해동지도」⑦

죽성리竹城里 「지방 :기장현」⑧

중북면中北面 「해동지도」⑥

증암甑岩 「해동지도」②

진목봉산眞木封山 「해동지도」④

진현리進峴里 「해동지도」②

철마산鐵馬山 「해동지도」④

청강리淸江里 「지방 :기장현」⑧

청강천淸江川 「해동지도」⑧

청광리靑光里 「지방 :기장현」②

축정사丑井寺 「읍지1871」②

취봉산鷲峯山 「해동지도」⑤

취월사鷲月寺 「경주도회」⑤

취정사鷲井寺 「해동지도」⑤

칠암제漆岩堤 「해동지도」⑥

칠포七浦 「지방 :기장현」⑥

탄산炭山 「해동지도」⑤

평전리平田里 「해동지도」⑤

하건리下乾里 「지방 :기장현」③

하북면下北面 「해동지도」⑤

하서면下西面 「해동지도」④

항관포리項串浦里 「해동지도」⑥

항포項浦 「지방 :기장현」⑨

해창海倉 「해동지도」⑥

향교鄕校 「해동지도」⑥

향청鄕廳 「지방 :기장현」⑤

형산衡山 「지방 :기장현」④

호현芦峴 「여지도」⑤

홍계리洪溪里 「지방 :기장현」⑤

화사을포리火士乙浦里 「여지도」⑥

화사포火司浦 「해동지도」⑥

화전리花田里 「지방 :기장현」⑤

화포용궁火浦龍宮 「여지도」③

황산晃山 「여지도」⑤

황죽리篁竹里 「해동지도」⑤

황죽전篁竹田 「지승」⑤

황학대黃鶴台 「지방 :기장현」⑧

후동리後洞里 「해동지도」⑤

흑암黑岩 「읍지1894」⑦

2 주기원문

도판3-1│「해동지도」동래부,규장각

東萊府邑城周二千四百二步

元戶六千三百十一戶內

男一萬三百七十六口

女一萬一千四百四十二口

元田畓三千 三十六結七十三負九束內雜 除

實田七百三十一結二十六負四束

實畓一千九百十七結七十負四束

穀物 數

軍餉米八千三百八十九名(石자의오기추정)

元會及常賑米一千四百七十一石

各樣雜穀三百九十八石

監營句管各樣米十三石

各樣雜穀二千八百八十石

統營米一千四十一石

雜穀八百二十九石

儲置米一萬二千七百八十七石

各樣軍○○一百九石

修城米○○○百十九石

左水營米九千九十八石

雜穀一千一百十八石

軍兵 數

監營屬一名

統營屬七名

左兵營屬○○七名

左水營屬三千三百九十三名半

釜山鎭屬一百二名

本府屬一千七百十一名

郡名 山萊山居漆山蓬萊蓬山

東距機張界三十里距機張四十五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距京九百六十里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五里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二十里終境○○○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上端面二十九里下端面三十九里

金井山城十里

城周七千五百十一步

○城周四千七百四十三步

各營鎭戰兵伺候船幷六十五隻

絶影島牧場

周三十里距官三十里牧子七十三名牧馬一百八匹

上山船材封山

周三十里距官十五里

其大峴嶺 十里

驛院休山驛 在府南一里馬七疋 蘇山驛 在府北七里馬

十疋溫井院在溫井傍彦樹院在府北沙川院在東平縣

包伊浦前津十七里水深渡狹津船一

倭館三十里宴享廳在其北設門二十六里

客舍二十七里倭人肅拜處

地土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

箭場四十八庫

漁場七十六庫

府倉在城內

守城倉在城內

釜倉在釜城內捧留給倭米

靖遠樓在客館南

忠烈書院

祠廟絶影島神祠毛等邊神祠俱在東平縣南古智島神

祠在縣南

佛宇 梵魚寺 二十里○○ 曉義寺 俱在金井山 雲水寺

三十八里

도판3-3│「경주도회좌통지도」동래부,규장각

東萊府城郭周回高

民戶八千二百八十三戶

水陸各色軍一千九百八十名

各色保人一千四百名

上番軍二十七名

烽燧軍保幷三百六十九名

束伍牙兵馬隊幷二千四十六名屬邑梁山機張幷

別騎衛三百人

吏奴作隊軍一百五十五名

金井山城周回九千十一步

僧作隊軍五百名

中軍千把 哨官軍將校幷九百八十八人

各營鎭戰兵伺候船幷六十五隻

土卒三千二百七十九名

各司奴婢七百六十五口

稅米六百十五石三斗四升四合八夕

太一百八十三石十二斗二升九合八夕

三手粮米二百十一石七斗一升二合

元會各穀五千四百三十六石十斗一合五夕

賑色各穀一千三十六石一斗一升九合七夕

常平廳各穀七百七十九石一斗二升三合

統營各穀四百二石六斗一升四合

修城各穀四千二百六十二石三斗三升二夕

賦米二千六十六石九斗九升七合二夕

給倭木七百六十六同十三疋二十尺六寸

米二萬八百三十三石九斗七升二合二夕

太八百二十二石八斗六升

上納布十二同二十五疋

本府田畓二千六百七十四結九十五負九束

牧場田畓三百二十七結三十八負一束

驛站二處

吏卒保人幷二百五十七名

驛馬二十一匹

倉二庫庫二庫烽臺五處

海島一處封山二處竹田二處

地土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

箭場四十八庫漁場七十六庫

牧馬一百八十七匹牧子七十四名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五里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沙川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東距機張界三十里距機張四十五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도판3-5│「여지도」동래부 ,규장각

人戶八千九百七戶

人口三萬二千二百八十三口

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

還上各穀一萬三千七百三石三斗六升內

元會常賑米五千九百六十三石九斗七升

皮雜穀一千九百七十七石八斗一升

巡營米一千一百二十三石四斗一升

皮雜穀三千九百十五石四升

統營米六十四石八斗七升

皮雜穀六百五十六石二斗四升

給倭木七百六十六同十三疋(=匹)二十尺六寸

米二萬八百三十三石九斗七升二合

太八百二十二石八斗六升

京各司諸色軍二百八十一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三千一百七名

束伍雜色軍八百七十八名

烽軍一百二十五名城郭土築

金井山城周回九千十步

僧作隊軍五百名

各營鎭戰兵伺候船幷六十五隻

倉二庫庫二庫烽臺五庫

海島二處封山二處竹田二處

地土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

箭場四十八處漁場七十六處

牧馬一百八十七匹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東距機張界三十里距機張四十五里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五里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沙川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도판3-7│「여지도」동래부,국립중앙도서관

民戶八千九百七戶

人口三萬二千二百八十三口

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

還上各穀一萬三千七百三石三斗六升

元會常賑米五千九百六十三石九斗七升

皮雜穀一千九百七十七石八斗一升

巡營米一千一百二十三石四斗一升

皮雜穀三千九百十五石四升

統營米六十七石八斗七升

皮雜穀六百五十六石二斗四升

給倭木七百六十六同十三疋二十尺六寸

米二萬八百三十三石九斗七升二合二夕

太八百二十二石八斗六升

京各司諸色軍二百八十一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三千一百七名

束伍雜色軍八百七十八名

烽軍一百二十五名城郭石築

金井山城周回九千十步

僧作隊軍五百名

<동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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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營鎭戰兵伺候船幷六十五隻

倉二庫庫二庫烽臺五庫海島二庫

封山二處竹田二處地土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箭場四十八處

漁場七十六處牧馬一百八十七匹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東距機張界三十里距機張四十五里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五里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沙川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自京十一日程

도판3-9│「지승」동래부,규장각

元戶六千三百七十八戶內

人口二萬二千六百四十二口內

男一萬一千十七口

女一萬一千六百二十五口

元田畓三千二百三十六結六十三負六束內

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內

實七百四十一結四十六負四束

均廳屬無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內

實一千九百三結三負六束

合雜穀四萬四千四百六十二石十三斗一升四合五夕內

元會米八百七十三石六斗四升五合五夕

雜穀二百八十七石二斗五升四合一夕

軍餉米八千四百八十九石十三斗三升四合九夕

常賑米六百二石三斗二升五合二夕

雜穀二千八百十一石九斗六升九合四夕

監營米十石七斗六升六合八夕

雜穀五百四十一石五斗五合七夕

統營米一千四十一石三斗八升五合一夕

雜穀八百二十九石十一斗二升五合六夕

浦項租二百八十二石十一斗七升二合九夕

私賑雜穀一千九百十石十三斗五升二合七夕

帖價米三石六斗一升二合

雜穀一百四十四石十二斗四合五夕

儲置米一萬二千七百八十七石九斗八升二合八夕

各樣軍作米一百九石三斗九升一合

修城米一千五百十九石十三斗五升五合四夕

左水營所在米九千九十八石八升六合

雜穀一千一百十八石十三斗四升四合九夕

各色軍五千七百二十一名半內

京各司諸色軍 監營屬一名

統營屬七名 左兵營屬五百七名

左水營屬三千三百九十三名半

釜山鎭屬一百二名

本府屬一千七百十一名

僧作隊軍五百名 烽軍一百二十五名

給倭公木七百六十六同十三疋二十尺六寸

米二萬八百三十三石九斗七升二合二夕

太八百二十二石八斗六升

城郭石築周回二千四百二步

金井山城周回九千十步

倉二庫各營鎭伺候船六十五隻

庫二庫七寺二驛烽臺五處

書院三處山城三處海島二處

封山二處竹田二處地土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箭場四十八處

漁場七十六處牧馬一百八十七匹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西距梁山界二十里距梁山四十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東距機張界十五里距機張三十里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五里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沙川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距京都九百七十里

도판3-11│「지도」동래부,국립중앙도서관

人戶八千九百七戶

人口三萬二千二百八十三口

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

還上各穀一萬三千七百三石三斗六升

元會常賑米五千九百六十三石九斗七升

皮雜穀一千九百七十七石八斗一升

巡營米一千一百二十三石四斗一升

皮雜穀三千九百十五石四升

統營米六十七石八斗七升

皮雜穀六百五十六石二斗四升

給倭木七百六十六同十三疋二十尺六寸

米二萬八百三十三石九斗七升二合二夕

太八百二十二石八斗六升

京各司諸軍二百八十一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三千一百七名

束伍雜色軍八百七十八名

烽軍一百二十五名城郭石築

金井山城周回九千十步

僧作隊軍五百名

各營鎭戰兵伺候船幷六十五隻

倉二庫庫二庫烽臺五庫海島二庫

封山二處竹田二處土地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箭場四十八處

漁場七十六處牧馬一百八十七匹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東距機張界三十里距機張四十五里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五里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沙川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도판3-13│「여지편람」동래부,국립중앙도서관

元戶六千三百七十八戶

人口二萬二千六百四十二口內

男一萬一千十七口

女一萬一千六百二十五口

元田畓三千二百三十六結六十三負六束內

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內

實七百四十一結四十六負四束

均廳屬無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內

實一千九百三結三負六束

合雜穀四萬四千四百六十二石十三斗一升四合五夕內

元會米八百七十三石六斗四升五合五夕

雜穀二百八十七石二斗五升四合一夕

軍餉米八千四百八十九石十三斗三升四合九夕

常賑米六百二石三斗二升五合二夕

雜穀二千八百十一石九斗六升九合四夕

監營米十石七斗六升六合八夕

雜穀五百四十一石五斗五合七夕

統營米一千四十一石三斗八升五合一夕

雜穀八百二十九石十一斗二升五合六夕

浦項租二百八十二石十一斗七升二合九夕

私賑雜穀一千九百十石十三斗五升二合七夕

帖價米三石六斗一升二合

雜穀一百四十四石十二斗四合五夕

儲置米一萬二千七百八十七石九斗八升二合八夕

各樣軍作米一百九石三斗九升一合

修城米三千五百十九石十三斗五升五合四夕

左水營所在米九千九十八石八升六合

雜穀一千一百十八石十三斗四升四合九夕

各色軍五千七百二十一名半內

京各司諸色軍 監營屬一名 統營屬七名

左兵營屬五百七名

左水營屬三千三百九十三名半

釜山鎭屬一百二名 僧作隊軍五百名

本府屬一千七百十一名 烽軍一百二十五名

給倭公木七百六十六同十三疋二十尺六寸

米二萬八百三十三石九斗七升二合二夕

太八百二十二石八斗六升

城郭石築周回二千四百二步

金井山城周回九千十步

倉二庫各營鎭伺候船六十五隻

庫二庫七寺二驛烽臺五處

書院三處山城三處海島二處

封山二處竹田二處地土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箭場四十八處

漁場七十六處牧馬一百八十七匹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西距梁山界二十里距梁山四十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東距機張界十五里距機張三十里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五里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沙川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距京都九百七十里

도판3-15│「영남지도」동래부,규장각

東萊民戶六千三百十一戶內

男一萬三百七十六口

女一萬一千四百四十二口

量付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內

行用實結七百三十一結二十六負四束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內

行用實結一千九百十七結七十負四束

軍餉米八千三百八十九石十三斗三升四合九夕

元會米八百七十三石六斗四升五合五夕

雜穀二百八十七石二斗五升四合一夕

常賑米六百二石三斗二升五合二夕

雜穀二千八百十一石九斗六升九合四夕

監營米十石七斗六升六合八夕

雜穀五百四十一石五斗五合七夕

統營米一千四十一石三斗八升五合一夕

雜穀八百二十九石十一斗二升五合六夕

浦項租二百八十石十一斗七升二合九夕

私賑雜穀一千九百十石十三斗五升二合七夕

帖價米三石六斗一升二合

雜穀一百四十四石十二斗四升五合

儲置米一萬二千七百八十七石九斗八升二合八夕

各樣軍作米一百九石三斗九升一合

修城米三千五百十九石十三斗五升五合四夕

左水營所在米九千九十八石八升六合

雜穀一千一百十八石十三斗四升四合九夕

監營屬一名統營屬七名左兵營屬五百七名

左水營屬三千三百九十三名半

釜山鎭屬一百二名本府屬一千七百十一名

邑城周回二千四百二步距京都九百六十二里

自邑治東距機張界十七里西距梁山界十六里

南距海二十里 北距機張界三十里

東南距機張界三十里西南距金海界四十三里

東北距機張界二十五里西北距梁山界三十里

邑內面距官門一里東面距官門十一里

北面距官門十二里西面距官門八里

南村面距官門十五里東平面距官門二十一里

沙川上端面距官門二十九里下端面距官門三十九里

鄕校在邑內

忠烈祠距官門三里府東面已賜額

蘇瑕亭距官門十一里蘇瑕所仍名今廢

鄭苽亭距官門十一里高麗鄭 築臺今廢

十休亭距官門十里

三姓臺距官門四里安宋玉始祖所居

八景臺距官門三十里景似瀟湘故仍名

沒雲臺距官門六十里多大鎭南邊通望右道熊川加德處

謙孝臺距官門九里金謙孝所 仍名

海雲臺距官門二十八里崔孤雲築臺所 仍名

竹淵臺距官門七里東臺距官門十二里

五倫臺距官門十六里古五老所

永嘉臺距官門二十一里萬曆甲寅觀察使權昐(盼)築臺

太宗臺距官門四十里新羅太宗射帿仍名

義相臺距官門二十五里登臨觀日出

白鹿臺距官門二十里 山國基距官門十五里

古邑城基距官門十二里東平縣基距官門二十一里

左水營距官門十三里戰船四隻兵船四隻伺候船八隻

城周回九百十三步

釜山鎭距官門二十里戰船二隻兵船二隻伺候船四隻

城周回九百二十八步

多大鎭距官門五十里戰船二隻兵船二隻伺候船四隻

城周回三百十九步

甘浦鎭距官門十五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丑山鎭距官門十六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漆浦鎭距官門十七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包伊鎭距官門十八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開雲鎭距官門二十一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豆毛鎭距官門二十三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西平鎭距官門四十九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絶影島牧場周回三十里距官門三十里 牧子七十三名

牧馬一百八匹

金井山城距官門十里

舊城周回七千五百十一步築中城周回四千七百四十

三步

雲水寺距官門三十八里仙菴寺距官門二十里

府倉在城內守城倉在城內

釜倉在釜山城內距官門二十里給倭米捧留

鷹峯左道右邊初起烽臺距官門五十里

東北距龜峯烽二十五里陸路去應

龜峯烽臺距官門二十五里

西南距鷹峯烽二十五里陸路來應

東北距荒嶺烽二十里陸路去應

荒嶺山烽臺距官門十五里

西南距龜峯烽二十里陸路來應

北距鷄鳴山烽二十里陸路去應

鷄鳴山烽臺距官門二十里

南距荒嶺烽三十里陸路來應

北距梁山渭川烽四十里陸路去應

干飛烏左道左邊初起烽臺距官門二十里

北距機張南山烽二十里陸路去應

休山驛距官門一里騎馬二匹卜馬五匹

蘇山驛距官門十七里大馬一匹騎馬二匹卜馬七匹

梵魚寺距官門二十里

其大峴險 要衝距官門十里

和池山距官門十里輪山距官門七里

姑堂峯距官門二十里盆山距官門八里

金聳山距官門十二里勝岳山距官門三十七里

嚴光山距官門三十三里牛巖距官門二十三里

龍堂山距官門三十里古石城峯距官門三十七里

上山船材封山周回三十里距官門十五里

竹田距官門二十一里五六島距官門三十五里石角小島

朝島周回五里距官門三十五里

木島周回十八里距官門七十里

只森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兄弟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盆島在絶影島前洋簇簇島嶼

對馬島距釜山四百八十里

包伊浦前洋距官門十七里水深渡狹津船一隻

溫井距官門六里東川距官門八里

毛羅川距官門三十六里

設門距官門二十六里倭人定界

客舍距官門二十七里倭人肅拜

訓別處所距官門二十八里

宴享廳距官門三十里倭館距官門三十里

도판3-17│「영남도」동래부,장서각

東萊邑城周回二千四百二步

距京都九百六十二里

自邑治東距機張界十七里

西距梁山界十六里

南距海二十里北距機張界三十里

東南距機張界三十里

西南距金海界四十三里

東北距機張界二十五里

西北距梁山界三十里

邑內面距官門一里東面距官門十一里

北面距官門十二里西面距官門八里

南村面距官門十五里

東平面距官門二十一里

沙川上端面距官門二十九里

下端面距官門三十九里

鄕校在邑內

忠烈祠距官門三里府東面已賜額

蘇瑕亭距官門十一里蘇瑕所仍名今廢

鄭苽亭距官門十一里高麗鄭 築臺今廢

十休亭距官門十里

三姓臺距官門四里安宋玉始祖所居

八景臺距官門三十里景似瀟湘故仍名焉

沒雲臺距官門六十里多大鎭南邊通望右道熊川加德處

謙孝臺距官門九里金謙孝所 仍名

海雲臺距官門二十八里崔孤雲築臺所 仍名

竹淵臺距官門七里

東臺距官門十二里

五倫臺距官門十六里古五老所

永嘉臺距官門二十一里萬曆甲寅觀察使權昐(盼)築臺

太宗臺距官門四十里新羅太宗射帿仍名

義相臺距官門二十五里登臨觀日出

白鹿臺距官門二十里

山國基距官門十五里

古邑城基距官門十二里

東平縣基距官門二十一里

左水營距官門十三里戰船四隻兵船四隻伺候船八隻

城周回九百十三步

釜山鎭距官門二十里戰船二隻兵船二隻伺候船四隻

城周回九百二十八步

多大鎭距官門五十里戰船二隻兵船二隻伺候船四隻

城周回三百十九步

甘浦鎭距官門十五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丑山鎭距官門十六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漆浦鎭距官門十七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包伊鎭距官門十八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開雲鎭距官門二十一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豆毛鎭距官門二十三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西平鎭距官門四十九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絶影島牧場周回三十里距官門三十里 牧子七十三名

牧馬一百八匹

金井山城距官門十里

舊城周回七千五百十一步築中城周回四千七百四十三步

府倉在城內修城倉在城內

釜倉在釜山城內距官門二十里給倭米捧留

鷹峯左道右邊初起烽臺距官門五十里

東北距龜峯烽二十五里陸路去應

龜峯烽臺距官門二十五里

西南距鷹峯烽二十五里陸路來應

東北距荒嶺烽二十里陸路去應

荒嶺山烽臺距官門十五里

西南距龜峯烽二十里陸路來應

北距鷄鳴山烽二十里陸路去應

鷄鳴山烽臺距官門二十里

南距荒嶺烽三十里陸路來應

北距梁山渭川烽四十里陸路去應

干飛烏左道左邊初起烽臺距官門二十里

北距機張南山烽二十里陸路去應

休山驛距官門一里騎馬二匹卜馬五匹

蘇山驛距官門十七里大馬一匹騎馬二匹卜馬七匹

梵魚寺距官門二十里

雲水寺距官門三十八里

仙菴寺距官門二十里

其大峴險 要衝距官門十里

和池山距官門十里

輪山距官門七里

姑堂峯距官門二十里

盃山距官門八里

金聳山距官門十二里

勝岳山距官門三十七里

嚴光山距官門三十三里

牛岩距官門二十三里

龍堂山距官門三十里

古石城峯距官門三十七里

上山船材封山周回三十里距官門十五里

竹田距官門二十一里

五六島距官門三十五里石角小島

朝島周回五里距官門三十五里

木島周回十八里距官門七十里

只森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兄弟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盆島在絶影島前洋簇簇島嶼

對馬島距釜山四百八十里

溫井距官門六里

包伊浦前洋距官門十七里水深渡狹津船一隻

東川距官門八里

毛羅川距官門三十六里

設門距官門二十六里倭人定界

客舍距官門二十七里倭人肅拜

訓別處所距官門二十八里

宴享廳距官門三十里

倭館距官門三十里

己卯民戶六千六百五十三戶內



316 317Old Maps of Busan

東面距官門十一里北面距官門十二里

西面距官門八里南村面距官門十五里

東平面距官門二十一里沙川上端面距官門二十九里

下端面距官門三十九里

鄕校在邑內

忠烈祠距官門三里府東面已賜額

蘇瑕亭距官門十一里蘇瑕所 仍名今廢

鄭苽亭距官門十一里高麗鄭 築臺今廢

十休亭距官門十里

三姓臺距官門四里安宋玉始祖所居

八景臺距官門三十里景似瀟湘故仍名

沒雲臺距官門六十里多大鎭南邊通望右道熊川加德處

謙孝臺距官門九里金謙孝所 仍名

海雲臺距官門二十八里崔孤雲築臺所 仍名

竹淵臺距官門七里東臺距官門十二里

五倫臺距官門十六里古五老所

永嘉臺距官門二十一里萬曆甲寅觀察使權昐(盼)築臺

太宗臺距官門四十里新羅太宗射帿仍名焉

義相臺距官門二十五里登臨俯觀日出

白鹿臺距官門二十里 山國基距官門十五里

古邑城基距官門十二里東平縣基距官門二十一里

左水營距官門十三里戰船四隻兵船四隻伺候船八隻

城周回九百十三步

釜山鎭距官門二十里 戰船二隻 兵船二隻 伺候船四隻

城周回九百十三步

多大鎭距官門五十里 戰船二隻 兵船二隻 伺候船四隻

城周回三百十九步

甘浦鎭距官門十五里 戰船一隻 兵船一隻 伺候船二隻

丑山鎭距官門十六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漆浦鎭距官門十七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包伊鎭距官門十八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開雲鎭距官門二十一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豆毛鎭距官門二十三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西平鎭距官門四十九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絶影島牧場周回三十里距官門三十里牧子七十三名牧

馬一百八匹

金井山城距官門十里

舊城周回七千五百十一步 築中城周回四千七百四十

三步

府倉在城內守城倉在城內

釜倉在釜山城內距官門二十里給倭米捧留

鷹峯左道右邊初起烽臺距官門五十里

東北距龜峯烽二十五里陸路去應

龜峯烽臺距官門二十五里

西南距鷹峯烽二十五里陸路來應

東北距荒嶺烽二十里陸路去應

荒嶺山烽臺距官門十五里

西南距龜峯烽二十里陸路來應

北距鷄鳴山烽二十里陸路去應

鷄鳴山烽臺距官門二十里

南距荒嶺烽三十里陸路來應

北距梁山渭川烽四十里陸路去應

干飛烏左道左邊初起烽臺距官門二十里

北距機張南山烽二十里陸路去應

休山驛距官門一里騎馬二匹卜馬五匹

蘇山驛距官門十七里大馬一匹騎馬二匹卜馬七匹

梵魚寺距官門二十里雲水寺距官門三十八里

仙菴寺距官門二十里其大峴險 要衝距官門十里

和池山距官門十里輪山距官門七里

姑堂峯距官門二十里盆山距官門八里

金聳山距官門十二里勝岳山距官門三十七里

嚴光山距官門三十三里牛巖距官門二十三里

龍堂山距官門三十里古石城峯距官門三十七里

上山船材封山周回三十里距官門十五里

竹田距官門二十一里

五六島距官門三十五里石角小島

朝島周回五里距官門三十五里

木島周回十八里距官門七十里

只森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兄弟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盆島在絶影島前洋簇簇島嶼

對馬島距釜山四百八十里

包伊浦前洋距官門十七里水深渡狹津船一隻

溫井距官門六里東川距官門八里

毛羅川距官門三十六里

設門距官門二十六里倭人定界

客舍距官門二十七里倭人肅拜

訓別處所距官門二十八里

宴享廳距官門三十里倭館距官門三十里

도판3-26│「해동여지도」동래부,국립중앙도서관

東萊自京十一日程

民戶八千九百七戶

人口三萬二千二百八十三口

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

還上各穀一萬三千七百三石三斗六升

元會常賑米五千九百六十三石九斗七升

皮雜穀千九百七十七石八斗一升

巡營米一千百二十三石四斗一升

皮雜穀三千九百十五石四斗

統營米六十七石八斗七升

皮雜穀六百五十六石二斗四升

給倭木七百六十六同十三疋二十尺六寸

米二萬八百三十三石九斗七升二合二夕

太八百二十二石八斗六升

京各司諸色軍二百八十一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三千一百七名

束伍軍雜色八百七十八名

烽軍一百二十五名

城郭石築金井山城周回九千十步

僧作隊軍五百名

各營鎭戰兵伺候船幷六十五隻

倉二庫庫二庫烽臺五庫海島二庫

封山二處竹田二處土地船一百七十五隻

釜一百二十五坐箭場四十八處

漁場七十六處牧馬一百八十七匹

南距金海界二十五里距金海五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北距蔚山界三十五里距蔚山一百十里

東距機張界三十里距機張四十五里

邑內東部初境一里終境五里

西部初境一里終境上仝

東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西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東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沙川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도판3-37│「지도」동래부,고려대학교도서관

東萊左鎭文府使監理使三十朔左水使虞侯

別名 山萊山蓬萊蓬山

名山釜山金井大川絲川

物産磁陶器箭竹石榴柚子靑玉菜香 鹽銀口魚秀魚海

物

面八面倉三戶七千六百六十二戶軍四千零

結三千三百二十七結四十六負三束 需二百八十石 距

京九百六十里

監營二百九十里城石築

絶影島外面絶險中實土沃地

廣土沃可容四五百戶東南北三

面石角峻巖削立如壁

草梁館世宗朝對馬島人來寓釜山浦 浦薺浦此

爲三浦倭戶之始後漸支滋蔓中宗五年釜薺倭作亂

殺僉使李友曾遂將討平之絶不許居宣祖己亥通

和後更爲置館待之凡三百八有館首書僧每月三日八

日開市

도판3-42│「동국여도」동래부,고려대학교박물관

東萊府左水營在府南十里

北距京九百十七里監營二百八十里

東北左兵營一百十里

西統營三百四十里

釜山壬辰四月倭賊陷釜山僉使鄭撥死之陷府城府使宋

象賢死之

沒雲臺 鄭運逐倭至此問地名而惡之竟戰沒有立僅(僅

)碑

古 山國或萊山居漆山新羅景德王改今名蓬萊蓬山

東平縣新羅大甑今名世宗朝來屬

黃嶺山南五里

金井山山頂有石高三丈上有井圓十餘尺深七寸許有水

常滿不渴色如黃金

上山東十五里望于對馬島最近

飛烏山上山南峯

絶影島麗太祖時甄萱獻絶影島馬後聞絶影島名馬至

百濟亡之 悔之請還其馬太祖笑而許之

裁松浦東十里有松藪萬株

草梁項絶影島內靖遠樓客館北

古跡海雲坮 入海中若 頭其上皆冬栢杜 松杉崔

致遠嘗築臺遊賞遺跡尙存致雲一字海雲

蘇瑕亭 蘇瑕 常乘白鹿 與金龜仙人遊 俗稱蘇瑕亭 鳥

雀不棲

瓜亭南十里高麗鄭 被潛( )放歸築亭種瓜撫琴作

歌以寓戀君之意號瓜亭樂府鄭瓜亭曲是也李濟賢作

詩解之

古邑城海雲浦東平城

邑內場二七水營五十釜山四九禿旨一六

古智島南三十里茶島南四里

도판3-55│「1872군현지도」동래부,규장각

東距機張界十五里西距梁山界二十里

南距多大鎭五十里北距梁山界二十里

도판3-64│「1872군현지도」가덕진도,규장각

加德鎭圖西距統營水路二百四十里巨濟界四十里

天城鎭越嶺十里漆原界水路六十里北距熊

川縣三十里院里場市越津十里金海界十里東

萊界六十里多大鎭五十里東南距對馬島四百八

十里本島周回四十里昌原界水路百里社倉寺刹無

도판3-65│「1872군현지도」천성진도,규장각

天城鎭圖西距統營水路二百四十里巨濟界四十里漆原界

六十里北距熊川縣三十里安骨界十二里金海界二十里

東萊界七十里多大鎭五十里加德鎭越嶺十里本島周

回四十里昌原界水路一百里東距對馬島四百八十里

社倉寺刹場市無古蹟不可攷

男一萬二千二百八十七口

女一萬三千四百六十六口

監營巫夫軍牢一名統營屬七名

左兵營屬二名烽軍五百十九名

撥軍四十五名左水營屬三千四百二名半

釜山鎭屬一百二名本府硫黃軍八名

束伍軍一千七百三名選武軍官二十人宣撫軍官

別騎衛三百人

量付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內雜 三百六十九

結五十二負七束

畓二千二百三結四十一負七束內

合實結二千五百四十八結六十一負六束

元會米太五千四百九十一石二斗八升五合三夕

皮雜穀四十一石三斗三升二合六夕

常賑米太一千四百四十五石十四斗六升三合三夕

皮雜穀一千七百二石十斗五升二合一夕

各樣作米二十八石二斗四升九合四夕

帖價穀八十四石十斗八升五合五夕

私賑穀一千三百四十三石十一斗九升八合四夕

監營米三十一石十一斗六升六合六升

太九十一石二斗六合二夕

租三百三十一石十斗五升三合一夕

皮牟十二斗六升六合九夕

山城米四千二十六石四斗二升三合六夕

浦項穀一石三斗六升七合三夕

統營穀十七石十二斗二升四合三夕

左水營

元會米八千三百七十六石五斗八升六合八夕

皮雜穀六十七石十一斗四升五合七夕

賑色太七十五石七斗八升九合六夕

私賑穀六百九十二石十二斗七升二合六夕

船價米三百七十六石八斗五升七合七夕

監營米三十四石七斗七升六石

租七百十八石十四斗五升六合一夕

釜山鎭

元會米一千二百七十二石五斗六合二夕

皮雜穀三十二石十三斗六升一合八升

常賑米太一百一石七斗四升六合八夕

皮雜穀三百十七石七斗四升二合六夕

私賑穀一百七十石五斗三合一夕

監營租三百二十六石四斗三升三合七夕

皮牟五十二石六斗一升三合三夕

統營穀三百八十四石二斗三升九合四夕

多大鎭

元會米二千二十石十一斗八升六合六夕

皮雜穀十一石六斗四合三夕

常賑米太五十七石十二斗一升

皮雜穀二百二十二石九斗九升六合八夕

私賑穀九十石十四斗七升七合九夕

帖價穀五十四石六斗一升二合五夕

監營租十三石

統營穀六百六十四石十一斗一升九合六夕

開雲浦

元會米三百八十石十斗四升九合一夕

皮雜穀二十一石九斗一升九合四夕

常賑米太一百二石十二斗七合七夕

皮雜穀一百四十四石二斗七升七合六夕

私賑穀十八石四斗四升一夕

帖價穀十八石七斗八升

統營穀二百三十一石十斗九升九合二夕

豆毛浦

元會米四百八十八石二斗一升六合

皮雜穀二十四石四斗五合九夕

常賑米太一百三石四斗二升二合九夕

私賑穀二十九石三斗五升六合六夕

帖價穀十八石七斗八升三合

統營穀四百十二石十四斗四升三合六夕

包伊浦

元會米五百二十九石三合二夕

皮雜穀十一石三斗三升五合

常賑米太八十六石十斗一升九合一夕

皮雜穀九十八石五斗二升七合六夕

私賑穀三十四石十斗一升二夕

帖價穀二十六石九斗三升二合一夕

統營穀一百七十四石十二斗七升六合一夕

西平浦

元會米五百十一石九斗六升四合七石

皮雜穀二十八石九斗四升七合三夕

常賑米太一百三十四石四斗五升三夕

皮雜穀一百五十三石九斗四升一夕

私賑穀二十石十四斗四升

帖價穀十八石七斗八升三合

統營穀三百六十六石二斗三升三合六夕

도판3-18│「영남지도」동래부,영남대학교박물관

距京都九百六十二里

自邑治東距機張界十七里

西距梁山界十六里南距海二十里

北距機張界三十里東南距機張界三十里

西南距金海界四十三里

東北距機張界二十五里

西北距梁山界三十里

邑內面距官門一里東面距官門十一里

北面距官門十二里西面距官門八里

南村面距官門十五里東平面距官門二十一里

沙川上端面距官門二十九里

下端面距官門三十九里

鄕校在邑內

忠烈祠距官門三里府東面已賜額

蘇瑕亭距官門十一里蘇瑕所仍名今廢

鄭苽亭距官門十一里高麗鄭 築臺今廢

十休亭距官門十里

三姓臺距官門四里安宋玉始祖所居

八景臺距官門三十里景似瀟湘故仍名

沒雲臺距官門六十里多大鎭南邊通望右道熊川加德處

謙孝臺距官門九里金謙孝所 仍名

海雲臺距官門二十八里崔孤雲築臺所 仍名

竹淵臺距官門七里東臺距官門十二里

五倫臺距官門十六里古五老所

永嘉臺距官門二十一里萬曆甲寅觀察使權昐(盼)築臺

太宗臺距官門四十里新羅太宗射帿仍名

義相臺距官門二十五里登臨觀日出

白鹿臺距官門二十里 山國基距官門十五里

古邑城基距官門十二里東平縣基距官門二十一里

左水營距官門十三里戰船四隻兵船四隻伺候船八隻

城周回九百十三步

釜山鎭距官門二十里戰船二隻兵船二隻伺候船四隻

城周回九百二十八步

多大鎭距官門五十里戰船二隻兵船二隻伺候船四隻

城周回三百十九步

甘浦鎭距官門十五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丑山鎭距官門十六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漆浦鎭距官門十七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包伊鎭距官門十八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開雲鎭距官門二十一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豆毛鎭距官門二十三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西平鎭距官門四十九里戰船一隻兵船一隻伺候船二隻

絶影島牧場周回三十里距官門三十里

牧子七十三名牧馬一百八匹

金井山城距官門十里

舊城周回七千五百十一步

築中城周回四千七百四十三步

府倉在城內

修城倉在城內

釜倉在釜山城內距官門二十里給倭米捧留

鷹峯左道右邊初起烽臺距官門五十里

東北距龜峯烽二十五里陸路去應

龜峯烽臺距官門二十五里

西南距鷹峯烽二十五里陸路來應

東北距荒嶺烽二十里陸路去應

荒嶺山烽臺距官門十五里

西南距龜峯烽二十里陸路來應

北距鷄鳴山烽二十里陸路去應

鷄鳴山烽臺距官門二十里

南距荒嶺烽三十里陸路來應

北距梁山渭川烽四十里陸路去應

干飛烏左道左邊初起烽臺距官門二十里

北距機張南山烽二十里陸路去應

休山驛距官門一里騎馬二匹卜馬五匹

蘇山驛距官門十七里大馬一匹騎馬二匹卜馬七匹

梵魚寺距官門二十里雲水寺距官門三十八里

仙菴寺距官門二十里其大峴險 要衝距官門十里

和池山距官門十里輪山距官門七里

姑堂峯距官門二十里盃山距官門八里

金聳山距官門十二里勝岳山距官門三十七里

嚴光山距官門三十三里牛岩距官門二十三里

龍堂山距官門三十里古石城峯距官門三十七里

上山船材封山周回三十里距官門十五里

竹田距官門二十一里五六島距官門三十五里石角小島

朝島周回五里距官門三十五里

木島周回十八里距官門七十里

只森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兄弟島在沒雲臺前洋簇簇島嶼

盆島在絶影島前洋簇簇島嶼

對馬島距釜山四百八十里

도판3-20│「광여도」동래부,규장각

民戶六千三百十一戶內

男一萬三百七十六口

女一萬一千四百四十二口

量付田一千三十三結二十一負九束內

行用實結七百三十一結二十一負四束

畓二千三百三結四十一負七束內

行用實結一千九百十七結七十負四束

軍餉米八千三百八十九石十三斗三升四合九夕

元會米八百七十三石六斗四升五合五夕

雜穀二百八十七石二斗五升四合一夕

常賑米六百二石三斗二升五合二夕

雜穀二千八百十一石九斗六升九合四夕

監營米十石七斗六升六合八夕

雜穀五百四十一石五斗五合七夕

統營米一千四十一石三斗八升五合一夕

雜穀八百二十九石十一斗二升五合六夕

浦項租二百八十石十一斗七升二合九夕

私賑雜穀一千九百十石十三斗五升二合七夕

帖價米三石六斗一升二合

雜穀一百四十四石十二斗四升五合

儲置米一萬二千七百八十七石九斗八升二合八夕

各項軍作米一百九石三斗九升一合

修城米三千五百十九石十三斗五升五合四夕

左水營所在米九千九十八石八升六合

雜穀一千一百十八石十三斗四升四合九夕

監營屬一名統營屬七名左兵營屬五百七名

左水營屬三千三百九十三名半釜山鎭屬一百二名

本府屬一千七百十一名邑城周回二千四百二步

距京都九百六十二里自邑治東距機張界十七里

西距梁山界十六里南距海二十里

北距機張界三十里東南距機張界三十里

西南距金海界四十三里東北距機張界二十五里

西北距梁山界三十里邑內面距官門一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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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會常賑米八百二十石四斗七升

皮雜穀四百四十二石九斗二升

巡營米九石五斗七升

皮雜穀一千三百十六石五斗

統營米一百二十四石九斗二升

租一千三百三十九石六斗一升

兵營租三石十四斗七升

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九百五十六名

束伍雜軍七十名烽軍五名

城郭石築周回三千一百九十七尺 高十二尺倉二庫

東距八里大海

西南距東萊界十五里距東萊三十里

西距梁山界三十界三十里距梁山二十里(三十界의 반

복은오기로추정)

北距蔚山界四十九里距蔚山九十里

東面初境三里終境十五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九里

下北面初境二十二里終境四十里

下西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五里

上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도판3-16│「영남지도」기장현,규장각

機張民戶二千八百八十九戶內

男四千五百六十七口 女六千四十五口

量付田八百五十結四十八負五束內

行用實結五百十五結八十九負七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內

行用實結一千三百六十四結四十負

元會米一千六百二十八石三斗七升四合三夕

雜穀六十一石二升一合二夕

常賑米二十四石四斗三升八合六夕

雜穀一百五十九石二斗八升三合

監營米六石九斗三升三合一夕

雜穀一千三百三十四石七斗三升五合八夕

統營米六十石八升 租四百六石十三斗四合一夕

左兵營租三石五斗九升七夕

左水營別餉米二十三石一斗六升七合二夕

浦項租六百十六石十二斗七升四合七夕

私賑皮穀一千二百五十六石十三斗六升七合四夕

儲置米七百八十石七斗九升四合三夕

戰兵船價米一千三百四十四石八斗二合七夕

除留米十六石十一斗四升二合九夕

各樣軍作米二百六十石五斗三合六夕

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

監營屬二名統營屬四十八名

左兵營屬四百五十二名右兵營屬三名

左水營屬七百二十四名半釜山鎭屬一名

東萊鎭屬二百十三名

距京都九百七十二里自邑治東距海二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南距東萊界十里

北距蔚山界五十里邑內面距官門十里

東面距官門二十里上西面距官門二十里

南面距官門十里下西面距官門三十里

中北面距官門五十里下北面距官門三十五里

侍郞臺距官門十里鄕校距官門五里

邑倉在官門外待變亭距官門十里

戰船一隻 兵船一隻 伺候船二隻

南山烽臺距官門三里南距東萊干飛烏烽二十里陸路來應

北距阿爾烽三十里陸路去應

阿爾烽臺距官門三十里 南距南山烽三十里陸路來應

北距蔚山爾吉烽十五里陸路去應

新明驛距官門十里 騎馬二匹卜馬六匹

新驛距官門四十五里 騎馬二匹卜馬五匹

長安寺距官門四十里鷲井寺距官門二十里

船餘寺距官門三十里安寂寺距官門十五里

蘆峴嶺險　要衝距官門十里鷲峯山距官門二十里

雲峯山距官門二十里白雲山距官門三十里

南山周回十五里距官門五里

長安山周回十五里距官門四十里

巨勿山周回三十里距官門十五里

林山周回十五里距官門十五里

船餘山周回十五里距官門三十里

竹島距官門十里

城內川源自泥峴洞東流入海

도판3-21│「광여도」기장현,규장각

民戶二千八百八十九戶內

男四千五百六十七口

女六千四十五口

量付田八百五十結四十八負五束內

行用實結五百十五結八十九負七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內

行用實結一千三百六十四結四十負

別餉米一千五百八十四石五斗八升一合三夕

元會米四十三石十二斗九升三合

雜穀六十一石二升一合二夕

常賑米二十四石四斗三升八合六夕

雜穀一百五十九石二斗八升三合

監營米六石九斗三升三合一夕

雜穀一千三百三十四石七斗三升五合八夕

統營米六十石八升

租四百六石十三斗四合一夕

左兵營租三石五斗九升七夕

左水營別餉米二十三石一斗六升七合二夕

浦項租六百十六石十二斗七升四合七夕

私賑皮穀一千二百五十六石十三斗六升七合四夕

儲置米七百八十石七斗九升四合三夕

戰兵船價米一千三百四十四石八斗二合七夕

除留米十六石十一斗四升二合九夕

各樣軍作米二百六十七(石?)五斗三合六夕(내용상 石

이되어야함)

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監營屬二名

統營屬四十八名左兵營屬四百五十二名右兵營屬三名

左水營屬七百二十四名半釜山鎭屬一名

東萊鎭屬二百十三名

距京九百七十二里自邑治東距海二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南距東萊界十里

北距蔚山界五十里邑內面距官門十里

東面距官門二十里上西面距官門二十里

南面距官門十里下西面距官門三十里

中北面距官門五十里下北面距官門三十五里

侍郞臺距官門十里鄕校距官門五里

邑倉在官門外待變亭距官門十里

戰船一隻 兵船一隻 伺候船二隻

南山烽臺距官門三里

南距東萊干飛烏烽二十里陸路來應

北距阿爾烽三十里陸路去應

阿爾烽臺距官門三十里

南距南山烽三十里陸路來應

北距蔚山爾吉烽十五里陸路去應

新明驛距官門十里騎馬二匹卜馬六匹

新驛距官門四十五里騎馬二匹卜馬五匹

長安寺距官門四十里鷲井寺距官門二十里

船餘寺距官門三十里安寂寺距官門十五里

蘆峴嶺險 要衝距官門十里

鷲峯山距官門二十里雲峯山距官門二十里

白雲山距官門三十里 南山周回十五里距官門五里 船

材封山

長安山周回十五里距官門四十里船材封山

巨勿山周回三十里距官門十五里船材封山

林山周回十五里距官門十五里船材封山

船餘山周回十五里距官門三十里船材封山

竹島距官門十里

城內川源自泥峴洞東流入海

도판3-27│「해동여지도」기장현,국립중앙도서관

機張民戶三千二百二十四戶 人口一萬二千四百八口

田五十結四十八負五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

還上各穀四千五十六石十斗

元會常賑米八百二十石四斗七升

皮雜穀四百四十二石九斗二升

巡營米九石五斗七升

皮雜穀一千三百十六石五斗

統營米一百二十四石九斗二升

租一千三百三十九石六斗一升

兵營租三石十四斗七升

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九百五十六名

束伍雜色軍七十名烽軍五十名

城郭石築周回三千一百九十七尺 高十二尺

倉二庫

東距八里大海

南距東萊界十五里距東萊三十里

西距梁山界三十界距梁山二十里

北距蔚山界四十九里距蔚山九十里

東面初境三里終境十五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九里

下北面初境二十二里終境四十里

下西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五里

上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도판3-38ㆍ39│「지도」기장현,고려대학교도서관

機張左管慶州武縣監三十朔

別名甲火陽谷車城名山炭山大川碁浦

物産竹箭竹黑碁石榴柚枾海物

面七面倉一戶二千七百七十九戶

軍一千七百零結二千四百二結二負七束

需一百九十六石十斗距京九百七十里監營二百九十里

도판3-43│「동국여도」기장현,고려대학교박물관

機張縣左北距京九百二十七里

西北監營二百九十里

北左兵營一百里

西南統營三百三十里

伊乙浦東六里冬栢浦東九里

無只浦島南四里公須浦南十里

加乙浦南十里竹島南八里

碁浦南七里産黑碁子故名

도판3-2│「해동지도」기장현,규장각

機張縣城周三千一百九十七尺

元戶二千八百八十○戶

男四千五百六十七口

女六千四十五口

元田畓幷二千四百七結負七束內雜 除

實田五百十五結八十九負七束

實畓一千三百六十四結四十負

穀物數元會米及常賑米幷一千六百八十二石

雜穀二百二十石監營米六石

監營句管各樣雜穀幷三千二百六石

統營○六十石租四百六石左兵營租三石

左水營別餉米二十三石

儲置米及戰兵米合二千一百二十石

各樣軍作米二百六十七石

軍兵數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

監營屬二名統營屬四十八名

左兵營屬四百五十二名右兵營屬三名

左水營屬七百二十四名釜山鎭屬一名

東萊鎭屬二百十三名

郡名甲火良谷車城

東距八里大海

西南距東萊界十五里距東萊三十里

距京九百七十一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六十里

北距蔚山界四十九里距蔚山九十里

東面初境三里終境十五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九里

下北面初境二十二里終境四十里

下西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五里

上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縣內面十里

本新羅甲火良谷縣景○○○今名爲東萊郡領縣後屬梁

州高麗顯宗時屬蔚州後置監務本朝改縣監

山川炭山在縣西鎭山南山在縣南海在縣東南無只

浦島 在縣南 竹島 在縣南 伊乙浦 在縣東有魚梁 加乙

浦在縣南冬栢浦在縣東公須浦在縣南碁浦在縣南

産黑碁子故名 雲峯山 在縣西 白雲山 在縣北 蘆峴嶺

險 十里 長安山 周十五里距官四十里 巨勿山 周三

十里距官十五里 林山十五里距官十五里 船餘山 周

十五里距官二十里城內川源自泥峴洞東流入海

古跡 古邑城 在今治東北土築周三千二百八尺 古村部

曲 在縣西 結 部曲 在縣西 沙良村部曲 在縣 沙也部

曲在縣東今爲沙也村

烽燧 南山烽燧 三里南來應東萊干飛烏烽北去應阿

烽陸路 阿爾烽燧 三十里南來應南山烽臺北去應蔚山

爾吉烽陸路

待變亭十里戰船一兵船一伺候船二

驛院 新驛在縣北十五里馬八匹 新明驛在城西十里馬

八匹

佛宇長安寺十里

土産 廣魚 占察魚 靑魚 大口魚 紅蛤 鰒 魚 錢魚 古

刀魚 海衣 藿 加士里 細毛 海參 石榴 枾 柚 烏海藻出

加乙浦竹防風洪魚

도판3-4│「경주도회좌통지도」기장현,규장각

機張縣城郭周回三千一百九十七尺高十二尺

民戶三千一百七十一戶監營軍募軍一百十二名

兵營分防軍一百二十一名水營分防軍一百五十五名

陸軍幷保一百八名水軍幷保八十四名

會付米各穀一千七百九十三石六斗八合四夕

軍餉米九百四十三石十二斗四升六合九夕

田八百五十結四十八負五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

東距八里大海

西南距東萊界十五里距東萊三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六十里

北距蔚山界四十九里距蔚山九十里

倉二庫

東面初境三里終境十五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九里

下北面初境二十二里終境四十里

下西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五里

上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도판3-6│「여지도」기장현 ,규장각

人戶三千二百二十四戶

人口一萬二千四百八口

田八百五十結四十八負五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

還上各穀四千五十六石十斗內

元會常賑米八百二十石四斗七升

皮雜穀四百四十二石九斗二升

巡營米九石五斗七升

皮雜穀一千三百二十五石十一斗一升

統營米一百二十四石九斗二升

租一千三百三十九石六斗一升

兵營租三石十四斗七升

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九百五十六名

束伍雜色軍七十名烽軍五十名

城郭石築三千一百九十七尺高十二尺

倉二庫

東距大海八里

西南距東萊界十五里距東萊三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北距蔚山界四十九里距蔚山九十里

東面初境三里終境十九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九里

下北面初境二十二里終境四十里

下西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五里

上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도판3-8│「여지도」기장현,국립중앙도서관

民戶三千二百二十四戶

人口一萬二千四百八口

田八百五十結四十八負五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

還上各穀四千五十六石十斗

元會常賑米八百二十石四斗七升

皮雜穀四百四十二石九斗二升

巡營米九石五斗七升

皮雜穀一千三百十六石五斗

統營米一百二十四石九斗二升

租一千三百三十九石六斗一升

兵營租三石十四斗七升

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

各營鎭浦分防諸色軍九百五十六名

束伍雜色軍七十名

烽軍五十名

城郭石築周回三千一百九十七尺 高十二尺

倉二庫

東距八里大海

西南距東萊界十五里距東萊三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二十里

北距蔚山界四十九里距蔚山九十里

東面初境三里終境十五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九里

下北面初境二十二里終境四十里

下西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五里

上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自京十一日程

도판3-10│「지승」기장현,규장각

距京九百七十二里

民戶三千四十九戶

人口一萬一千四百七十六口內

男四千七百六口女六千七百七十口

元田畓二千四百二結二負七束內

田八百五十結四十八負五束內

實五百八結九十三負七束

均廳屬三結六十六負五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內

實一千三百五結八十四負一束

均廳屬六結五十四負

合雜穀七千九百九十石二斗一升三合六夕內

別餉米一千五百八十四石五斗八升一合三夕

元會米四十三石十二斗九升三合

雜穀六十一石二升一合二夕

常賑米二十四石四斗三升八合六夕

雜穀一百五十九石二斗八升三合

監營米六石九斗三斗三合一夕(내용상 9斗 3升이되

어야함)

雜穀一千三百三十四石七斗三升五合八夕

統營米六十石八升

租四百六石十二斗四合一夕

左兵營租三石五斗九升七夕

左水營別餉米二十三石一斗六升七合二夕

浦項租六百十六石十二斗七升四合七夕

私賑皮穀一千二百五十六石十三斗六升七合四夕

儲置米七百八十石七斗九升四合三夕

戰兵船價米一千三百四十四石八斗二合七夕

除留米十六石十一斗四升二合九夕

各色軍一千七百四名半內

京各司諸色軍二百六十四名

監營屬二名統營屬四十八名

左兵營屬四百五十二名 左水營屬七百二十四名半

釜山鎭屬一名 東萊鎭屬二百十三名 烽軍五十名

烽臺二庫驛二庫倉二庫寺二庫

城郭石築周回三千一百九十七尺高十二尺

東距八里大海

西南距東萊界十五里距東萊三十里

西距梁山界三十里距梁山五十里

北距蔚山界四十九里距蔚山九十里

東面初境三里終境十五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九里

下北面初境二十二里終境四十里

下西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五里

上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도판3-12│「지도」기장현,국립중앙도서관

人戶三千二百二十四戶

人口一萬二千四百八口

田八百五十結四十八負五束

畓一千五百五十一結五十四負二束

還上各穀四千五十六石十斗

<기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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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본에 의해 그린 것이다.지도의 좌측 상단에 고탑, 심양, 북

경 등 중국내 주요 지역의 간략한 연혁과 위도가 적혀있다.우측하

단에는일본에대한설명이있지만위도내용은없다.

중국 연안지도는「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직방전(職

方典)」을 참조하 다. 일본 부분의 설명 말미에는 사쓰마주[薩摩

州]로부터 절강성까지, 대마도에서 부산포까지의 거리와 도달 가

능한 항해 일수, 사쓰마주로부터 유구, 대만 안남(베트남), 여송(필

리핀 루손성)에 이르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부산은 지도의 중심

부에 묘사되어 있어 동아시아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보여준다.

<도판1-5>

「요람집」천하총도│「要覽集」天下總圖

18세기중엽,목판본, 28.5×17.8㎝,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1-6>

「천하국도」천하도│「天下國圖」天下圖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0×39.0㎝,부산대학교도서관

조선 후기에 보급된 목판본 및 필사본 지도책에 삽입된 천하도

이다. 17세기에는 목판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여지도(輿地圖)」,「천하지도(天下地圖)」,「지도(地圖)」등

의책명이붙은도별지도책이널리보급되었다.

이 지도는 제일 앞에 첨부되어 있는 세계지도로서 우리나라 지

도책에서만 발견되는, 추상적이면서 독특한 세계지도로 널리 알려

져 있다.천하도의 기원과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

해가 있으나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제작연대는 현존

하는것으로보면 17세기이후의것이대부분이다.

<도판 1-5>는 목판본으로 제작된 지도이다.좌하단에는‘浮雲墨

客 板瀉’라는 판각이 있어 제작자를 명기한 듯하다.지도의 구성을

보면 천하의 중앙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대륙이 있고 그것

을 둘러싸고 있는 비해(裨海), 그 외곽에 환대륙(環大陸), 해(瀛

海)와 외대륙이 둘러싸고 있고, 각 대륙과 바다에는 각종 지명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지명에는 국명이 98, 산 지명이 39개, 하천명

이 5, 소택명이 5, 수목명이 3, 기타 3개로 모두 153개가 나타나고

있다. 국명의 분포를 보면 중심 대륙에 15개국, 내해에 45개국, 환

대륙에 29개국, 외대륙에 9개국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이들 중 실

존하는 국명은 중심 대륙과 내해에 위치한 중국, 조선, 일본국, 유

구국 4개국 뿐이다. 그외의 국명은 산해경에 나타나는 지명으로

가상적인 국명이 대부분이다. 산 지명의 분포를 보면 중심 대륙에

8, 내해에 11, 환대륙에 18, 환해상에 2개 국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재하는 지명은 중심 대륙이 있는 것 뿐이다.지도에서 기입할 내

용이 아닌 수목이 3곳에 기재되어 있다. 부상(扶桑), 천리반송(千

里盤松), 반격송(盤格松) 등으로 전통적인 길상신앙(吉祥信仰)과

관련있는 수목이다. 지도의 상단에‘天地之間相距十四億二千里

日月長廣三千里 大星廣百里 中星廣八十里 小星廣四十里 東西南

北四方各八萬四千諸國’라는 천하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도판 1-6>은 채색필사본으로 그려진 천하도이다. 전체 구도와

수록 지명은 목판본 지도와 유사하다.바다는 엷은 흑색의 먹을 이

용하여 표현하 으며, 국가의 지명은 황색의 사각형에 표시하

다. 양수(羊水)의 상류는 검게 칠한 것이 특징적이다. 주기 내용은

목판본과는 달리 이중의 좌·우측 광곽 안에 기재하 다. 아래쪽

의광곽에는‘此地外無邊大海外無地’라는내용을기록하 다.

<도판1-7>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708년(원도:마테오리치利馬竇,1602년),채색필사본,172.0×531.0㎝,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채색필사본의 세계지도이

다. 1602년 마테오리치에 의해 목판본으로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

로 바다에 선박과 어류, 대륙에는 동물을 그려 넣어「회입(繪入)

곤여만국전도」라고도 한다. 리치의 지도는 당시 중국인들의 중

화적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경위선을 이용한 지도

제작 기술을 중국에 소개함으로써 후에 실측 지도 제작의 초석이

되었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도 큰 향을 미쳐, 1603년 이광정(李光

庭)·권희(權僖)가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구라파국

여지도(歐羅巴國輿地圖)」를 가져오고, 이를 본 이수광(1563~1629)

이 그의「지봉유설(芝峰類說)」에 기록하 다. 이들 지도를 바탕으

로 조선에서 여러 형태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다.이는 조선의 중

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게 하 으며, 18~19세기 조선의 자아

발견과민족적자존심의형성에바탕이되었다.

수록된 지도는 1708년 숙종의 명으로 관상감에서 제작하 으며,

최석정(崔錫鼎)의서문이있다.이지도에수록된한자지명은조선

의서양지명표기의기본이되었다.우리나라에는원래두본의「회

입 곤여만국전도」가 있었으나 봉선사본은 1951년 소실되고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본만남아있다.봉선사본은관상감의이국화(李

國華)와 유우창(柳遇昌)의 감독 아래 김진여(金振汝)가 8폭으로 그

린것이며최석정의발문이기재되어있다.서울대학교본은봉선사

본을 후대에 모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축척이기 때문에 부

산 관련 지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동해상에는 우리나라의 연혁

을주기로수록하고있다.

<도판1-8>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1770년대(원도:알레니艾儒略,만국전도萬國全圖,1623년),채색필사본,50.5×103.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여지도」(古 4709-18)에 삽입되어 있는

세계지도이다.예수회신부인알레니(Jules, Alleni, 1582~1649)가제

작한「만국여도(萬國全圖)」를 후대에 모사한 지도이다.「곤여만국

전도」가 제작된 이후 명나라 신종(神宗)은 판토하(1571~1618)와 우

르시스(1575~1620) 신부에게 마테오리치가 만든 세계지도에 설명

을 더할 것을 명하 으나, 이들은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

Ⅲ.수록도판해제

[Ⅰ]도판해제

1 세계및동아시아지도

<도판1-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권근·김사형·이무·이회, 1402년,채색필사본(모사본), 158.5×168.0㎝,

규장각(원본 :日本龍谷大學圖書館)

<도판1-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권근ㆍ김사형ㆍ이무·이회, 1402년,채색필사본, 158.5×168.0㎝,日本龍谷大學

<도판 1-2>는 일본 교오토오[京都] 류코쿠[龍谷] 대학에 소장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원본이며 <도판 1-1>은 이의 모사본이

다. 1982년 당시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가 류고쿠대학 소장본을 원

형대로 모사한 것이다. 1402년(태종 2) 대사성 권근(權近),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우정승 이무(李茂)와 이회(李 ) 등이 제작한 동

양 최고(最古)의 세계지도이다. 채색 필사로 비단에 그린 구대륙

지도로,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 이 지도는 류고쿠 대학외에 일본

규슈[九州] 시마바라시[島原市] 혼코지[本光寺]에 모사본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 있으며 제목이 부분적으

로 다르다.

지도 하단의 권근이 쓴 발문에, 이택민(李澤民)의「성교광피도

(聲敎廣被圖)」와 천태승 청준(淸濬)의「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

를 중국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새로 편집한 세

계지도임을 밝히고 있다.「성교광피도」는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혼일강리도」는 국도 연혁이 상세하 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세계지도는 내용은 주로 전자의 지도를 모사하 고, 지도 상단

에 수록되어 있는 역대 제왕 국도(國都)와 각 성(省)의 도시는「혼

일강리도」를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명에는 명나라 지명

이 있기는 하나 원나라 지명이 주를 이룬다.지도에 수록된 우리나

라 지도는 이회의「팔도지도」이며, 이는 조선 초기의 지도학 발달

의일면을보여주는중요한지도이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

리고 있으며 유럽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이는 지도의 지리 정보

가 이슬람 세계로부터 기원하 음을 보여준다. 전체 구도는 한국

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까지 당시 알고 있던 구대륙을 그린 사실적이고 정확한 지도이다.

도시는 적색으로, 수도는 원형, 다른 도시는 4각형으로 되어 있다.

하천과 담수호는 청색, 바다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원나라 천문지

의 지구의에서 나타나는 착색법과 일치되어 그 관련성을 추측케

한다.지도의 윤곽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매우 정확하며 하천과 도

서를 자세히 기입하고 있다. 일본은 방위가 틀리나 본주와 구주의

형태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의 크기는 실제보다 작게 그려져 있으나 형상은 실제와 유사하다.

인도는 인도양쪽으로 돌출한 반도가 아니고 단조로운 해안선을 이

루고 크기도 실제보다 작게 나타난다. 일본은 조선의 남쪽에 그려

져 있다.

조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크게 그려져 있다.압록강, 두

만강의 유로는 지금과 다르게 동서로 묘사되어 있어 조선의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백두산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적색으로 한양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하계망과 함께 산맥의

흐름이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부산 일대를 보면 낙동강

의 유로에서 남강, 밀양강, 금호강 등의 지류가 뚜렷하며, 동래 주

변의 각 군현들의 지명이 기입되어 있다. 해안에는 진들이 표시되

어있으며대마도가실제보다서쪽으로치우쳐그려져있다.

<도판1-3>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摠一覽地圖」

18세기초,채색필사본, 128.5×155.0㎝,국립중앙도서관

조선 후기의 중국식 세계지도로 중국·조선·일본·유구국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구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세계지도에 한반도와 유구를 추가하여

그렸으며, 유구국이 크게 묘사된 것은 당시 우리나라와의 왕래가

빈번하 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묘사에서 도(道) 경계가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한양과 팔도의 감 소재지는 원과 사각형의 황색으로 그리고 있

다.경상도 지명중에 안음과 산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들 지

명이 안의와 산청으로 개명된 1767년( 조 43) 이전의 지도이며,

1662년(효종 3) 강음과 우봉이 합쳐 새로 된‘金川’이 기록된 것으

로보아두시기사이의지리적인내용을그린지도이다.부산일대

는 윤산(輪山)과 함께 절 도와 가덕도가 그려져 있으며, 대마도가

매우과장되어묘사되어있다.

<도판1-4>

「해동삼국도」│「海東三國圖」

1780년대,채색필사본, 248.0×264.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조선·일본을 그린 지도로 현대

지도를 방불케 할 만큼 정밀한 지도이다. 조선을 중심으로 서쪽으

로는 북경까지, 북쪽으로 고탑, 서남쪽으로 중국 연해지역과 유

구·대만, 동남쪽으로 일본까지 그려져 있다.또한 의주 - 봉황성 -

심양 - 북경에이르는사신의경유지역이상세하게묘사되어있다.

이 부분은 정조 시대의 지도인「입연정도도(入燕程途圖)」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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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지명과 내용으로 보아 규장각 소장의「동국지도」와 비슷

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동국지도」가 지도와 이면에 주

기를 기록한 반면, 이 지도는 두면에 걸쳐 지도를 판각하고, 이어

서 각 고을의 지리적인 내용를 상세히 수록하여 지리지 성격을 지

니고 있다. 경상도에서는 칠곡과 자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

리지에서는 두 고을의 지명이 필사로 추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들 군현이 설치된 17세기 전반 이전에 목판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부산 지역의 묘사에서 볼 때 동래, 부산, 기장, 수 이

기재되어 있고, 고을의 진산인 윤산과 탄산이 나타난다. 낙동강

우안에 김해, 웅천, 진해, 창원, 칠원 등의 고을이 비교적 정확하

게 표시되어 있다.

<도판2-5>

「천하국도」동국도│「天下國圖」東國圖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0×39.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6>

「천하국도」경상도│「天下國圖」慶尙道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0×39.0㎝,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 소장「천하국도」에 삽입된 조선지도와 경상도 지도

이다. 광곽 외부에 우리나라의 연혁 등에 대한 주기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동람도」의 조선도와 같이 동서가 남북의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어 한반도 전체가 남북으로 압축된 느낌을

주며, 특히 북부 지방이 심하다. 하천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그려

졌고 바다는 회색의 물결 무늬로 표현하 다. 동해에 울릉도와 우

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도

동람도와 동일하다. 각 도의 표시는 붉은 원으로 표시하 고, 그

옆에 주기로 한양까지의 일정과 관할 군현수를 기재하고 있다. 주

요 산지를 지명과 함께 표시하 다. 경상도의 경우 낙동강는‘洛

同江’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70개의 군현을 관할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대마도는 녹색으로 표시하 고,‘先神’이라는 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

「경상도」지도에는 광곽의 바깥 좌우측에 경상도에 대한 연혁과

지리적인 내용이 주기로 수록되어 있다.그 중 좌측에 동래 장산국

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있다.지도의 위측에는 38만 8,629호(戶) 등

과전결수등이기재되어있어제작연대를가늠할수있다.윤곽은

「동람도」와 유사하다.하천과 바다는 진한 회색으로 표현하 으며

군현은 원으로 표현하 다. 각 군현마다 위계와 함께 경상 좌·우

도의 소속 여부를 수록하 다. 군현마다 채색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경상도 감 이 있는 대구부와 통 의 경

우 성곽 형태로서 위치를 강조하 다. 하천 주위에 사각형으로 수

록된 지명은 각 지방에서 사용되는 낙동강의 하천 지명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좌도에 속하고 위

계상 부(府)임을 표시하고 있다. 바로 옆에 장산국 지명을 기재하

고있어역사지리서의기능을하기도한다.해안에는부산첨, 다대

첨등의관방시설이비교적상세하게표시되어있다.

<도판2-7>

「요람집」경상도│「要覽集」慶尙道

18세기중엽,목판본, 43.0×32.0㎝,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에 소장된 목판본 도별도인「요람집」에 삽입된 경상

도 지도이다. 이 지도첩에는「팔도총도」가 없으며 도별도로 함경

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도 지도의 하단부에 여백을 두어 지지

(地誌) 내용을 담고 있다. 각도를 동일한 크기의 목판으로 제작하

기 때문에 각 도별도를 연결하면 세로 670㎝, 가로 220㎝의 크기

가되나, 각도의경계는정확하게연결되지않는다.「경상도」지도

에는 산명, 수계, 도서명 및 군현의 위치가 원으로 그려져 있고, 원

내에는 군현명과 한양으로부터 소요 일수 및 위계가 적혀있다. 산

의 표시에서는 산맥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각으로 산세를 표현

해 놓고 있으며 그 밑에 산 지명을 기재하고 있다. 하천의 표현은

다른 지형 지물에 비해 폭이 과장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묘사는 비

교적 정확하다. 사각형 안에 기재된 지명은 각 지방에서 사용하던

하천 지명인 것으로 생각된다. 낙동강은 태백산에서 발원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도서는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그 안에 지명을 기재

하고 있다.대마도는 동래부 앞바다에 묘사되어 있다.유구국은 전

라도 남해안에 그려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각 분도의 하단에 기재

하고 있는 지지의 내용에는 역수, 군현수, 민호수, 전결수와 진, 보,

전선등의군사적인내용등이수록되어있다.지지서술체제는한

양과의 거리, 민호, 전결수 등이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고 그 외는

각도마다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경상도의 지지적

인내용을간추리면 다음과같다.

右道三十一,左道四十,一百五十九驛居民三十八萬八千六百二十九戶,田三十三

萬七千九百七十六結束伍軍十五萬一千四百名

<도판2-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16세기,채색필사본,비단, 137.0×91.0㎝,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조선전도이다. 비단에 채색되어 있다.

동일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조선방역지도」와 함께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조선 전기 전도로서 1402년(태종 2)에 이

회(李 )에 의해 제작된「팔도지도(八道地圖)」가 있었으나 이들 지

도와 같이 단독으로 전해지는 지도는 거의 없다. 세종대에 시작된

지도 제작사업은 1463년(세조 9) 완성된 정척과 양성지의「동국지

도」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원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지금까

지 몇 개의 사본으로 그 형태를 추정하여 왔다. 이 지도는 이들 중

의 하나이다. 지도의 내용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하면 하계와

산맥이 매우 정확하며, 압록강과 두만강도 이회의「팔도지도」에

비교하여 볼 때 두만강이 하류에서 남류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압록강과 두만

강의 유로가 동서 방향의 직선상으로 묘사되는 오류의 한계를 극

났다. 이들 뒤를 이어 부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 알레니가 남아

있던 기초 자료를 보완하여「직방외기」를 완성시키고 이때 만들어

진 지도가「만국전도」(1623)이다.「곤여만국전도」에 기재된 지지를

삭제하고 지명 위주로 기재하 다. 동해의 경우 조선 지지 내용이

생략되면서‘일본해’지명을 삭제하고 대신 동해의 중앙에‘소동

해’로기재하 다.서해는‘소서해(小西海)’로기재하 다.

<도판1-9>

「아시아지도」│「亞細亞地圖」

보웬(Bowen,E.)·바친(Bachiene,W.A.), 1773년,채색동판본,26.5×42.0㎝,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 소장된 동아시아 지도이다. 동판본에

채색되어 있다. 국의 지도 제작자 보웬이 제작한 지도를 바친

(Bachiene, W. A.)이 네델란드어로 편집한 것이다. 보웬은 국왕

조지 2세와 프랑스왕 루이 15세의 전속 지도 제작사 다. 묘사 범

위는 서로는 아프리카 동안과 아라비아 반도, 인도 및 러시아 동부

지역과 동으로는 중국과 조선 및 일본이 묘사되어 있다.말레이 반

도 일대의 지리적인 정보가 상세하게 표현되는 것은 당시 지도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우리나라(′T KON. KOREA)는 왕국으로 표

현되었고, 동해는 한국해(ZEE VAN KOREA)로 표기되어 있다. 부

산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으나, 앞바다에 제주도로 추정되는

섬이 묘사되어 있다.

2 조선전도및도별도

<도판2-1>

「동람도」팔도총도│「東覽圖」八道總圖

1531년,목판본, 27.0×34.2㎝,규장각

<도판2-2>

「동람도」경상도│「東覽圖」慶尙道

1531년,목판본, 27.0×34.2㎝,규장각

<도판 2-1>은「신증동국여지승람」권 1의 첫머리에 부도로 삽입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도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삽입지도에

는「팔도전도」와「도별도」가 있으며 판심의 내용에 따라「동람도」

로 불리운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인쇄본(印刷本)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조선 전도이다.「동국여지승람」의 제 1고본은 1481년

(성종 12)에 서거정(徐居正) 등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지도는 제1고

본부터 첨부되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동람도」는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임진왜란 이후 복간

한 것이 다수 있다.「팔도총도」는 동서가 남북의 길이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넓어 한반도 전체가 남북으로 압축된 느낌을 주며, 특히

북부지방이 심하다. 이는 책의 목판 크기에 맞추어 지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 목판 인쇄기술의 발달로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었던 지도이다.우리나라 각 고을의 진산과 주요 하천,

팔도 지명, 주요 섬만 간략하게 그렸으며 바다는 해파묘로 표현되

어 있다.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위치는 반대

로 되어 있다. 경상도의 경우 낙동강은 가야진(伽倻津) 지명이 기

재되어 있고, 죽령, 주흘산, 지리산 등의 산지 지명이 수록되어 있

다.대마도가낙동강하구가까이표현되어있다.

「경상도」지도는(<도판 2-2>) 팔도총도와 마찬가지로 목판에 지

도를 맞추었기 때문에 경상도의 실제 윤곽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바다는 해파묘로 표현하 고, 섬으로 대마도와 남해도가 그려져

있다.낙동강의 하계망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실제 모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태백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

으며, 동류하여 선산 부근에서 남류하여 흐르면서 금호강, 황강 남

강 등의 지류를 합류하고, 창녕 부근에서 동류하여 밀양강을 합류

하여 흐르다가 남해로 유입하고 있다. 고을마다 진산이 그려져 있

다.동래부의 경우 윤산(輪山, 현재 구월산)이, 기장현의 경우 탄산

(炭山)이 진산으로 표시되어 있다.기장현의 동측에‘수 ’이 표기

되어 있다.김해는 낙동강 우안에 표시되어 있으며 신어산(神魚山)

이 진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마도는 김해부의 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묘사되어있다.

<도판2-3>

「동국지도」경상도│「東國地圖」慶尙道

16세기말,가채목판본, 36.6×24.2㎝,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된 목판본 도별 지도이다. 16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 간본으로 제작된 도별 지도로서 가장

상세하다. 지리정보에서 지도 상단에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찰방,

첨사, 만호, 권 등 국방과 관련된 내용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가

주도하여 제작하 음을 보여준다. 임진 왜란 이후 이와 같은 형태

의 지도책은 목판으로 제작되어 민간 사회에 대량으로 유통되어

지리 정보가 민간 사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팔도총도」는

삽입되어 있지 않으나 도별도에서 각 도의 윤곽이나 하계망은「동

람도」와 유사하다. 바다가 해파묘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

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는 각 군현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첨

가하 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붉은색으로 그리고, 각 도의 관찰

사 에 붉은색으로 윤곽선을 그렸다. 경상도 지도에서 대구부에

감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1601년 이후) 지명이 가필되어 있고,

이전 감 인 경주부를 중심으로 희미하게 도로 표시가 있는 것으

로 볼 때 도로와 감 표시는 후대에 채색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의 경우 동래에는 고을의 진산인 윤산과 옛지명으로 장산(

山)이 수록되어 있다. 기장에는 탄산과 함께 옛지명인 곡차성(谷

車城)이 있다.

<도판2-4>

「지도」경상도│「地圖」慶尙道

16세기말,목판본, 35.3×22.0㎝,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목판본 도별 지도이다. 제작 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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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감병 , 군현 등은 작은 원 안에, 군사 시설인 진보는 하늘색

바탕의 작은 사각형 안에 이름을 적었다.군현 이름을 기재하는 바

탕색을 도별로 달리하여 어느 도의 군현인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경상도의 경우 군현 이름 옆으로 좌도와 우도를 구별하

다.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방면으로 연결되는 ×자형

의 대로망이 적색의 굵은 실선으로 표시되었고, 나머지 주요 도시

사이의 도로망은 적색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되었다. 산지 표현에

서 백두대간은 봉화의 태백산까지는 선명한 편이지만,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줄기는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대신 태백산으로부

터 경상도 동래를 향해 갈라져 나온 낙동정맥이 지리산으로 향하

는 줄기보다 강조되어 있어서 낙동정맥의 흐름이 마치 백두대간의

본류인 듯한 느낌을 준다. 부산 인근의 묘사에서 금정산성이 실경

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수 에는 감포, 축산포, 칠포, 포이포 등이

수록되어 있고, 두모포도 묘사되어 있어 제작 당시의 지리적인 상

황을잘반 한다.

<도판2-13>

「동국지도」조선총도│「東國地圖」朝鮮總圖

정상기,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4.0×63.0㎝,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2-14>

「동국지도」경상도│「東國地圖」慶尙道

정상기,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4.0×63.0㎝,동아대학교박물관

조선 후기 정상기(鄭尙驥, 1678~1752)에 의해 제작된「동국지

도」의 사본에 삽입된 조선전도와 도별도로, 비교적 원도에 가까운

지도이다.「동국지도」는 이와 같이 전도가 포함된 지도와 팔도 분

도만으로된것등 2종이있다.팔도분도는경기와충청도의경우 1

매에 함께 그렸고, 함경도는 북도와 남도로 나누어 각각 1매씩을

그렸다. 조선 전도의 우측에 정상기가 이 지도를 그리게 된 목적,

지도 제작에 관한 과정과 범례를 기록하 다. 100리척을 그려 놓고

있다. 지도의 서문에서 그는‘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는

많으나 모두 지면의 넓고 좁음과 그 모양에 맞추어 제작한 까닭에

산천도리(山川道里)가 모두 맞지 않아 10여리 되는 거리가 수백리

원거리에 있는가 하면 10여리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그 위치가 바

뀌어 있기도 하여 이를 시정하려 이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기재하

다.

조선총도(<도판 2-13>)의 구도는 압록강이 약간 왜곡되어 있을

뿐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상기의「동국지도」에서

이전의 지도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압록강과 두만강

의 하계망이 강계 부근에서 약간의 왜곡이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

고는실제유로와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는점이다.산지는백

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맥등도실제와유사하게표시되어있다.각군현의위계와

한양까지의 이정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 교통로와 봉수대가 자세

하게수록되어있다.

「경상도」지도(<도판 2-14>)의 경우 이전의 도별도에 비해 실제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지도의 윗 부분에 한양으로부터 각 군

현의 이정(里程)이 주기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하계망은 이전의

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바다에

는해로가그려져있다.동래부일대지역의경우동래의위치와수

천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운대, 좌수 성이 비교적 정

확한위치에그려져있다.

<도판2-15>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

1755~1757년,채색필사본, 272.2×137.9㎝,국립중앙박물관

정상기가 제작한「동국지도」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조선전도

중의 하나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18세기 전기에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되며 그의 아들 정항령(鄭恒齡)에 의해 계속 수정·보완되

었다.「동국지도」는 우리나라 지도 발달사에서 획기적인 위치에

있었다.당시로서는 매우 자세한 대축척 지도이고, 또 축척을 지도

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하 다. 정상기의「동국지도」는 대개

가 약 42만분의 1인 도별도와 조선전도로 구성되어 있다.조선전도

는이지도와같이한지전지크기의소형전도와이지도와같이각

도별도를그대로연결시켜만든대형전도가있다.

이 지도의 제작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1776년(정조 즉위

년)에 평안도 이산(理山)이 초산(楚山)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지

도에 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76년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1800년(정조 24) 함경도 이성(利城)이 이

원(利原)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지도에 이성이 수록된 것으로 보

아 양 시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인근의 묘사에서

는 포이포는 좌수 에 속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부산포에 개

운포, 두모포, 왜관, 서평진이 묘사되어 있다. 절 도가 실경으로

그려져 있으며, 군현을 연결하는 도로와 연안 해로가 적색 실선으

로 묘사되어 있다.

<도판2-16>

「해동도」경상도│「海東圖」慶尙道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24.5×94.0㎝,호암미술관

삼성미술관(구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도별도첩 중에 삽입된 경

상도 지도이다. 조선전도와 분도가 있는 정상기의「동국지도」유

형에 속하나 범례를 겸한 서문과 100리척이 없다. 1787년(정조 11)

에 신설된 함경도 장진(長津)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1787년 이후이

고, 1800년(정조 24) 함경도 이성(利城)이 이원(利原)으로 바뀌었

으나 이성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양 시기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보인다. 경상도 지도의 경우 다른 지도와는 다르게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앞의 지도에서 낙동 정맥이 부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몰운대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왜관의 표시가 뚜렷

하다. 또한 다른 지도에 없는‘東南低大海’라는 주기가 동남 해안

에 있으며 대마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는 이전의 정상기「동국

지도」를바탕으로내용을증보한지도로생각된다.

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인근의 묘사는 조선시대 전기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 다. 두모포가 기장현에 있는 것으로 그

려져 있다.부산포의 경우‘富山浦’로 기재되어 있고, 석포와 오해

야향에목장이있는것은조선전기지리지의내용과일치한다.

<도판2-9>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摠覽圖」

김수홍, 1673년목판본, 137.5×107.0㎝,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전도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

기 때문에 서울역사박물관과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동일한 내

용의 지도가 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수록하여 고금(古今)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지도이다.지

도의 제작자인 김수홍(金壽弘, 1602~1681)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

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며 호조 참판을 지냈고, 1666

년(현종 7)에는「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목판으로 간행하 다. 지

도 좌측에 쓰여 있는 발문의 말미에‘계축맹하(癸丑孟夏)’라는 기

록으로 보아 제작 연대는 1673년(현종 14)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

라의 모습은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서의 일직선상에 있고,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심하게 압축된 모양을 하고 있다. 한양의 도성이 축척과 관계없이

크게 그려져 있고, 경복궁이 묘사되어 있다.광화문 앞에는 의정부

와 육조가 표시되어 있고 현재의 조선호텔 자리에 있던 남별궁(南

別宮) 등도 기재되어 있다.하계망은 주기 기록으로 인하여 왜곡되

어 있으며 군현의 위치도 부정확하다. 지도의 곳곳에 여백을 이용

하여 28수(宿)의 별자리 이름인‘尾·箕’를 기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分野)에 속해 있음을 알려준다. 이 지도는 역

사적인 기록을 첨가함으로써 지도 발달의 새로운 역을 개척한데

의미가 있다.동래 인근의 내용에서 한양까지의 거리, 고려시 인물

인 정원(鄭沅)에 대한 기록과 함께 임진왜란시 순절한 송상현공에

대한 간략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일본과 대마도가 동남 해상에

해파묘를배경으로그려져있다.

<도판2-10>

「팔도총도」│「八道總圖」

1683년,채색필사본, 124.0×90.5㎝,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전도이다. 관서와 관북 지방이 상

대적으로 축소되어 묘사되어 있어 조선 전기의 우리나라 전도의

형태를유지한지도이다.하계망이비교적상세하고군현, 병 , 수

, 관찰사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지도의 제작 연대는

1683년(숙종 9) 다시 부(府)로 승격한 경상도의 순흥이 기재되어

있고, 1684년(숙종 10)에 신설된 함경도 무산이 누락된 것으로 보

아 1683년의 지리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1463년(세조 9)에 완성하여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 정척과

양성지의「동국지도」와 같은 형에 속하는 지도이며, 조선 후기에

도 이 지도의 윤곽과 하계망의 표시 방법이 계속 이용된 것으로 보

인다. 이 지도의 특징은 현재의 만주 지방의 하계망은 부정확하나

흑룡강, 송화강을 표시한 것과 제주도와 대마도를 동서로 나란히

그려놓은 것이 특징적이다. 부산 인근에 동래부과 기장현과 함께

부산포와 해운대 및 절 도가 기재되어 있다. 개운포의 경우 지금

의 좌수 으로 이전하기 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17세기의 지리

정보를묘사하고있다.

<도판2-11>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17세기후반,채색필사본, 218.0×149.0㎝,고려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전도이다. 제작 당시 전국에

분포하 던 봉수가 있던 산지를 위주로 그린 지도이다. 제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수록된 정보로 볼때 비변사와 같은 중앙 기관

에서 제작된 지도로 보인다. 1712년(숙종 38)에 세워진 백두산 정

계비가없고, 1652년(효종 3) 황해도강음과우봉이합쳐생긴금천

(金川)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양 시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이 시기는 효종의 북벌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관방지도가 제

작된 바 있다.이 지도는 전국적으로 봉수망의 분포와 연계망을 파

악할수있는유일한지도이다.

지도 제목이 적색의 전서체(篆書體)로 되어 있다.전체적인 구도는

조선 전기의 지도 유형에 속하고 산맥과 하계망은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봉수가 설치되어 있는 산지는 녹색으로 표현하고, 대

간과 정맥도 녹색으로 표시하 다. 바다는 해파묘로 묘사되었고 동

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봉수의 분포를 보면 압록강

과 두만강의 국경지대에 봉화대가 밀집되어 있고, 중요한 곳은 이중,

삼중으로 봉수대가 배치되어 있다. 동래 일대에는 황령산, 간비오,

응봉봉수와기장의남산봉수등이상세하게표현되어있다.

<도판2-12>

「해동지도」대동총도│「海東地圖」大東摠圖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56.4×156.2㎝,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된 군현지도책인「해동지도」제 8책에 실려 있는

대형 필사본 조선전도이다.「해동지도」는 370점의 군현 지도를 8

첩에 수록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다.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뿐만 아니라 여러 주제도들이 망라되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

책을 결정하는데 활용된 지도집이다. 제 8책의「대동총도」와 제 4

책의「서북피아양계전도」는 회화식 대형 전도이다.「해동지도」는

당시까지 제작된 모든 회화식 지도를 망라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내용을가장많이수록하고있다.

지도의 우측 상단에‘大東摠圖’라는 표제가 쓰여 있다. 지도의

구도는 전체적으로 조선전기의 양상을 띠고 있다. 백두산의 동쪽

과 서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좌우로 흐르다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두만강 유로

는 매우 축약되어 있고, 압록강은 하류 지역까지 거의 직선형태의

유로를 이루고 있다. 우산도는 울릉도의 안쪽으로 묘사되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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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7>

「조선팔도지도」경상도│「朝鮮八道地圖」慶尙道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03.5×63.5㎝,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된 팔도 지도 중의 하나이다.정상기의「동국지도」

에 비하여 대축척으로 그려져 있으며, 수록된 지리 정보도 이전의

지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내용이 상세하다. 전체 구도는 실제

모습과 거의 유사하며, 울산의 해안선 부분이 이전의 지도에 비해

바다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군현은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비교적 굵은 글씨로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군현의 경계는 붉은색

실선으로표시되어있다.봉수는산지위에일정한부호로표시되어

있으며, 수 은 회색의 사각형으로, 만호는 다이아몬드 형으로 표

시되어있어「동국지도」와는지도발달수준에서현격한차이를보

이고 있다. 수록 지명을 보면 동래부의 경우 관음암, 요암, 우산과

‘毛等’이 해안에 수록되어 있다.기장현의 경우 읍 주위에 동면, 중

북면, 상서면, 하서면, 운봉산이 표현되나, 탄산은 나타나지 않는

다.역은 아월역, 신명역이 나타나며, 섬 지명으로 죽도와 모지도가

나타난다.‘毛只’는 다른 지도에서‘無只’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구포의 옛지명인 감동포가 부산만에 표

시되어있는오류를보이고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지명도 다른 도별 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지

명이다.이들대부분의지명들이 18세기중엽에제작된방안식군현

지도에서만 나타나는 지명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임을 볼 때 이 지

도는 이전의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임을 보여준다.또한

이들지도에수록된지명들이대부분「청구도」와「대동여지도」에서

수록된 지명과 일치되는 것을 볼 때 이 지도는 군현지도가 대축척

전국전도로발달하는데있어서중간단계의지도임을시사한다.

<도판2-18>

「동국팔로분지도」경상도│「東國八路分地圖」慶尙道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03.5×63.5㎝,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별도 중 경상도 지도

이다. 제작 년도는 표지에‘갑진맹춘(甲辰孟春)’으로 표시되어

1784년임을 나타낸다. 1첩 8절로 되어 있다.「동국여지도 범례(東

國輿地圖 凡例)」가 첨부되어 지도 발달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상기「동국지도」의 향을 받아 해주 정씨

의 정후조(鄭厚祚)가 증보한「동국지도」의 팔도분도로 보고된 바

있다.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지도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이들

지도의 내용이 18세기에 제작된 방안식 군현지도와 이후「청구도」

및「대동여지도」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재해석이 요구되

는 지도이다. 이 지도는 규장각의「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古 4709-54)를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지도를 비교하

면 부분적인 차이가 발견된다.「동국팔로분지도」의 일부 지명에서

‘菉’이‘北永’으로,‘大渚’가‘大浦’로잘못기재되는것으로보아

규장각 소장의「조선팔도지도」가 원본이며, 이 지도는 모사본인

것으로추정된다.

<도판2-19>

「조선팔도지도」경상도│「朝鮮八道地圖」慶尙道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03.5×63.5㎝,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도별전도 중 경상도 지도이다. 모시로

추정되는 재질로 되어 있으며 총 12폭의 병풍으로 되어 있다.앞의

도별도인 규장각본과 성신대본에 비해 묘사의 수준이 높다. 앞의

두 지도와는 달리 고을의 경계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 읍치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붉은색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이들 도로 외에 각 진보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표시하 고, 봉수는

붉은색으로 나타냈다. 산지는 녹색의 산줄기로 묘사되었는데 그

수준은 매우 정교하다. 수록 지명으로 나타나는 관음암, 요암, 우

산, 모등 등의 섬은 이전에 제작된 방안식 군현지도의 내용과 일치

한다.

<도판2-20>

「해좌전도」│「海左全圖」

19세기중엽,가채목판본, 97.8×55.4㎝,영남대학교도서관

19세기 중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이다.「대동여

지전도」와 더불어 19세기 목판본 조선전도의 대표적인 지도이다.

제작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주기에‘純祖二十二年置厚州’

즉 1822년(순조 22) 함경도에 후주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

어 이 지도는 1822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 왕의 재위 기

간에는 보통‘今上’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상례임을 감안하여 순조

재위 기간(1802~1834) 이후이고, 묘호(廟號)가 정해진 1857년 이

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지도의 구도와 내용은 정상기의「동국

지도」와 유사하며, 산계와 하계, 자세한 교통로 등이 동일한 기법

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등 10

여개 명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 설명과 섬, 정계비, 초량 왜

관 등에 대한 기록을 싣고 있다. 백두산, 장백산과 정계비에 대한

주기는 함경도 동남해상의 여백에, 울릉도의 주기는 그 동쪽 여백

에 각각의 역사와 위치를, 대마도는 그 남쪽에 내력을 적어 지리와

역사적인 사실을 관련 지역에 연결시키고 있다.이외에 고조선, 한

사군, 신라 구주, 고려팔도의 현과 읍의 수를 각각 좌측 상부의 여

백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지

도로 목판 인쇄술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다.현전하는「해

좌전도」에는 여러 이본이 있다. 백두산 정계비문에‘大淸’이라고

된 것과‘大漬’이라고 오각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후자의 지도는

전자를 추후에 중간(重刊)한 것으로 보이며, 판각 수법과 글씨에서

도전자에비교하면떨어지는작품임을보여준다.

부산 인근의 묘사에 있어서는 기장현과 동래부의 읍치 지명과

함께, 절 도의 자연 경관에 대한 상세한 주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

이 특징적이다. 도로망은 동래 - 양산 - 밀양을 잇는 도로와 함께

양산 - 언양 및 기장-울산 도로가 표현되어 있다. 부산포와 대마도

와의 연결 수로를 묘사하여 두 지점 사이의 이정(里程)도 주기로

수록하 다.

<도판2-21>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19세기후반,목판본, 103.5×63.5㎝,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제작된 목판본 조선전도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

는 지도이다. 축척은 약 92만분의 1로 제작자와 간행 연도가 밝혀

져 있지 않으나 지도 내용으로 볼때 1861년 제작된「대동여지도」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작 시기를 추정하여 보면 1861

년 이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조선의 윤곽은 평안도 후주 일

대가 북서로 돌출되어 있는 모습 등이「대동여지도」와 거의 일치

하고 있다.동해안에 조선을 설명하는 주기가 담겨 있으며, 동남쪽

에는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역에 속하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지

리 정보 묘사의 특징은「대동여지도」와 같은 독특한 산맥 표현방

법이다. 산줄기를 선으로 표시하면서 그 굵기와 톱니 모양의 산향

의 표시로 산지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 고, 주요 산은 따로 그리고

있어우리나라지형을한눈에볼수있게하 다.산맥과하천을별

개로 보지 않고, 산맥이 있으면 그 사이의 계곡에 하천을 그림으로

써 산맥은 분수령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천 유역을 표시하 다.이

와 같이 산계와 수계가 어우러져 그린 것은 매우 독특한 묘사방법

이다.

서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조선(朝鮮)’이라는

국호의 어원과 의미를 밝힌 것이고, 둘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조종

산인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한양까지 이어지는 형세를

설명했으며, 셋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도리(道里)를 수록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성인 한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찬양했

다. 이러한 서문의 내용은 지도의 제작자가 독창적으로 기술한 것

은 아니고 여러 서적에서 초록하여 편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 인근의 묘사에서 동래, 기장, 수 , 부산, 포이, 개운, 서평, 다

대와 함께 목도, 지삼도를 수록하여 19세기 후반의 지리적인 상황

을 자세히 묘사하 다. 가덕도에는 가덕과 천성진이 있음을 묘사

하고있다.

<도판2-22>

「황여전람도」조선도│「皇輿全覽圖」朝鮮圖

1721년,목판본(영인본), 57.1×42.1㎝,개인소장

1717년(중국 강희 56) 강희제의 지시에 의해 간행된「황여전람

도」에 삽입된「조선도」이다. 이 지도의 제작은 강희제(1662~1722)

가 자연과학과 지도 제작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은 당시 만주 북부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의 충돌이었다.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을 통합한 강희제는 막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측과 북방 국경문제를 담판하여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이때 양국간의 통역으로서 선

교사 제르비용, 페레이라(P. Thomas Pereyra, 徐日昇)가 활약하

다. 제르비용은 강희제에게 아시아 지도를 바치면서 만주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결여를 지적하 다. 이것이 강희제로 하여금 전국

적인 측지와 지도 작성 계획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

다.이지도는측량을바탕으로지도제작이이루어졌다.

1712년 목극등(穆克登) 일행은 측량 도구와 기사를 대동하여 경

계 획정에 수반되는 지도 제작을 병행하 다. 1713년에도 목극등

은 조선에 파견되어 한성의 위도와 경도을 측정하고 북위 37도 39

분 15초, 북경 순천부 중선 기준 편동 10도 30분이라는 측정치를

얻었다.아울러 이들은 조선의 지도를 요구하 고, 조선 조정은 고

심 끝에 지도를 내주게 되었다. 이들은 희주에서 한성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고 하 으며, 이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만주의 봉황

성에 있던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조선도」제작의 자료가

되었다. 조선도에서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의 지도는 선교사들의

측량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남부 지역은 조선에서 얻은 지도를 바

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 부분은 실제보다 동쪽으

로 돌출되어 그려졌고, 낙동강의 경우 밀양강, 남강, 황강, 금호강

등의 유로와 상류 부분의 유로가 매우 상세하다.동래의 위치는 북

위 34.7도, 경도상 위치는 동 13.2도로 표시되어 있다.절 도가 표

시되어있으며대마도가우측하단에한개의섬으로그려져있다.

<도판2-23>

「조선왕국도」│「朝鮮王國圖」

당빌(D′Anville, J. B.), 1737년,채색동판본, 35.3×51.8㎝,서울역사박물관

중국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제작된「황여전람도」를 프랑

스의 지도 제작자인 당빌(D′Anville)이 편집하고 제작한 지도이

다.당시 서양의 조선지도 중 유일하게 독립된 지도로서 내용도 가

장 상세하여 이후 유럽인들의 지도 제작에 큰 향을 미친 지도이

다. 이 지도는 본래 뒤 알드(Du Halde, J. B.)의 지도첩(1735)에 처

음 소개되었으나, 1737년 출판된 당빌의 지도첩인「NOUVELLE

ATLAS DE LA CHINE」에 재수록 되었다. 구도는「황여전람도」의

조선도와 유사하며 경위선을 표시하 다.동해상에 지도의 서지학

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지명들이 불어로 번역되어 있어 서울

은‘Capitale de la Coree(한국의 수도)’라고 설명되어 있다. 제주

도에 대한 명칭은 없으나, 제주(Kitcheju), 대정(Te-yching), 정의

(Chan-y) 등의 세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두만강을‘Toumen R.’

라고 기재하 고 이의 상류부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묘

사되어 있다.

부산 인근의 낙동강과 밀양강이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

다.동래는‘Tong-lai’, 기장은‘Kitchang’으로수록되어있다. 도

는‘Youei-ing-tao’로 수록되어 있다. 동래와 기장사이에 묘사된

하천은수 강을그린것으로추정된다.

<도판2-24>

「조선왕국도」│「朝鮮王國圖」

보웬(Bowen, E.), 1752년,채색동판본, 53.7×36.6㎝,서울역사박물관

강희제의「황여전람도」목판본이 선교사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

해졌고, 이를 바탕으로「Du Halde′s Description geographi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aue, et physiquedel l′empire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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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을 이곳으로 옮기기 전의 내용이다. 읍성 성곽이 표시되어 있

지 않은 반면 금정산성, 좌수 성, 부산진성의 경우 성곽이 표현된

다. 금정산성에는 중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1702년 금정산성

개축) 장대, 공해, 국청사, 해월사의 지명이 표현되어 있다.좌수

성과 부산진성에는 동래 읍치로부터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왜

관이 그려져 있고 부근에 연향청과 설문(設門)이 묘사되어 있다.

이외에 고읍성이 배산과 황령산 중간에 표시되어 과거 육군통합병

원 자리임을 보여준다. 오해야항의 위치가 현 대티고개 부근에 표

현되어 있다. 부산 고지도에서는 오해야항이 석포쪽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현 대티고개쪽에 그려져 있는 경우가 나타나나, 정확

한 위치는 대티고개쪽에 위치한 곳으로 사료된다. 주기에는 동래

부 읍성의 크기, 호구수, 인구수 등과 곡물, 각 면의 위치 등이 기재

되어있다.

기장현지도(<도판 3-2>)는 동래부의지도에 비해많은 소하천들

이 발원하여 사방으로 흘러가는 지형으로 산지가 많은 군현임을

표현하고 있다. 진산인 탄산이 읍성의 서쪽에 표현되어 있으며 성

내외를 에워싸며 흐르다가 청강천으로 합류되는 형국으로 묘사된

다.성곽내에 객사와 아사가 표시되어 있으며, 읍성 동쪽에 고두모

(古豆毛) 등의진이표시되어있다.이진은 1510년(중종 5)에이곳

에 석성을 쌓고, 수군 만호가 주재하 으나 1592년(선조 25)에 동

래로 옮겨갔다. 읍치 북쪽에는 678년(신라 문무왕 18) 원효대사가

창건한 장안사가 나타난다. 다른 군현지도와 달리 기장현 지도에

는 각 도로가 대로·중로·소로 등으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는 것

이 특이하다.또한 면리, 봉산, 기우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읍치 아래쪽에는 남산(南山) 봉수와 지금의 시랑대인 원앙대(鴛鴦

臺)가있다.

<도판3-3>

「경주도회좌통지도」동래부│「慶州都會左通地圖」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95.0×73.0㎝,규장각

<도판3-4>

「경주도회좌통지도」기장현│「慶州都會左通地圖」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95.0×73.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된「경주도회좌통지도」(古 4709-26)에 수록된 동

래부·기장현 지도이다. 이 지도책에는 경주를 비롯하여 18개 고

을과 경상도의 전도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의 크기는 세로와 가로

가 95×73cm 내외로 비교적 대축척으로 제작되었다. 규장각에는

이 지도책과 함께「안동도회좌통지도」가 있다.「경주도회좌통지

도」의 경우 경주, 울산, 동래, 대구, 밀양, 청도, 흥해, 양산, 경산,

현풍, 언양, 자인, 일, 산, 창녕, 청하, 장기, 기장현 지도가,

「안동도회좌통지도」에는 안동, 해, 청송, 인동, 칠곡, 순흥,

천(榮川), 예천, 풍기, 천(永川), 덕, 의성, 비안, 의흥, 신녕,

봉화, 하양, 예안, 양, 진보, 군위현 등의 지도가 있다.한편 고려

대학교 도서관에는 경상도 지도책이 2질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1책이 (18군현 : 진주, 김해, 거제, 하동, 함양, 거창, 함안, 고성,

곤양, 의령, 삼가, 산음, 단성, 사천, 진해, 칠원, 웅천, 안음), 2책

(12군현 : 상주, 선산, 합천, 금산, 초계, 성산, 함창, 문경, 용궁, 고

령, 지례, 개령)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도의 크기나 구성 형태가

유사하고 두 기관의 소장본을 합칠 경우 경상도 군현지도가 완성

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각각 진주와 상주 도회도

로 추정된다.

하천의 유로, 산줄기, 수록된 지명을 볼 때「해동지도」와 거의 동

일하게 그려져 있다.동래부의 지도(<도판 3-3>)를 보면 대축척 지

도이나 지리 정보는「해동지도」에 비해 적게 수록되어 있다. 전체

적인 구도는「해동지도」와 비슷하나 읍성이 그려있는 점, 도의

묘사가 차이가 나는 점과 주기가 지도 상단에만 표현되어 있는 것

이상이하다.읍성내에객사와아사및향교가묘사되어있다.읍성

에는 4대문에 문루가 표현되어 있으며, 나머지 내용은「해동지도」

와 유사하다. 오해야항이 지금의 대티 터널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

도 유사하다. 주기에서 보면「해동지도」의 여백에 있던 주기보다

양이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거리 통계를 제외하면

서로다르게되어있다.진보중에서다대진에만노란색큰원모양

을 표시하고, 부산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으며, 나머지는 노란색

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그렸다. 다대진과 부산진만 종3품의 첨사가

파견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정4품의 만호나 그 이하가 파견되어 있

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산

진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해동지

도」에는없던읍성이본지도에표시된것도변화된점이다.동래읍

성은 1387년(고려우왕 13)에처음으로축조되며, 임진왜란이후피

폐되어 있다가 1731년( 조 7)에 대대적으로 수축된다.「해동지도」

에 읍성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피폐해져 있던 상황을 그리고, 이 지

도에는 수축된 이후의 상황을 반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편

「해동지도」에묘사된도로와거리표시가전혀표시되어있지않다.

기장현 지도(<도판 3-4>)의 경우 지도가 배접이 되어 있으나 중

앙부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다. 읍성이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내 남쪽에 탄천이 흐르는 것도 동일하다. 성안에는 읍치가 붉은

색으로 위치표시가 되어 있고, 면 지명은 황색의 사각형으로 채색

되어 있다. 민호는 3,171호로 기록되어 있다. 읍치는 기장군 기장

읍 동부리 일대에 묘사되어 있고, 진산은 서쪽에 위치한 탄산(炭

山)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천의 유로는 읍성 남문 밖에 하나가 생

략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해동지도」와 동일하다. 지명에서는

「해동지도」에 기재된 많은 동리 지명이 생략되어 있다. 지도에는

봉송산(封松山)과 봉산(封山)이 3곳에 기록되어 있다.봉산은 조선

후기에 전선의 선재를 조달하기 위해 일반인의 벌목과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목재 공급처 고, 주로 소나무를 공급했기 때문에 봉송

산이라는명칭을사용하기도했다.

<도판3-5>

「여지도」동래부│「輿地圖」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6.5×19.1㎝,규장각

la Chine」(1735)와 Jean Baptiste Bourguignon의「d′Anville

Nouvel atlas de la Chine」(1737)가 제작되었다. 1726년에는 몽고와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도가 중국의 역사지

리 총서인「Gujin tushu jicheong」에 수록되어 1728년 발간되었다.

이 지도에는 경위도가 생략되었다. 이들 지도는 러시아 등의 유럽

국가들이 만주의 지리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당빌

(D′Angville)의「조선왕국도」는 여러 지도 제작회사들에 의해 수

정, 축약되어근대인쇄기술에의해보급되었다.부산인근의묘사

는 당빌의「조선왕국도」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다.‘Tong-lay’(동

래), Kichang(기장)이 그려져 있다.양산은‘Liang shan’으로, 절

도는‘Avey-ing-tao’로되어있다.

<도판2-25>

「대한신지지」대한전도│「大韓新地誌」大韓全圖

현성운, 1907년,동판본, 33.7×25.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26>

「대한신지지」경상남도│「大韓新地誌」慶尙南道

현성운, 1907년,동판본, 33.7×25.0㎝,부산대학교도서관

1907년 장지연(張志淵)이 편찬한「대한신지지(乾)」에 첨부된 지

도이다. 지도는 현성운(玄聖運)이 제작한 것이다. 이 책은 1907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1908년 12월 재판을 발행하 다. 한국 지리를

지문지리(地文地理), 인문지리(人文地理), 각 도의 지리로 나누었

다.지문지리와 인문지리 내용에서 일본인 다부치[田淵友彦]의「한

국신지리」를 참고한 흔적이 보이나, 전통적인 지리지를 바탕으로

하여근대적인내용체계를수립하 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대한전도」(<도판 2-25>)는 1899년 학부 편집국에서 발행한「대

한전도」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학부 편집국에서는 1900년에 대형

세계전도를 교육용으로 간행한 바 있고, 우리나라 전통의 조선전도

에 부분적으로 서구의 지도 제작 기술을 도입한「대한여지도(大韓

輿地圖)」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 지도는 대한 제국이 서구

식 측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양지아문(量地衙門)을 1898년에 설

치한 다음 해에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 지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측

량 성과에 바탕을 둔 지도가 아니고 일본이 청·일전쟁(1894~1895)

을 위하여 작성한 200만분의 1 지도의 기본 자료에 의한 것으로 추

정된다.「대한전도」는 지도의 윤곽에서 지도의 내용과 범례에 이르

기까지 거의 완벽하게 현대식 지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강화읍과강릉이북위 38도이북에위치하는오류를범하기도하고

있다.

「경상남도지도」(<도판 2-26>)는 제작 당시의 도시 분포와 도로

망 등의 지역 구조를 상세하게 그린 도별도이다. 조선시대의 팔도

는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1895년부터 도제가 폐지되었다가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동시에 수도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의

행정 구역을 13도 7부 1목 331군으로 개정하면서 경상도는 경상북

도와 경상남도로 분리하게 되었다.이 지도는 당시 방위 표시와 제

척식(梯尺式) 축척과 숫자식 축척을 동시에 사용하여 근대 지도로

서의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표현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방법보다는 일본 지도의 제작 기법을 모방하 다. 산지 표

현에서 우모식 표현 방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낙동강의 묘사에서

각 지류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비교적자세하게그려져있다.부산에서일본의각도시와목포, 인

천으로연결되는노정이점선으로표시되어있다.

3 군현지도

<도판3-1>

「해동지도」동래부│「海東地圖」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0×30.5㎝,규장각

<도판3-2>

「해동지도」기장현│「海東地圖」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0×30.5㎝,규장각

1750년대 초 제작된「해동지도」에 수록된 동래부·기장현 지도

이다.「해동지도」는 370종의 지도를 8첩에 수록한 관찬 회화식 군

현지도집으로 세로 47.5cm, 가로 30cm의 지도책에 일정한 규격의

지도들이그려져있다.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뿐만아니라세

계지도(「천하도」), 외국지도(「중국도」,「황성도」,「북경궁궐도」,

「왜국지도」,「유구지도」), 관방지도(「요계관방도」) 등이 망라되어

있다. 주기를 지도 이면에 기록하지 않고 지도 여백에 기록함으로

서 지지적인 내용을 지도와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 파악이 한

면에서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만든체제이다.전체지도가공

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색과 산지의 표현 등 지도를 그린 기

법, 주기의 내용, 형식들이 도별로 상이함을 볼 때 도별로 작성된

원본을 일차 정서한 지도로 보인다. 각 군현지도에 기록된 호구는

1740년대의 자료로 추정된다. 경상도 안음현이 누락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안음현의 혁파(1728~1735)와 관련이 있다. 이 지도첩이

현재 모습의 책으로 엮어진 것은 규장각 소장「 남지도」가 편찬

된이후인 1747년에서 1750년이후라고추정된다.

동래부 지도(<도판 3-1>)에서는 산줄기의 표현은 계명봉부터 시

작하여 세 줄기로 표현되고 있다. 서쪽으로는 금정산성을 거쳐 다

대포에 이르는 줄기, 동쪽 산줄기는 해운대 장산으로 이어지고 있

다. 동래 읍치의 산줄기는 계명산에서 남하하여 진산인 윤산을 경

유하여 안현(鞍峴)으로부터 다시 청룡, 백호 줄기가 묘사되어 있

다.물줄기는 범어사로부터 남류하다가 부(府)의 서쪽에서 읍치 앞

을 지나 흐르다가 수 천과 합류하여 수 만으로 유입하고 있다.

남쪽에 있는 배산이 안산 역할을 하여 명당 형국으로 묘사되어 있

다. 동래 읍성의 성곽 표현은 생략되어 있어, 이는 1732년부터 시

작된 동래읍성의 개축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성내에는 객사, 아

사, 식파루, 석빙고와 향교 등이 표시되어 있다. 충렬사가 성 밖에

있으나 농주산에 충렬 별사가 표시되어 있어 1742년 농주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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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2>

「지도」기장현│「地圖」機張縣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지도」에 수록된 군현지도이다. 서지

제목에는「대한지도」로 되어 있으나 책 표지에는「지도」로 표시되

어 있다.조선 후기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

는 회화식 군현지도책이다.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뿐만 아니

라 제 1권에는 세계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군현지도는 오방

색의 채색을 잘 조화하여 산천, 성곽, 도로 등을 실제 모양과 유사

하게 표현한 지도이다. 크기가 작고 아담하여 보관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지도의 뒷면에 각 군현의 인구, 재정곡, 경지면적, 사방

경계, 성곽, 창, 면의 이름과 위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지

역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지도책은 규장각의「여지

도」,「지승」, 국립중앙도서관의「여지도」와 체제와 내용이 유사하

다.지도의 내용으로 볼 때 다른 회화식 군현지도를 모사하거나 수

정한것으로보이며별지로주기가수록되어있다.

동래부 지도(<도판 3-11>)의 구도는 다른 회화식 지도와 유사하

나 선 처리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읍성의 성곽도

곡선으로 처리되었으며 산세와 하계망도 곡선을 이용한 것이 눈에

띈다.한편 좌수 이 있던 4개 진의 지명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 특

이하다.

기장현 지도(<도판 3-12>)의 경우 구도는 다른 회화식 지도와 유

사하다.산지는 녹색으로 그려져 있으나 연결성은 떨어져 있다.하

천은 흑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해안으로 유입하는 곳에는

만입부가 그려져 있다.도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성곽은 이중으

로 묘사되어 있으며, 읍성안에 객사, 아사, 사창 등이 표시되어 있

고, 남문과북문에성문표시가기재되어있다.서문은나타나지않

으며그자리에탄천이유입하는형태로그려져있다.

<도판3-13>

「여지편람」동래부│「輿地便覽」東萊府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24.3×17.5㎝,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日本靜嘉堂文庫)

<도판3-14>

「여지편람」기장현│「輿地便覽」機張縣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24.3×17.5㎝,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日本靜嘉堂文庫)

日本 靜嘉堂文庫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여지편람」에 수록된

동래부 지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흑백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

되어있다. 18세기중엽에그려진것으로추정된다.내용을보면국

내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회화식 지도와 유사하나 산줄기의 표

시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래부의 경우(<도판

3-13>) 다른 지도와 전체적인 구도는 유사하나, 읍성이 그려지지

않은 모습은「해동지도」와 유사하다. 산지의 경우 계명봉에서 시

작된 줄기가 오륜대를 거쳐 윤산으로 이어지는 줄기의 표현에서

연결성이 약하게 묘사되어 있다.특히 윤산 주변의 산세 표현이 독

립된 줄기로 표현되어 있다. 절 도는 규장각 소장의「지승」과 유

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지도의 제작 과정에

서 여러 계열의 군현지도를 참조하 음을 시사한다. 대마도도 독

립된 섬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동백도가 태종대 옆에 묘사되

어 있는 것이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다.기장현 지도(<

도판 3-14>)에서는 읍치의 성곽 표현에서 여장을 묘사한 것이 뚜렷

하게 나타나며, 성곽안에 다른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倉’이 표

시되어있다.동문표시도글씨로기재되어있다.

<도판3-15>

「영남지도」동래부│「嶺南地圖」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6.0×83.0㎝,규장각

<도판3-16>

「영남지도」기장현│「嶺南地圖」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06.0×83.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남지도」에 수록된 동래부와 기장현

지도이다. 표지에 비변사인이 찍혀 있어 일반적으로 다른 지도와

구별하기 위해「비변사인 남지도」라고도 불리운다.전국 각 도별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남지도」에는 경상도 71개 고을

의 지도가 모두 수록되어 있고, 총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만든 편

이다. 이 지도책의 가장 큰 특징은 1리 방안을 바탕으로 지도를 그

린 것이다. 지도책의 제작연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5책의 창원

지도에는 1760년( 조 36)에 설치한 조창인 반산창(盤山倉)이 표

시되어 있지 않아 1760년 이전의 상황을 근거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4책에 수록된 안음(安陰)과 산음(山陰) 지명은 1767년 이

전의 상황을 반 하고 있다.따라서 지도에 수록된 지명만을 볼 때

1745년에서 1760년사이에만들어진지도책으로추정된다.

동래부 지도(<도판 3-15>)는 제 2첩에 포함되어 있다. 지도의 산

천 표현을 보면 산을 연속적인 줄기로 그리지 않고 독립적인 산으

로 그려 넣었다. 읍치와 면이름을 사각형 내부에 기입하 는데 읍

치는 내부의 공간구조를 그리지 않고 단순히 글자로만 표기하

다.이는 지도상의 전 지역에 동일한 축적이 적용되기 때문에 읍의

중심지와 그 안에 배치된 시설만을 확대하여 그릴 수 없는데서 기

인한다.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일반 지도에 비해 매우 자세한

편으로 이는 도로를 중시했던 조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 한

다.지도에는 약 85개의 지명이 나타나며 특히 감포, 축산포, 칠포,

포이포등과부산진, 서평진, 다대포진등의여러진 과포구이름

이 기재되어 있다.「해동지도」에 비하여 동강의 유로가 상세하게

표현되어있다.

향교는 동래 읍성 동쪽에 그려져 있으며 충렬사는 나타나지 않

고 있다. 금정산성은 중문이 그려져 있고 내부 건물로서 해월사와

국청사, 공해 등이 표현되고 있다.해운대, 태종대, 몰운대 등은 회

화적인 수법을 가미하여 그렸고, 대마도는 지도의 우측 하단에 있

다. 지도 여백에는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사방 경계, 군현내 각 지

역의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정 3품의 수군절제사가 파견되었던

<도판3-6>

「여지도」기장현│「輿地圖」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6.5×19.1㎝,규장각

숙종과 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의 군현

지도책인「여지도」에 수록된 지도이다.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오

방색을조화하여산천, 성곽, 도로등을실제모양과유사하게표현

하 다.지도의내곽선밖상단여백에각군현의옛이름과별호를

기록하 다. 우측 여백에는 한양에서 각 군현까지의 일정(日程)을

기록하 다.이는 지도를 만든 뒤에 별도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가 작고 아담하여 보관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지도의 뒷면

이나 옆면에 인구, 재정곡, 경지면적, 사방경계, 성곽, 창, 면의 이

름과 위치에 관한 내용이 주기로 기록되어 있어 지방 각 군현의 지

역사정을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지도의 구도는「해동지도」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여지도」

와 거의 유사하여 모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해동지도」

에 비해 산세가 약간 강하게 표현되고, 읍성에 여장이 나타난다(<

도판 3-5>). 절 도도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읍치에 있는

정원루(靖遠樓)와 재창(財倉)을 제외하면 본 지도에 있는 지명은

「해동지도」에 모두 수록되나 기재 지명에서 차이가 있다.「해동지

도」에는 글씨로 적혀 있던 면 지명과 진보에는 황색의 사각형 기호

가사용되었다.

기장현의 전체적인 구도(<도판 3-6>)는「해동지도」와 유사하나

주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읍성이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하천의유로표현이약간차이가있다.본류와지류라는측

면에서 보면 거의 동일하다. 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직사각형에서 약간 둥근 형태로 바뀌어 있다. 읍성에

서 바다로 유입하는 현재의 죽성천 남쪽의 해안선은 본 지도에

동·서방향으로묘사되어있다.

<도판3-7>

「여지도」동래부│「輿地圖」東萊府

1736~1776년,채색필사본, 30.3×28.5㎝,국립중앙도서관

<도판3-8>

「여지도」기장현│「輿地圖」機張縣

1736~1776년,채색필사본, 30.3×28.5㎝,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책인「여지도」에 수록된 지

도이다. 이면에 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에도 동일한 이름과

함께 유사한 체제로 되어 있는 지도첩이 소장되어 있으나, 보다 그

림이 단아하며, 필체도 뛰어나다.채색필사본이며, 6책으로 구성되

어 있다.오방색 등의 채색을 조화하여 산천, 성곽, 도로 등을 실제

모양과 유사하게 표현하 다. 지도의 뒷면이나 옆면에 인구, 재정

곡, 경지면적, 사방경계, 성곽, 창, 면의 이름과 위치에 관한 내용이

주기로기록되어있다.

동래부지도(<도판 3-7>)를 보면 다른회화식 군현지도와 유사하

나 주기가 누락되어 있다. 가로 비율이 다른 지도에 비해 넓다. 산

세의 표현은 해동지도에 비해 연결성은 약하게 그려져 있다. 읍성

은 이전의 지도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며, 읍성 안에 8개의 건물이

그려져 있고, 충렬 별사가 성안에 묘사된 것이 특이하다.식파루와

정원루가 나타난다. 좌수 성, 부산진성 및 왜관이 다른 지도보다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장현 지도(<도판 3-8>)에서는 과거 두

모포진이 있던 장소에 동래로 이설되었다는 기록 등 지도의 일부

에 역사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다른 지도에 비

해일부산줄기가생략되어보다단아한분위기를보여준다.

<도판3-9>

「지승」동래부│「地乘」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7.0×19.0㎝,규장각

<도판3-10>

「지승」기장현│「地乘」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27.0×19.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군현지도책인「지승」에 수록된 군현지

도이다.「지승」은 전국 각도 군현에 대한 지도와 이면에 각 지방의

형세를 수록한 지리서이다.총 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도 지

도는 그 중 제 3책에 수록되어 있다. 앞부분에 경상도 내력과 토산

물, 특성이 서술되고 경상도의 총도와 뒷면에는 호구수, 전답 결수

와 그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통 지도에 이어 군현지도 총

72매가수록되어있으며각지도의이면에는지리지내용이수록되

어있다.

동래부 지도(<도판 3-9>)의 전체적인 윤곽은 태종대와 금정산성

의 묘사 방법, 수 성 부근의 포구 지명의 기록 방법, 동래 읍성의

성곽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 읍성내에 기재된 관아 건물의 이름

등이「해동지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두 지도의 제작 과정

에 연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표현 방법이 다소 투박하

고 지명도 적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동래의 속현이었던 동편 고현이 지도 왼쪽에 표시

되었다.읍성은묘사되지않았고객사와주요건물을그렸다.성밖

의향교와성황사, 여단, 사직단을그렸다.

기장현 지도(<도판 3-10>)는 산줄기 묘사에서 진산인 탄산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매우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산지는 녹색으로, 면

지명은 붉은색 사각형에 표현되어 있다. 내륙에서 발원한 소하천

들이 일부는 서류하여 동래부로 흘러 들어가며 다른 하천들은 동

남쪽으로흘로바다로유입한다.지도의아래에는‘竹島’가표시되

어 있다. 도로는 적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해동

지도」와 유사하다. 읍성은 실제보다 매우 과장되게 그려져 있고,

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두모포가 동래부로 이설한 내용이 주

기로수록되어있는것등은다른회화식지도와유사하다.

<도판3-11>

「지도」동래부│「地圖」東萊府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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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0>

「광여도」동래부│「廣輿圖」東萊府

19세기초,채색필사본, 37×28.3㎝,규장각

<도판3-21>

「광여도」기장현│「廣輿圖」機張縣

19세기초,채색필사본, 37×28.3㎝,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군현지도책인「광여도」에 수록된 동래

부·기장현 지도이다.「광여도」는 18세기 전반기의 사정을 그린

것으로 세계지도, 외국지도, 요계관방도, 조선전도 뒤로 각 도별지

도 아래 군현지도들이 수록되어 있다. 총 7책으로 동래부·기장현

지도는 제 4책(경상좌도)에 수록되어 있다. 제 2책 전면에 수록된

충청도 지도인「호서도」에 노성(魯城)이라는 군현명이 기재된 것

으로 보아 지도첩 편찬 시점의 하한선이 1800년임을 보여준다. 이

지도첩의 전체 구성은 다른 지도책과는 독특하다. 경상도를 제외

한 각 지도의 내용은「해동지도」에 실린 각 군현지도의 내용과 유

사하여 회화식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경상도 군현지도의 경우

규장각 소장의「 남지도」내용과 비슷하여 1리 방안식 지도의 형

태를 보여준다.이는 지도를 제작하면서 두 계열의 지도를 함께 참

조하면서 모사하 음을 보여준다.도면과 별도로 첨부된 주기면에

는 호구, 전결, 부세, 군정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알려주는

항목들이 설명되고 있다. 이 지도첩은 18세기 제작된 군현지도집

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만들어진 지도집으로 보인다. 조대 중반

부터 계속되던 관찬 회화식 전국 군현지도집 편찬의 전통은 19세

기에 단절되면서 조대 말부터는 기호식 지도집 편찬의 흐름이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가가 이와 같은 기호식 지도집을 편찬

해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의 회화식 관찬 군현지도집은 정책 자료

로서의의미를상실하 기때문이다.

동래부 지도(<도판 3-20>)의 윤곽은「해동지도」와 유사하나 표

현방법과기재된지명에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산이줄기

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면 표시가 사각형안에 기재되어 있는 등 표

현 방법은 오히려「 남지도」와 거의 유사하다. 고을의 진산인 윤

산이 읍치 뒤쪽에 기재되어 있다. 해안에 진이 표시되어 서쪽으로

부터 다대진, 서평진, 두모포진, 개운포진, 부산진, 포이진, 칠포진,

축산진, 감포진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부의 서쪽에 낙동강이 묘사

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 강이 수 만에 유입하고 있다. 읍치

아래쪽으로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석축

성이 있었다. 정4품의 수군 우후(虞侯)가 파견되어 경상도 동쪽의

여러 진을 관할하 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많은 진이 설치되어 있는데 왼쪽으로부터 다대진, 서평진, 두

모포진, 개운포진, 부산진, 포이진, 칠포진, 축산진, 감포진 등이 차

례로 보이고 있다. 또한 해안에는 몰운대, 태종대, 해운대 등의 기

암 절벽 해안과 오륙도 등의 표현이 자세하다.「삼국사기」에 신라

초기에 병합된 것으로 나오는 장산국( 山國)의 터가 지도의 오른

쪽에보이고있다.그밑에는나라에서쓸재목을키우기위해벌목

을금지한봉산이있다.

기장현 지도(<도판 3-21>)의 경우 서쪽 산지로부터 작은 하천들

이동해로유입하는모습이그려져있다.읍치왼쪽의상서면, 하서

면 지역의 물줄기가 동래 수 강으로 합류하나 제대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동해안에는 여러 포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중 기포

(基浦)는기록에는‘碁浦’로나와있다.검은바둑알이나기때문에

지명이 유래되었다. 한편 두모포에는 원래 수군만호가 파견된 진

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1592년(선조 25)에 동래로 옮겼다. 그 옆에

있는 왜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북상했다가 후퇴한 후 울산의 서

생포에서 진해시 웅포 사이의 해안에 쌓아 마지막 교두보로 삼았

던 왜성 중의 하나로 정유재란(1597)때는 왜군 북상의 근거지 역할

을 하기도 하 다. 원래의 두모포진 자리에 쌓았으며 지금은 기장

읍 죽성리에 사적 52호로 지정되어 있다.그 아래쪽의 기우제를 지

내는 시랑대가 표기되있다. 나라에서 쓸 재목을 보호하기 위해 벌

목을금한봉산이 6곳에표시되어있다.

<도판3-22>

「각읍지도」동래부│「各邑地圖」東萊府

19세기초,채색필사본, 29.2×19.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3>

「각읍지도」기장현│「各邑地圖」機張縣

19세기초,채색필사본, 29.2×19.2㎝,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각읍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군현 지도이다.이 지도책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각 군현을 그린 총

119매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 연도가 명확하지 않다.경상

도는 대구를 비롯한 71읍, 전라도는 전주를 비롯한 52읍을 수록하

다. 지도 첫머리에는「전체도」와「행정수부(行政首府)」를 첨부

하 다. 지도의 구성은 일부 군현의 경우 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본인「 남지도」와 거의 일치하나 다른 군현의 경우 해동지도와

유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지도첩이다.

또한 주기 내용이 지리지 내용이 아닌 의례 등으로 지도와 관련이

없는내용이다.

동래부 지도(<도판 3-22>)의 내용을 보면 지도의 전체 윤곽과 방

리 표시 방법, 섬 지명에서 목도(木島)와 지삼도(只森島)가 나타나

며 낙동강에는‘낙동 하류’로 기재되어 있다.동래 기찰이「 남지

도」와 동일한 위치에(「해동지도」에는 현 위치에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지도는 서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남지도」와는 달리 대마도는

섬의 윤곽과 함께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봉수대 및 도로 표시는

생략되어있다.

기장현지도(<도판 3-23>)의경우동래부지도는 1리방안지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기장현에서는「해동지도」계열이다. 이는

이 지도가 모사되면서 여러 지도를 참조하 음을 의미한다. 전체

구도는 다른 회화식 지도와 유사하나 산지가 매우 강하게 표현되

어 있으며, 읍성내의 건물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하천은 청

색으로그려져있으나, 도로가표현되어있지않다.

경상좌수 이 지도 가운데에 성곽 표시로 적황색 네모가 표시되어

있다.종 3품의 수군첨절제사가 파견된 부산진과 다대진은 성곽 표

시로 황색 네모를 표시하 다. 정 4품의 수군만호가 파견된 진의

경우 건물과 이름만으로 표현하 다.지도 오른쪽으로부터 감포·

축산·칠포·포이·개운포·두모포·서평진 등이 있다. 이외에

거칠산국(居柒山國)의 터가 장산국기( 山國基)로 표시되어 있으

며, 해안가에는 해운대와 몰운대 등의 지형이 회화적으로 묘사되

어있다.

기장현 지도(<도판 3-16>)의 경우 읍치와 함께 해안 지역에 시랑

대, 선창, 남산봉수, 봉산, 두모포, 기포, 사찰로는 선여사, 안적사,

장안사, 취정사, 역으로 신명역이 나타난다. 남산봉수는 아이(阿

爾) 봉수와 동래부 간비오 봉수와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산 지명에

서 봉산(封山)이 6개나 나타난다.봉산은 나라에서 쓸 재목을 보호

하기 위해 벌목을 금한 구역이다. 읍치에는 석축의 성곽이 있었는

데, 지도에는표시되어있지않다.읍치오른쪽아래에는왜성이보

이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 북상했던 왜군이 후퇴하여 울산과 사천

사이의 남해안에 주둔했던 곳 중의 하나이다. 정유재란(1597) 때

왜군 북진의 근거지 으며, 현재 기장읍 죽성리에 사적 제 5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도 아래쪽의 시랑대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시랑대는 해안가에 있는 절벽으로서 옛날부터 험이 있다

고 하여 삼월과 시월에 용왕제를 지냈다고 하며, 날이 가물면 기우

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했다. 678년(문무왕 18)에 창건했다는 장안

사를비롯하여사찰도그려져있다.

<도판3-17>

「영남도」동래부│「嶺南圖」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111.0×80.0㎝,장서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남도」에 삽입된 동래부 지도이다.

‘李王家圖書之章 雙湖亭印’이 찍혀 있다. 1리 방안위에 그려져 있

고, 지도내용과형태로볼때규장각소장의「 남지도」와같이동

일한 계열의 지도로 보인다.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규장각 소장

본과 유사하나 주기 내용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책 61도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도상(左道上) 20도엽, 좌도하

(左道下)는 결본이다. 원래 4권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나

3책만 남아 있다. 우도상(右道上)은 16도엽, 우도하(右道下)는 15

도엽으로구성된다.기장현지도는결본에속한듯하다.지도의제

작 시기는 1765년으로 추정하고 있다.책 크기는 33.0㎝, 가로 19.5

㎝이나펼치면세로약 110㎝, 가로약 80㎝로대축척이다.

동래부 지도를 보면 전체 크기와 윤곽 및 주기 여부로 볼 때 규장

각의「 남지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주기가 더욱 상세하게 기입

되어 있는 점과 도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특히 도는 북서 - 남

동으로 표현되어「해동지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묘사된 것이 특이

하다.좌수 성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산세가 규장각본에 비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도 남쪽에 분도와 목도가 상세하게 묘

사된것이국립중앙도서관소장의「각읍지도」와유사하다.

<도판3-18>

「영남지도」동래부│「嶺南地圖」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5×23.0㎝,영남대학교박물관

<도판3-19>

「영남지도」기장현│「嶺南地圖」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32.5×23.0㎝,영남대학교박물관

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책인「 남지도」에 수록

된 지도이다. 주기가 별지로 기록되어 있다. 박물관에는「 남지

도」와 함께「호남지도」가 별책으로 소장되어 있다.지도의 표현 양

식과 내용 등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남지도」와 거의 유사

하다. 규장각본이 1리 방안에 그린 대형 지도이기 때문에 휴대와

열람에 불편이 따르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기가 작

은책자의형태로만든것으로보인다.

규장각본이 군현의 크기에 따라 도폭의 크기도 다르지만 본 지도

는 모든 군현의 지도가 동일하여 면적 차이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 지도의 뒷면에 한양까지의 거리, 사방 경계, 군현내 각 지역의

거리등이기재되어있는데이는규장각본「 남지도」의내용을전

사한 것이다. 앞의 지도내에 기재되었던 지지적 내용은 지도의 이

면에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지도는

규장각소장「 남지도」를바탕으로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

산천 또한 규장각본과 같이 독립적인 개개의 산으로 표현하 으

나 일부 산은 줄기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 다.하천과 바다는 청

색으로 채색하 다. 읍치와 주변의 면을 황색 사각형 내부에 기입

하 는데 읍치는 내부의 공간구조를 그리지 않고 단순히 글자로만

표기하 다. 도로는 크기에 따라 색채를 달리하는데 대로는 홍선,

중로는황선, 소로는청선으로구분하 다.

동래부의 묘사를 보면(<도판 3-18>) 계명봉에서 금정산, 기대치

에 이르는 산이 줄기로 표현되며, 읍치의 경우 진산인 윤산과 마안

산(미기재)을 중심으로 청룡, 백호 맥을 산줄기로 표현하고 있다.

향교가 규장각본과는 달리 읍성 안에 그려져 있다. 충렬사가 표현

되어 있어 규장각본보다 후대의 지도로 추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지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특히

절 도의 경우 보다 정확하게 그려지고 조도, 태종대가 기재되어

있다.이 지도의 특징은 봉수가 연결되는 망을 직선의 홍선으로 표

현한 것이다.해안의 응봉, 구봉, 황령산, 간비오 봉수가 내륙의 계

명 봉수로 연결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지도의 동쪽 아래에 대마도

지명은 기재하 으나 섬은 묘사되고 있지 않다. 기장현 지도(<도

판 3-19>)에서 산천의 표현 방법은 규장각본과 거의 유사하나, 도

로망 표시는 읍치로부터 울산으로 통하는 도로와 해운대·동래로

이어지는 도로가 표현되어 있다. 지명은 임랑포, 기포, 항곶포, 월

내포, 화사포의지명이나타나더욱정밀한묘사를보이고있다.두

모포와함께왜성이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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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장)·경상도(71장)의 고을이 순서대로 제 1책에서 제 7책으로

묶여있는 지도책이다. 5책의 경기도 지도에는 연천·가평·양

주·포천· 평 등 5개 고을이 누락되어 있다. 제 3책의 강원도와

제 7책의 경상도 목차 부분에‘비변사’도장이 찍혀 있어, 비변사

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지도 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도는

4.2cm의 방안 위에 그려져 있다.전통적인 군현지도에서 나타나는

주기는기록되어있지않다.

지도의 표현 양식은 모든 지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

률적인 방식으로 편집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다.범례도 고을의 읍

치와 감 ·병 ·수 , 종 6품의 찰방이 파견된 찰방역, 군사시설

인 진보와 봉수, 세곡의 저장과 운반을 위한 창고 등의 7개 부분에

서모든지도에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일반 고을의 읍치는 붉은색의 원으로 표시하 으며, 성곽이 있

는 경우는 검은색 테두리의 원을 하나 더 그려 넣었다. 각 고을의

감 은 붉은색의 정사각형으로 표시하 으며, 성곽이 있는 경우에

는 성곽 모양을 표시하 다. 병 과 수 은 청색 사각형으로 표시

하 으며, 성곽이 있는 경우에는 겹선으로 묘사되었다. 종 6품의

찰방이 파견된 찰방역의 경우는 붉은색의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하

여, 고을의읍치와구별할수있도록하 다.군사시설인진보는청

색◇모양으로통일하 다.

동래부 지도(<도판 3-28>)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동국지도 3」

과는 달리 형제도 아래의 섬이 생략되어 있어 세로 5, 가로 4개 방

안에 걸쳐 그려져 있다. 도에는‘牧’을 기입하여 목장이 있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기호가 사용되어 지도 제작 수준의 향상을 보여

주고있다.기호가사용된장소는읍치와좌수 성, 진이며, 좌수

성에는 포이포만 기록되어 있다. 산세의 표현은 계명봉에서 시작

되어 (‘계명’은 표현되어 있지 않음) 윤산으로 이어지는 줄기와, 금

정산 및 기비현으로 이어지는 줄기로 대분된다. 줄기는 이어지지

못하고, 선암산에서 황령산 줄기가 독립적으로 표현되며, 수정산

과 몰운대로 이어지는 줄기가 독립적이다.고지도, 모등변도, 다가

리, 형제도 등과 관음암, 석우암, 요암, 우산 등 섬 지명이 이 지도

에서만 표현되며, 이들이 후에 대축척 전국전도에서만 나타나는

지명과일치된다는점에서주목된다.

기장현(<도판 3-29>)의 경우 4×3의 방안에 그려져 있어 동래부

의 5×4방안에 비해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여준다. 방안 표

시는 군현 외부에만 그려져 있다. 다른 계열의 군현지도와는 달리

지명이 대폭 생략되고, 산줄기가 단조롭게 표현되어 있다.주요 산

지명으로 철마산, 삼각산, 불광산, 봉산, 탄산 등이, 사찰로는 장안

사, 창고로는 해창, 역으로 아월역, 섬으로 죽도와 무지포 등이 나

타난다. 읍치를 중심으로 동래와 울산부 및 양산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적색실선으로그려져있다.

<도판3-30>

「팔도지도」동래부│「八道地圖」東萊府

19세기초,채색필사본, 35.7×21.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31>

「팔도지도」기장현│「八道地圖」機張縣

19세기초,채색필사본, 35.7×21.2㎝,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팔도지도」에 소장된 동래부 지도이다.

20리 방안식 지도로 내용은 규장각 소장의「조선지도」와 동일하

다. 그러나「조선지도」의 경우 전라도 군현지도책이 결질인데 반

하여 이 지도책에는 전도의 군현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기재된 지

명들을 볼 때 1838년 경에 모사된 지도로 보인다. 거의 동일한 내

용의 지도책이 2점 이상 있었다는 사실은 지도책이 민간으로도 유

출되었을가능성을보여준다.

동래부(<도판 3-30>)의 묘사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질감이 매

우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산지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교통로

의 표현도「조선지도」와 동일하다. 바다는 짙은 감청색으로 표현

하 다.다른 지도에 비해‘沙川面’지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다

른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추정된다. 기장현(<도

판 3-31>)의 경우 산줄기의 색이 보다 진한 녹색으로 표현되고, 줄

기에서 일부분을 굵게 표현함으써 산세의 형태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전체적으로 규장각 소장의「조선지도」와 유사하나 글씨체

와지도상의지명표기위치가다소다르다.바다의표현이다른지

도에비해거칠며, 기장지명이‘機長’으로기재되어있다.

<도판3-32·33>

「지도」동래부(전면·부분)│「地圖」東萊府(全面·部分)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장서각

<도판3-34·35>

「지도」기장현(전면·부분)│「地圖」機張縣(全面·部分)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군현지도책인「지도」에 수

록된 지도로 20리 방안 위에 그려진 군현지도이다. 4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 1책(25면)은 경기도, 함경도, 제 2책(16면)은 충청도,

전라도, 제 3책(27면)은 황해도, 평안도, 제 4책(27면)은 강원도, 경

상도의 군현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각 도의 앞에 정상기「동국지

도」의 도별도를 삽입하고 있다.지도 한면에 2~8개 군현이 함께 수

록되어 있어 도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의도가 엿보인다. 동래부

도면에는 울산, 순흥, 청송, 선산이 동일 도면에 함께 표현된다.한

도면에 군현을 배치한 원칙은 군현 위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나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경상도 도별도에는 안음과 산음이 기재

되어 있으나 군현지도에는 산청과 안의로 되어 있어 이 지도가

조대의 원본 지도를 바탕으로 정조대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필사

한 것임을 보여준다. 동래부 지도의 내용은「조선지도」와 동일하

다.기장현 지도는 창녕, 웅천, 사천, 일, 자인, 단성현 등의 고을

지도와 동일한 면에 수록되어 있다.지도의 내용은 다른 20리 방안

식지도와동일하다.

<도판3-24>

「동국지도3」동래부│「東國地圖三」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53.0×35.5㎝,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5>

「동국지도3」기장현│「東國地圖三」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53.0×35.5㎝,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동국지도 3」에 수록되어 있

는 지도이다. 이 지도책에는 조선 후기 경상도 71개 군현을 그린

채색필사본의 방안식 군현지도를 수록하고 있다.표지 제목이「동

국지도 3」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도의 지도도 함께 그려

졌으나 경상도본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군현을 20리

(4.2cm)의 방안을 이용, 1면에 한 군현씩 독립적으로 그렸다. 이

방안은 축척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을이 동일한 축척으

로 그려진다.따라서 지도에 표현된 군현 크기로 실제 면적을 추정

할 수 있다. 범례는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표현 양식은 모든

군현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중앙에서 동일한 도법으로 편집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고을의 읍치(邑治)는 붉은색의 원으로 표시

하 으며, 성곽이 있는 경우는 검은색 테두리의 원을 하나 더 그려

넣었다. 산지는 청록색으로 표현하 으며 색채의 농도를 통해 산

지의 크기를 표시하 다. 기재된 지명의 글씨가 단아하고 품격이

높아 지도 제작에 매우 정성을 드린 것으로 보인다.다른 군현지도

에서 나타나는 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동래부의 지도(<도판 3-24>)를 보면 7×4 방안에 그려져 있으

며, 방안 위에‘東白十’,‘南二十四’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부

호로 표현된 장소는 읍치와 좌수 성, 진이며, 좌수 성에는 포이

포만 기록되어 있다. 산줄기 표현은 이어지지 못하며, 계명봉에서

시작되어 윤산으로 이어지는 줄기와, 금정산 및 기비현으로 이어

지는 줄기로 구분된다.도서 및 해안지명으로‘五六島, 絶影, 兄弟,

木, 古智, 觀音岩, 多加里, 石牛岩, 腰岩, 牛山, 毛等邊島, 太宗坮,

海雲臺, 沒雲坮, 鷹鹿坮, 南乃浦’가, 하천 지명으로‘三叉江, 絲川’

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古智, 毛等邊島, 多加里, 兄弟島’등과

‘觀音岩, 石牛岩, 腰岩, 牛山’등의 섬 지명은 방안식 지도에서만

기재되는 독특한 지명이다.이들 지명은 또한「대동여지도」에서만

기재되는 지명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장현 지도(<도판 3-25>)는 4×3의 20리 방안위에 그려져 있으

며, 방안위에‘東白八, 南二十二’의수치가기재되어있다.부호로

표현된 장소는 읍치와 남산 봉수이다. 산줄기는 녹색으로 매우 강

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산세에 따라 농암을 달리하 다. 백운산에

서 내려오는 줄기가 선여산, 철마산, 거문산, 봉산을 거쳐 동래부

의 산지와 연결된다. 운봉산에서 시작된 산지는 고을의 진산인 탄

산과 이어져 읍치로 이어진다. 사천은 내륙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

래부로 이어지는 수계와 동해 아이포로 유입되는 하천이 그려져

있다. 이외에 소규모 하천이 바다로 유입하면서 만입부를 형성하

고있다.해안에는죽도와무지포도가그려져있다.

<도판3-26>

「해동여지도」동래부│「海東輿地圖」東萊府

1776~1795년,채색필사본, 34.1×21.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7>

「해동여지도」기장현│「海東輿地圖」機張縣

1776~1795년,채색필사본, 34.1×21.2㎝,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책인「해동여지도」에 수록

된 동래부 지도이다. 이 지도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군현도는 제 1권과 제 2권에 수록되어 있다. 제 3권(補)은 각

군현의 통계와 지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0리 방안

위에 그려진 것은 다른 방안식 군현지도와 동일하나, 일부 군현에

서는 2~8곳의 군현지도가 연결되어 그려져 있다. 또한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본인「동국지도 3」과 같이 방안에 경위선 수치가 기

재되어 있고, 청구도의 일부 판본에 수록된 팔도분표(八道分俵)

의 방안 수치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각 군현지도가 전국지도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지도임을 보여준다.이와 같이 군

현을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도별도 혹은 대축척전도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연대는 군현의 승강을 볼때

1800~1804년으로 추정된다.

동래부 도엽(<도판 3-26>)은「동래부」한 지면에 동래와 언양 두

군현이 그려져, 이전의 군현지도와는 다른 형식을 보인다. 동래부

의 경우 규장각의「조선지도」,「지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수 강의 상류부에 새로운 지류가 표현되고, 일부 산줄기에서 변

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방안에 수치를 기재함으로써 인접 군

현과의 연결성을 시도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변화는 지도발달사

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동래부 지도가 언양현과 분리되어 동일 도면에 그려진 것과는

달리 기장현(<도판 3-27>)은 인접한 울산부와 연결되어 하나의 지

도로 완성되어 묘사되었다. 경위선식 방안은 이전의 지도와는 달

리 군현 내부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다른 방안식

지도와 유사하나 부분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 지도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된다. 붉은 원안에‘機’자를 써서 읍치임을 표현하고 있

으며, 도로망은 생략되었다. 읍치위에 새로운 산줄기가 표시되었

며, 거물산의 줄기가 분리되어 표현되어 있다. 일부 하천은 더욱

세밀하게 표현되었다.섬 지명으로‘鳴山’이 새로 기재되어 있다.

<도판3-28>

「조선지도」동래부│「朝鮮地圖」東萊府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9.8×38.5㎝,규장각

<도판3-29>

「조선지도」기장현│「朝鮮地圖」機張縣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9.8×38.5㎝,규장각

규장각 소장된「조선지도」에 수록된 군현지도로 20리 방안 위에

그려진 지도이다. 이 지도책은 전라도를 제외한 함경도(23장)·평

안도(42장)·강원도(27장)·황해도(23장)·경기도(33장)·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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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5), 공상소 감동(工桑所 監董)(1895~1896. 5), 지도군수

(1896. 5~1897. 5), 여수군수(1897. 5) 등을 지내고 관직에서 스스

로 물러났다.경상도는 제 6권과 제 7권에 수록되어 있다.제 6권은

경상좌도 41관을, 제 7권은 경상우도 31관을 다룬 것이다. 주목되

는 점은 이 책이「동국여지승람」이나 각 지역의 읍지 등 기존의 지

리 지식을 바탕으로 하 지만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한양을 중심

으로 체계화하려 하 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그 이전의 지리서에서는 보이지 않던「동국팔역도리표」

와 각도의「도리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동국팔

역도리표」는 서울에서 전국의 각 지역까지의 거리와 경과 지역을

도표화 한 것이고「도리표」는 도내 각 지역간의 거리를 감 을 중

심으로 도표화 한 것이다. 이전의 지리지에 첨부된 군현지도의 경

우 지방에서 제작한 지도가 부도로 첨부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방안식지도를첨부한것이특징적이다.

동래부 지도의 내용을 보면 20리 방안지도를 따르고 있다.그 중

가장 내용이 일치하는 지도는 규장각 소장「조선지도」이다. 색채

와 방안을 사용하지 않을 뿐, 기재되는 지명과 산지와 하천의 묘사

방법 등은 거의 동일하다. 이는「조선지도」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에 유출되어 여러 형태로 모

사되었음을 보여준다.한편 이 지도에서는 위쪽 주기에 방리로서 9

개 면을 나열하고 읍치에서의 거리를 주기로 기재하고 있다. 기장

현 지도도 동래부와 마찬가지로 규장각 소장「조선지도」를 원도로

하여 그려진 지도이다.지명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지도

의 우측 상단에 기재된‘夫鐵岩’은‘夫鐵山’으로,‘阿爾浦’은‘阿

里浦’로,‘海倉’은‘倉’으로 바뀌고,‘南山烽’이 이름소와 형태소

가분리된것외에는기재지명이모두동일하다.지도의상단여백

에 방리조로서 8개 면을 나열하고 읍치로부터의 거리를 기재하고

있다.방리지명에서‘上西面’을‘上面面’으로잘못기재하 다.

<도판3-46>

「여지도서」동래부지도│「輿地圖書」東萊府地圖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영인본), 20.5×31.0㎝,한국교회사연구소

<도판3-47>

「여지도서」기장현지도│「輿地圖書」機張縣地圖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영인본), 20.5×31.0㎝,한국교회사연구소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읍지인「여지도서」에 첨부된 군현지도로,

지방 화원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편찬된 읍지 및 지방에서

제작된 지도에 향을 미친 지도이다.「여지도서」는 1757년~1765

년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만든 전국 읍지이다. 이

책이 읍지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점은 각 읍의 첫머

리에 각 읍별 채색지도가 부착되는 점이다.이 지리지는 전국에 걸

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동래부

읍지에는 앞에 동래부 지도와 함께 좌수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동래부 지도(<도판 3-46>)에는 방위 표시가 동서남북으로 표현되

어 있고 산줄기의 표현은 동래 지역은 계명봉으로부터 시작되어

윤산을 거쳐 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정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맥은 남하하면서 한줄기는 황령산으로 갈라져 금정산의 조산(朝

山)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대포로 남하한 산줄기는 몰운대로 이어

진다.하천으로서 수 천과 동천이 그려지고 있다.현재 수 천 본

류는‘蘇川’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재송포는 수 강 하류부에 표시

된다.오해야항이 오륙도쪽에 표현되고 있어 19세기「대동여지도」

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이 지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동

래 읍성의 성곽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향교가 성내에 위치한 것

으로 되어 있다. 좌수 성, 부산진성, 다대포성 및 왜관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마도는 섬으로 표현되지 않고 위치만

묘사된다. 오륙도에는 섬이 6개가 그려져 있는데「여지도서」에서

는 지명의 기원을‘自東觀之爲六峯 自西觀之爲五峯 故名其’로 설

명하고있다.

기장현(<도판 3-47>)의 경우 실제 윤곽과는 다르게 좌우의 폭이

넓게 그려져 있다. 읍치의 북쪽을 둘러싼 산지가 험준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산줄기는 서쪽을 지나 읍치로 이어지는 형태로 그려

져 있다.이들 산지에‘長安寺, 鷲井寺, 船餘寺, 安寂寺’등의 사찰

이 표시되어 있어 당시 이들 지명이 지역 구조 인식에 중요한 역할

을 하 음을 보여준다. 읍성은 원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주위에 여

장 형태의 외곽선으로 처리하 다. 향교는 읍치의 북동쪽에 그려

져 있으며 지금의 향교 위치와 거의 동일하다.읍치의 남쪽에 남산

봉이표시되어있으며남쪽의해안에는죽도가표시되어있다.

<도판3-48>

「경상도읍지」동래부지도│「慶尙道邑誌」東萊府地圖

1832년,채색필사본, 22.6×35.0㎝,규장각

<도판3-49>

「경상도읍지」기장현지도│「慶尙道邑誌」機張縣地圖

1832년,채색필사본, 22.6×35.0㎝,규장각

1832년 편찬된「경상도읍지」중 동래부와 기장현 읍지에 첨부된

채색 지도이다.「경상도읍지」는 71개 읍의 읍지로, 편찬 연대가 기

록되어 있지 않으나 호구·경지 통계 등을 통해 볼 때 1832년(순조

32)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읍지의 저본은 1786년경에

편찬된 경상도 각 군현의 읍지로 보이며「 남읍지」의 내용을 전

사한 제 8책을 제외하고는 체제가 모두 통일되어 있다. 과거·인

물·환적조(宦蹟條)가 신설, 증보되어 읍의 지리에 대한 파악이

「여지도서」보다횔씬상세할뿐만아니라지도내용도충실하다.

동래부 지도(<도판 3-48>)의 윤곽은 다른 지도와는 달리 목판의

크기에 맞도록 동서가 남북보다 길게 되어 그려져 있다.지리 정보

의 표현은 다른 지도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되었으며 성

곽과 봉수대를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주요 지명은 앞의 성곽 외에

응봉, 구봉, 황령산, 간비오 봉수만 기재되어 있어, 군사 방위적인

내용을강조한느낌을주고있다.

산은 녹색으로 그려졌으며, 다른 군현지도와는 달리 줄기로 표

현되기보다는 실경으로 묘사되었다.바다도 청색 해파묘를 사용하

<도판3-36·37>

「지도」동래부(전면·부분)│「地圖」東萊府(全面·部分)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38·39>

「지도」기장현(전면·부분)│「地圖」機張縣(全面·部分)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 47.7×34.2㎝,고려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지도」에 수록된 동래부·기장현

지도로 20리 방안 위에 그려진 군현지도이다. 구성과 형태는 장서

각 소장「지도」와 동일하나 각 군현지도의 여백에 주기를 기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도의 모사 수준은 매우 떨어진다. 산지는 녹색

으로표현되었으나줄기의연결성은약하게표현되었다.또한농담

(濃淡)을 통해 산줄기의 강약을 표현하던 기법도 나타나지 않고 있

다.장서각의 지도에서 읍치와 진의 표현에서 색채의 차이를 둔 것

과는 달리 이 지도에서는 모두 붉은색으로 처리되었다. 다대포 부

근에서의응봉봉수가 2곳에표현되는오류를범하고있다.주기내

용을 보면 군현 명칭의 변화, 물산, 면수, 호구수, 전결수 등을 기재

하고있으며초량왜관에대해자세하게기재한것이특징적이다.

기장현 지도에서 기재된 주기 내용를 보면 경상좌도에 속하고

있으며, 경주의 관할을 받고, 별명으로 갑화, 양곡, 차성을 명산으

로 탄산, 대천으로 기포를 기록하고 있다.면이 7곳, 창이 1곳이 있

으며, 호수는 2,779호임을 밝히고 있다. 전결수로는 2,402결 2부 7

속이며 한양과의 거리는 970리, 대구 감 과와 거리는 290리로 기

재하 다.

<도판3-40>

「지도초」동래부│「地圖草」東萊府

19세기,필사본, 36.5×23.0㎝,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41>

「지도초」기장현│「地圖草」機張縣

19세기,필사본, 36.5×23.0㎝,고려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지도초」에 수록된 흑백 필사본의

군현 지도이다.‘草’는 초고본(草稿本)의 약자로서, 지도를 제작하

기 위한 밑그림으로 만든 지도로 추정된다.지도 구성과 형태가 다

른 군현지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지도이다. 방안식

군현지도에서만 나타나는 지명이 없으며, 낙동강에‘梁山地’와

‘七點山’이 수록되고 전체 구도는「여지도서」의 동래부 지도와 유

사한 것으로 보아 지방 군현지도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지도로 추

정된다.지도 내용을 보면 산지가 봉우리를 이어 줄기로 표현된다.

수록 지명은 지방 군현지도와 유사하며, 도로망은 읍치와 좌수

성및부산진성을연결한다.

기장현 지도도 동래부와 동일하게 흑백 필사본으로 그려져 있으

며, 산이 줄기로 표현된다. 불광산에서 삼각산으로 이어지는 줄기

가 서쪽으로 이어져 백운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철마산을 거

쳐 읍의 진산인 탄산으로 이어진다. 원안에‘邑’자를 기재하여 읍

치를 표현하 고 이 곳에서 북으로 울산과, 서로는 해운대와 동래

부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섬 지명은 표시

되어있지않다.

<도판3-42>

「동국여도」동래부│「東國輿圖」東萊府

1800~1822년,채색필사본, 33.2×31.5㎝,고려대학교박물관

<도판3-43>

「동국여도」기장현│「東國輿圖」機張縣

1800~1822년,채색필사본, 33.2×31.5㎝,고려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군현지도책인「동국지도」에 수록된

군현지도이다.지도의 구성과 수록 지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

장된「지도초」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두 지도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보인다.이지도책은도로교통망지도첩으로경기도부분에

전국 도로망표가 수록되어 있다. 각 군현에는 지도의 여백에 역사

지리적인내용과장시의개시일이주기로기재되어있다.

동래부는 상주부와 함께 수록되었다. 산지는 녹색으로 표현하여

산지의 연결성이 비교적 잘 나타난다.읍치로부터 시작되는 도로망

은적색의이중선으로북쪽방향으로만표시되어있다.하천과바다

는 짙은 청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주기에는 좌수 , 한양, 좌병 ,

통 까지의거리등과함께역사지리적인내용이기입되어있다.

기장현도 표현 양식은 동래부 지도와 동일하며 지명도「지도초」

와 거의 동일하다. 북측해안에‘火浦’로 기재되었던 지명이 이 지

도에서는‘大浦’로 수정되어 있다. 도로망은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다.주기로 한양과 대구감 , 좌병 및 통 까지 거리가 수록되

어 있으며, 갑화량곡 등 과거 역사 지명이 오른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우하단에는 이을포, 동백포, 무지포, 가을포, 죽도, 기포까지

의거리가표시되어있다.

<도판3-44>

「여재촬요」동래부지도│「輿載撮要」東萊府地圖

오횡묵, 1895년,필사본, 22.2×17.2㎝,국립중앙도서관

<도판3-45>

「여재촬요」기장현지도│「輿載撮要」機張縣地圖

오횡묵, 1895년,필사본, 22.2×17.2㎝,국립중앙도서관

1895년(고종 32) 오횡묵(吳宖默)이 편찬한 지리지인「여재촬요」

에 부도로서 첨부된 군현지도이다. 이 책은 이전의 세계지리와 조

선지리를 체계화하고, 이후 개화기의 지리교과서의 바탕이 된 책

이다. 10책으로 된 완질과 5책으로 된 것 그리고 1책으로 된 3종의

이본(異本)이 있다.이 중 1책과 5책으로 된 것은 10책 완질을 필사

자의편의에따라초록한것이다.

오횡묵은 본관이 해주로서, 자는 성규(聖圭)이고 호는 수원(嫂

園)이다. 1887년(고종 24) 3월에 정선군수로 부임한 이래 자인현감

(1887. 3~1889. 4), 함안군수(1889. 4~1893. 2), 고성부사(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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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남으로는 세병교를 지나 한 갈래는 부산포로 이어지고 다른 갈

래는 동래 정묘로 이어지고 있다. 읍성 남문에서 동쪽으로 이어지

는 도로는 이섭교를 지나 좌수 성으로 이어지며 동문에서는 수

강의탄교를거쳐해운대와기장으로연결된다.

<도판3-53>

「기장현읍지」지도│「機張縣邑志」地圖

1899년,채색필사본, 29.2×17.2㎝,규장각

1899년(광무 3) 전국 읍지 상송령에 의하여 기장군에서 만든 읍

지 앞에 첨부된 채색 지도이다.읍지에 기재된 항목은 다른 읍지와

유사하며 경지면적은 무술(1898)년의 상황을 기재하고 있다. 다른

기장현의 지도와는 다르게 산줄기의 표현이 매우 부드러운 모습으

로 묘사된다. 면 이름은 지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안적사, 장안사

등의 사찰과 사직단 및 저수지인 박곡제 등이 표현되어 있다.읍성

의묘사에서성곽의형태는표현되어있지않고‘邑基’로만기재되

어있다.

<도판3-54>

「동래부읍지」지도│「東萊府邑志」地圖

1899년,채색필사본, 29.2×17.2c㎝,규장각

1899년 편찬된「동래부읍지」의 부도로 제작된 채색 지도이다.

지리지에 첨부된 군현지도 중 가장 크다.이 지리지는 동시대의 전

국 읍지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경상도 읍지 중의 하나이다.

장시로 읍내장·좌수 장·부산장·독지장 등의 5일장이 기록되

어 있으며 성지, 군액, 관방, 진보 등에서 읍성, 금정산성, 좌수

성, 부산진성, 다대진성에대한기록이있어당시의지역구조를구

체적으로파악하는데유용한사료이다.

지도의 표현 방법에서 동래 읍성이 매우 과장되어 있으며, 하천

및산줄기의묘사방법이 1872년의전국적으로제작된「군현지방지

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지도를 바탕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된

다.그러나이지도에비하여지명은훨씬적게기재되어있다.광곽

을 적색으로 두르고, 지도의 상단에‘경상남도 동래부지도’로 되어

있어 1897년대한제국성립이후 13도로의행정구역개편내용을반

한다.

산지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금정산성은 비교적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다.계명봉에서 이어지는 줄기가 낙동강 좌안을 연하여

이어져 몰운대까지 이어진다.지도 우측의 장산은 개화식으로 표현

되어 있다. 읍성이 실제보다 매우 과장되어 그려져 있으나 내부의

지리정보는 상세하지 못하다. 윤산에서 이어지는 줄기가 마안산을

거쳐 지금의 복천동 고분군으로 이어지며 말단에 표시된 것은 지금

의 학소대로 추정된다.송공단이 그려져 있고 객사내에는 4채의 건

물이 그려져 있다.성곽의 묘사에서 포루와 여장으로 표현하 으며

각문의구조를상세하게표현하 다.암문에서도옹성이축조된것

으로 그려져 있다. 익성으로 표현된 남문 앞에 농주산이 그려져 있

고, 남문과서문사이에축성비가있는것으로묘사되어있다.

<도판3-55>

「1872군현지도」동래부지도│「1872郡縣地圖」東萊府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121.9×72.5㎝,규장각

1872년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편찬된 낱장지도 중의 하나이다.

이 지도는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등의 사건이 발생

되면서, 서양의 동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1871년

전국 각 군현의 읍지가 편찬되고, 1872년 지도의 제작으로 중앙에

서 전국 각 지역의 군사시설 및 지역에 대한 파악의 일환으로 총

458매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측면 특히 해방

(海防)이 강조된 지도로 진보(鎭堡) 등 군사시설의 지도를 별도의

지도로 작성하 다. 경상도 지도 104매 중 군현도가 50매이고 진

보, 산성, 목장지도가 54매에 달한다.회화적 아름다움을 지니면서

도 지도의 내용이 상세하다.산과 하천, 고개, 왕릉, 사찰, 면, 역참,

장시 등 지역의 모습이 다른 어느 지도보다도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동래부 지도는 다른 군현지도와 전체 구조는 대략 유사하나 내

용이나 구체적인 기법들은 다르다. 산지는 산맥의 줄기를 강조하

는 기법으로 표현하 는데 진산인 윤산에서 읍치로 내려오는 줄기

를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읍치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된 읍

성의 크기가 매우 과장되어 자세하게 묘사된다. 읍성 이외에도 좌

수 성, 부산진성, 다대진성 등의 성곽과 관청 건물, 그리고 해안

의 선박이 정박해 있는 곳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다.절 도 근처에

왜인들이 교역을 하 던 왜관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이 밖으로 나

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 설문(設門)을 만들었다.지도에서도 수문

(守門)과 함께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각 면에는 마을 명칭을 비

교적 상세하게 표기하 으며 중심 마을에는 사창도 표시하 다.

동래부의 범위에 대한 간단한 주기가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 함께

삽입되어 있다. 대마도가 묘사되어 있으며‘距釜山浦四百八十里’

라는간단한주기가기재되어있다.

읍성 내부 구조가 상세하게 묘사된 지도이다. 익성과 옹성으로

이루어진 모습과 성을 둘러가면서 세워진 망루의 모습이 성내의

관아건물과 더불어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 성곽의 복원 연구 자료

로 매우 유용하다.읍치의 동편에는 충렬사가 나타난다.읍치와 구

포, 부산진에는 장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읍성 안에 미전(米廛)이

표시된 점이 특이하다. 기타 봉수, 누정, 사창, 역원, 교량 등도 기

재되어 있으며 읍치의 북쪽에는 온정(溫井)도 건물과 함께 그려져

있다.

<도판3-56>

「1872군현지도」기장지도│「1872郡縣地圖」機張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117.0×70.0㎝,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기장현을 그린 지도이다. 회화적 성격이 강

하며 산지는 바위, 수목 등을 세밀하게 그려 입체감있게 표현하

다. 바다는 해파묘를 사용하여 강조하 다. 지도의 중앙에는 현재

기장읍 동부리, 서부리에 있었던 읍성이 그려져 있다.읍성내에 객

여 실감있게 묘사되었다. 하천은 수 천이 매우 과장되어 그려져

있으며 수 천 본류의 우안에 충렬사를 그리고 있다. 지류인 온천

천은 금정산성 부근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면서 소하천을 합류하고,

좌안에동래읍성을배치하여그리고있다.동래읍성, 부산진성, 다

대포성, 수 성이 과장되어 표현되며, 금정산성의 경우 산록을 따

라 회화식으로 표현하 다.왜관은 산 위에 집 한채로 간단하게 그

려져 있다. 이외의 지명으로 성밖에 향교와 충렬사가 나타나며 사

찰로는 화지사만이 표현되어 있다. 이 화지사는 동래정씨 정묘내

에 있는 사찰로서 정묘의 제궁사(劑宮寺)이다.제궁사는 묘지나 사

당의옆에제사의목적으로지어진절이다.

기장현 지도(<도판 3-49>)의 경우「여지도서」와 같이 동서가 남

북보다 길게 표현되어 있다.표현 양식은 동래부와 동일하다.지방

군현지도인「여지도서」에 비하여 훨씬 많은 지명이 기재되어 면

이름과 봉수, 산 지명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산 지명으로

불광산, 취봉산, 장안봉산, 백운산, 진산과 남산 봉산에는 봉수가

표시되어있다.시랑대, 태정대, 용두대등과함께해안에는죽도가

있다.그러나읍성의경우위치만간단히표현되었다.

<도판3-50>

「영남읍지」동래부지도│「嶺南邑誌」東萊府地圖

1871년,채색필사본, 20.8×31.2㎝,규장각

<도판3-51>

「영남읍지」기장현지도│「嶺南邑誌」機張縣地圖

1871년,채색필사본, 20.8×31.2㎝,규장각

1871년 편찬된「 남읍지」에 삽입된 채색 지도이다. 이 지리지

는 1871년(고종 8)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에 의해 편찬·상송된

경상도의 각 읍지·역지·목장지·진지를 한데 모아 편한 경상도

도지와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경상도 각 읍에서 작성한

읍지를의정부에서합편한책 2종류가있다. 1871년의읍지의경우

내용은 1832년의「경상도읍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읍

지 머리에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전에 제작된「여지도서」의 동

래부 지도보다 비교적 실제 모습과 가까우며, 담고 있는 지리정보

도 상세하다. 적색 겹선으로 그어진 광곽안에 지도를 그렸다(<도

판 3-50>). 산지와 하천의 유로는 짙은 회색으로 표현되었다. 산줄

기는 봉우리로 묘사되어 있다. 동쪽 산지와 절 도는 읍치에서 본

형태로 그려져 있어 개화식 구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 다. 계명

봉에서 이어지는 산줄기가 소산역을 거쳐 윤산을 지나 줄기의 일

부가 읍성 중심까지 이어진다. 이는 현재 마안산에서 객사로 이어

지는 줄기로 복천동 고분군이 있는 줄기이다. 읍치를 중심으로 북

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현재 남대로의 출발지이다. 남문에서 광

제교를 지나 왜관까지의 도로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지금도 부산

의 주 간선도로로 이용된다. 이외에 양산에서 몰운대까지 이어지

는 도로가 낙동강 좌안에 하천에 연하여 적색 실선으로 표현되었

다. 지도의 우측에는 해운대에서 기장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수

강 좌안을 따라 그려져 있다.성곽은 비교적 실경에 가깝게 묘사하

고, 내부는 황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래 읍성의 경우 각 문의

형태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포루, 암문과 인생문의 문루도 표현

되어 있다. 한편 1894년 유지에 새로 실린 동래부 지도는 이 지도

보다 훨씬 강하고 거칠게 묘사된다.동래 읍성의 경우 옹성과 익성

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금정산성의 경우 중성이 표현된

다.남천, 석포, 분포 지명이 추가되며, 해안 지역의 묘사가 보다 구

체화되고 있다. 일부 읍지에 왜관이‘일본’으로 표현되었으나 이

지도에서는‘왜관’으로기재되어있다.

기장현의 경우(<도판 3-51>) 산지와 하천의 유로가 매우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 산지는 검은 바탕위에 청색으로 덧칠을 하여 매우

강하게표현되어있다.산지명은수록되어있지않다.관내를흐르

는 하천 유로가 다른 지도에서는 대부분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이 지도에서는 청색 실선의 직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다는

청색으로처리되었다.

<도판3-52>

「영남읍지」동래부지도│「嶺南邑誌」東萊府地圖

1894년,채색필사본, 20.8×31.2㎝,규장각

1894년 편찬된「 남읍지」중 동래부 읍지에 첨부된 채색 지도

이다. 이 읍지는 1871년(고종 8)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에 의해

편찬·상송된 경상도의 각 읍지·역지·목장지·진지를 함께 모

아 편찬한 경상도 도지와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경상도

각 읍에서 작성한 읍지를 의정부에서 합편한 책 2종류가 있다.

1871년의 읍지의 경우 내용은 1832년의「경상도읍지」와 동일한 내

용을담고있다.각읍지머리에지도가첨부되어있다.

동래부 지도의 공간 구성은「여지도서」와 유사하나 산맥의 표현

과 지명의 기재에서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낙동강 하안에

감동창과구포가나타나며, 왜관을‘日本’으로표현하고있는것이

특이하다. 오해야항이 오륙도 인근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여지도

서」와 동일하다.동래부의 구도는 다른 읍지에 수록된 부도와 유사

하다. 산지는 청색으로 묘사되었으며 산 정상 부분은 부분적으로

짙은 회색으로 처리되었다. 지도의 중앙 상단부에 계명봉이 표현

되고, 이어지는 줄기가 윤산을 거쳐 동래 읍성으로 이어진다.지도

우측의 장산과 좌측의 구법곡 일대는 개화식으로 산지를 표현하

다. 금정산성에서 이어지는 줄기는 봉우리가 연하여 낙동강 좌안

에연속적으로그려졌으며이는몰운대까지이어진다.

하천의 유로망은 청색으로 비교적 과장되어 표현되었다.수 천

의 본류는 울산과 기장과의 경계를 이루는 산지에서 발원하여 남

류하며 동대를 지나 기장에서 발원한 하천을 합류하여 남류하다가

수 만에 유입된다.범어사 부근에서 발원한 온천천은 남류하면서

금정산맥에서 발원한 소지류들을 합류하고 삼성대 앞에서 동류하

여 동래 읍성을 감싸 흐르면서 현재 재송동 일대에 있던 탄교에서

수 천과 합류한다. 이 지도의 특징은 도로망이 매우 상세하게 그

려져 있는 점이다.동래 읍성에서 남문을 거쳐 서로는 향교를 지나

남대로 및 금정산맥의 구법곡(현재 만덕고개 일대)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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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북쪽으로는 부산진의 옛터가 있으며 그 옆에는 임진왜란때

부산진성에서 전사한 정발장군을 위한 제단이 그려져 있다. 개운

진을 비롯하여 당사 동래부 소속의 진보 던 부산진, 다대진, 두모

진, 서평진과 좌수 지도는 동래부 지도와 표현 양식이 동일하다.

특히 각 진보의 지도는 동래부 지도를 토대로 해당 지역을 확대하

여그린수준인데, 동래부지도를제작할때소속진보의지도도동

일한 제작자가 일괄적으로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하단에

는 왜관도 자세히 그려져 있다. 1709년(숙종 35)에 부사 권이진(權

以鎭)이 왜인들의 출입 통제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설문과

석성, 연회를 베풀던 연대청, 일본 사신이 진상물을 바칠 때 숙배

(肅拜)하던객사등도묘사되어있다.

<도판3-61>

「1872군현지도」두모진지도│「1872郡縣地圖」豆毛鎭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117.0×72.0㎝,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두모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지도의 묘사

범위는「부산진지도」와 유사하나 이 지도에서는 두모진과 초량왜

관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두모진은 지금의 수정동에 있던 만호

진이었으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기장의 두모포에 있었는데 왜란

후 부산의 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좌도의 수군을 부산

일대로집결시킬때인 1629년(인조 7)에부산포로옮겨왔다.그당

시 두모진의 위치는 현재의 동구 좌천동 해안이었다. 지도에서 보

이는 두모진은 원래 왜관이 있었던 곳이다. 1678년(숙종 4)에 왜관

을 남쪽의 절 도 부근 해안가로 옮기게 되자 2년 뒤에 부산진 근

처에 있던 두모진을 구왜관이 있던 지금의 장소로 이설하 다. 이

지도에서는 절 도의 모습이「부산진지도」와는 반대로 북을 향하

여 그려져 있다. 두모진 가까이 취락이 묘사되어 있고‘舊倭船倉’

이 표현되어 있다. 초량 왜관에는 동관, 서관이 그려져 있으며, 인

근에 연대청, 객사와 함께 성과 설문(設門)이 그려져 있다. 대마도

의 표현은「부산진지도」와 유사하며‘水路四百八十里’의 주기가

표시되어 있다.이 지도는「개운포지도」와 구도 및 내용이 거의 유

사하다.두모진 지역도 인근의 개운진, 부산진 등지와 동일한 비율

로 그렸기 때문에 매우 소략하다.왜관이 위치한 곳에 땔감을 제공

했던 시탄소(柴炭所), 절 도에 목장의 말을 몰아 가두었던 구마소

(驅馬所), 두모진 위쪽의 적송정(赤松亭), 왜총비(倭塚碑) 등이 추

가된정도이다.

<도판3-62>

「1872군현지도」다대진지도│「1872郡縣地圖」多大鎭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111.0×74.0㎝,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하 던 다대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첨사진이었던 다대진은 동래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진이다. 낙동강으로 침입하는 왜적의 첫 길목이었기 때문

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시되었던 곳이다.원래는 무관 종4품의 만호

이었으나 목도(木島)의 왜적을 물리친 공로가 인정되어 후에 정

3품의 첨사진으로 승격되었다. 1654년(효종 5)에는 첨사가 목장의

감목관도 겸임하 다. 진(鎭)의 뒷산에 주산(主山)이라는 표시와

‘子坐午向’이라는 좌향을 통해 당시 풍수적인 환경 인식의 일면을

엿볼수있다.객사윗쪽에는임진왜란당시이곳에서전몰한첨사

윤흥신을 제향하던 제단도 그려져 있다. 해안가에는 선창이 그려

져 있는데「 남읍지」에는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이 있었

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선창의 남쪽에는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

어놓은 남림(南林)이 그려져 있는데 선창을 보호하고 남쪽의 허

(虛)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남쪽 언저리 몰운

대 옆에는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 밑에서 용맹을 떨친 정운(鄭運)

장군의순의비도보인다.

<도판3-63>

「1872군현지도」서평진지도│「1872郡縣地圖」西平鎭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109.4×78.8㎝,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사하구 구평동 부근에 위치했던 서평진을

그린 지도이다. 만호진으로서 원래 동래부 치소 남쪽에 있었는데

1592년(선조 25)에 다대포에 합쳤다. 이후 원래 자리로 옮겼다가

다시 다대포로 옮긴 것이다. 지도는 다대진 지도와 모습과 내용이

비슷한데 단지 서평진 부분만을 덧붙 을 뿐이다. 서평진에는‘亥

坐巳向’이라는 좌향 표시만 있을 뿐 매우 소략하게 그려져 있다.

1871년의「 남읍지」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

던것으로기재되어있다.

<도판3-64>

「1872군현지도」가덕진도│「1872郡縣地圖」加德鎭圖

1872년,채색필사본, 122.0×72.0㎝,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강서구 가덕도의 동선동 일대에 있었던 가

덕진을 그린 지도로서 조선시대 이 지역을 묘사한 가장 자세한 지

도이다. 1546년(명종 1)에 진을 설치하 다가 1592년(선조 25) 임

진왜란때 성이 왜군에게 함락한 후 안골성(安骨城)으로 옮겼다.이

후 1656년(효종 7) 통제사 유혁연(柳爀然)의 상계로 가덕도로 돌아

왔다.지도 제작 당시에는 수군 첨사진으로 성곽의 내부에는 객사,

아사, 좌청, 우청, 집사청, 통인청, 고청, 관청, 도제도청, 사령청,

이청과 함께 사정(射亭) 등의 각종 관아 건물과 이 시기에 설치되

는 포수청, 화포수청 등이 있고, 성밖에는 선환고, 화약고가, 해안

의 선소인 어변정(禦變亭) 부근에는 척사비도 그려져 있다.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후 그해 4월에 서울과 각지의 도회에 척화비를 세

우도록 했던 기록이 실록에서 나타나나, 이 지도에서 척화비가 그

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회가 아닌 중요 군사 요충지에도 건립했

던 것으로 사료된다. 해안의 선창에는 배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1871년의「 남읍지」에는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何侯船) 4척

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읍성의 동문 주변에는 민가를 밀

집되게 그려 취락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표현하 고 외곽에 논밭

의 배미를 그려 경지를 표시한 것이 특이하다. 주기에 통 , 거제,

사, 동헌, 향청, 이사청, 사창이 표현되어 있다. 주변 지역은 각 면

과 소속 마을들이 표기되어 있으며 황색의 초옥으로 사창을 표시

하 다.읍치의 남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도로를 홍선으로 그렸으며

중요한 지역에는 거리를 주기하 다.군사적인 내용으로는 북쪽의

아이봉(阿爾烽), 남쪽의남산봉(南山烽), 남쪽해안의주사(舟師)에

있는전선이그려져있다.해안의형승으로는시랑대, 삼성대, 황학

대, 원앙대 등도 표시되어 있고, 남쪽에 두모포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 사정(射亭)으로 쓰 던 읍성 남쪽의 관덕정이 표시되어 있고,

북쪽의장안사, 남쪽의안적사등의사찰도그려져있다.

<도판3-57>

「1872군현지도」부산진지도│「1872郡縣地圖」釜山鎭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108.0×71.0㎝,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부산진성을 그린 지도이다. 부산포 주변의

지역 구조가 가장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원래 부산진은 서쪽 정

공단 부근의 개운진(開雲鎭)이 들어선 곳에 있었다.임진왜란시 부

산진을 함락한 왜적은 이 곳에 주둔하면서 동쪽에 부산진의 지성

을 축성하 다. 일본식으로 축성한 대표적인 왜성으로 1597년 고

니시[少西行長]가 일시 주둔하기도 하 고 명나라 장수 만세덕(萬

世德)이 진주한 적도 있어서 일명 고니시성 혹은 만공대라고도 부

른다.성곽 내의 만공단은 명장 만세덕을 추모하는 제단이었다.임

진왜란이 끝난 후 자성대를 중심으로 이 성을 쌓고 관아를 정비하

여 부산진 첨사 으로 사용하 던 곳이다. 부산진의 성곽은 남문

보다는 서문이 정문의 역할을 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이곳을

통해이루어졌다.

지도에서도 서문밖에 사창, 장시가 기재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정공단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시 전사한

정발 장군을 제사 지내던 곳이다. 성내에 부창, 객사, 아사가 그려

져 있다. 성밖에는 1614년(광해군 6)에 순찰사 권반(權盼)이 전선

보관을 위하여 선창을 만들면서 파낸 토사로 언덕을 만들어 세운

가대가그려져있다.선창에는배들이회화식으로나타나고왜선

선창은 다른 곳에 표현되어 있다.서문과 북문을 중심으로 각 도로

가붉은색으로표현되어있다.마을로는전포, 연동, 우암, 감만, 용

당이 기재되어 있으며, 태종대가 독립된 섬으로 그려진 것이 특이

하다.남쪽의 두모포, 왜관의 모습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

다.대마도는불완전하게표현함으로써원거리임을나타낸다.

<도판3-58>

「1872군현지도」금정산성진지도│「1872郡縣地圖」,金井山城鎭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121.0×72.0㎝,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금정산성을 그린 지도이다.종9품의 별장(別

將)이 관할하던 산성으로 1703년(숙종 29)에 시축하고 이후 몇 차

례개축하 다.성주위가 60,908척이나되는대규모의산성으로서

부산 동남 해안에서 상륙하는 왜적을 차단하고자 했던 주요 관방

이었다.이곳에 산성을 축조하자는 논의는 임란·호란을 겪으면서

국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여러 차례 대두되었으나 1701년(숙

종 27) 경상 감사 조태동의 청에 의해 비로서 축성하게 되었다. 성

의 남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성 내부는 비교적 넓은 분지 지형을

하고 있어 산성으로 천혜의 방어 조건을 지니고 있다.내성과 외성

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성안에 중리, 공해리, 죽전리 등의 취

락도형성되어있음을보여준다.특히사찰로국청사, 정수사, 미륵

암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산성 방어에 승군들이 큰 역할

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정진(金井鎭)의 관아건물과 더불어

내성에는 종이를 만들던 지소(紙所)도 그려진 점이 특이하다.또한

진 의 남쪽에는 안산(案山)을 그렸는데 진 을 배치할 때 풍수적

인 관념도 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곽에는 동문·서문·남

문·북문과 함께 9개의 망대와 2개의 수문이, 중성에는 2개의 망대

와석문(石門)이그려져있다.

<도판3-59>

「1872군현지도」경상좌수영영지도형

「1872郡縣地圖」慶尙左水營營址圖形

1872년,채색필사본, 71.0×127.0㎝,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수군 절도사 인 경상 좌수 성지를 그린

지도이다. 좌수 은 최초 동래의 부산포에 설치되었으나 이후 울

산의 개운포로 이설하 다가 1592년(선조 25) 동래부 남촌으로 옮

겼다. 또한 인조때 감만이포(戡蠻夷浦)로 옮겼다가 1652년(효종

3)에 다시 이곳으로 이설하고 1670년(현종 11) 항구를 돌로 쌓아

재정비 하 다. 지도는 이러한 수 성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성곽

을 비롯하여 주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신좌

을향(辛坐乙向)으로 진 의 좌향이 표기 되어 있는데 대략 동·서

방향에 해당된다.성곽은 9,190척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인데 내

부에는 객사를 비롯한 관아 건물과 수군절도사 다음의 관직인 정4

품 우후(虞侯)가 머물던 우후 이 별도로 그려져 있다. 성곽은 타

원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객사 등의 건물이 표현되어 있다. 강변에

는 선창을 비롯하여 전선 4척과 정탐선 1척이 그려져 있는데 우후

의 선창도 별도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쪽의 해문(海門)근처에는

1592년(선조 25) 장기(長 )에서 옮겨온 포이진(包伊鎭) 선창의 모

습이 보인다. 동서남북 각 4면을 기점으로 도로가 붉은색으로 표

현되어 있다. 지도의 서편에 대마도가 나타나며 거리가 주기되어

있다.

<도판3-60>

「1872군현지도」개운진지도│「1872郡縣地圖」開雲鎭地圖

1872년,채색필사본, 67.2×48.5㎝,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개운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개운진은 현

재 동구 좌천동 정공단 부근에 있었다.진의 수장으로는 무관 종 4

품의 만호(萬戶)를 두었으며 1592년(선조 25)에 울산에서 이곳으

로 옮긴 것이다.지도는 개운진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근의 부산

진, 두모진, 왜관까지 같이 그려 개운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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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진 등의 주변 지역과의 노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대

마도는지도서쪽에표시되어있다.

<도판3-65>

「1872군현지도」천성진도│「1872郡縣地圖」天城鎭圖

1872년,채색필사본, 115.0×65.9㎝,규장각

1872년 군현지도 중 가덕도의 천성동 일대에 있었던 천성진을

그린 지도이다. 조선시대 웅천현에 속해 있었다. 1544년(중종 39)

에 진을 설치하 는데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함락된 후 안골성으

로 옮겼다가 1656년(효종 7)에 다시 이곳으로 이설하여 수군 만호

로 수비하게 하 다. 이 지도는 가덕진도와 표현 기법이 유사하여

동일 화원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천성진의 좌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까닭에 동쪽을 상단으로 잡아 그렸다. 천성진이 크게 확대되

어 중앙에 그려져 있는데 성곽의 내부에는 각종 관아 건물이 상세

하고 당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포수청도 묘사되어 있

다. 1871년 발행된「 남읍지」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 전체적으로 산지는 조감도식으로 그려 봉

우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수목까지도 그려

져 있다. 지도의 상단에는 인근 지역까지 이정을 수록하여 지도를

보완하고있다.

<도판3-66>

「동래부산고지도」│「東萊釜山古地圖」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 133.4×82.7㎝,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래부 군현지도이다.「1872

군현지도」의 동래부 지도와 내용이 유사하다. 전체적인 구성과 성

곽 표현방법, 기재된 지명, 지형 표현 방법으로 볼 때 두 지도의 제

작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면 지명의 표현은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일부 지명에서 누락이 된 것이 발견

된다.대마도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부산 지역의 세부지역을 아

주정확하게묘사하고있다.동래읍성부분의경우다른지도에비

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며, 금정산성의 경우 실제 모습을 그리면

서도, 매우강하게표현된다.또한좌수 성의경우매우자세하며,

적기반도의경우붉게표현되어있다.

<도판 3-67>

「부산고지도」│「釜山古地圖」

19세기후반, 채색필사본, 132.5×78.5㎝,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채색 회화식 지도이다. 전

체 구성은「1872 군현지도」의「동래부지도」와 국립중앙도서관 소

장의「동래부산고지도」와도 유사하나 산맥의 줄기를 매우 강하게

표현하 다. 계명봉, 고당봉의 경우 산봉우리를 날카롭게 표현함

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강하다. 산줄기를 정밀하게 표현

하여 마치 조감도를 보는 듯 하며 그 사이의 분지도 사실적으로 묘

사되어 있다.도로나 하천 혹은 주요 지명에 읍치로부터 거리가 표

시되어 있으며, 면 이름은 황색의 원안에 기재되어 있어 기존의 지

도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인다. 성곽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동

래 읍성의 경우 4대문이 표시되어 있고, 좌수 성, 부산진성, 다대

포성의 윤곽은 실제의 형태와 유사하다. 왜관과 연대청이 표현되

어 있고, 해안에 축조된 항만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이 지도의

제작 연대를 가늠하게 하여 준다. 오른쪽 하단에 대마도의 원경이

그려져있다.

<도판3-68>

「부산고지도」│「釜山古地圖」

20세기초,채색필사본, 10폭병풍, 99.5×340.0㎝,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병풍식으로 제작된 부산 고지

도이다.회화식으로 되어 있으며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10곡 병풍

에 그려져 있고 부산이 개항된 이후인 190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된다. 산수의 형상, 성곽 주변의 경물, 사원, 항만, 선박 등을 비

교적 능숙하게 묘사하 다. 지도의 좌측에 동래 읍성으로부터 우

측에 부산포 일대를 그려 시선의 방향은 내륙에서 바다로 향하고

있다. 우측으로부터 제 1폭에는 포구, 다대진, 몰운대, 하단, 선박,

제 2폭에는 절 도, 일관(日館), 사하면, 엄궁포를 담았다. 제 3폭

에는 오륙도, 가대, 동하면, 부산진, 감리서, 제 4폭에는 수 , 남

상면, 양산계(梁山界), 제 5폭에는 기장계, 석장산, 동상면, 서원,

광제교, 남천교, 선암사, 마하사, 정씨묘, 탄교가 묘사되어 있다.제

6폭에는 서하면, 식파루, 동헌, 객사 등과 동래 읍성 내부가 그려

져 있으며, 제 7폭에는 구의산, 북문, 향교, 만년대, 사천교가 묘사

되어 있다.제 8폭에는 양산계, 북면, 온정, 구포, 소산역, 사배현을,

제 9폭에는 계명봉, 범어사, 원효암, 제 10폭에는 금정산 주봉, 북

문, 동문, 서문, 정수암, 해월사, 미륵암등이있다.

4 대축척조선전도

<도판4-1>

「동여비고」동래부·기장현│「東輿備攷」東萊府·機張縣

1682년경,채색필사본, 47.0×35.0㎝,양산대성암

양산 대성암에 소장된 전국 지도책인「동여비고」에 수록된 동래

부·기장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이 지도책은 60여종의 지도를

한 책에 수록한 지도집으로서 지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일종

의 도별도이면서도 군현지도의 성격을 지닌다.「동여비고」의 제목

은「동국여지승람」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편찬 시기는 그 내

용으로보아원본은 1682년(숙종 8)에제작된것으로보인다.

앞 부분은 역사지도이고 그 뒤에 도성도 등의 특수 지역도가 있

으며, 나머지대부분은도별도와군현도로되어있다.각도별총도

다음에 군현별 지도가 남부, 중부, 북부 등으로 나누어 각 고을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작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으나 정상기의「동국지도」에 앞서 그려진 대축척 지도라는 점에

서 사료가치가 있다. 당시의 지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군현의 묘사 방법을 보면 각 군현의 명칭을 기재하고 붉은 선으로

둘러 읍치를 표시하 으며 강은 청색, 산맥은 녹색으로 묘사하고

있다.도로표시는없지만각역을노란원으로그려교통의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산맥의 표현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으나 연속

적으로그려져맥의흐름을보여준다.

동래부 일대의 묘사 방법을 보면 각 군현의 명칭을 기재하고 붉

은 선으로 둘러 읍치를 표시하 으며 강은 청색, 산맥은 녹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도로 표시는 없지만 각 역을 황색 원으로 그려 교

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맥의 표현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으나 연속적으로 그려져 맥의 흐름을 보여준다. 동래부 일대를

보면 동래, 기장, 양산을 중심으로 그렸으며, 성곽의 표현은 지명

위에 원을 그림으로서 성을 표현하 다.읍치 옆에 역사 내용을 담

은 간단한 주기와 함께 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석

포와 절 도에 목장 표시가 있으며, 봉수는 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

다.오해야항은 현재의 대티고개 부근에 그려져 있다.대마도는 부

산과 매우 가깝게 그려져 있으며 모신산(母神山)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기장현의 내용을 보면 기장옆에‘甲火良谷 車城’이라 하여 군현

의 별칭을 함께 병기하고 있다. 기장현의 읍성은 석축으로 둘레는

3,197자이고 높이는 12자 다.‘京九百七十二里’는 한양까지의 거

리를 나타낸다. 역으로는 신명역과 아월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읍

치부터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척서루(滌署樓)가 기재되어 있는

데 이는 객관의 동쪽에 있던 누정이다. 고읍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성은 현의 동북 5리에 있었으며 토축(土築)이고 둘레가 3,208자

다.

산으로는 고을의 진산으로 탄산이 기재되어 있으며 읍치에서 2

리 떨어져 있음을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 불광산(佛光山)의 경우

울산으로부터 거리가 45리 떨어져 있다고 표현되어 이 산을 경계

로 울산과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외의 산으로 운봉산(雲峰山)

백운산, 남산도 기재되어 있다.남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봉

수가 있었다. 이 봉수는 남쪽으로는 동래현 간비오산에, 북쪽으로

는 울산군 임랑포에 응하 다. 포구로서 공수포, 두모포, 기포, 가

을포, 동백포, 이을포가 있다. 이 중 기포는 현의 남쪽 7리에 있으

며검정바둑돌이생산되므로붙여진이름이다.

두모포는 중종 5년에 성을 쌓았으며 둘레가 1,250척, 높이는 10

자로 과거에 수군 만호를 두었다가 1592년(선조 25)에 동래로 옮겼

다. 섬으로 죽도와 무지도가 나타난다. 죽도는 현의 남쪽 8리에 있

었다. 현재 남아 있는 왜성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무지도는 현의

남쪽 4리에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이을포에는 어량(魚梁)이 있

었다. 하천으로 사천(絲川)이 나타나는데 동래로부터 15리로 표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래와의 경계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용암(處容巖), 수 (水營), 체오정( 鰲亭) 등은 울산에 포함된

지명이다.

<도판4-2>

「청구요람」방안│「靑邱要覽」方眼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2책, 31.5×21.5㎝,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된 전국 지도책인「청구요람」에 수록된 전국 지도

의 방안이다. 이 지도책은 1834년 김정호가 제작한「청구도」의 이

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박물관에는 10종의 청구도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지도책에서는 수록 지

명은 거의 동일하나 산지 및 하천의 표현 방법, 색채 뿐만 아니라

책의 구성도 2책 혹은 4책으로 되어 서로 다르다.전국이 29층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지도책은 28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청

구도」에서 동래부와 기장현은 22·23층의 6·7판에 그려져 있다.

주기가 지도안에 포함된 경우와, 지도의 광곽 바깥에 기재한 경우

와지도책의말미에있는경우도있다.

<도판4-3>

「청구요람」동래부·기장현│「靑邱要覽」東萊府·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2책, 31.5×21.5㎝,규장각

규장각본의「청구요람」은 인되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지

도책이다. 건곤(乾坤)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도제 - 일본

국도 - 동방제국도 - 사군삼한도 - 삼국전도 - 신라구주군현총도 -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 - 본조팔도주현총도 - 각 군현지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묘사 특징을 보면 산은 줄기로 나타나지 않고 중요

한 산만 기재되어 있다. 산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군현지도에서 나

타나는 회화식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읍치와 좌수 은 적색의

사각형으로, 만호와 첨 은 적색의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동래부

를 중심으로 좌수 , 개운포진, 부산첨사, 두모진, 다대포 첨사 등

이 그려져 있으며 오해야항은 석포리쪽에 나타난다. 동래부와 기

장현의 행정 경계는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여백에 아래와 같

은 내용을 주기로 수록하고 있으며 통계는 김정호가 1834년 편찬

한「동여도지(東輿圖志)」의 내용과 일치한다. 기장현의 경우 읍치

가 사각형으로 표현되나 도로망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동래부와

기장현의주기내용은다음과같다.

東萊 : 田三千二百結穀一万二千二百石軍五千京九百六十里壬辰倭亂

宋象賢死之

左水營 :兵八千六百穀四万七千二百釜山(僉) :穀一千石兵五千

開雲(万) :穀七百石兵一千七百豆毛(萬) :穀七百石兵一千七百

多大(僉) :穀一千七百石兵三千五百西平(万) :穀六百石兵一千七百

包伊(万) :穀五百兵一千六百絶影 :外面絶險中實土沃

五六島 :峯巒削立列在海中有天將万世德碑干非烏 :望對馬島最近

機張 : 戶 : 二千八白田二千四百結穀一万二千二百石兵二千五百京九

百白七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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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으로 표현하 다. 면 표시는 원안에‘面’를 넣어 표시한 것은

남대학교 도서관본「청구도」와 동일하다.이 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읍치와 만호 옆에 기재되었던 통계를 생략하는 대신 이를

모아 곤(坤) 책의 말미인 군국총목표에 이를 일괄 수록하여 지도에

서 통계 수록을 피함으로써 지도가 한결 간결해졌다. 이는「청구

도」의 이본 제작과정에서 주기가 지도로부터 분리되는 단계에 제

작된지도임을보여준다.

<도판4-10>

「청구도」동래부·기장현│「靑邱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청구도」이본 중의 하나이다. 이 지도

책은 다른 청구도와는 달리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책은 1판 -

5판 - 9판 - 13판 순서로, 2책은 2판 - 6판 - 10판 - 14판 순서로 제본

되어 있다.내용은 청구도제 - 일본국도 - 동방제국도 - 사군삼한도

- 삼국전도 - 신라구주군현총도 -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 - 본조팔

도주현총도 - 각군현지도순서로되어있다.산지는줄기로표현되

었고 연결성은 매우 뛰어나다. 읍치와 좌수 은 굵은 적색선을 이

용하여 사각형으로 표시하 고 만호와 첨사 은 ◇를 변형한 부호

를 이용하여 표시하 다.면 지명은 따로 부호를 표시하지 않고 지

명을 기재하 다. 이 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도에서 모든 주기

를 생략하 다는 점이다. 다른 지도에서 주기가 광곽 외부에 기재

되던가 혹은 책의 말미에 첨부하는 것과는 달리 이 지도책에서는

모든주기를과감히생략한점이다.

<도판4-11>

「청구도」동래부ㆍ기장현│「靑邱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청구도」의 이

본에 수록된 동래부·기장현 일대의 지도이다. 산지는 갈색으로

줄기로 나타냈고, 하천과 바다는 청색으로 표현하 다. 동래 읍치

와 좌수 은 굵은 적색의 사각형으로 표시하 으며 도로도 굵은

적색 실선으로 동래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경로만 표시되었다.

만호와 첨사 은 ◇를 변형하여 사용하 고, 면 지명은 부호를 사

용하지 않고 지명을 기재하 다. 이상과 같은 표현방법은 규장각

의「청구도」와 동일하다.일체의 주기가 생략된 것도 동일하다.이

로미루어볼때이두지도는전사관계에있는것으로생각된다.

<도판4-12>

「대동도」(대동여지도)│「大東圖」(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22첩),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대동여지도」의 각 22첩을 결합하

여 하나의 지도로 만든 것이다. 표제는「대동도」로 되어 있다.「대

동여지도」는 1861년(신유) 제작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국지도로,

우리나라 고지도 발달사에서 정점에 위치한 지도이다. 22첩으로

구성된 분첩 절첩식의 형태로 구성된 채색 목판본의 지도이다. 각

첩의 크기는 세로가 30.0cm로 22첩을 모아 붙이면 세로 약 7m, 가

로 약 4m의 거대한 전도가 된다. 축척은 약 162,000분의 1이다.

「대동여지도」는 여러 본이 채색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울대

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남대학

교 박물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등 국내 여러 기관에 약 25본이 소

장되어있다.판본후에채색을하 기때문에각본들은제목뿐만

아니라채색형태도서로다르다.

<도판4-13>

「동여」동래부ㆍ기장현│「東輿」東萊府ㆍ機張縣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520.0×290.0㎝,국립중앙박물관

1861년 목판본「대동여지도」의 제작 이전에는 분첩 절첩식의 형

태로 여러 종의 필사본「대동여지도」가 제작되었다.「동여(東輿)」

(국립중앙박물관),「조선도(朝鮮圖)」(오사카「大阪」부립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인본소장),「대동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등이

대표적이며, 책의구성은각 14첩, 29첩, 18첩등으로서로다르다.

이 도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대동여지

도」인「동여」에 수록된 동래부·기장현 일대의 지도이다. 상하 14

첩으로 이루어진 이 지도의 표지에는‘동여’라는 표지가 붙어 있

다.이름은 제 1첩속에 해서체로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大東輿

地圖’명칭을 줄여서 만든 제목이다. 그러나 이 책은 1861년(철종

12)에 제작한 목판본「대동여지도」와는 내용이 다르다. 전국을 남

북으로 200리 간격씩 14층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층을 1첩으로 만

들고, 14첩의 지도를 상하로 연결하면 전국지도가 되도록 하 다.

14첩의 지도를 연결하면 세로 약 5.2m, 가로 2.9m의 지도가 된다.

각층의지도는동서로 140리간격으로구분하여 1절로하고 1절을

병풍처럼 펼 수 있는 절첩식으로 제작하 다. 산지는 녹색으로 채

색되어 줄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봉수대는 불꽃 모양의 기호로 처

리하 다. 하천은 바다와 같이 연한 청색으로 묘사되었으며, 군현

경계는 검은 점선위에 주황색으로 채색하 다. 읍치는 붉은색의

사각형으로 표시하 고, 좌수 과 만호, 첨사 은 적색의 사각형

에 회색으로 채색하 다.교통로는 읍치에서 양산, 좌수 , 기장으

로 연결되는 도로망만 표현하 다.지명을 보면 섬 지명에서 고지,

모등변, 관음암, 다가리 등이 표현되어 있어 방안식 군현지도의 지

명과거의일치한다.

기장현의 면 지명은 동면, 하서면, 상서면이 검은색으로 위치표

시가되어있다.읍치가붉은색사각형으로, 도로망은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다.이 지도에서 수록된 지명과 묘사 방법을 볼 때 이 지

도책은 19세기 전반 방안식 도법으로 제작된 필사본 지도이다.체

제와 수록 내용은 18세기말~19세기 초에 제작된 다른 전도들과

유사하고 특히「청구도」와는 수록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어느 한

지도가다른지도를저본으로삼았음을시사한다.

<도판4-4>

「청구도」동래부·기장현│「靑邱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영남대학교도서관

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청구도」의 이본으로 상·

하 2책으로 되어 있으다.내용은 청구도제 - 청구도범례 - 지도식 -

(전국주현총도) - 각 군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동래부의 묘사 방

법은 규장각 소장의「청구요람」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색채와

일부 지명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읍치 표현에서 사각형으

로 표현된 것은 동일하나 적색선이 생략되었다. 군현 경계는 적색

으로 되어 있으며 23층 7판에서 기장지와 양산지 등의 소속 군현

지명이 추가되어 있다.이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내용 구

성으로 볼 때 모사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면(面) 지명에 원을 사용함으로서 기호의 사용을 시도한

것이다.

<도판4-5>

「청구도」동래부·기장현│「靑邱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고려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청구도」의 이본으로 기·

우(奇·遇) 2책으로 되어 있다.내용은 청구도제 - 청구도범례 - 지

도식 - 본조팔도주현도총목 - 도성도 - 군현도 - 신라구주군현총도-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본조팔도위경합도로 구성되어 있다. 색채

구성에서 동래부는 연두색으로, 기장현은 황색으로, 양산군은 주

황색으로 표현하 으며 따로 군 경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재 지명과 산지 및 하천의 표현 방법을 보면 규장각 소장「청구

요람」과 거의 일치한다. 남대 도서관의「청구도」와 비교하여 보

면이는일치성은더욱두드러진다.이를볼때이지도는규장각본

과전사관계에있음을보여준다.

<도판4-6>

「여지도」(청구도)동래부·기장현│「輿地圖」(靑邱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1.5×21.5㎝,영남대학교도서관

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청구도」의 이본으로 표제

는「여지도」로 되어 있다.건·곤(乾·坤) 2책으로 되어 있으나 다

른 청구도와는 달리 건(乾) 책에 제 1~16판, 곤(坤) 책에 제 17~29

판이 있는 매우 독특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내용은 청구도제 - 경

위선표목록 - 주현총도목록 - 제표총목 - 팔도분표 - 경기충청전도 -

경상전도 - 전라전도 - 황해전도 - 강원전도 - 함경전도 - 평안전도 -

각 군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도제는 최한기가 썼으며 그 옆

에 주서(朱書)로‘최한기몰’이 기재되어 있다.표현 양식에서 특징

은 산지를 줄기로 표현한 것이 독특하다.줄기가 전부 이어지지 않

았으나 규장각본에서 봉우리로만 표현되는 것이 이 지도에서는 줄

기로 묘사되어 있다.군의 경계는 따로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점선

으로 나타냈으며, 기장은 황색, 동래는 백색, 양산은 분홍색 색채를

사용하 다.이지도에서김해부에속하는지역은양산군과동일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 읍치와 좌수 을 사각형에 나타내고 진을

◇형으로 표현한 것은 동일하나 이 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면(面)

을 나타내는 원부호에서‘面’자를 생략하고 원으로만 표현하고 있

는것이특징이다.주기내용은앞의지도와동일하다.

<도판4-7>

「청구경위도」동래부·기장현│「靑邱經緯圖」東萊府·機張縣

김정호,1834년,채색필사본,35.0×24.0㎝,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日本靜嘉堂文庫)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구도의 이본으로 표제는「청

구경위도」로 되어 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원본

은 일본에 있다. 상·하(上·下) 2책으로 제본되어 있으며 내용은

청구도제 - 경위선표목록 - 주현총도목록 - 제표총목 - 팔도분표 -

경기충청전도 - 경상전도 - 전라전도 - 황해전도 - 강원전도 - 함경

전도 - 평안전도 - 각 군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운대 위에‘上

山’지명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산지 표시, 도로

망, 기재 지명, 주기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두 지도가 전사 관

계에있음을보여준다.

<도판4-8>

「청구도」동래부·기장현│「靑邱圖」東萊府·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7.2×24.0㎝,장서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청구도」의 이본으로 건·곤(乾·坤) 2

책으로 제본되어 있다. 내용은 경위선표목록 - 주현총도목록 - 제

표총목 - 팔도분표 - 경기충청전도 - 경상전도 - 전라전도 - 황해전

도 - 강원전도로구성되어있다.각군현의표현방식은 남대학교

도서관의「여지도」와 유사하다. 지도의 좌측상단의 김해 소속의

지역을 양산과 동일하게 처리한 오류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면의

표시방법도 원으로만 처리한 것과 만호 을 ◇형태로 표현한 것도

동일하다. 양 지도에서 도로망이 좌수 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도

로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그러나 보다 큰 차이는 이 지도에서

동래부의주기중호수, 전결, 한양으로부터의거리등의주기가광

곽 바깥의 위쪽에 별도도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기가 이미지로부

터분리되는시도로서지도발달사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도판4-9>

「청구도」ㆍ동래부기장현│「靑邱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34년,채색필사본, 35.0×23.1㎝,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청구도」의 이본 중 하나이다.

건·곤(乾·坤)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청구도제-청구도범례

- 지도식 - 동방제국도 - 사군삼한도 - 삼국전도 - 신라구주군현총도

-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 - 본조팔도주현도총목 - 도성도 - 군현도 -

(곤권말미)군국총목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이 지도책의 특성은

산이 줄기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연결성은 줄기로 표현된 다른 지

도들에 비해 약하다.군현 관할 지역은 색깔의 차이를 통해 구분하

으며, 동래 읍치와 좌수 은 사각형으로 만호 과 첨사 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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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산악투 법’은 나타나지 않는다.「청구도」에서 기재되었던

주기는 생략되었다. 목판본인「대동여지도」와는 달리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지도에는 설명과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데

이숫자는현재까지남아있는전도중에서가장많다.수록된고을

의 이름이 적혀 있는 1층과 지도가 그려져 있는 22층 등 총 23층의

분첩 절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에는 각 층마다 동쪽으로부

터 서쪽 방향으로 지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책의 형태에 맞추기 위

해접혀져있다.이원도를모두연결하여펼쳐놓으면세로약 7m,

가로 약 3.2m에 이르는 대형 전도가 된다.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현재와 매우 유사하지만 평안도의 중강진 부분 등 일부 다른 부분

도 있다. 백두산 위쪽으로는 조선의 수도 던 한성부와 도성이 다

른 부분보다 대축척으로 그려져 있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수록

하고있다.도성오른쪽옆에는글자수를최대한줄이고, 이용자의

이해를돕기위해범례가삽입되어있다.

동래·기장은 제 20·21첩에 그려져 있다. 동래 부근의 산맥 표

현에서 계명봉, 금정산으로 이어지는 맥 중의 하나는 윤산으로부

터 동래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기비현까지 이어져 한줄기는 금

용산, 황령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줄기는 엄광산, 송현산으로부터

다대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군현지도에서 표현되는 산

맥 인식체계와는 상이하다.초량왜관이「청구도」와는 달리 석포쪽

으로 기재되는 오류가 나타나며 이는「대동여지도」목판본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감동포(현재의 구포)도 새로 표현되나 위치에서

오류를범하고있다.

기장현의 경우 면 지명으로 동면, 하북면, 중북면, 하서면, 상서

면, 남면이 나타난다.그러나 기장지역에서 섬 지명과 주기에서 독

특한내용이있어지도제작에중요한단서를제공할수있다.죽도

일대에 표현되는 섬 지명으로 죽도, 동백포와 동백도, 무지포도가

나타난다.

「대동여지도」에서 무지포도의 표시가 없는 대신 동백섬이 표시

되고,「청구도」에서는 죽도와 무지포도가 나타나는데 비해 이 지

도에서는 세 지명 모두 나타난다.이는 이들 지도의 연계관계를 밝

히는데 주요 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죽도 부근에 암

초를그리면서‘急灘舟行甚難’이라고기재한것은이지도의독특

한특징이다.다른어느지도에서나타나지않는이주기내용은이

지도편찬의단서를제공하여줄수있다.

<도판4-18>

「대동여지도」표지│「大東輿地圖」表紙

김정호, 1861년,부산대학교도서관,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목판본「대동여지도」의 표지이다. 표제는 대부분「大東輿地圖」

로 되어 있으나「大東輿地全圖」(국립중앙도서관본, 성신여자대학

교 박물관본),「大東全圖」·「靑邱全圖」( 남대학교 도서관본),

「海左輿圖」(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본),「大東圖」(부산대학교 도서

관본)로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장서각본「大東輿地圖

(Ⅰ)」은「大東輿地圖」로 표제가 되어 있고,「大東輿地圖(Ⅱ)」는 표

제가 붙어 있지 않다. 특히「大東輿地圖(Ⅰ)」의 표제가 목판으로

되어있어매우특이하다.

<도판4-19>

「대동여지도」표제목판│「大東輿地圖」表題木板

김정호, 1861년,피나무, 30.5×40.0㎝,국립중앙박물관

<도판4-20>

「대동여지도」표제(신유·갑자)│「大東輿地圖」表題(辛酉ㆍ甲子)

김정호, 1861·1864년,가채목판본, 30.5×20.0㎝,부산대학교도서관·규장각

<도판 4-22>는「대동여지도」중 제 1층 1면의 표제의 목판과 판

본 내용이다.‘當 十二年 辛酉’라 하여 1861년 제작되었음을 밝

히고 있고,‘大東輿地圖’로 지도의 명칭과‘古山子 校刊’이라 하여

제작 연도와 제작자를 표시하 다. 우측은 1864년(갑자년) 재간된

「대동여지도」표지이다. 갑자본의「대동여지도」는 신유본에 비해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있다. 목판에 제작 연도가 탈각되어

있는것은이와같은재간(再刊)에기인한것이다.

<도판4-21>

「대동여지도」축척·방안│「大東輿地圖」縮尺·方眼

김정호, 1861년,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22>

「대동여지도」범례│「大東輿地圖」凡例

김정호, 1861년,부산대학교도서관

「대동여지도」의 제 1층 2면과 5면에 수록된 지도의 방안과 지도

표이다. 방안 도면에는 가로 80리, 세로 120리를 10리 방안으로 표

시하여, 지도의 축척과 제작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1면의 실제 길

이는남북이 30.0㎝, 동서가 20.0㎝이다.그러므로동서 20.0㎝가약

80리(약 32㎞)에 해당되는 축척이므로 축척은 약 1: 162,000이 된

다. 18세기의 대표적인 대축척 지도인 정상기(鄭尙驥 : 1678~1752)

의「동국지도(東國地圖)」가 약 1:400,000 지도임을 볼 때 약 100년

후에 제작한「대동여지도」는 축척 2.5배, 면적 약 6.3배의 지도가

된다. 이 방안도는 또한「대동여지도」이전에 제작된 20리 방안식

군현지도와 이후 제작된「청구도」등의 전국지도에서의 방안을 같

은방법으로사용하 음을보여준다.

<도판 4-23>의 지도표(地圖標)는 지도의 범례이다.「대동여지

도」가 지도 발달사에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범례를 본격적으

로 사용한 점이다. 이전의「청구도」에서는 지도 안에 호구·전

결·군정과 같은 지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대동여지도」

는 지지적인 내용을 따로 담은 지리지에 미루고 순수한 지도로 남

게 했다. 따라서 지리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부호로 처리했다.「청

구도」에서도 지도식(地圖式)이라 하여 지도의 범례가 있기는 했으

나 간략한 것이었다.대축척 지도에 걸맞게 지도 범례의 내용이 매

우 자세하여 지도표를 14개 항목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22개로

<도판4-14>

「조선도」동래부·기장현│「朝鮮圖」東萊府ㆍ機張縣

19세기초,채색필사본, 546.0×323.4㎝,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 :日本大阪府立圖書館)

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中之島] 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대동여지도」인「조선도」에 수록된 동래부·기장현 일대의 지도

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인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지도는

1800~182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를 남북 26층, 동서 22판으로 나누어 구획한 채색필사본의 전국지

도이다.한 면의 크기는 세로 21.7㎝, 가로 15.0㎝이며 지도 부분은

21.0×14.7㎝이다.이 지도의 원형은 1층이 1첩으로 구성된 절첩식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각 책의 표지에는 지도의 제목, 해당책에

포함된 군현의 이름, 그리고 모두 26책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지

도는 남북의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각층 홀수판의 우측 상단에

12간지를 기록하여 상단의 간지에 하단을 배열할 수 있도록 고안

하 다. 각 군현의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하고 채색하 으며 전국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면 지명과 월경지를 상세히 기록하 다. 각

지방의 산천, 봉수, 창고, 역원, 도록, 고적, 사찰 등을 상세하게 표

시하여 각 지방의 파악에 기본적이 내용을 갖추었다. 동래부 지도

의 경우 인본이어서 채색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군 경계는 점선

으로 표현하 다. 산지는 독립된 산지를 연속적으로 그려 줄기로

나타냈고, 해운대의 장산 일대는 독립된 산지로 표현되었다. 하천

은 수 천의 묘사에서 본류는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하 다. 지류

인 온천천은 다른 지도에서 대부분 범어사 인근에서 발원하는 것

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비교적 소략하여 표현되었

다.부산포에 유입하는 동천의 유로는 비교적 길게 표현되었다.동

래 읍치는 원형으로 표현하 고, 좌수 성은 사각형으로, 만호와

첨사 은 변형된 ◇에 채색하여 표현하여「청구도」의 일부 이본에

서 나타나는 형식과 동일하다. 면은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지명만

기재하 다. 이 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읍치 가까이‘女三’(동래

부) 혹은‘女五’(기장현) 라는 글자를 기재하 다. 모든 군현에서

이와 같은 표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

로사료되며, 이에대한상세한분석이필요하다.기장현의경우다

른 지도에서 모지포(毛只浦)로 표현되던 섬 지명이 무지포(無只浦)

로기록되어있다.

<도판4-15>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559.8×340.0㎝,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대동여지도」에 수록된 동래

부·기장현 일대의 지도이다. 목판본「대동여지도」가 22첩,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동여」가 14첩, 일본에 소장된「조선도」가 26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이 지도는 18첩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필

사본 지도첩이다. 이 중 지도는 17첩으로 되어 있고 제 1첩은 조선

전도와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동래부의 묘사를 보면 군 경계는 흑

색점선위에황색으로채색되어있다.산지는줄기를흑색으로연봉

식(連峰式)으로 표현한 후 녹색으로 채색하 다. 봉수는 불꽃 모양

의부호를사용하 다.하천은적색실선으로그려져있으며바다는

해안부근만청색으로채색하 다.읍치는황색의원으로표현하여,

이를 중심으로 양산, 김해, 기장, 좌수 부산진으로 이어지는 도로

가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좌수 은 ◇로 해안의 만호와 첨사

은작은사각형에적색으로채색하 다.이지도에서특징은도로

가적색으로그려진점이다.낙동강하구에서시작된연안로는다대

포 앞은 지나 모등변도, 고지도와 해운대를 지나 북쪽으로 이어진

다. 수록되는 도서 지명은 해운대 앞에 관음암, 우도, 석우암, 요암

이 수록되고, 부산포에 고지도와 모등변도가 기재되어 방안식 군현

지도와「청구도」에수록된지명과거의일치한다.

<도판4-16>

「대동방여전도」동래부·기장현│「大東方輿全圖」東萊府·機張縣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670.0×380.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대동여지도」인「대동방여전도」에 수

록된 동래부ㆍ기장현 일대의 지도이다. 채색 필사본으로 되어 있

으나 다른 필사본과 내용이 매우 다르다. 산지는 줄기식을 바탕으

로하고그위에녹색으로채색하 다.연봉묘사의형태는다른지

도에 비하여 매우 조밀하다. 동래부의 산줄기는 계명봉에서 시작

되어 윤산을 거쳐 이어지다가 읍치에 미치지는 못한다. 금정산성

에서 시작된 줄기는 기비현을 거쳐 선암산, 엄광산, 송현산을 지나

천마산(지명 기재 안됨)쪽으로 이어져 송도(지명 기재 안됨)로 연

결되고, 다른 줄기는 몰운대로 연결된다.봉수는 불꽃 모양의 부호

를 사용하고 있다.읍치는 적색의 원에 황색으로 채색하 으며, 좌

수 과 첨사, 만호 은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되었다. 하천은 다른

필사본 지도와 매우 다르다. 수 강의 경우 본류가 그려지지 않고

별도의 하천이 동쪽에 그려지며 상류부에 사천으로 표기되어 있

다.이는 이 지도에서 수 강과 온천천을 서로 다른 하천으로 인식

한 오류에 기인된다. 동천의 경우 부산포가 아닌 남내포로 유입하

고 있으며 부산포로는 소하천이 유입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 지명의 표기는 목판본「대동여지도」와 거의 동일한 것이

주목된다.

<도판4-17>

「동여도」동래부ㆍ기장현│「東輿圖」東萊府ㆍ機張縣

19세기중엽,채색필사본, 670.0×380.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대동여지도」인「동여도」에 수

록되어 있는 동래부·기장현 일대의 지도이다. 동일한 이름의 지

도가 일본 쓰쿠바[筑波] 대학에 동일 이름의 지도가 있으나(조선일

보, 1991. 7. 3일자 보도) 내용은 다르다.이 지도는 원래「대동여지

도」목판본을 만든 후 필사한 지도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대동

여지도」의 저본으로 제작되었고「청구도」와「대동여지도」중간 단

계의 지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2첩으로 되어 있으며 산맥의

묘사에서「청구도」와는 달리 맥으로 표현되나「대동여지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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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하 다. 각 도의 관찰사 을 표기한 아(營衙), 읍치, 성지·

역참·창고·목소·봉수·능침·방리·고현·고진보·고산성·

도로등이적색, 황색등을이용하여가채된기호로표시되어있다.

특히 성지·진보·역참·목소·봉수 등 군사적인 주요 시설을 상

세히 표시하고 있는 점은「지도유설」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의

군사적인중요성을잘나타낸부분이다.

<도판4-23>

「대동여지도」목판중동래부│「大東輿地圖」木版中東萊府

김정호, 1861년,피나무, 30.5×40.0㎝,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4>

「대동여지도」동래부│「大東輿地圖」東萊府

김정호, 1861년,목판본, 30.5×40.0㎝,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5>

「대동여지도」목판중기장현│「大東輿地圖」木版中機張縣

김정호, 1861년,피나무, 30.5×40.0㎝,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6>

「대동여지도」기장현│「大東輿地圖」機張縣

김정호, 1864년,목판본, 30.5×40.0㎝,국립중앙박물관

「대동여지도」목판 중 일부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하‘숭실대 박물관’)에 1매, 국립중앙박물관에 11매가 소장되어 있

다. 목판은 대원군에 압수되어 불태워졌다고 전해졌고, 그동안 숭

실대 박물관에 1종만이 있었다. 1994년 11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서 발견된 목판은 숭실대 박물관본과 대조한 결과 판각수법, 재질

등이 유사하여「대동여지도」목판의 진품으로 확인되었다.목판은

두께가 1.5cm 내외로 손잡이가 없으며, 규격은 가로 43cm, 세로

32cm 정도이다. 목판을 절약하기 위해 앞면과 뒷면 양면에 걸쳐

지도를새겼으며목판의재질은피나무로확인되었다.

「대동여지도」의 목판 구성은 가로 80리, 세로 120리의 방안(方

眼)을 한 면(面)으로 하고 두 면을 한 도엽으로 목판에 새겼다. 전

체 도엽은 목판 121매이고 지도 면수는 213면이다. 여기에 지도유

설(地圖類說)·도성도(都城圖)·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등이 첨

가되었기 때문에 총 126개 목판, 227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청구

도」에서 가로 70리, 세로 100리 방괘(方罫)를 한 면으로 편성하여

총 312면이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101면이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지도의 한 면이「대동여지도」가「청구도」보다

가로 10리, 세로 20리를 더 수용하고 도서(島嶼)를 육지에 근접하

여 그렸기 때문이다.한 장의 목판에는 지도 두 면(판)을 앉혀 목판

의 매수는 126판이며, 뒷면에도 지도를 판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목판 1면에는 지도 4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목판은 총

55~60장정도로추정된다.

도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목판 중

의 동래부와 기장현에 해당되는 목판이다.현재는 국립제주박물관

에 전시되어 있다. 인쇄본은 박물관에서 전시를 위하여 시험 제작

한 것이다. 동래부의 경우 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남서부 도서지역

과같은도판에새겼다.동래부는목판우측상단에새겼고, 좌측과

우측 하단에 다른 지역을 판각하 다.이와 같이 동일한 목판에 서

로 다른 지역을 새긴 것은 목판의 절약과 함께 목판의 휘어짐을 방

지하기 위해 전체면을 이용하 다는 주장이 있다. 기장현의 목판

은 19층 2·3판에 속해 있다.전라도의 임자도와 지도 일대를 함께

판각하 으며, 산지와 도로의 표현이 선명하다.지도 가운데 양 지

역을분리하는선은인쇄시구분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도판 4-26>은 1864년(갑자년)본에 수록된 기장현 일대 지역이

다.「대동여지도」는 1861년 제작 이후 3년 뒤인 1864년에 재간본이

제작되었으며 내용도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있다.현재 이 갑자본은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거창박물관 등에 3질이 소장되어 있다.규

장각본과 거창박물관본은 채색되어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국립중

앙박물관본은가채가되어있지않다.한편 1861년본으로가채가되

어있지않은본은국사편찬위원회에소장되어있다.

<도판4-27>

「대동도」(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

「大東圖」(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대동도」의 동래부·기장현 일대 지도

이다. 18층 1·2판과 19층 2·3판에 그려져 있다. 군현 경계는 점

선의 실선위에 황색으로 가채를 하 으며, 바다는 연한 청색으로

칠하 다. 동래 읍치는 황색으로 표시하 으며, 초량왜관은 사각

형의 테두리만 황색으로 가채를 하 다. 좌수 과 첨사, 만호 은

적색의 사각형 테두리에 감청색으로 표시하 다. 봉수는 불꽃 모

양의 부호를 사용하 다.기장이 이중의 원안에 표기되어 있고, 신

명역, 아월역과 함께 도로망에 10리마다 거리 표시가 되어 있다.

삼각산, 홍여산이 표시되고 산줄기 사이로 하계망이 그려져 있다.

섬지명으로동백섬과죽도가표시된다.

「대동여지도」에 묘사된 지리정보에 있어서는 특히 동래 부분에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하천 유로를 보면 수 강의 경우 본

류가 일부 생략되어 있다. 동쪽 해안에 별도의 하천이 유입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상류부에 사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이 지도

에서 수 강과 온천천을 서로 다른 하천으로 인식한 오류에 기인

된다. 동천의 경우 부산포가 아닌 남내포로 유입하고 있으며 부산

포로는 소하천이 유입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에서 지명의

표기는 실제와 매우 다르게 그려진 경우가 많다. 초량왜관이 부산

진의 동측 해안에 그려져 있고, 개운포의 위치도 실제와 다르다.

감동포의 경우 구포의 옛지명이었으나 남내포로 유입하는 하천

상류의 내륙에 표현되어 있다. 특히 좌수 의 경우 실제는 수 천

우안에 있으나 지도에서는 좌안에 표시되어 있다. 오해야항은 실

재로 현재의 대티고개에 있어야 하나 오륙도 부근에 기재되어 있

다.이외에 동평현성은 지도상에 엄광산 아래(지금의 주례일대)에

그려져야 하나 재송포 부근에 수록되어 있다.다른 필사본 전국전

도에서 없는 새로운 지명이 기재된다. 동해안의‘佛岩’과 몰운대

남측의‘釜岐’가 이의 예이다.

<도판4-28>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의 동래

부·기장현일대지도이다.국내소장본중유일하게보물로지정되

어 있다. 지도의 표지는 청색으로 되어 있으며 표제는「대동여지전

도」로 되어 있다. 지도 내용은 부산대본과 동일하나 색채에서 차이

가 난다.군현 경계를 점선 위에 노란색으로 가채한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바다는더욱진한청색으로표시하 다.읍치는붉은색원에

황색으로, 좌수 과첨사, 만호 은붉은색으로만표시하 다.초량

왜관은 황색으로 채우고 있다. 반면 봉수의 표시에서는 황령산, 간

비오봉수등일부에서만붉은색으로표현되어있다.

<도판4-29>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규장각

규장각에소장되어있는「대동여지도」의동래부·기장현일대지

도이다. 현재 웹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이다. 바다는 연안에만

감청색으로 채색하 으며 그 바깥은 연한 청색으로 가채하 다.군

현 경계는 점선 위에 붉은색으로 가채를 하 으며, 읍치는 붉은색

원에 황색을 채웠다. 좌수 과 첨사, 만호 도 동일한 형태로 묘사

하 다.봉수는간비오와황령산봉수에만붉은색표시를하 다.

<도판4-30>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의 동래부·기장

현 일대 지도이다.바다는 연한 청색으로 채색되었으며, 군현 경계

는 주황색으로 가채되어 있다. 읍치는 황색으로 부호안에 채색되

어 있으며, 초량왜관은 황색의 사각형으로 표시되었다. 좌수 과

첨사 및 만호 은 주황색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봉수망은 다

른 지도와는 달리 간비오 봉수, 황령산 봉수 뿐만 아니라 구봉 봉

수, 응봉봉수에도봉수표시가되어있다.

<도판4-31>

「청구전도」(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

「靑邱全圖」(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영남대학교도서관

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의 동래부ㆍ

기장현 일대 지도이다.표제는「청구전도」로 되어 있다.다른 지도

와는달리채색이매우독특하다.산지와도록, 봉수만채색되어있

으며 읍치, 좌수 , 첨사 만호 , 군현 경계 등은 가채되어 있지 않

다.산지의 경우 녹색으로 되어 있다.바탕에 검은색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인쇄 이후 녹색 물감으로 산지만 가채하 음

을보여준다.도로망과봉수표시는붉은색으로가채하 다.

<도판4-32>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의 동래부·기장

현 일대 지도이다.다른 지도들과는 달리 바다를 매우 짙은 감청색

으로 채색하 다. 군현 경계는 황색으로 가채하 다. 읍치는 황색

으로, 초량 왜관은 태두리만 청색으로 채색하 다.첨사, 만호 은

붉은색테두리에짙은감청색으로내부를채색하 다.

<도판4-33>

「해좌여도」(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

「海左輿圖」(大東輿地圖)東萊府ㆍ機張縣

김정호, 1861년,가채목판본, 670.0×380.0㎝,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의 동래

부·기장현 일대 지도이다. 표제는「해좌여도」로 되어 있다. 채색

형태는 다른 지도에 비해 매우 이채롭고 일부 지리정보를 변형·

추가하고 있다. 산지를 검은색 바탕위에 녹색으로 가채한 것은

남대학교 도서관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는 산맥 뿐만

아니라 산지, 해안의 도서도 녹색으로 표시하 고 고읍성(동평 지

명 좌측)도 같은 색으로 가채하 다. 도로망과 봉수망을 붉은색으

로 표현한 것은 동일하다. 구봉 봉수에는 봉수망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군현 경계는 황색으로 가채하 으며, 읍치와 좌수 은 내부

에만 붉은색으로 왜관은 태두리만 붉은색으로 표현하 다.첨사와

만호 은 적색 사각형으로 안에만 붉은색으로 가채하 다. 한편

읍치와 좌수 성의 표시에서는 다른 지도와는 달리 둘레에 여장

표시를통해성곽을표현한것이특징적이다.

<도판4-34>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ㆍ機張縣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 670.0×380.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의 동래부·기장현 일대

지도로 1861년 후대에 모사된 지도이다. 산지는 붓으로 모사하

으나 지명 기재와 해안선 일대는 죽필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산

지는 검은색 물감을 사용하 으며, 해안선은 청색 물감을 이용하

다. 바다는 가채하지 않았다. 하천은 해안선과 동일하게 청색으

로, 도로망은적색으로채색하 다.읍치와초량왜관및첨사, 만호

은 테두리를 적색으로 가채하 다. 봉수망은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하 다. 모사하는 과정에서 지명의 오기가 보인다.‘甘同浦’

의 경우 이 지도에서는‘吾同浦’로 기재되어 있으며 龜烽이 烽으

로 표기되었다. 한편 낙동강 하류부의 묘사에서 하안과 해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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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3>

「동래영지」래영지도│「東萊營誌」萊營地圖

이형하,18세기중엽,필사본,24.7×16.8㎝,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日本天理大學今西龍文庫)

이 지도는 1849~1850년에 좌수사로 재임하 던 이형하(李亨夏)

가 편찬한「동래 지」에 수록된 지도이다.전체 1책 72장으로 되어

있으며 서(序)에 앞서 본 을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 다.좌

수 성과 주변 지형을 그리고 있으며 성곽에서 옹성의 표현이 뚜

렷하며, 성내에 객사 등 6개의 관아 건물이 그려져 있다.동문의 강

안에는 선박이 표현되며, 금련산, 간비오 봉수가 수 성을 둘러싸

고있다.

<도판5-4>

「경상도좌수영관아배설조사도」│「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연대미상,채색필사본, 38.6×58.5㎝,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좌수 의 관아 배치 지도이다.

좌수 성의 규모는 남북 직경이 279.6m, 동서가 534m로 성벽의

총길이는 1,480m, 내부면적은 109,728㎡로 추산되고 있다.성곽을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묘사하 으며, 성문과 치성의 배치도 정확

하다. 성내에는 성문과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를 적색 실선으로 묘

사하 으며, 성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상세히 그렸다.성내의 건

물에는 이름을 표시하여 당시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

용하다. 도면 하단에 상 (上營)과 중 (中營)에 속하는 부속 건물

의 명칭이 주기 형태로 매우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지도 제목에

서‘調査圖’등 비교적 근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개화기 이

후에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

<도판5-5>

「영호남연해형편도」│「嶺湖南沿海形便圖」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59.0×800.0㎝,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관방도 중의 하나로 남해안의 관방를

상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병풍식으로 되어 있으며「 남연해형편

도」와「호남연해형편도」를 합친 수로도이다. 남은 경상북도 해

(寧海)에서 하동(河東)까지, 호남은 광양(光陽)에서 전라북도 용안

(龍安)의 용두포까지 방향에 관계없이 직선상으로 그리고 있다. 40

면으로 된 이 지도는 첫 면과 마지막 면은 산수화를 그려 지도를 장

식하고 있으며, 남과 호남 부분은 분리되어 있다. 이 지도는 개인

소장의「고려중요처도」와같은시기에제작된것으로보인다.

지도의 내용은 산천, 도서, 봉화대, 수로, 선소 등을 각각 적당한

채색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연안 각 군·읍 등의 위치, 도서의 위치

를 표시하고 있다. 동래부 연안의 수로는 울주 서생으로부터 시작

하여 기장을 거쳐 좌수 앞을 지나 절 도 안쪽으로 이어져 웅천

및 통 으로 이어진다. 수로의 요충지에 대해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해저 형편의 험악하고 순편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과 폭

풍을 만났을 때 대피할 만한 유박지(留泊地)와 포구의 선박의 대소

를따라수용할수있는한도, 연안각고을간의이정(里程) 및연안

각지로부터내륙의중요한군읍간의거리가기록되어있다.

수로도이면서 군사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의 묘사가

지방을대상으로그린지도중가장정확하다.각행정중심지의읍

치는 사각형으로 묘사되며, (營)·진(鎭)은 원으로 표현하 다.

동래 읍성을 중심으로 각 읍치와 진보로 이어지는 도로가 그려져

있다. 산맥의 표현은 줄기로 표현하고자 하 으나 일관되게 묘사

되고있지는않다.

<도판5-6>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비단, 67.0×342.0㎝,개인소장

경상북도 해 축산포(寧海 丑山浦)에서 하동(河東)까지의 수

로·항만, 선박의 수용 척수와 방파·방풍 요령, 인근 고을까지의

거리, 봉수등을자세히기록한지도이다.이지도는경상좌도수군

절도사를 지낸 강응환(姜膺煥, 1735~1795)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 후손이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강응환의 호는 물감제(勿欺齊)로

1725년( 조 1) 고창에서 태어났다. 1770년( 조 46)에 무과에 급

제한 뒤로 무관에만 있었다. 따라서 이 지도는 그가 수군절도사로

있을 당시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의 좌우에는 주요 지

점간의 이정(里程)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1767년( 조 43)에 개

명한 안의(安義)가 있는 것으로 보아 1767년 이후에 만든 것이 확

실하다.동래부일대의내용은국립중앙도서관의「 호남연해형편

도」와동일하다.

형태 뿐만 아니라 도로망의 표기도 원도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왜

곡되어그려져있다.이는원도를밑그림으로하여그리지않은것

으로추정된다.

<도판4-35>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 670.0×380.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후대 모사본의 동래부·

기장현 일대 지도이다. 앞의 지도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

게 모사되었다.바다는 청색으로 채색되었고, 해안의 도서도 섬 주

위에 가채를 통해 실감있는 표현을 시도하 다.산지와 도로 및 하

천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었다. 군현 경계와 봉수대는 적색으로 채

색되었다.구봉의경우봉수표시가누락되어있다.읍치와좌수 ,

첨사, 만호 은 적색의 테두리에 황색으로 채색하 다. 초량 왜관

은별도의가채를하지않았다.

<도판4-36>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20세기초,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영인), 670.0×380.0㎝,국립중앙도서관(원본:日本)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소장되어 있는「대동여

지도」의동래부·기장현일대지도로목판본「대동여지도」의후대

모사본이다. 주기가 기재되어 있어 역사 지리적인 내용을 일부 담

고 있다. 14첩의 울릉도 지도에서는 1900년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

치한 기록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20세기 초에 모사한 지도로 추정

된다.

<도판4-37>

「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大東輿地圖」東萊府ㆍ機張縣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후대모사본), 670.0×380.0㎝,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후대모사본의

동래부·기장현 일대 지도이다. 밑 그림을 검은색으로 모사하고

그 위에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산지와 하천은 검은색으로 표현하

고, 군현 경계는 내륙만 점선 위에 황색으로 가채를 하 으며 해

안에서의 경계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읍치와 좌수 성, 첨사,

만호 은 적색으로 기호의 둘레에 가채하 으며, 초량 왜관은 황

색으로채색하 다.

<도판4-38>

「대동전도」(대동여지도)동래부·기장현

「大東全圖」(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19세기후반,채색필사본(후대모사수정본), 670.0×380.0㎝,영남대학교도서관

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대동여지도」후대모사본

의 동래부·기장현 일대 지도이다.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있어 매

우 독특한 모사본이다. 모사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섬세하다.

전체적인 형태를 볼 때 밑그림 위에 종이를 대어서 가는 붓으로 해

안선, 하천 및 산지 등의 모든 정보의 윤곽을 그리고 이후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산지와 해안의 도서는 테두리만 흑색으로 묘사하

고 내부는 녹색으로 채색하 다. 군현 경계는 붉은색으로 가채하

으나, 도로망은 가채를 하지 않았다. 하천은 기본적으로 흑색으

로 표현되었으나 옆은 청색으로 만입부에 표시하 다. 읍치는 분

홍색으로, 좌수 은 붉은색 테두리에 청색으로, 첨사와 만호 은

청색으로 표시하 다.봉수망은 적색으로 표시하 으나 구봉 봉수

는 표시되지 않았다. 지명 표기에서 이전 지도에서 나타난 오류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감동포와 오해야항의 기재 오류는

계속 이어지나, 개운포와 초량 왜관의 위치가 수정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좌수 지명의 경우 목판본 지도에서는 부호의 우측에

기재되었으나이지도에서는윗부분에기재되어있다.

5 관방지도·역사기록도·회화

<도판5-1>

「경상좌수영지도」│「慶尙左水營地圖」

조선후기,채색필사본, 48.4×339.8㎝,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관방 지도로 부산 좌수 을 그린 것으

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며 17면에 걸쳐 묘사되어진 채색 지도이

다.지명과 거리를 필사로 기재한 주기가 있으며 작자와 제작 연대

는 미상이다. 각 지명에는 수로 및 육로의 거리를 리수(里數)로 표

시하 다.묘사 범위는 좌수 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으로 기장, 서

생포, 울산의 병 까지, 남쪽으로 부산, 개운, 두모포, 왜관, 다대,

서평포, 가덕도까지, 서쪽으로 통 까지, 아울러 북쪽으로 동래까

지표시되어있다.마지막부분에비변사인이찍혀있다.내용은상

단에각창, 포및통 까지의거리가밝혀져있고좌수 을중심으

로 주변의 병 , 구수 , 도, 산, 진, 참, 봉대, 성, 포가 기재되어 있

다.오륙도가촛대모양의 5개섬으로그려진것이특징적이다.

<도판5-2>

「여지도서」좌수영지지도│「輿地圖書」左水營之地圖

18세기중엽,채색필사본(영인본), 20.5×31.0㎝,한국교회사연구소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읍지인「여지도서」의 동래부 지리지안에 부

도로첨부된좌수 지도이다.지방화원이그린것으로보이며, 이

후 제작되는 좌수 지도에 향을 미친 지도이다.전체 윤곽은 성

곽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를 서쪽으로 배치하여 그린 점이

특이하다. 산줄기의 흐름은 황령산, 배산으로부터 이어져 전체 성

곽을 둘러싸고 있으며 아래 쪽에 조봉(鳥峯)을 표현하여 풍수 형국

으로 묘사하 다.지도의 좌측에 장대(將臺)가 표현되어 있으며 수

천입구에선창이그려져있다.

강응환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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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중첩된동래의산지들이삼단으로나뉘어표현되었다.윗부분

에는 동래 읍성 북쪽의 윤산이 매우 뚜렷하게 그려져 있고, 중앙부

에는 성곽과 동서남북의 성문 및 문루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성내에는 산과 언덕, 수목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지형을 정

확하게 묘사하고 사이 사이에 대소 관아와 민가들이 세밀하게 그려

져 있다.그림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남문을 중심으

로한아랫부분은전투가시작되는장면이고상반부는전투의마지

막단계를묘사한장면으로연결되어있다.그림중앙에는객사에서

붉은 조복을 입고 북쪽을 향하여 단좌(端坐)하고 있는 송상현을 중

심으로 순절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충정을 기리기 위한 그림의 목적

이 잘 나타난다.남문앞에 약간 높은 둔덕은 농주산을 그린 듯하며,

성내에는객사를중심으로여러관아들이그려져있다.왜병이밀려

들어오는동쪽의성벽은현재인생문이있는자리로추정된다.

<도판5-13>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145.0×96.0㎝,충렬공송상현종택

충렬공 종택(충청북도 청원군 갑내면)에서 소장하고 있던 동래

부 순절도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육군박물관본과 유사하나 묘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박물관본에는 송부사가 남문 문루뒤에 붉

은 조복으로 좌정하고 있으나 이 순절도에서는 남문 문루는 문이

닫혀 있고 송부사로 추측되는 전복 차림의 장수가 문루 동쪽 성벽

위에서 성밖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상반부의 순절 장면도 충렬사

본에는 붉은 조복으로 북향 단좌하고 있으나 이 순절도에서는 백

색 도포로 남향 단좌한 장면이 그려져 있다.주요한 인물에 성명이

병기되어 있어 충절을 기리기 위한 기록화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박물관본에는 인명이 없는 대신 1709년(숙종 35) 부사

권이진이 화기를 지어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이 그

림에서는 읍성내의 관아 건물 배치가 변박의 순절도에 비해 뚜렷

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두 그림에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체제나 그림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흡사한 것으로 보아 공통된 원도

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도판5-14>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

변박,1760년,채색필사본, 145.0×96.0㎝,육군사관학교박물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시부산진성에서벌어졌던왜군과의전

투장면을그린기록도이다.보물 391호로지정되어있다. 1709년(숙

종 35)에 처음 그려진 것을 51년 후인 1760년( 조 36) 동래부 소속

의 화원인 변박이 개모(改摸)한 것이다.「동래부순절도」와 마찬가

지로 이 그림도 격전의 장면을 한 화폭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 높

은 각도에서 내려다 보는 부감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구성은 사

선적(斜線的)인 방향으로 짜여져 있어 수평과 수직선인 구도로 이

루어진다른기록화들에비해비교적변화있는화면을보여준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기나가[小西行長]가 조선 침략 선봉군

인 제 1군 18,700명의 대군과 700여 척의 병선을 이끌고 부산포를

내습, 다음날 부산진성에 침입하면서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 던

부산진성 전투가 시작되었다. 부산진성은 경상도 제 1의 해상관문

으로서 왜군들이 조선에 상륙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요충이었

으나, 당시 이곳의 실제 병력은 1,000여 명에 불과하 다. 부산첨

사인 정발(鄭撥) 장군을 위시한 부산진의 주민들은 장렬히 싸우며

전사하 다.

그림의 내용에서 보면 부산진성의 남문(현재 정공단 자리)앞에

까지 왜군이 진격하고 있으며 좌하단부는 전부 왜선으로 묘사하여

전력의 심한 격차를 보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가운데 흑의(黑衣)의

갑옷을 입은 이가 정발 장군이며 자성대의 모습이 아래쪽에 그려

져 있다.이 자성대는 고부산진성에서 동쪽으로 약 1,000m지점, 부

산만 북안에 임하여 높이 4.5~5.4m, 길이 약 2,180m에 달하는 해

안성이었다. 증산(甑山)은 북문의 뒤쪽에 묘사되어 있다. 그림의

오른편 중앙부에 부산진성의 성곽과 검은 갑옷차림의 첨사 정발을

중심으로 수비병들이 단촐하게 그려졌고 그 아래에는 이를 공략하

기 위한 일본 병사와 선박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원경에 상봉

이 절단된 모습의 금정산을 배치하는 등 주변의 실경 묘사에 정확

을기하고자했고또인물이나건물등이상세하게묘사되어있다.

<도판5-15>

「회본태합기」부산진성│「繪本太閤記」釜山鎭城

岡田修德·法橋玉山畵, 1798년,목판본, 23.0×16.0㎝,국립중앙도서관

「회본태합기」에 수록된「부산진성의 함락」에 묘사된 전투 기록

도이다. 에혼타이코기[繪本太閤記]는 17세기 중반 발행된 다이코

키[太閤記]와 150년을 사이에 두고 1801년 간행된 도요토미 히데요

시[豊臣秀吉]의 일대기이다. 6편과 7편이 임진왜란 관련 기사이다.

그림의제목은‘小西行長이釜山浦의城을陷落하다’로되어있다.

구도는 중앙과 좌측에 부산진성을 배치하고, 우측 아래에서 성안

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바다가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것

이「부산진순절도」와의 차이이다.성안에서도 이미 교전이 벌어지

고 있으며, 왜군을 향하는 화살이 적지 않게 묘사되어 있어 저항이

강하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곽의 묘사와 성 내부의 모습이 일

본인의 화풍을 따르고 있어 실제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이

책이 저술이 조선의「징비록」등의 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림

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지 못하 음

을보여준다.

<도판5-16>

「사로승구도」부산│「 路勝區圖」釜山

이성린, 1748년,채색필사본, 35.2×70.3㎝,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8세기의 부산 실경도이다.조선 후기

에 일본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신단에 포함된 화공들에 의해 부

산포 일대를 실경으로 그린 회화 지도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

그림은 일본 통신사의 출발지 부산의 정황을 묘사한 것으로 저자

<도판5-7>

「목장지도」동래부│「牧場地圖」東萊府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5-8>

「목장지도」동래부│「牧場地圖」東萊府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국립중앙도서관

1663년 허목(許穆)이 편찬한「목장지도」책 중에 동래부 목장을

그린 지도이다. 조선 후기 효종의 북벌 계획으로 마정(馬政) 제도

의 정비가 요청되면서 현존 또는 폐목장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지

도이다.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2질이 소장

되어 있다.책의 구성을 볼 때 부산대학교본에서는 일부 내용이 결

질된 것으로 보인다. 주기에 수록된 통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을 볼 때 이 두 지도는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국

립중앙도서관본에는 첫장에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에 이어

전국의 도별, 군별 목장소재지 지도와 목장 수, 우마(牛馬) 필수,

목장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각 도에 산재한 138개

의 목장 소재지 지도가 그려져 있다.목장 소재지는 대부분 섬이나

바다에돌출된반도등지에위치하고있다.

동래부 지도(<도판 5-7>)에는 지도 상단에 목장으로 절 도, 오

해야항, 석포 목장의 간단한 설명과 김해부 목장으로 금단곶(金丹

串), 명지도(鳴旨島(廢)) 목장에 관한 기록이 있다. 지도의 방위는

남쪽이 위로 향하게 그려져 있고 지도의 윗부분에 대마도가 나타

난다.석포, 절 도, 오해야항목장이표시되고목장외의지명으로

동래 읍성, 왜관, 다대, 서평성이 그려져 있다.부산진은 성이 표현

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섬으로 그려져 있다.오해야항은 현 대티고

개 주변에 그려져 있으며 외성(外城), 중성(中城)이 표현되고 있으

나 이의 기능은 정확하지 않다. 석포목장에도 동일한 형태의 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말의 관리를 위해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부 부분에서 지도 내용의 차이를 보면 주기 내용은 동일하며

기재 지명 및 표현 양식도 동일하다.초량항의 취락 묘사도 동일하

다.단지산지의표현에있어서좀더무게가느껴지고석포목장의

우측에 가옥 3채가 그려져 있는 것이 다르다. 지도에 기재된 주기

는다음과같다.

東萊府 五牧場內設場一處 絶影島 東西十三里 南北七里 主 四

十里 在府南三十里 馬雌雄 一百十一匹 牧子 七十三名 吾海也

項 周 六十里 在府南四十里 本寺設屯 石浦 周 二十五里 在

府南三十里本寺設屯

<도판5-9>

「목장지도」가덕도│「牧場地圖」加德島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5-10>

「목장지도」가덕도│「牧場地圖」加德島

1663년,채색필사본, 36.0×24.0㎝,국립중앙도서관

「목장지도」에수록된가덕도목장지도이다.당시가덕도는웅천

현에 속해 있었다. 지도에는 칠원군에 속하 던 구산곶 목장과 가

덕도의 목장이 그려져 있다. 주기에서 폐(廢)한 곳으로 설명되어

있으며,‘周之七十五里無人居’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가덕도는

내륙에서 섬을 보는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묘사되어있다.

<도판5-11>

「임진전란도」│「壬辰戰亂圖」

이시눌, 1834년,채색필사본,비단, 172.0×99.0㎝,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된 역사 기록도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시 부

산진성과 응봉 및 다대진에 왜군과의 전투 장면을 그린 것이다.주

기에‘萬曆壬辰後二百四十三年甲午(1834) 六月 畵師本府軍器監官

李時訥’로 되어 있어 제작 연도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다. 부산 지

역은 임진왜란 초기에 격전지가 되었던 곳으로 이를 회화로 표현

한그림이많이있다.역사사실을그리고있으나사실위주로표현

하고자 하 기 때문에 당시의 지역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된다.이 그림은 일본인이「문록전역지도(文祿戰役之圖)」라고

하던 것이었으나 후에「임진전란도」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일본

군과 조선군은 백범(白帆)과 황색범(黃色帆)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다. 지도 상부에 1766년 세워진 정공단과 윤공단을 분묘로 그려

놓았으며 각 충렬사에 대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지도의 아래에

그림을 그린 시기와 제작자가 주기로 표현되어 있다. 암남 반도가

길게 묘사되고 그 사이로 다대항과 감천항이 표현되고 도와 조

도도 묘사되어 있다.부산진성의 윤곽은「부산진순절도」와 유사하

여이를일부참고한것으로생각된다.

<도판5-12>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변박,1760년,채색필사본, 145.0×96.0㎝,육군사관학교박물관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역사 기록도로 보물 392호로 지

정되어있다.임진왜란이일어난직후인 1592년 4월 15일동래성에

서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 싸우다 순절한 부사 송상현(宋象賢)을 비

롯한 성민들의 전투 내용을 그린 기록화이다.이 그림은 원래 1658

년(효종 9)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에 의해 제작이 시도된 것으로

그가 신병으로 물러나자 1709년(숙종 35) 동래부사 권이진(權以

鎭)이 화공을 시켜 민부사가 정리해 놓은 사료에 의해 이 동래부

순절도와 부산진 순절도 두 그림을 그리게 하여 동래 남문안의 비

각 좌우벽에 걸게 하 다. 그 후 그림이 흐려지자 홍명한(洪名漢)

부사가 변박(卞璞)으로 하여금 모사하게 하여 동래 안락서원에 보

관하 다가 1963년육군사관학교박물관으로옮겼다.

필치, 형태에서 다소 경직된 면이 보이나 치열하 던 전투내용을

실감있게 묘사하 다. 전체를 한 화폭에 담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내

려다 보는 식의 부감법을 사용하 다. 화면 중앙에는 동래성과 그

안의 경관이, 화면 아래쪽에는 성밖에 포진된 왜군들이, 화면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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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용미산 일대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용미산의 윗부분의 산지

는 도를그린것으로추정된다.섬이두곳에묘사되어있으나어

느쪽이오륙도인지는확실하지않다.

<도판5-21>

「진재화집」몰운대│「眞宰畵集」沒雲臺

김윤겸, 18세기초,채색필사본, 54.0×35.5㎝,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5-22>

「진재화집」영가대│「眞宰畵集」永嘉臺

김윤겸, 18세기초,채색필사본, 54.0×35.5㎝,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5-23>

「진재화집」태종대│「眞宰畵集」太宗臺

김윤겸, 18세기초,채색필사본, 54.0×35.5㎝,동아대학교박물관

18세기 초 진재(眞宰) 김윤겸(金允謙, 1711~1775)이 동래부 일대

를 그린 산수도이다. 조선 후기 동래 일대는 태종대, 해운대, 몰운

대 등 뛰어난 풍광을 갖춘 곳이 많아 이들을 회화적으로 그린 그림

이적지않게남아있다.김윤겸은숙종대의화가로서본관은안동,

호는 진재이다.정선의 진경 산수화풍의 향을 받아 강희언, 김응

환과 함께 겸재파를 형성하 다. 그는 금강산, 한양근교, 단양,

남 지방 등의 명승을 여행하면서 진경 산수 제작에 몰두하 고, 정

선이나 겸재파 화가들의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화풍을 갖추었

다. 주로 바다, 바위, 물이 흐르는 계곡을 소재로 선택하 고 실경

을 대담하게 생략한 근대적 화면구성이 특징이다. 또한 수목과 담

채의 가벼운 표현과 바위의 붓질을 중복하여 입체감을 가미시킨

표현은서구의수채화를연상시킨다.

김윤겸은 부산 지방에서는 가대와 태종대, 몰운대의 세 곳을

그렸는데, 가대의경우지금까지남아있지않아비교해볼수없

지만, 태종대나 몰운대의 경우는 현재의 풍경과 비교해 볼 때 경관

의해석능력이매우뛰어나다는사실을알수있다.

몰운대는 16세기까지 몰운도라는 섬이었으나 그 후 낙동강의 토

사의 퇴적작용으로 다대포와 연결되었고, 낙동강 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은 잠겨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그림에

서는 바다로 힘차게 뻗은 반도로 나타냈으며 그 위에 노송들을 그

리고있다.바다도생동감있게표현하고있다.

가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역사적인 의미성 때문에 화가

들에 의해 자주 그렸으며, 옛지도에 빠지지 않고 수록되는 지명이

다. 가대는 1614년(광해군 6) 경상감사권반이쌓은동산으로, 일

본 통신사 일행이 부산에 도착하여 떠나기 전 용신제를 지내면서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 던 장소다. 그 위치는 지금의 부산진 자성

대 부근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이 주변이 매축되어 현

재는 경부선 철도가 가로놓여 있는 상태이다. 가대 및 선창은 당

시 규모가 매우 커 약 400~500명 규모의 통신사 일행은 6척의 대형

선으로 이곳을 떠났다.또한 지방 관리들의 관월루(觀月樓)로 이용

되어 많은 한시(漢詩)를 남기기도 하 다. 그림에서는 부산진성과

가대를 좌측에 배치하고 우측에 도를 묘사하 다.고지도에서

표현되는것과는달리 가대위에두채의건물이그려져있다.부

산진성은남문, 서문, 동문이뚜렷이표현되고안에관아건물이묘

사되고있다.황령산등은원경으로표현하 다.

태종대는 지금도 신선바위, 병풍바위, 망부석 바위 등 지금도 뛰

어난 자연의 풍광이 잘 보존된 곳이다. 태종대의 묘사에서는 암석

해안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해식애와 파식대를

사실적으로묘사하고있으며, 암석사이에서용트림치는듯한파도

는그림의생동감을높이고있다.생도는원경으로표현되어있다.

<도판5-24>

「동래태종대도」│「東萊太宗臺圖」

정황,18세기후반,채색필사본,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후기 손암(巽菴) 정황(鄭榥, 1735~?)이 태종대를 그린 그

림이다.정황은 본관은 광주, 호는 손암으로 겸재 정선의 손자이다.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림은 정선의 진경 산수화풍을 그

대로 이어받아 작품 중에는 정선의 작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대표작인「노적만취도(露積滿翠圖)」에서는 대담한 구도와 활

달한수묵의구사, 개성있는필치등이돋보이고있다.한양과금강

산을 그린 6점의 진경 산수화도 전하며 이 그림은 그의 작품 중 하

나이다.

태종대는 섬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우측 상단에 그려진 산은 어

느 장소를 그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바다는 잔잔한 물결을 통해

평화롭게 묘사되고 있으며 그 위에 근경과 원경으로 표현된 6척의

배들도 한가롭게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의 중심은 몇 그루의 소나

무와 더불어 묘사된 태종대 위에서 한가롭게 유락을 즐기는 네 사

람이 묘사되어 있다. 의복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신분상의 차

이를보인다.

한편 부산시립박물관에는 정선(鄭敾, 1676~1759)의「교남명승

첩」에 수록된 몰운대, 해운대, 태종대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그

림이 수록된「교남명승첩」은 1733년에 정선이 청하(淸河) 현감을

지내는데 이때 남 일대 58곳의 명승고적을 담은 화첩이다. 몰운

대는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형태로 그려졌다. 몰운대의 모습은 낙

동정맥의 말단부임을 암시하는 듯 산줄기가 이어져 바다로 함몰하

는 곳에 다시 힘차게 솟구쳐 포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그림

의 좌측은 낙동강이 흐르는 모습을, 우측은 다대포 해안을 그렸고,

우측에는 오륙도를 그리고 있다. 험준한 산지와 오륙도의 강한 표

현과 원경에 그려진 부드러운 산지를 대비시키면서 그림의 중심으

로 자연스럽게 몰운대로 이동시킨다. 응시하기가 가장 편한 지점

에 몰운대를 배치시키고 그 위에 두 선비를 살짝 얹어 놓았다. 한

선비는 먼 곳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한 사람

은이를듣고있어의사소통관계를보여준다.

해운대의 모습은 해안을 중심으로 그리면서 응집력이 뛰어나게

표현되면서 힘찬 필세를 보이고 있다. 사빈해안이 발달한 해안의

송림을 그리고 있으며, 내륙에는 마을을 그리고 있다.바다는 부드

러운 물결을 통해 평화롭게 그리고 있으며 몇척의 배가 한가롭게

와 제작 연대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진 그림이다. 작자인 이성린

(1718~1777)은 최북(崔北)과 함께 통신 사절단의 수행화원으로 일

본에 다녀오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그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잘 그

렸다고 전하지만 산수와 인물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일본에 전하며 산수화는 남종화풍을 따랐다. 그림

의 배경이 된 조선 통신사 일행의 최종 출발지 던 부산은 일행의

접대와 특산물·예단의 모집, 해신제 준비 등 통신사 파견에 많은

역할을 하 다. 처음에는 충주·안동·경주·동래의 4개소에서

일행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도록 하 으나, 후기에 와서는 흉년이

나 민생 안정 등의 이유로 동래에서만 접대하는 것이 관례화되었

다. 통신사 파견이 있을 때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에

서 각기 마련한 특산물과 예단은 모두 동래부로 운송되어 일행에

게 전해졌다. 바람이 선박의 운항에 맞지 않으면 길게는 수개월을

그대로 부산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 기간에 통신사들은 동래부사

등 인근 지역의 지방관, 유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주변의 명소

를찾아다니면서시를남기기도하 다.

통신사일행은그인원이대략 400~500명에이르렀는데, 이가운

데 하급 역관이나 선장, 군인, 격군 등은 주로 부산, 좌수 , 동래,

초량 등 인근 지역의 사람으로 충원되었다.부산의 가대(永嘉臺)

는 이들 통신사 일행과 인연이 깊은 명승지로, 이들은 길일을 택하

여 이 곳에서 무사항해를 비는 해신제(海神祭)를 지내고 일본으로

떠났는데, 이때 제물의 준비는 동래부에서 담당하 고 축문 낭독

과해신제행사는통신사제술관이관장하 다.

그림에서는 부산진성과 자성대를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다.중앙

에 진성과 자성대를 배치하고 그 주변을 묘사한 것으로 부산진성

앞 작은 언덕위에는 큰 수목위에 기와집이 있는 곳이 가대이다.

일본으로 떠나는 신사는 이곳에서 항해의 안전을 비는 용신제를

지냈다. 가대위쪽의깎아지른산은자성대, 수목이우거져있기

때문인지 평탄한 정상부는 그려 있지 않다. 왜성의 성벽도 무시되

어있고, 수직으로쌓아올린부산진성이상세하게묘사되어있다.

<도판5-17>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82.0×462.0㎝,국립중앙박물관

<도판5-18>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18세기후반,채색필사본, 82.0×462.0㎝,국립진주박물관

18세기 동래부사가 일본의 사신을 맞기 위해 이동하는 행렬을

회화로 표현한 그림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에 각

1점씩 소장되어 있다. 1609년(광해군 1) 6월에 체결한 기유조약(己

酉條約)으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일본에서 파

견된 사신은 왜관에서 머물게 되었다.이 그림은 당시 향접위관(鄕

接慰官)인 동래부사가 초량왜관으로 행차하는 장면과 왜관 객사에

서사절일행이숙배하는광경등을묘사한것이다.실경산수와지

도의성격이가미되어있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의 경우 우측으로부터 제 1폭에서 제 7폭까지

는 윤산(輪山) 아래 자리한 동래 읍성으로부터 동래부사가 관원들

을 앞세우고 초량왜관 설문(設門)으로 들어가는 행렬 장면이 묘사

되었다.동래부 읍성의 남문을 나와 돌다리인 광제교(廣濟橋)를 건

너 부산진 등의 군사기지를 지난다. 통신사의 출발지인 가대도

보인다. 제 3폭에 가마가 보이는데 여기에 동래부사가 타고 있다.

동래부사의 행렬은 위풍당당함을 나타내고, 악대와 무관, 각종 병

기를 든 병졸, 임무를 맡은 관리도 지나간다. 행렬 속에는 기녀로

보이는 여성들이 있다. 제 7폭부터는 초량객사가 보인다. 이 곳에

는 조선국와의 전패(殿牌)가 있어, 일본 사절이 예의(숙배례 : 肅拜

禮)를 표하는 곳이다.제 8폭에는 일본 사절이 초량객사(草梁客舍)

뜰 아래에서 왕의 전패(殿牌)에 숙배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것이

다.제 9폭에는 조선 역관들의 숙소인 성신당(誠信堂)과 빈일헌(賓

日軒)이 자리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 10폭에는 연향대청(宴享大廳)

에서의 연회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의 시점은 부감

법에 따라 멀리서 내려다보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산과 주요 건

물, 지명등이표기되어있어당시동래지역의지도를보는듯구체

적으로묘사되어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소장본도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동래부사가 일본 사절을 접대하고 연향

을 베푸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내용면에서 비슷하나 이 그림에는

왜관의 서쪽 경관이 추가로 그려져 있다. 모두 10폭으로, 내용상

네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첫번째부분에서는동래부사가일

본 사절을 맞기 위하여 초량 왜관까지가는 노정과 주변 경관을 그

렸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본 사절이 초량 객사에서 한양의 조

선국왕에대해예를갖추는모습을그렸다.세번째부분에서는연

향대청(宴享大廳)에서 연회를 베푸는 모습을, 그리고 네 번째 부분

에서는왜관전용포구의항만시설이일부묘사되어있다.

<도판5-19>

「조선팔도지도」왜관│「朝鮮八道地圖」倭館

1785~1800년,채색필사본, 35.7×21.2㎝,규장각

<도판5-20>

「조선팔도지도」해운대│「朝鮮八道地圖」海雲臺

1785~1800년,채색필사본, 35.7×21.2㎝,규장각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도별도인「조선팔도지도」의 첫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왜관과 해운대를 그린 그림이다.이 도별도에 이 그

림이 삽입된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해운대의 경우 좌측에 해운대

일대의 가옥이 여러채 그려져 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산지가 묘

사되어 있으나 어느 산을 그린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지도의

우측에 그려진 섬들은 오륙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좌측

위쪽에대마도지명을표기하고섬을그렸다.

왜관과 주변 경관의 묘사도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중앙

에 왜관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을 묘사하고 우측에 삼림으로 묘사

된 산지는 지금의 용두산 일대를, 왜관 좌측의 산지는 지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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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의 화원인 변박(卞璞)이 1783년 초량의 왜관을 그린 그림

이다.그림에서돌담안쪽이왜관, 그북쪽건물은일본사신을접대

하던 연향대청(宴享大廳)이다. 산너머 왜관 관계의 우리측 관청인

성신당(誠信堂), 통사청(通事廳), 유원관(柔遠館)이보인다.오늘의

부산역 서북쪽에 설문(設門)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밀무역 방지

를위한조치 다.설문안쪽에있는것이초량객사로일본사절이

부산포로 오면 먼저 객사에 안치된 국왕의 전패(殿牌)에 숙배(肅

拜)해야 했다.그림에는 매립으로 지금 없어진 선산과 용미산 모

습이 비교적 정확히 나타난다. 용미산 앞에 선창(동서 78間, 남북

122間)이 표현되어 있다. 왜관내에 용두산의 숲을 경계로 동관과

서관이 그려져 있다.동관은 외교, 무역 실무를 담당하던 일본인들

이 머물던 곳이며 서관은 일본 사신들이 머무르던 곳이다.설문(設

門)은 1710년(숙종 36)에 세워진 것으로 이는 밀무역의 방지을 위

한 조치로 설문과 초량왜관 사이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고 일반인

의출입을금하 다.

<도판6-7>

「부산포초량화관대회도」│「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

1886년,채색필사본, 78.4×50.0㎝,日本東京大學校史料編纂所

일본 동경대학교 사료편찬소에 소장되어 있는 초량 왜관을 그린

지도이다.지도내에 1820년(일본 문정 3) 정월에 그려진 것을 증보

한 것이라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왜관의 중심에 용두산이 배치

되어 있고 서측 아래쪽에 용미산이 그려져 있다. 부산포에 그려진

방파제 안에 두 개의 부두가 그려진 것은 다른 지도와 유사하다.

각 지점마다 거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설명도 담

겨있다.

<도판6-8>

「초량왜관회도」│「草梁倭館繪圖」

조선후기,채색필사본, 145.8×101.5㎝,日本對馬歷史民俗資料館

일본 대마종가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초량 왜관을 그린 지도로

대마도 이즈하라 소재 나가사키 현립 역사민속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다. 대마도에서 초량 왜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린 지도로

추정된다. 제작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부산포초량화관대회도」

와 구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같은 저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다른왜관도와는달리지명이거의수록되어있지않다.

지도의 아래 부분이 동쪽이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에 3대청

과 6행랑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위쪽에 나무가 그려진 곳이 현재

의 국제시장 일대이다. 용두산의 동쪽 중앙에는 관수가(館守家)가

자리하고 있다. 대마도 교역선이 정박하는 선유장 7,000평은 1678

년에 조성한 것이다. 왜관 내에는‘井’자로 기록된 곳이 21개소이

며, 복병산과 용두산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계류는 야나카와[柳川]

으로 불리웠다.이 하천은 용두산 서쪽을 돌아 오늘날 광복동을 관

통해서 용미산 서쪽을 통해 바다로 유입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개천을복개한것이현재의광복동길이다.

<도판6-9>

「초량지회도」│「草梁之繪圖」

17세기후반,채색필사본, 98.0×64.0㎝,日本對馬歷史民俗資料館

1678년(숙종 4) 왜관이 고관으로부터 이전되어 초량에 설치될

당시의 왜관 범위와 경계를 그린 지도이다. 일본 대마종가문고 지

도로 대마도 소재 나가사키 현립 역사민속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

다. 두모포 왜관이 항만시설이 접안에 부적합하여 대마도주는 조

선 정부에 왜관의 이전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조선정부는 초량에

약 10만평(동서 450間, 남북 250間) 부지를 내어 주어 이전을 허락

하 다.이 지도는 동래부사와 왜관수(倭館守) 사이에 왜관의 경계

선을 측량하고 작성한 것이다. 절 도는 목도로, 용미산은 호사키

산[呼崎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용두산이 넓은 범위로 표시되어

있다. 현재의 보수천은 초량천으로 지명이 기재되어 있고, 양안의

평지인 샛띠벌(구초량)은 가옥이 표시되어 있어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왜관 경계산 안에 있던 마을들은 경계가 설정되

면서왜관외부로이주되었음을보여준다.

<도판6-10>

「조선사료집진」부산포왜관회도│「朝鮮史料集眞」釜山浦倭館繪圖

19세기후반,필사본(인쇄), 39.7×29.8㎝,부산대학교도서관(원본 :日本個人)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조선사료집진」에 삽입된 일본 왜

관을 그린 지도이다. 작자는 미상이나 원본 소장처는 일본 교오토

오[京都]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의 높은 곳에서

바라본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초량 왜관의 내부와 각 건물

의 지명들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반원형의 방파제안에 부

두 시설이 묘사되어 있다.그 뒤에 건물들이 밀집되어 그려져 있고,

동관, 서관을구성하는건물들의지명도상세히수록되어있다.

<도판6-11>

「조선사학」부산화관준공도│「朝鮮史學」釜山和館竣工圖

1678년추정,채색필사본, 26.0×18.0㎝,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원본 :日本個人)

일제강점기중발행된「조선사학제 2호」(1926)의논문에수록된

「부산화관준공도」이다. 지도의 상단에‘延寶六年七月 釜山和館竣

工圖’라 기재되어 있어 1678년(숙종 4) 그려진 것으로도 볼수 있으

나 제작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일본 개인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서남북의 범위와 거리가 주기로 기재되어 있다.「부산포초

량화관대회도」와 구도가 거의 유사하나 용두산은 그려져 있지 않

고, 3대청과 6회랑도묘사되어있지않다.

<도판6-12>

「부산포초량화관지도」│「釜山浦草梁和館之圖」

19세기말,채색필사본, 58.5×1003.0㎝,국사편찬위원회

19세기 말 초량 왜관 일대와 부산항을 그린 그림이다.묘사된 범

위는 서쪽의 송도 해안으로부터 동쪽의 부산진성까지 그려져 있으

떠다니고 있다. 이 그림에서의 중심은 지금의 동백섬에서 바다를

관조하는두선비이다.

<도판5-25>

「경상도명승도」몰운대│「慶尙道名勝圖」沒雲臺

조선후기,채색필사본, 136.0×38.0㎝,규장각

「경상도명승도」에 수록된 몰운대의 그림이다. 8폭의 병풍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한폭에 몰운대를 묘사하 다.이 병풍에 묘사된

곳은 만하정(挽河亭, 徐有鳳 作詩), 호루(映湖樓, 李善祚 作詩),

해인사(海印寺, 徐相鵬 作詩), 촉석루(矗石樓, 尹必觀 作詩), 수승

대(搜勝臺, 尹必觀 作詩), 몰운대(沒雲臺, 尹倣觀 作詩), 남루(嶺

南樓, 金斗甲 作詩), 내연산(內延山, 崔映湜 作詩) 등 경상도의 8곳

이며 경승과 함께 시를 수록하 다.각 그림의 화풍으로 보아 동일

한 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몰운대 그림에는 윤필관의 시가

있다.몰운대는 아래쪽에 묘사되어 있으며, 낙동강 하구에 연한 여

러경승을함께담아내고있다.

6 초량왜관도·부산항지도

<도판6-1>

「해동제국기」동래부산포지도│「海東諸國記」東萊富山浦之圖

신숙주, 1474년,목판본, 29.0×20.6㎝,국사편찬위원회

「해동제국기」에 삽입된 부산포를 그린 지도이다.부산 지역을 대

상으로 묘사된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이 책은 신숙주(申叔

舟)가 일본을 다녀온 직후, 1471년(성종 2)에 왕명을 받아 지은 책

으로일본의지세·국가사정·교류연혁및사신을대하는예례의

절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제포(薺浦), 염포(鹽浦)와 함께

부산포의 지도가 그려진 것은 1474년(성종 5) 3월 예조좌랑 남제

(南悌)가삼포왜호의실화(失火)를 진휼(賑恤)할때, 왕명을받아 3

포의 지도를 그린 결과이다 왜인들의 호구 조사 결과 및 삼포에서

경성까지의교통로와한양으로부터소요시간이기재되어있다.지

도에서는 동래관(동래 읍성)이 사각형의 형태로 묘사되며, 마비을

이현, 왜관, 청, 동평현와함께견강사(見江寺)가나타난다.

<도판6-2>

「장운도」동래부산포지도│「掌運圖」東萊釜山浦地圖

19세기,채색필사본, 44.4×69.2㎝,국립민속박물관

<도판6-3>

「장운도」대마도│「掌運圖」對馬島

19세기,채색필사본, 44.4×69.2㎝,국립민속박물관

「장운도」에삽입된부산포와대마도지도이다.이책은조선에서

중국 및 일본으로 가는 육로 및 해로를 묘사한 지도첩이다.전체적

으로 서경, 우공편의 치수와 관련한 구주산천을 표시한 방성도, 중

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서양 제국을 표시한 천하

도, 개봉부 등 중국의 14개부의 산과 강, 바다의 지형을 각각 그렸

다.북으로는중국과의주교통로인의주, 안주를중심으로하는해

로도, 요동도, 여진도를 그렸다. 남으로는 신숙주의「해동제국기」

의내용을참고하여일본과의주교통로인동래, 웅천, 울산을중심

으로한「해동제국총도」및각지역의세부지형도, 그리고대마도,

일본, 유구등의지도를자세히그렸다.

부산포 지도는「해동제국기」를 바탕으로 하 으나 내용은 매우

다르다. 절 도를 표시하고 해안에 유입하는 하천으로 좌자천(左

子川)과 대천(大川)을 그렸다. 대천은 지금의 수 강으로 보이며

하구의 좌안에 좌수 성이 그려져 있다. 부산진성과 좌자천 하구

의 우안에 왜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동관, 서관, 중관이 표시

되어 있고 그 앞산은‘獨山’으로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각 지점마

다기재된노정이왜관을중심으로수록되어있다.

대마도지도는「해동제국기」의지도를옮겨그렸다.대마도의각

고을의 지명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군의 표시는 적색

사각형으로 표현하 다. 지도 상단에 울산부의 염포, 동래의 부산

포, 웅천의내이포를표시하 다.

<도판6-4>

「조선귀호여록」동래부도│「朝鮮歸好餘錄」東萊府圖

石幡貞, 1876년,필사본, 21.1×15.3㎝,국립중앙도서관

<도판6-5>

「조선귀호여록」초량도│「朝鮮歸好餘錄」草梁圖

石幡貞, 1876년,필사본, 21.1×15.3㎝,국립중앙도서관

일본인 石幡 貞이 1876년 저술한 기행문과 시를 순 한문으로 저

술한「조선귀호여록」에 삽입된 지도이다. 그는 한문과 한시에 능

하여 부산 개항 직후인 1876년 일본 정부의 명으로 초량 왜관에 주

재하면서 부산 개항 사무처리에 종사하 다. 당시 부산 지방의 사

회상을 일본인의 시각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개항 당시의 부산 사

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동래부를 스케치식으로 그린

「동래부도」에는 동래 읍성 남문이 작게 묘사되고 온천천에 세병교

지명을 기입해 놓았다.좌측 상단에 그가 지은 듯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초량 지도는‘재부산항대일본관도’로 적혀 있다. 현재의 부산항

일대를그리고지명을기재하 다.산지명으로사병산, 구덕산, 용

두산, 용미산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절 도, 태종대가 표시되어

있다.동백도로표시된섬은지금의조도를그린것으로보인다.오

륙도는 용대(龍臺)로 기재되어 있다.대동관과 용두산 아래는 초량

왜관을그린것으로보인다.

<도판6-6>

「왜관도」│「倭館圖」

변박,1783년,채색필사본, 133.0×58.5㎝,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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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의 중심은 초량 왜관이다.방파제가 석축으로 설치되어 있

으며,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도가 원경으

로 그려지고 오륙도가 촛대 바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용두산을 경계로 동관과 서관으로 구분되며, 왜관 북쪽으로

는 조선 국왕의 전패를 모시는 초량 객사와 일본 사신에게 향연을

베푸는 연향대청(宴享大廳), 동래부사 조선측 관원의 숙소인 유원

관(柔遠館), 역관숙소인 성신당(誠信堂) 등의 초량 왜관과 그 주변

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이외에도 두모포, 적기, 오륙도, 도의 모

습이 그려져 있으며, 당시 조선의 희사품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던매를잡는일본인들의모습도묘사되어있다.

<도판6-13>

「왜관도」│「倭館圖」

19세기말,채색필사본,크기미상,개인소장

초량 왜관내의 건물과 이름들을 상세하게 기재한 약도이다. 화

풍으로 보아 일본인이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그린 범위는 용두산

동쪽부터 용미산까지 일대를 그렸고, 서쪽의 3대청을 따라 지도의

좌측 하단에 위치만 표시하 다. 각 장소에 지명을 기재하지 않고

부호를 사용하여 지도의 아래 부분에 지명을 기재하 다. 주기 부

분에는왜관의범위에대하여내용을기록하고있다.

<도판6-14>

「부산요도」│「釜山窯圖」

19세기말,채색필사본,크기미상,개인소장

일본인 거류지내에서 그릇을 굽던 요지(窯址)의 분포를 그린 지

도이다.앞의 왜관도와 동일인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보이며, 화풍

으로 보아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로 추정된다. 가옥의 형태가 기와

집과 초가집으로 되어 있으며, 가옥 주변에 요지가 그려져 있으며,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지도의 좌측 상단에 기재된‘副特’,‘參判’

지명이 앞의 왜관도에서 3대청을 지칭하고 있으며, 지도의 아래쪽

에 바다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남빈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않다.

<도판6-15>

「포산항견취도」│「浦山港見取圖」

1881년,채색필사본, 147.5×98.0㎝,개인소장(전시 :부산근대역사관)

1881년 일본 조계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소유자는 개인으로, 부산근대역사관에 전시 중에 있다. 지도 하단

에 지도 제목과 함께‘明治 十四年一月書 祝定一所有’라는 기록이

있다. 지도의 아래 부분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누군

지는알수없다.화풍이나글씨체, 용어들을볼때일본인으로추정

된다. 견취도(見取圖)의 의미는 일정한 위치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실경, 즉 지형, 지물, 건물 등의 개요를 묘사한 그림 내지

는 스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도는 전관 거류지의 대략적인

개요도성격을지닌것으로보인다.

<도판6-16>

「조선견문도회」│「朝鮮見聞圖繪」

1893년,채색필사본, 26.0×38.3㎝,부산시립박물관

「조선견문도회」에수록된부산관련풍속도이다.책의정식명칭

은「일본거류지시대조선견문도회(日本居留地時代朝鮮見聞圖解)」

이다. 모두 41매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인이 조선의 풍속을 그리고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화첩의 내용 중 1893년(명치 26) 초량동에

서 복권을 추첨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 연대가 1893년이

며 장소가 부산임을 보여준다. 위 그림은 어촌에서 고기잡는 모습

을, 아래그림은경찰서에서복권흥행을하고있는광경이다.

<도판6-17>

「부산항」조선남안│「釜山港」朝鮮南岸

일본해군성수로국, 1886년,동판인쇄본, 94.0×62.0㎝(축척, 1:33,000).규장각

1886년(명치 19) 일본 해군성 수로국에서 그린 부산항 일대 지도

이다. 축척은 1:33,000이다. 묘사 범위는 동으로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부터 서로는 다대항까지이다. 지도의 제작 배경은 좌측 상단

에 기록되어 있다. Lieut와 Yoshida에 의해 1875년(명치 8) 조사된

것이며, 1859년과 1882년의 국인의 측량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그외에측량기준에대한내용과약어표시등에대해기록하 다.

산지는 해안에 연한 것 위주로 묘사하 고 내륙 산지 표현은 생략

하 다.연안에는 수심을 기재하 고 방위 표시가 있다.전관 거류

지내의 용두산은 용수산으로 지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항만은 황

색으로표시하 다.

<도판6-18>

「부산항」(1797)│「釜山港」(1797)

브라우튼, 1797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영국)

<도판6-19>

「부산항」(1859)│「釜山港」(1859)

존와드, 1859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프랑스)

<도판6-20>

「부산항」(1875)│「釜山港」(1875)

아오키·요시다, 1875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프랑스)

<도판6-21>

「부산항」(1905)│「釜山港」(1905)

우에노, 1905년,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원본 :프랑스)

부산항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 중 1910년 이전에 발행된 지도

이다. 1797년 지도는 국 브라우튼(Broughton, W. R.) 일행이 약

측한 부산항 지도이다. 1804년 출판된「북태평양 탐사여행기」를

통해 조선항(Chosan Harbour)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세계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1859년의 지도는 해안선이 항만이 축조되기 전

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지도는 1859년에 John Ward에 의해 측량

된 것이 1869년 프랑스어판으로 발행되었다. 부산항의 수심이 측

량에의하여미터법으로기재되어있는근대적인지도이다.

1875년의 지도는 일본인 Aoki와 Yoshida에 의해 측량ㆍ제작된

지도이다.왜관의 설문(設門)과 부산 첨사 이 삽도로 되어 있으나

이는 후에 인하면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자성대를 중심으로

한 부산 첨사 이 측량되었고 두모진의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난

다. 왜관의 방파제 안에는 새로 축조된 선착장이 나타나며 우암포

에서도 약간의 해안선 변화가 보인다.지도의 아래 부분에 어 알

파벳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서양의 측량 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생

각된다. 1905년의 지도는 1899년 일본인 우에노에 의해 측량되었

으나 1905년 수정되어 제작된 것이다. 일본 거류지를 중심으로 해

안도로를따라시가지의확산이뚜렷하며, 부산진에서도시가지가

형성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산의표현에서등고선이일부사용되

고 있다. 수심은 더욱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지도도 일부 지

명이 어로표현되어서양인의측량도를참고한듯하다.

<도판6-22>

「부산항계획도」│「釜山港計劃圖」

채색인쇄본,크기미상(축척, 1:9,000),개인소장

외국인에 의해 그려진 부산항 항만 축조 계획도이다. 제작자와

제작 연도는 미상이다. 축척은 1:9,000으로 비교적 대축척이다. 철

도가 그려져 있고, 제 1부두가 축조되어 있다. 제 2부두가 공사 중

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미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착평공사

전에그려진것으로추정된다.

<도판6-23>

「부산항약도」│「釜山港略圖」

19세기말,채색필사본, 60.0×101.5㎝,규장각

개항기 대부분의 부산포 지도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그린

데 반하여 이는 현재 중국인 거류지인 청관 중심으로 제작된 지도

이다. 지도의 위쪽에 산지를 배치하고 아래쪽에 바다를 표현하

다.산지와 해안 사이의 평지를 따라 도로가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

으며, 토지는일정한간격으로분할되어그려져있다.

<도판6-24>

「부산항일본조계경계도」│「釜山港日本租界境界圖」

1883~1885년,채색필사본, 59.5×83.0㎝,규장각

부산항의 일본 조계도를 간략한 주기와 함께 그린 지도이다. 2매

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지도를 그린 배경은 정확하

지않다.붉은선으로그어지적의경계를나타낸것으로보아불명

확한 경계를 재조정하거나 혹은 이 지역 일대 전관 거류지의 확대

를 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남해와 동해를 연하여 거류지가

지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내부에 사관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지금의 마을 지명인 부평동과 부민동 지명과 사병산 등의 산

지명이기록되어있다.

<도판6-25>

동래항절영도에아병감소수석탄고조차지를아공사가청구관청의서

東萊港絶影圖에俄兵鑑所需石炭庫租借地를俄公使가請求關請議書

1898년,채색필사본, 28.5×18.5㎝,규장각

1898년(광무 2) 외부대신이도재(李道宰)가의정부참정내부대신

남정철(南廷哲)에게, 러시아가 요구해온 부산의 절 도 석탄고 기

지문제를의정부회의에서다루어줄것을요청하는청의서에삽입

된 지도이다.문서는 국한문 혼용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 절

도 지도가 있다. 당시 이런 종류의 공문서는 거래안이나 존안(存

案) 등에수록되어있는것이보통인데, 본공문이어떤연유로 이와

같이 독립되어 제책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러시아의 석탄고 기지

조차요청은당시대한제국정계의대사건으로서, 그와중에특별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러시아는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 정계에

큰 향력을 발휘해 왔는데, 그들은 부동항(不凍港)을 얻으려는 그

들의 전통적인 남하정책에 따라서, 또한 대륙진출을 시도하는 일본

세력의 견제를 위하여 부산 절 도의 조차를 요구해 왔다. 이런 움

직임은이미 1897년부터있어왔는데각국의반대가있어청의서가

있은 해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청의서는 이와 같은 절

도문제의경과를설명하면서, 이도재가자신의의견을붙여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다.절 도는 러시아에 조차되기 직전에 독립

협회의완강한반대및정부의동조에힘입어취소되었고이전에이

곳에있었던일본의석탄고도철수되었다.

<도판6-26>

「경부철도한국경성전도」부산일본거류지

「京釜鐵道韓國京城全圖」釜山日本居留地

1903년,동판인쇄본, 97.8×68.4㎝,영남대학교박물관

대구 시가도와 부산 시가도를 곁들여 서울 지도를 한 장의 지도

로 간행한 유일한 지도이다.용두산, 용미산 주위의 일본인 거류지

를 그린 것으로 산은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되나 시가지는 정비

되어일본식지명이기재되어있다.복병산이그려져있고, 과거왜

관이 있던 항만에 방파제가 표현되어 있다. 해안의 수심은 표현하

고 있지 않으나 무늬를 이용하여 바다임을 표현하고 있다.항만 계

획은표현되어있지않다.

<도판6-27>

「한국대지도」부산항│「韓國大地圖」釜山港

1908년,동판인쇄본, 106.7×78.8㎝,영남대학교박물관

1908년 일본인 유학생 현공렴(玄公廉)은 학생용 지리교과서와

지도책을 펴내며 같은 해 서울의 박문관(博文館)에서「대한제국지

도」를 편찬하 다.「한국대지도(韓國大地圖)」는 현공렴 지도의 원

판으로 이용된 지도이다. 거류지를 중심으로 그린 것은 기존의 지

도와유사하나병원, 학교, 군부대등의건물위치를그림으로써지

역 인식이 건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의 오른

쪽에는 청국 거류지와 고관이 표현되어 있으며 경부역이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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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부산삽도에서는철도망이적색으로부산항까지그려져있으

며용두산을중심으로시가지가간략하게묘사되어있다.

<도판6-36>

「소요일람지도」부산일대│「騷擾一覽地圖」釜山一帶

조선총독부, 1919년,가채인쇄본, 52.5×37.7㎝,개인소장

1919년 3·1운동의 도시별 발생과 발포 여부를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여 그린 전국지도이다. 3·1운동의 공간 확산은 주로 장날

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갔으며, 당시 일제는 소요 규모에

따라 발포하기도 하여 인명 살상을 하 다. 부산 일대에서 소요가

발생한 곳은 동래, 부산과 함께 각 시읍에서 거의 봉기하 음을 보

여준다. 시위의 규모, 발포 지역과 일본 경찰의 대응 방법 등을 상

세히 표현하고 있어 3·1운동의 지리적인 확산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도판6-37>

「부산지형도」│「釜山地形圖」

조선총독부, 1918년,채색인쇄본, 77.4×79.8㎝(축척, 1:10,000),장서각

1918년(대정 7)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1:10,000 채색 신연활자

판(新鉛活字版) 지형도이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강점 이후 1912년

부터 1917년까지 한반도의 1:50,000 지형도를 완성하고 1:10,000

지도는 인천, 부산, 진해, 마산, 통 , 옥도, 대야도 부근, 웅기 - 나

진 부근의 군사상 중요 지구에 대한 51도엽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해 63개 도엽을 제작하 으며, 이 중의 한 도엽이다. 77.4

×79.8cm 크기로, 절첩식으로 보관되어 있다. 하단에‘縮尺 一萬

分一’이라 하여 문자식 축척(numeric scale)이 삽입되어 있고, 아

래에 리(里)와 미터법을 이용한 도표식 축척(bar scale)을 함께 그

렸다. 우측 상단에 지도 번호를 기재하 다. 하단 좌측에는‘定價

金六十錢’의 내용이 있어 이 지도가 민간인용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지도의 좌측 여백에는 범례와 함께 제작 연도 및 판권에

관한내용을기입하 다.‘大正六年測圖同年製版’이라하 고, 아

래 부분에는 인쇄일과 발행일(‘大正 七年’)이 기재되어 있다.저작

권 소유자는 조선총독부가, 인쇄 겸 발행자는 육지측량부임을 표

시하 다.등고선은 따로 표시하고 있지 않다.부산역과 철도가 상

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현재의 연안 부두, 국제 부두와 함께 제 1, 2

부두가 축조되어 있다.현재 제 5부두, 6부두는 매립지로 표시하고

있다. 시가지가 된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 고, 과거 일본 사관

이 있었던 자리와 부민동 일대는 도로망이 격자 상으로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지명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외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산지 지명이 10 곳

에표기되어있다.

<도판6-38>

「부산부세개황」부산부전도│「釜山府勢槪況」釜山府全圖

부산부, 1928년,인쇄본, 46.0×36.0㎝(축척, 1: 30,000),개인소장

일제강점기 부산부에서 매년「부산부세개황」을 발행하면서 삽

입된 부산부의 지도이다.이 책은 부산부의 연혁, 위치 및 범위, 기

후, 호구, 교육, 항만 설비, 무역, 교통, 공업, 수산, 제조업, 유람지

14개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는 책자로 지금의 통계연보와

유사한 것이다. 이 지도는 1928년(소화 3) 발행한「부산부세개황」

의뒷부분에수록된간략지도이다.지도의좌측에 1914년(대정 3)

에 검열을 받았음을 기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 도시 발달의

모습을잘보여준다.

있다. 해안에는 매립 예정지가 표시되고, 용미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판6-28>

「조선전도」부산포경│「朝鮮全圖」釜山浦景

1894년,동판인쇄본, 35.0×49.5㎝,영남대학교박물관

1894년 8월에 동판 인쇄로 간행된「조선전도(朝鮮全圖)」에 실린

부산포 그림이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인에게 열려있던 개항장과

개시장 네 군데(서울, 부산, 인천, 원산)의 모습을 지도가 아닌 산

수화의 기법으로 보여주어 이채롭다. 프랑스와 국에서 발명된

사진술은 이미 19세기 중엽에 일본에 전파되어 습판 혹은 건판을

이용하는 카메라가 보급되었지만 아직 사진 제판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일단 찍어놓은 사진을 동판에 새겨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1894년에 간행되었으나 같이 실린 지도 중 서울 지도가 1881년 이

전의모습을찍어놓은것으로그림제작시기는정확하지않다.일

본 왜관을 중심으로 일본식 건물을 일장기와 함께 표현하 으며

해안에는민가의모습을그렸다.

<도판6-29>

「부산항시가급부근지도」│「釜山港市街及附近地圖」

1903년,채색동판본, 29.3×45.1㎝,개인소장

1903년(광무 7) 부산항과 시가지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일본 전

관거류지를 주로 표현하고 동쪽에 각국 거류지를 일부 표현하고

있다. 남북 방향이 반대로 표현되어 있으며 산지는 우모식으로 표

현하 고, 간단한 스케치로 산맥의 흐름을 나타냈다. 시가지보다

항만 계획이 강조되어 있어 항만 축조 계획용으로 작성된 지도로

생각된다.이 지도에서 표현된 매립 계획은 실지 진행된 매립과 상

이하다. 초량의 해안은 경부철도회사 매축 예정지 등 매립 계획의

주체가 표현되어 있다. 해안 매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제작된 것

으로사료된다.

<도판6-30>

「부산항거류지약서부도」│「釜山港居留地約書附圖」

1877년,동판인쇄본(영인본),크기미상,개인소장

1877년 1월에 조인된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차입 약서에 삽입된

부도이다.이 지도는 내용은 같으나 상이하게 묘사된 두 장의 지도

가 있다. 모두 용두산과 용미산을 중심으로 부산 거류지의 경계를

그리고 있으며 내용도 동일하다. 용두산과 용미산을 모두 일본 특

유의우모식으로표현되어있는것도동일하다.

<도판6-31>

「부산항전도」│「釜山港全圖」

1905년,채색동판본,엽서,개인소장

1905년(광무 9) 부산항과 시가지 일대를 엽서에 그린 지도이다

이 지도는 앞의「부산항거류지약서부도」와 비슷한 내용을 그리고

있으나 방향이 반대로 묘사되어 있다.거류지 내의 대지 분할 번지

수가기재되어있고, 철도매축예정지는표시되어있지않다.산은

우모식으로표현되어있다.

<도판6-32>

「한국부산항시가명세도」│「韓國釜山港市街明細圖」

1907년,채색동판본, 37.5×51.2㎝,개인소장

1907년(융희 1) 부산항 일대와 시가지를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

다. 당시의 시가지는 거류지를 벗어나 대신동 일대로 확장하고 있

었다.격자상으로 계획된 도로망이 이를 잘 보여준다.산지는 녹색

의 우모식으로 묘사하 으며, 범례에 은행, 학교, 관청, 여관 및 조

선인 마을을 표시하고 있어 이 일대가 이미 일본인의 주거공간으

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지도 좌측 하단에 부산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를 주기로 기재하고 있다. 15전(錢)에 판매하고 있어 일반인들

에게보급하기위해제작된것임을보여준다.

<도판6-33>

「조선전도」부산포│「朝鮮全圖」釜山浦

1876년,동판인쇄본, 125.0×88.0㎝(축척, 1:1,320,000),개인소장

조선전도의 여백에 부산포 지도가 삽입되어 있다. 지도의 좌측

상단 여백에 도표식(bar)과 문자식(numeric)의 축척을 표시하 다.

내륙의 산지는 생략되었으며, 해안에 연한 산지만 우모식으로 표현

되었다.지도를그린범위와내용묘사방법은「부산항」조선남안(<

도판 6-8>)과 매우 흡사하여 지도 제작의 저본으로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해안에발달한마을에대하여주기를기재하고있다.

<도판6-34>

「부산시가전도」│「釜山市街全圖」

지질조사국, 1911년,동판인쇄본, 75.4×105.6㎝,개인소장

일제강점기 직후 그린 부산 일대의 지도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된것이다.지도중앙에가로망지도를그렸고, 좌측상단의여

백에 부산항 부근 지도를 소축척으로 그려 넣었다. 지도의 외곽에

는 협찬 회사의 상호들로 가득차 있어 현대의 광고 지도와 유사하

다.전체 그림은 갈색으로 인쇄되었으며, 시가지의 내용은 매우 상

세하다.도로망번호와함께일부건물의표시가기재되어있다.

<도판6-35>

「조선교통지도」부산│「朝鮮交通地圖」釜山

大坂每日新聞, 1910년,채색동판본, 106.3×74.5㎝,개인소장

1910년(명치 43) 일본 오사카 마이니치[大阪每日] 신문사에서 인

쇄한조선의교통지도에삽입된부산지도이다.우리나라의철도망

을 중심으로 도로망을 그린 조선 전도내에 각 도시의 도로망을 삽

도로 그렸다. 부산의 경우 경부선의 종착점이자 동시에 일본을 잇

는 해로의 시발점으로 연안 해상 교통의 중심지임이 잘 묘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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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ist of Plates

1 Maps of the World and East Asia

<Plate 1-1>「Honil Gangni Yeokdae Gukdo-jido」

Comprehensive Map of the World and Nation′s Succesive Capitals,

Gwon Geun, Kim Sa-Hyeong, Yi Mu and Yi Hoe, 1402, Manuscript copy

in color, 158.5×168.0㎝, Gyujanggak(Manuscript copy from the

Ryukoku University Library).

<Plate 1-2>「Honil Gangni Yeokdae Gukdo-jido」

Comprehensive Map of the World and Nations Succesive Capitals, Gwon

Geun, Kim Sa-Hyeong, Yi Mu and Yi Hoe, 1402, Manuscript in color,

158.5×168.0㎝, Ryukok University, Japan.

<Plate 1-3>「Cheonha Daechong Ilram-jido」

Map of the World, Early-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1-4>「Haedong Samguk-do」

Map of Countries in East Asia, Manuscript in color, 128.5×155.0㎝,

Gyujanggak.

<Plate 1-5> Cheonha-chongdo in「Yoramjib」

Map of the World, Mid-18th Century, Woodblock Print, 28.5×17.8㎝,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1-6> Cheonha-do in「Cheonhaguk-do」

Map of the World, Manuscript in color, 32.0×39.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1-7>「Gonyeo Manguk Jeon-do」

Map of the World. 1708(Original map by Matteo Ricci in 1602),

Manuscript in color,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Plate 1-8>「Cheonhado-jido」

Map of the World, ca 1770s, (Original map by Giulio Aleni‘Manguk

Jeon-do’in 1623), Manuscript in color, 50.5×103.0㎝, Gyujanggak.

<Plate 1-9>「Nieuwe en Naukeutige Kaart van Asia」

Bowen, E. & Bachiene, W. A, 1773, Copper-plate in color, 26.5×42.0㎝,

Kyunghee University, Hyejeong Museum.

2 Maps of Korea and Gyeongsang Province

<Plate 2-1> Paldo-chongdo in「Dongnam-do」

Map of Korea, 1531, Woodblock print, 27.0×34.2㎝, Gyujanggak.

<Plate 2-2> Gyeongsang-do in「Dongnam-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1531, Woodblock print, 27.0×34.2㎝,

Gyujanggak.

<Plate 2-3> Gyeongsangdo in「Dongguk-ji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Late-16th Century, Woodblock print in

color, 36.6×24.2㎝, Gyujanggak.

<Plate 2-4> Gyeongsangdo in「Ji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Late-16th Century, Woodblock print, 35.3

×22.0㎝,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2-5> Dongguk-do in「Cheonhaguk-do」

Map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2.0×39.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2-6> Gyeongsang-do in「Cheonhaguk-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2.0×39.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2-7> Gyeongsang-do in「Yoram-jib」

Map of Gyeongsang Province, Mid-18th Century, Woodblock print, 43.0

×32.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2-8>「Joseon Paldo-jido」

Map of Korea, 16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on silk, 137.0×91.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late 2-9>「Joseon Paldo Gogeum Chongnam-do」

Map of Korea, Kim Soo-Hong, 1673, Woodblock print, Soongsil

University, Korean Christian Museum.

<Plate 2-10>「Paldo-chongdo」

Map of Eight-Provinces of Korea, 1683, Manuscript in color, Gyujanggak.

<Plate 2-11>「Haedong Paldo Bonghwa Sanak-jido」

Map of Beacon Lighthouse Mountains, Late-17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18.0×149.0㎝, Korea University Library.

<Plate 2-12> Daedong-chongdo in「Haedong-jido」

Map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56.4×156.2㎝,

Gyujanggak.

<Plate 2-13> Joseon-chongdo in「Dongguk-jido」

Map of Korea, Jeong Sang-Gi,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4.0×63.0㎝, Dong-A University Museum.

<Plate 2-14> Gyeongsang-do in「Dongguk-ji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Jeong Sang-Gi,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4.0×63.0㎝, Dong-A University Museum.

<Plate 2-15>「Dongguk Dae-jeondo」

Map of Korea, 1755~1757, Manuscript in color, 272.2×137.9㎝,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2-16> Gyeongsang-do in「Haedong-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24.5×94.0㎝, Hoam Archives.

<Plate 2-17> Gyeongsang-do in「Joseonpaldo-ji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Late-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3.5×63.5㎝, Gyujanggak.

<Plate 2-18> Gyeongsang-do in「Dongguk Palro Bun-ji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Late-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3.5×63.5㎝,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Plate 2-19> Gyeongsang-do in「Joseonpaldo-jido」

Map of Gyeongsang Province, Late-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3.5×63.5㎝, Gyujanggak.

<Plate 2-20>「Haejwa-jeondo」

Map of Korea, Mid-19th Century, Woodblock Print in color, Yeongnam

University Library.

<Plate 2-21>「Daedongyeoji-jeondo」

Map of Korea, Late-19th Century, Woodblock print, 103.5×63.5㎝,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2-22> Joseon-do in「Hwangyeo Jeonnam-do」

Map of Korea, 1721, Woodblock print(photocopy), 57.1×42.1㎝, Private

Collection.

<Plate 2-23>「Royaume de Coree」

D′Anville, J. B., 1737, Copper-plate print in color. 35.3×51.8㎝, Seoul

Museum of History.

<Plate 2-24>「Royaume de Kauli ou Coree」

Bowen, E., 1752, Copper-plate print in color, 53.7×36.6㎝, Seoul

Museum of History.

<Plate 2-25> Daehan-jeondo in「Daehan Sin-jiji」

Map of Korea, Hyeon Seong Woon, 1907, Copper-plate print, 33.7×25.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2-26> Gyeongsangnam-do in「Daehan Sin-jiji」

Map of Gyeongsangnam Province, Hyeon Seong-Un, 1907, Copper-plate

print, 33.7×25.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Maps of County

<Plate 3-1> Dongnae-bu in「Haedong-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7.0×30.5㎝, Gyujanggak.

<Plate 3-2> Gijang-hyeon in「Haedong-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7.0×30.5㎝, Gyujanggak.

<Plate 3-3> Dongnae-bu in「Gyeongjudohoejwatong-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95.0×73.0㎝, Gyujanggak.

<Plate 3-4> Gijang-hyeon in「Gyeongjudohoejwatong-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95.0×73.0㎝, Gyujanggak.

<Plate 3-5> Dongnae-bu in「Ye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6.5×19.1㎝, Gyujanggak.

<Plate 3-6> Gijang-hyeon in「Ye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6.5×19.1㎝, Gyujanggak.

<Plate 3-7> Dongnae-bu in「Ye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6.5×19.1㎝,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8> Gijang-hyeon, in「Ye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6.5×19.1㎝,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9> Dongnae-bu in「Jiseung」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6.5×19.1㎝, Gyujanggak.

<Plate 3-10> Gijang-hyeon in「Jiseung」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6.5×19.1㎝, Gyujanggak.

<Plate 3-11> Dongnae-bu i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4.3×17.5㎝,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12> Gijang-hyeon i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4.3×17.5㎝,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13> Dongnae-bu in「Yeojipyeonram」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Microfilm, Original : Japan), 24.3×17.5㎝,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14> Gijang-hyeon in「Yeojipyeonram」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Microfilm, Original : Japan), 24.3×17.5㎝,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15> Dongnae-bu in「Yeongnam-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6.0×83.0㎝, Gyujanggak.

<Plate 3-16> Gijang-hyeon in「Yeongnam-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6.0×83.0㎝, Gyujanggak.

<Plate 3-17> Dongnae-bu in「Yeongnam-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06.0×83.0㎝, Jangseogak.

<Plate 3-18> Dongnae-bu in「Yeongnam-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2.5×23.0㎝, Yeongnam University Museum.

<Plate 3-19> Gijang-hyeon in「Yeongnam-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2.5×23.0㎝, Yeongnam University Museum.

<Plate 3-20> Dongnae-bu in「Gwangyeo-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Early-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7×28.3㎝, Gyujanggak.

<Plate 3-21> Gijang-hyeon in「Gwangyeo-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Early-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7×28.3㎝, Gyujanggak.

<Plate 3-22> Dongnae-bu in「Gakeup-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9.2×19.2㎝,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23> Gijang-hyeon in「Gakeup-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29.2×19.2㎝,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24> Dongnae-bu in「Dongguk-jido 3」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3.0×35.5㎝,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25> Gijang-hyeon in「Dongguk-jido 3」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3.0×35.5㎝,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26> Dongnae-bu in「Haedongye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776~1795, Manuscript in color, 34.1×

21.2㎝, National Libra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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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64> Gadeokjin-do in「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122.0×

72.0㎝, Gyujanggak.

<Plate 3-65> Cheonseongjin-do in「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115.0×

65.9㎝, Gyujanggak.

<Plate 3-66>「Dongnae Busan-gojido」

County Map, Late-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33.4×82.7㎝,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67>「Busan-gojido」

County Map, Late-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132.5×78.5㎝,

Dong-A University Museum.

<Plate 3-68>「Busan-gojido」

County Map, Early-20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A Ten-fold Screen,

99.5×340.0㎝, Busan Museum.

4 Large-scale Whole Maps of Korea

<Plate 4-1>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ongyeobigo」

Part of the Atlas of Korea, ca. 1682, Manuscript in color, 47.0×35.0㎝,

Yangsan Daeseongam.

<Plate 4-2> Grid System of「Cheonggu-yoram」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1.5

×21.5㎝, Gyujanggak.

<Plate 4-3>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yoram」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1.5×21.5㎝, Gyujanggak.

<Plate 4-4>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1.5×21.5㎝, Yeongnam University Library.

<Plate 4-5>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1.5×21.5㎝, Korea University Library.

<Plate 4-6> Dongnae-bu and Gijang-hyeon in「Yeo-jido」(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1.5×21.5㎝, Yeongnam University Library.

<Plate 4-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 Gyeongwi-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5.0×24.0㎝, National Library of Korea(Microfilm, Original : Japan).

<Plate 4-8>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7.2×24.0㎝, Jangseogak.

<Plate 4-9>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5.0

×23.1㎝,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4-10>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1.5×21.5㎝, Gyujanggak.

<Plate 4-11> Dongnae-bu and Gijang-hyeon in「Cheonggu-do」

Part of the Atlas of Korea, Kim Jeong-Ho, 1834, Manuscript in color,

31.5×21.5㎝, Soongsil University, Korean Christian Museum.

<Plate 4-12>「Daedong-do」(Daedongyeo-jido)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4,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22 pie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4-13>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ong-ye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Mid-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20.0×290.0㎝,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14> Dongnae-bu and Gijang-hyeon in「Joseon-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Early-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46.0×323.4㎝, National Library of Korea

(Photocopy, Original : Oska Municipal Library, Japan).

<Plate 4-15>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Early-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59.8×340.0㎝,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4-16>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bangyeo-jeon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Mid-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670.0×380.0㎝, Gyujanggak.

<Plate 4-1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ongyeo-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Mid-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670.0×380.0㎝, Gyujanggak.

<Plate 4-18> Cover of「Daedongyeo-jido」

Kim Jeong-Ho, 1864, 30.5×40.0㎝, Manuscript in color,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ㆍSungshin Women′s Universtiy Museum.

<Plate 4-19> Woodblock of Cover of「Daedongyeo-jido」

Kim Jeong-Ho, 1864, 30.5×40.0㎝, Basswood,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20> Cover of「Daedongyeo-jido」

Kim Jeong-Ho, 1861·1864, Manuscript in color,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Gyujanggak.

<Plate 4-21> Scale and Grid System of「Daedongyeo-jido」

Kim Jeong-Ho, 1861, Manuscript in color,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4-22> Legends of「Daedongyeo-jido」

Kim Jeong-Ho, 1861, Manuscript in color,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4-23> Woodblock of Dongnae-bu in「Daedongyeo-jido」

Piece of Woodblocks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

Ho, 1861, Basswood, 30.5×40.0㎝, Jeju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24> Dongnae-bu in「Daedongyeo-jido」

Print of Woodblocks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

Ho, 1861, Woodblock Print, 30.5×40.0㎝, Jeju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25> Woodblock of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iece of Woodblocks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

Ho, 1861, Basswood, 30.5×40.0㎝, Jeju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26>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iece of Woodblocks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4, Woodblock Print, 30.5×40.0㎝,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2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do」

(Daedongyeo-jido)

<Plate 3-27> Gijang-hyeon in「Haedongye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1776~1795, Manuscript in color, 34.1×

21.2㎝,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28> Dongnae-bu in「Joseo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9.8×38.5㎝, Gyujanggak.

<Plate 3-29> Gijang-hyeon in「Joseo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9.8×38.5㎝, Gyujanggak.

<Plate 3-30> Dongnae-bu in「Pald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Early-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5.7×21.2㎝,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31> Gijang-hyeon in「Paldo-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Early-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35.7×21.2㎝,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32·33> Dongnae-bu i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7.7×34.2㎝, Jangseogak.

<Plate 3-34·35> Gijang-hyeon i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7.7×34.2㎝, Jangseogak.

<Plate 3-36·37> Dongnae-bu i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7.7×34.2㎝, Korea University Library.

<Plate 3-38·39> Gijang-hyeon in「Ji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7.7×34.2㎝, Korea University Library.

<Plate 3-40> Dongnae-bu in「Jido-ch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anuscript, 36.5×23.0㎝, Korea

University Library.

<Plate 3-41> Gijang-hyeon in「Jido-ch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anuscript, 36.5×23.0㎝, Korea

University Library.

<Plate 3-42> Dongnae-bu in「Dongguk-yeo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anuscript in color, 33.2×31.5㎝, Korea

University Museum.

<Plate 3-43> Gijang-hyeon in「Dongguk-yeodo」

County Map in Atlas of Korea, Manuscript in color, 33.2×31.5㎝, Korea

University Museum.

<Plate 3-44> Dongnae-bu in「Yeojae Chwal-yo」

Attached County Map in Geography of Korea, Oh Hoeng-Mook, 1895,

Manuscript, 22.2×17.2㎝,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45> Gijang-hyeon in「Yeojae Chwal-yo」

Attached County Map in Geography of Korea, Oh Hoeng-Mook, 1895,

Manuscript, 22.2×17.2㎝,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3-46> Dongnae-bu in「Yeojido-seo」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photocopy), 20.5×31.0㎝,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Plate 3-47> Gijang-hyeon in「Yeojido-seo」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of Korea,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photocopy), 20.5×31.0㎝,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Plate 3-48> Dongnae-bu in「Gyeongsangdo-eupji」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32, Manuscript in color,

22.6×35.0㎝, Gyujanggak.

<Plate 3-49> Gijang-hyeon in「Gyeongsangdo-eupji」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32, Manuscript, 22.6×

35.0㎝, Gyujanggak.

<Plate 3-50> Dongnae-bu in「Yeongnam-eupji」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32, Manuscript in color,

20.8×31.2㎝, Gyujanggak.

<Plate 3-51> Gijang-hyeon in「Yeongnam-eupji」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32, Manuscript in color,

20.8×31.2㎝, Gyujanggak.

<Plate 3-52> Dongnae-bu in「Yeongnam-eupji」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94, Manuscript in color,

20.8×31.2㎝, Gyujanggak.

<Plate 3-53> Gijang-hyeon in「Gijanghyeon-eupji」

Attached County Map in Regional Geography, 1899, Manuscript in color,

29.2×17.2㎝, Gyujanggak.

<Plate 3-54> Dongnae-bu in「Dongnaebu-eupji」

Attached County Map in Geography, 1899, Manuscript in color, 29.2×

17.2㎝, Gyujanggak.

<Plate 3-55> Dongnaebu-jido in「1872 Gunhyeon-jido」

County Map, 1872, Manuscript in color, 121.9×72.5㎝, Gyujanggak.

<Plate 3-56> Gijang-jido in「1872 Gunhyeon-jido」

County Map, 1872, Manuscript in color, 117.0×70.0㎝, Gyujanggak.

<Plate 3-57> Busanjin-jido in「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108.0×

71.0㎝, Gyujanggak.

<Plate 3-58> Geumjeong Sanseongjin-jido in

「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121.0×

72.0㎝, Gyujanggak.

<Plate 3-59> Gyeongsang Jwasuyeong-jidohyeong in

「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71.0×

127.0㎝, Gyujanggak.

<Plate 3-60> Gaeunjin-jido in「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67.2×48.5

㎝, Gyujanggak.

<Plate 3-61> Dumojin-jido in「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117.0×

72.0㎝, Gyujanggak.

<Plate 3-62> Dadaejin-jido in「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111.0×

74.0㎝, Gyujanggak.

<Plate 3-63> Seopyeongjin-jido in「1872 Gunhyeon-jido」

Map for Defense and Borderlands, 1872, Manuscript in color, 109.4×

78.8㎝, Gyujanggak.



366 367Old Maps of Busan

<Plate 5-18>「Dongnaebusa Jeobwaesa-do」

Pictorial Map of Historical Event in Dongnae-bu, Late-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82.0×462.0㎝, Jinju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5-19> Waegwan in「Joseon Paldo-jido」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1785~1800, Manuscript in color,

35.7×21.2㎝, Gyujanggak.

<Plate 5-20> Haeundae in「Joseon Paldo-jido」

Pictorial Map of Haeundae, 1785~1800, Manuscript in color, 35.7×21.2

㎝, Gyujanggak.

<Plate 5-21> Molundae in「Jinjae-hwajib」

Picture of Molundae, Kim Yun-Gyeom, Early-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4.0cm×35.5㎝, Dong-A University Museum.

<Plate 5-22> Yeonggadae in「Jinjae-hwajib」

Picture of Yeonggadae, Kim Yun-Gyeom, Early-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4.0×35.5㎝, Dong-A University Museum.

<Plate 5-23> Taejongdae in「Jinjae-hwajib」

Picture of Taejongdae, Kim Yun-Gyeom, Early-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4.0×35.5㎝, Dong-A University Museum.

<Plate 5-24>「Dongnae Taejongdae-do」

Picture of Taejongdae, Jeong Hwang, Late 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5-25> Molun-dae in「Gyeongsang-do Myeongseung-do」

Picture of Molundae, Late-Joseon Dynasty, Manuscript in color, 136.0×

38.0㎝, Gyujanggak.

6 Maps of Choryang Japanese Concession
and Busan Port

<Plate 6-1> Dongnae Busanpo-jido in「Haedongjeguk-gi」

Attached Map in Geography of Countries in East Sea, Sin Suk-Ju, 1471,

Woodblock Print, 29.0×20.6㎝,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late 6-2> Dongnae Busanpo-jido in「Jangun-do」

Map of Busan Harbour, 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4.4×69.2㎝,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late 6-3> Daema-do in「Jangun-do」

Map of Susima Island, 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44.4×69.2㎝,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late 6-4> Dongnaebu-do in「Joseon Gwihoyeorok」

Attached Pictorial Map in Korean Geography, 石幡 貞, 1876, Manuscript,

21.1×15.3㎝,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6-5> Choryang-do in「Joseon Gwihoyeorok」

Attached Pictorial Map in Korean Geography, 石幡 貞, 1876, Manuscript,

21.1×15.3㎝,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6-6>「Waegwan-do」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Byeon Bak, 1783, Manuscript in

color, 133.0×58.5㎝,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6-7>「Busanpo Choryang Hwagwan Dae-hoedo」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1886, 78.4×50.0㎝, Manuscript in

color, Tokyo University, Historical Records Archives, Japan.

<Plate 6-8>「Choryang Waegwan-hoedo」

Pictorial map of Japanese Concession, Late-Joseon dynasty, Manuscript

in color, 145.8×101.5㎝, Susima Historical & Folk Archives, Japan.

<Plate 6-9>「Choryangji-hoedo」

Pictorial of Japanese Concession, Late-17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98.0×64.0㎝, Susima Historical & Folk Archives, Japan.

<Plate 6-10> Busanpo Waegwan-hoedo in「Joseon Saryojib-jin」

Map of Japanese Concession, Late-19th Century, Manuscript, 39.7×29.8

㎝, Pusan National University(photocopy, Original : Japan).

<Plate 6-11> Busan Hwagwan Jungong-do in「Joseon-Sahak」

Map of Japanese Concession in Journal of Korean History(1926), ca. 1678,

Manuscript, 26.0×18.0㎝, National Library of Korea(photocopy, Original :

Japan).

<Plate 6-12>「Busanpo Choryang Hwagwan-jido」

Pictorial of Busan Harbour, Late-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58.5×1003.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late 6-13>「Waegwan-do」

Map of Japanese Concession, Late-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Size unknown, Private Collection.

<Plate 6-14>「Busanyo-do」

Map of Distribution of Pottery in Busan, Late-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Size unknown, Private Collection.

<Plate 6-15>「Posan-hang Gyeonchwi-do」

Map of Busan Harbour, 1881, Manuscript in color, 147.5×98.0㎝, Private

Collection(Exhibition : Busan Modern History Archives).

<Plate 6-16>「Joseon Gyeonmun-dohoe」

Picture of Busan Folk, 1893, Manuscript in color, 26.0×38.3㎝, Busan

Museum.

<Plate 6-17>「Busan-hang」Joseon-Naman

Busan Harbour in South Coast of Korea, Department of the Japan Navy,

Map of Pusan Harbour, 1866, Copper-plate print, 94.0×62.0cm(Scale,

1:33,000), Gyujanggak.

<Plate 6-18>「Busan-hang」(1797)

Map of Busan Harbour, Broughton, W. R., 1797, Printing(photocopy),

Size unknown, Private Collection(Original : England).

<Plate 6-19>「Busan-hang」(1859)

Map of Busan Harbour, John Ward, 1859, Printing(photocopy), Size

unknown, Private Collection(Original : France).

<Plate 6-20>「Busan-hang」(1875)

Map of Busan Harbour, Aoki and Yosida, 1875, Printing(photocopy),

Size unknown, Private Collection(Original : France).

<Plate 6-21>「Busan-hang」(1905)

Map of Busan Harbour, Uyeno, 1905. Printing(photocopy), Size

unknown, Private Collection(Original : France).

<Plate 6-22>「 Plan of Fusan Harbour」

Unknown, Printing in color, Size unknown(Scale, 1:9,000), Private

Collection.

<Plate 6-23>「Busan-hang-yakdo」

Sketch Map of Busan Harbour, Late-19th Century, 60×101.5㎝,

Gyujanggak.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1,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4-28>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1,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Plate 4-29>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1,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 Gyujanggak.

<Plate 4-30>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1,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4-31>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Cheonggu-jeondo」(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1,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 Yeongnam University Library.

<Plate 4-32>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1,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33> Dongnae-bu and Gijang-hyeon in「Haejwa-yeodo」

(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Kim Jeong-Ho, 1861,

Woodblock Print in color, 670.0×380.0㎝,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Plate 4-34>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Mid-19th Century, Copied

manuscript in color, 670.0×380.0㎝, Gyujanggak.

<Plate 4-35>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Mid-19th Century, Copied

manuscript in color, 670.0×380.0㎝, Gyujanggak.

<Plate 4-36>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Mid-19th Century, Copied

manuscript, 670.0×380.0㎝, National Library of Korea(photocopy,

Original : Japan).

<Plate 4-37> Dongnae-bu and Gijang-hyeon in「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 Early-20th Century, Copied

manuscript in color, 670.0×380.0㎝,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4-38> Dongnae-bu and Gijang-hyeon in

「Daedong-jeondo」(Daedongyeo-jido)

Part of the Large-scale Whole Map of Korea(「Daedongyeo-jido」), Late-

19th Century, Copied manuscript in color, 670.0×380.0㎝, Yeongnam

University Library.

5 Maps for Defense and Borderlands,
Pictorial Maps and Pictures

<Plate 5-1>「Gyeongsang Jwasuyeong-jido」

Map of Jwasuyeong for Defense and Borderlands, Late Joseon-dynasty,

Manuscript in color, 48.4×339.8㎝, Gyujanggak.

<Plate 5-2> Jwasuyeongji-jido in「Yeojido-seo」

Map of Fortress for Defense and Borderlands, Mid-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photocopy), 20.5×31.0㎝,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Plate 5-3> Raeyeong-jido in「Dongnae-yeongji」

Map of Dongnae-bu, Lee Hyeong-Ha, Mid-18th Century, 24.7×16.8㎝,

Manuscript, National Library of Korea(photocopy, Original : Japan).

<Plate 5-4>「Gyeongsang-do Jwasuyeong Gwan Baeseol Josa-do」

Map of Jwasuyeong for Defense and Borderlands, unknown, Manuscript

in color, 38.6×58.5㎝, Busan Museum.

<Plate 5-5>「Yeong-Honam Yeonhae Hyeongpyoen-do」

Map of Gyeongsang and Honam Coastal Regions, Late-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5-6>「Goryeo Jungyocheo-do」

Map of Gyeongsang Coastal Regions, Late-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on silk, Private collection.

<Plate 5-7> Dongnae-bu in「Mokjang-jido」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 36.0×24.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5-8> Dongnae-bu in「Mokjang-jido」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 36.0×24.0㎝,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5-9> Gadeok-do in「Mokjang-jido」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 36.0×24.0㎝,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te 5-10> Gadeok-do in「Mokjang-jido」

Map of Distribution of Ranch in Korea, 1663, 36.0×24.0㎝,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5-11>「Imjin Jeonran-do」

Pictorial Map of Combat in Dongnae-bu, 1834, Manuscript in color on

silk, 172.0×99.0㎝, Kyujanggak.

<Plate 5-12>「Donarae-bu Sunjeol-do」

Pictorial Map of Combat in Dongnae Fortress, Byeon Bak, 1760,

Manuscript in color, 145.0×96.0㎝, Korean Army Museum.

<Plate 5-13>「Donarae-bu Sunjeol-do」

Pictorial Map of Combat in Dongnae Fortress, Byeon Bak, 1760,

Manuscript in color, 145.0×96.0㎝, Private Collection.

<Plate 5-14>「Busanjin-Sunjeol-do」

Pictorial Map of Combat in Busanjin Fortress, Byeon Bak, 1760,

Manuscript in color, 145.0×96.0㎝, Korean Army Museum.

<Plate 5-15> Busanjin Fortress in「Hoebon Taehapgi」

Pictorial Map of Combat in Busanjin Fortress in Book of Historical

Records, 岡田玉山, 1798, Woodblock Print, 23.0×16.0㎝, National

Library of Korea.

<Plate 5-16> Busan in「Saroseunggu-do」

Pictorial of Busan Port, Lee Seong-Lin, 1748, Manuscript in color, 35.2×

70.3㎝, National Museum of Korea.

<Plate 5-17>「Dongnaebusa Jeopwaesa-do」

Pictorial Map of Historical Event in Dongnae-bu, Late-18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82.0×462.0㎝,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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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1- 1 세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일본용곡대학본모사본)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1- 4 동아시아지도 「海東三國圖」 [규 1550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1- 7 세계지도 「天下都地圖」 [고 4709-78(輿地圖)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2- 1 조선전도 「東覽圖」八道總圖 [일사고915.1 D679c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2- 2 조선전도 「東覽圖」慶尙道 [일사고915.1 D679c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2- 3 조선전도 「東國地圖」慶尙道 [일사고912.1-51-D717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2-10 조선전도 「八道總圖」 [고축4709-74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2-12 조선전도 「海東地圖」大東摠圖 [고대4709-41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2-17 도별도 「朝鮮八道地圖」慶尙道 [고축4709-481-8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2-19 도별도 「朝鮮八道地圖」慶尙道 [고병912.51-j77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 1 군현지도 「海東地圖」東萊府 [고대4709-41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 2 군현지도 「海東地圖」機張縣 [고대4709-41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 3 군현지도 「慶州都會左通地圖」東萊府 [고 4709-2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 4 군현지도 「慶州都會左通地圖」機張縣 [고 4709-2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 5 군현지도 「輿地圖」東萊府 [고 4709-68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 6 군현지도 「輿地圖」機張縣 [고 4709-68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 9 군현지도 「地乘」東萊府 [ 1542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10 군현지도 「地乘」機張縣 [ 1542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15 군현지도 「備邊司印嶺南地圖」東萊府 [규12154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16 군현지도 「備邊司印嶺南地圖」機張縣 [규12154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20 군현지도 「廣輿圖」東萊府 [고4790-58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21 군현지도 「廣輿圖」機張縣 [고4790-58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28 군현지도 「朝鮮地圖」東萊府 [규16030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29 군현지도 「朝鮮地圖」機張縣 [규16030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48 군현지도 「慶尙道邑誌」東萊府地圖 [규 66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49 군현지도 「慶尙道邑誌」機張縣地圖 [규 66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0 군현지도 「嶺南邑誌(1871)」東萊府地圖 [규1217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1 군현지도 「嶺南邑誌」機張縣地圖 [규1217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2 군현지도 「嶺南邑誌」東萊府地圖 [규1217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3 군현지도 「機張縣邑志」地圖 [규 10857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4 군현지도 「東萊府邑志」地圖 [규10877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5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東萊府地圖 [규 10512-2(4)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6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機張地圖 [규 10512-5(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7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釜山鎭地圖 [규 10512-8(9)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8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金井山城鎭地圖 [규 10512-3(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59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慶尙左水營營址圖形 [규 10512-2(5)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60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開雲鎭地圖 [규 10512-8(2)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61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豆毛鎭地圖 [규 10512-8(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62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多大鎭地圖 [규 10512-8(8)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63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西平鎭地圖 [규 10512-8(4)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64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加德鎭圖 [규 10512-9(1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3-65 군현지도 「1872郡縣地圖」天城鎭圖 [규 10512-9(15)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 2 대축척전도 「靑邱要覽」方眼 [고 4709-21A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 3 대축척전도 「靑邱要覽」東萊府·機張縣 [고 4709-21A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10 대축척전도 「靑邱圖」東萊府·機張縣 [고 4709-21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16 대축척전도 「大東方輿全圖」東萊府·機張縣 [규 1-341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17 대축척전도 「東輿圖」東萊府·機張縣 [규10340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20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表紙(甲子) [고 4709-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29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규 10333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34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규 12380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4-35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고 4709-4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5- 1 관방지도 「慶尙左水營地圖」 [규 12161 ]

소장기관 도판번호 유형 지도 소장기호및비고

(附) 소장기관별고지도도판<Plate 6-24>「Busan-hang Ilbon-jogye Gyeonggye-do」

Map of Area of Japanese Concession, 1883~1885, Manuscript in color,

59.5×83㎝, Gyujanggak.

<Plate 6-25>「Dongnae-hang Jeolyeong-do」

Map of in the Official Document of Russian Concession in Yeong-do,

1898, Manuscript in color, 28.5×18.5㎝, Gyujanggak.

<Plate 6-26> Busan Ilbon Georyu-ji in

「Hangook Gyeongseong-jeondo」

Map of Japanese Exclusive Residential Area in Korean Map, 1903,

Copper-plate print, 97.8×68.4㎝, Yeongnam University Museum.

<Plate 6-27> Busan-hang in「Hangook Dae-jido」

Inserted Map of Busan Harbour in Korean Map, 1908,

Copper-plate print, 106.7×78.8㎝, Yeongnam University Museum.

<Plate 6-28> Busanpo-gyeong in「Joseon-jeondo」

Sketch Map of Busan Harbour, 1894, Copper-plate print, 35.0×49.5㎝,

Yeongnam University Museum.

<Plate 6-29>「Busan-hang Siga Bugeun-jido」

Map of Busan Harbour and Urban Area, Late-19th Century, Copper-plate

in color, 29.3×45.1㎝, Private Collection.

<Plate 6-30>「Busan-hang Georyu-ji Yakseo-budo」

Map of Japanes Residential Area in Busan Harbour, 1877, Copper-plate

printing, Size unknown, Private Collection(Orizinal, unknown).

<Plate 6-31>「Busan-hang-jeondo」

Map of Busan harbour, 1905, Copper-plate in color, Postcard, Private

Collection.

<Plate 6-32>「Hanguk Busan-hang Siga Myeongse-do」

Detailed Map of Busan Harbour and Urban Area 1907, Copper-plate in

color, 37.5×51.2㎝, Private Collection.

<Plate 6-33> Busan-po in「Joseon-jeondo」

Inserted Map of Busan Harbour in Korean Map, 1876, Copper-plate

print, 125.0×88.0㎝(Scale, 1:132,000), Private Collection.

<Plate 6-34>「Busan Siga-jeondo」

Map of Busan Urban Area, Geological Survey, 1911, Copper-plate in

color, 75.4×105.6㎝, Private Collection.

<Plate 6-35> Busan in「Joseon Gyotong-jido」

Inserted Map of Busan in Road Map of Korea, Osaka Newspaper

Company, 1910, Copper-plate in color, 106.3×74.5㎝, Private Collection.

<Plate 6-36> Busan in「Soyoilram-jido」

Detailed Map of Diffusion of 3·1 Movement. Japanese Governer in

Korea, 1919, Print in color, 52.5×37.7㎝, Private Collection.

<Plate 6-37>「Busan Jihyeong-do」

Map of Busan, Japanese Governer in Korea, 1918, Print in color, 77.4×

79.8㎝(Scale, 1:10,000), Jangseogak.

<Plate 6-38> Busanbu-jeondo in「Busanbuse-gaehwang」

Map of Busan, Busan-bu, 1928, Print, 46.0×36.0㎝(Scale, 1:30,000),

Priva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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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3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木版中東萊府 [ K93(공-11) ]

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4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木版印刷本 -

국립제주박물관 도판4-25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木版中機張縣 [ K93(공-11) ]

국립민속박물관 도판6- 2 초량·부산포 「掌運圖」東萊釜山浦地圖 [ 28405 ]

국립민속박물관 도판6- 3 초량·부산포 「掌運圖」對馬島 [ 28405 ]

국립진주박물관 도판5-18 역사기록도 「東萊府使接倭使圖」 [덕1359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도판3-17 군현지도 「嶺南圖」東萊府 [ K2-4564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도판3-32 군현지도 「地圖」東萊府(全面) [ K2-4563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도판3-33 군현지도 「地圖」東萊府(部分) [ K2-4563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도판3-34 군현지도 「地圖」機張縣(全面) [ K2-4563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도판3-35 군현지도 「地圖」機張縣(部分) [ K2-4563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도판4- 8 대축척전도 「靑邱圖」東萊府·機張縣 [ K2-4587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도판6-37 초량·부산포 「釜山地形圖」 [ K2-4579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1- 5 세계지도 「要覽集」天下總圖 [ 2-11-87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1- 6 세계지도 「天下國圖」天下圖 [ 2-11-37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 5 조선전도 「天下國圖」東國圖 [ 2-11-37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 6 조선전도 「天下國圖」慶尙道 [ 2-11-37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 7 조선전도 「要覽集」慶尙道 [ 2-11-87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25 조선전도 「大韓新地誌」大韓全圖 [ 2-11-3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2-26 도별도 「大韓新地誌」慶尙南道 [ 2-11-3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12 대축척전도 「大東圖」(大東輿地圖) [ 2-11-42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18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表題 [ 2-11-42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20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表紙(辛酉) [ 2-11-42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21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縮尺·方眼 [ 2-11-42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22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凡例 [ 2-11-42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26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機張縣 [ 2-11-42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4-27 대축척전도 「大東圖」(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 2-11-42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5- 7 관방도 「牧場地圖」東萊府 [ 2-11-36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5- 8 관방도 「牧場地圖」加德島 [ 2-11-36 ]

부산대학교도서관 도판6-10 초량·부산포 「朝鮮史料集眞」釜山浦倭館繪圖 [ 2-14-10-1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2-11 조선전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 B10 A70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36 군현지도 「地圖」東萊府(全面) [ B10 A52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37 군현지도 「地圖」東萊府(部分) [ B10 A52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38 군현지도 「地圖」機張縣(全面) [ B10 A52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39 군현지도 「地圖」機張縣(部分) [ B10 A52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40 군현지도 「地圖草」東萊府 [ B10 A199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3-41 군현지도 「地圖草」機張縣 [ B10 A199 ]

고려대학교도서관 도판4- 5 대축척전도 「靑邱圖」東萊·機張 [귀511 ]

고려대학교박물관 도판3-42 군현지도 「東國輿圖」東萊府 [ 2664 ]

고려대학교박물관 도판3-43 군현지도 「東國輿圖」機張縣 [ 2664 ]

남대학교도서관 도판2-20 조선전도 「海左全圖」 [남재고문서6824 ]

남대학교도서관 도판4- 4 대축척전도 「靑邱圖」東萊府·機張縣 [ 981-1 ]

남대학교도서관 도판4- 6 대축척전도 「輿地圖」(靑邱圖)東萊府·機張縣 [ 981-1 31 176 ]

남대학교도서관 도판4-31 대축척전도 「靑邱全圖」東萊府·機張縣 [ 989-11 v23 ]

남대학교도서관 도판4-38 대축척전도 「大東全圖」東萊府·機張縣 [ 989-11 ]

남대학교박물관 도판3-18 군현지도 「嶺南地圖」東萊府 [ 10197 ]

남대학교박물관 도판3-19 군현지도 「嶺南地圖」機張縣 [ 10197 ]

남대학교박물관 도판6-26 초량ㆍ부산포 「京釜鐵道韓國京城全圖」釜山日本居留地 [ 10167 ]

남대학교박물관 도판6-27 초량ㆍ부산포 「韓國大地圖」「釜山港」 [ 10162 ]

남대학교박물관 도판6-28 초량ㆍ부산포 「朝鮮全圖」釜山浦景 [ 10220 ]

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2-13 조선전도 「東國地圖」朝鮮總圖 [ 3709 ]

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2-14 도별도 「東國地圖」慶尙道 [ 3709 ]

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3-67 군현지도 「釜山古地圖」 [ 6223 ]

소장기관 도판번호 유형 지도 소장기호및비고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5-11 역사기록도 「壬辰戰亂圖」 [고축4252.4-31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5-19 회화 「朝鮮八道地圖」倭館 [고 4709-10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5-20 회화 「朝鮮八道地圖」海雲臺 [고 4709-106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5-25 회화 「慶尙道名勝圖」 [고귀915.15-G998b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6-17 초량ㆍ부산포 「釜山港」朝鮮南岸 [ 25324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6-23 초량ㆍ부산포 「釜山港略圖」 [ 26055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6-24 초량ㆍ부산포 「釜山港日本租界境界圖」 [ 26627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판6-25 초량ㆍ부산포 「東萊港絶影圖에俄兵鑑所需石炭庫」 [ 17174 ]

서울대학교박물관 도판1- 8 세계지도 「坤輿萬國全圖」 [역0019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1- 3 세계지도 「天下大摠一覽之圖」 [고조6-11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2- 4 조선전도 「地圖」慶尙道 [고조61-10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2-21 조선전도 「大東輿地全圖」 [고조61-15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 7 군현지도 「輿地圖」東萊府 [고조61-3. 31230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 8 군현지도 「輿地圖」機張縣 [고조61-3. 31230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11 군현지도 「地圖」東萊府 [고조61-21.귀218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12 군현지도 「地圖」機張縣 [고조61-21.귀218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13 군현지도 「輿地便覽」東萊府 (마이크로필름,원본 :일본)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14 군현지도 「輿地便覽」機張縣 (마이크로필름,원본 :일본)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2 군현지도 「各邑地圖」機張縣 [고조61-14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3 군현지도 「各邑地圖」東萊府 [고조61-14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4 군현지도 「東國地圖三」東萊府 [승계귀2702-2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5 군현지도 「東國地圖三」機張縣 [승계귀2702-2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6 군현지도 「海東輿地圖」東萊府 [고 2107-36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27 군현지도 「海東輿地圖」機張縣 [고 2107-36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30 군현지도 「八道地圖」東萊府 [고 2702-14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31 군현지도 「八道地圖」機張縣 [고 2702-14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44 군현지도 「輿載撮要」東萊府地圖 [한고조60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45 군현지도 「輿載撮要」機張縣地圖 [한고조60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3-66 군현지도 「東萊釜山古地圖」 [고조61-41.귀 11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4- 7 대축척전도 「靑邱經緯圖」東萊府·機張縣 (마이크로필름,원본 :일본)

국립중앙도서관 도판4- 9 대축척전도 「靑邱圖」東萊府·機張縣 [고조61-80.귀 239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4-14 대축척전도 「朝鮮圖」東萊府·機張縣 ( 인본,원본 :일본)

국립중앙도서관 도판4-15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고조61-02.귀 114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4-30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고조61-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4-36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마이크로필름,원본 :일본)

국립중앙도서관 도판5- 3 지리지부도 「東萊營誌」萊營地圖 (마이크로필름,원본 :일본)

국립중앙도서관 도판5- 5 관방도 「嶺湖南沿海形便圖」 [고조61-29.귀 116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5- 9 관방도 「牧場地圖」東萊府 [한귀고조80-3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5-10 관방도 「牧場地圖」加德島 [한귀고조80-3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5-15 역사기록도 「繪本太閤記」釜山鎭城 [고고5-37-6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6- 4 초량ㆍ부산포 「朝鮮歸好餘錄」東萊府圖 [한고조93-52-1-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6- 5 초량ㆍ부산포 「朝鮮歸好餘錄」草梁圖 [한고조93-52-1-2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6-11 초량ㆍ부산포 「朝鮮史學」釜山和館竣工圖 [조 50-43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2-15 조선전도 「東國大全圖」 [덕 4396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4-13 대축척전도 「東輿」東萊府ㆍ機張縣 [M-127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4-19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表紙木板 [ K93(공-11)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4-32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등록대기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4-26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甲子)」機張縣 [신521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4-37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M-133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5-16 회화 「 路勝區圖」釜山 [덕수2464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5-17 역사기록도 「東萊府使接倭使圖」 [본 8360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5-24 회화 「東萊太宗臺圖」 [동원2262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6- 6 초량ㆍ부산포 「倭館圖」 [덕수6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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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5-21 회화 「眞宰畵集」沒雲臺 [ 3918 ]

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5-22 회화 「眞宰畵集」永嘉臺 [ 3918 ]

동아대학교박물관 도판5-23 회화 「眞宰畵集」太宗臺 [ 3918 ]

국사편찬위원회 도판6-12 초량·부산포 「釜山浦草梁和館之圖」 [귀49 ]

국사편찬위원회 도판6- 1 초량·부산포 「海東諸國記」東萊富山浦地圖 [귀64 ]

국사편찬위원회 도판2- 8 조선전도 「朝鮮八道地圖」 [귀133 ]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도판2-18 조선전도 「東國八路分地圖」慶尙道 [ 7-마-37 ]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도판4-18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全圖」(大東輿地圖)表題 [ 7-마-20 ]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도판4-28 대축척전도 「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 7-마-20 ]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도판4-33 대축척전도 「海左輿圖」(大東輿地圖)東萊府·機張縣 [ 7-마-65 ]

부산시립박물관 도판3-68 군현지도 「釜山古地圖」 [ 329 ]

부산시립박물관 도판5- 4 관방도 「慶尙道左水營官衙配設調査圖」 [ 451 ]

부산시립박물관 도판6-16 초량ㆍ부산포 「朝鮮見聞圖解」 [ 351 ]

부산근대역사관 도판6-15 초량·부산포 「浦山港見取圖」 (개인소장)

서울역사박물관 도판2-23 조선전도 「朝鮮王國圖」(D'Anville. J. B.) [ 서14507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2-24 조선전도 「朝鮮王國圖」(Bowen, E.) [ 서14580 ]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도판2- 9 조선전도 「朝鮮八道古今摠覽圖」 [ 5200 ]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도판4-11 대축척전도 「靑邱圖」東萊府·機張縣 [ 4912 ]

한국교회사연구소 도판3-47 군현지도 「輿地圖書」機張縣地圖 [고000.2여79 ]( 인본)

한국교회사연구소 도판5- 2 관방지도 「輿地圖書」左水營地圖 [고000.2여79 ]( 인본)

한국교회사연구소 도판3-46 군현지도 「輿地圖書」東萊府地圖 [고000.2여79 ]( 인본)

육군사관학교박물관 도판5-12 역사기록도 「東萊府殉節圖」 [고대군사재81002 ]

육군사관학교박물관 도판5-14 역사기록도 「釜山鎭殉節圖」 [고대군사재81001 ]

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도판1- 9 세계지도 「Nieuwe en Naukeutige Kaart van Asia」 [ No. 857 ]

양산대성암 도판4- 1 대축척전도 「東輿備攷」東萊府·機張縣 -

충렬공송상현종택 도판5-13 역사기록도 「東萊府殉節圖」 -

호암미술관 도판2-16 도별도 「海東圖」慶尙道 -

일본대마역사민속자료관 도판6- 8 초량·부산포 「草梁倭館繪圖」 (대마도주종가문고)

일본대마역사민속자료관 도판6- 9 초량·부산포 「草梁之繪圖」 (대마도주종가문고)

일본용곡대학도서관 도판1- 2 세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 -

일본동경대학교사료편찬소 도판6- 7 초량·부산포 「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 -

쓰리지코어 머릿사진 사진 大韓民國衛星寫眞 -

개인(전라북도) 도판5-6 관방도 「高麗重要處圖」 -

개인(부산) 도판6-13 초량·부산포 「倭館圖」 -

개인(부산) 도판6-14 초량·부산포 「釜山窯圖」 -

개인(부산) 도판6-22 초량·부산포 「釜山港計劃圖」 -

개인(부산) 도판6-29 초량·부산포 「釜山港市街及附近地圖」 -

개인(부산) 도판6-30 초량·부산포 「釜山港居留地約書附圖」 -

개인(부산) 도판6-31 초량·부산포 「釜山港全圖」 -

개인(부산) 도판6-32 초량·부산포 「韓國釜山港市街明細圖」 -

개인(부산) 도판6-33 초량·부산포 「朝鮮全圖」釜山浦 -

개인(부산) 도판6-34 초량·부산포 「釜山市街全圖」 -

개인(부산) 도판6-35 초량·부산포 「朝鮮交通地圖」釜山 -

개인(부산) 도판6-36 초량·부산포 「騷擾一覽地圖」釜山一帶 -

개인(부산) 도판6-38 초량·부산포 「釜山府勢槪況」釜山府全圖 -

개인(서울) 도판6-18 초량·부산포 「釜山港」(1797) ( 인본원본 : 국)

개인(서울) 도판6-19 초량·부산포 「釜山港」(1859) ( 인본원본 :프랑스)

개인(서울) 도판6-20 초량·부산포 「釜山港」(1875) ( 인본원본 :프랑스)

개인(서울) 도판6-21 초량·부산포 「釜山港」(1905) ( 인본원본 :프랑스)

개인(서울) 도판2-22 조선전도 「皇輿全覽圖」朝鮮圖 ( 인본)

소장기관 도판번호 유형 지도 소장기호및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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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는글

사회의발전은과거와의소통을바탕으로미래로나아가는것이며, 과거와대화가단절된사회는

발전을 기약하지 못한다.도시의 발전도 과거 공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도시는 장소

간의사소통의공간적인표현방식이다.장소간의원활한흐름을극대화하기위해도시입지,내부

구조등의형태가결정되며,이는도시경관으로가시화된다.

도시공간의과거를엿볼수 있는거울은지리지와고지도이다.고지도는도시역사공간을축약

하여종합적으로표현하 기때문에시간을초월하여지금의장소들이과거와어떻게관계하고있

는지보여준다.사료에서텍스트로표현하지못하는내용을이미지로담고있어지리정보의전달

능력이뛰어나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공간의 단절을 통해 이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시민들의 삶

의공간인항구도시는, 이질적인문화의만남이이루어지는장소이며, 해양과대륙진출의거점이

되기도 한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부산은 그의

교차점에 있다.조선시대 동래 부산포의 왜관은 해양 세력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일본은

이를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두보의 확대를 시도하 고, 부산에는 이의 침략을

막기위한역사와함께만남의흔적이공존하고있었다.동래부사는위엄을갖추고일본통신사를

맞았으며,동시에거대한산성을축조하여이들의대륙침략을항시경계하 다.

일제강점기, 6·25전쟁,산업화·민주화시대를경험한격동의20세기에부산은대한민국현대사

의중심에있었다.모든것을포용하면서많은이들에게기억의장소를제공하 다. 21세기가열리

는2002년 6월, 한반도를붉게물들 던월드컵축제의서막은부산에서시작되었다.그해 9월분단

으로헤어져있던동포가한반도깃발아래처음으로포옹하 던아시아게임의무대도부산이었으

며, 2005년세계의주요정상들의만남도부산에서이루어졌다.

부산의고지도도록집이출간되는것은도시의미래를위하여로컬리티를바탕으로시공간을넘

나드는 대화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이 책에서는 고지도를 통해 부산의 옛모습을, 동시에 도시

가역동적으로변해가는모습을보여주고자하 다.

조선시대부산이묘사된다양한형태의고지도뿐만아니라,관방도,역사기록도,회화, 초량왜관

도, 부산포 지도 등을 250여면에 걸쳐 상세히 수록하 고, 부산 고지도 발달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한논고를통해지도가그려진배경을이해할수있도록하 다.고지도에기재된지명과주기원문

을정리하 고,개별지도에관한해설을수록하여지도내용을상세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 다.

외국독자들을위해중요한내용은 문으로함께소개되었다.

소장 기관들의 직접 방문을 통해 비교적 충실하게 자료가 수집되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고지도들이 도록집을 통해 함께 햇빛을 보는 기회가 되었

다.또한조선시대선인들의지도제작역량이지금까지알려진것보다훨씬뛰어남을알게되었고,

토수호의지를재확인하는계기도되었다.

이도록집은부산학등여러학문분야의기초자료로, 동시에부산문화수준의잠재력을알리는

새로운전기가될 것으로기대한다.시민들에게는부산의정체성과자부심을더욱얻는계기가되

었으면 한다.부산지리연구소는 2002년 창립 학술대회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도를 그려 나갈

것을약속하 다.지도첩은이약속을지키기위한조그만시작이다.최선을다했지만아직미진한

것이남아있다.이는저자의몫이다.아쉬운부분은이후의과제로남겨두겠다.

2004년시작된부산고지도자료수집조사가도록집출간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지속적인지

원을하여준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관계자여러분들에게감사드린다.소장자료의사용을허

락해주신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부산대학교도서관,장서각,국립중앙박물관등여러기관과개

인소장자들,자료수집에도움을준사서와학예사분들께심심한사의를표한다.도판촬 을해주

신이경택,유남해,김경덕님과자료정리와교정을도와준부산대학교대학원류명환군,장진숙양

을비롯한여러대학원생들, 세밀한작업이요구되는도록집의출판을맞아준대훈기획관계자들

에게도고마움을표한다.

2008년 1월 31일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

김 기 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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