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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이하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까지 나온 세계지도

중에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가장 많은 설명을 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며, 세계지도 제작에서 투영법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신의 세계의 지리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곤여만국전도｣는 세계지도이면서 그 지도 속에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을 방대하게 기술하여 대륙별로 정리한 세계지리서와 유사하다. 지도에 기술한 세계지리의 내용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지리서적과 큰 차이가 없으나, 오히려 탐험과 발견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지식들을 반영하여 가장 앞선 

것들이었다. 마테오 리치는 ｢곤여만국전도｣를 다른 세계지도보다 크게 만들고 그 여백에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였다.

이 지도는 경위선과 지대 등 주요 지리 개념을 동양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서구지리학의 가장 최근의 발견을 반영하였으며,

전 세계에 대한 통합된 개념과 지구의 구형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곤여만국전도｣는

당시 유럽의 세계지도 제작의 양식과 전통을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글은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 제작의 과정을 자오칭(肇

慶)에서의 ｢여지산해전도(輿地山海全圖)｣에서 시작하여, 베이징(北京)에서의 당대에 최고의 정보를 종합한 ｢곤여만국전도｣로 이르

는 상승의 길로 비유하여 기술하면서, 지도에 나타난 세계지리 내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상승, ｢예수회 세계지도｣, 유럽과 아시아

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Matteo Ricci’s world map Kunyu wanguo quantu (｢坤輿萬國全圖｣) in terms 
of storytelling from beginning to climax,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world geography in the map. The process
of the world map made by Matteo Ricci can be traced through ascending from the first world map in Zhaoqing
(肇慶) to the world map of Kunyu wanguo quantu in Beijing (北京). This ascending way was made by Ricci's
big individual progress embraced religion and a climax of the exchange of cultures between East and West. 
Furthermore, the map changed the contents and knowledge structure of world geography such as introducing 
new concept of latitude, zone etc., and new discovery of regional geography of America, Magellanica, Asia, Africa,
Europe, and the concept of unity and sphericity of the Earth. 
Key Words : Matteo Ricci, Kunyu wanguo quantu (｢坤輿萬國全圖｣), Ascent, Jesuit World Map, Europe and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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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도는 사람이 거주하고 존재하는 장소, 지역, 그리고 

공간을 기술하고 분석하려는 지리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지도는 단순히 인간 존재의 

공간적 행위와 특성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관

련된 인간의 문화적, 심리적 영역을 포함한다.

클링호퍼(Arthur Jay Klinghoffer)는 지도가 인간 습성

의 정신적 특질을 반영하고 그 시대와 장소의 사회적 질

서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문명의 거

울’, ‘문화적 텍스트’라고 표현한다(이용주 역, 2007:37). 

이러한 텍스트로서 지도는 은연중에 제작자의 의도와 

사고가 녹아든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도가 제시

하고 표상하는 바는 상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

있는 다면적인 것이다.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

으므로. 역사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지도와 지도학이 

만나는 접점이 수없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접점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지도의 역사는 서서히 발전하기도 하고 

굴절되기도 한다. 지도발달의 역사에서 수많은 접점들

이 있지만, 건전한 상호이해, 상호협조와 동반된 발전을 

만들어낸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명말(明末) 청초

(淸初)에 서양의 지도학과 동양의 지도학이 중국에서 만

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의 세계 

전체에 대한 문화, 역사, 경제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지

식들이 통합되고, 근대적인 세계지도의 형성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

행한 것은 서양에서 도래한 예수회(Jesuit, 이하 제주이

트)1)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의 지도학적 노력들은 중

국이라는 방대한 제국 전체에 걸친 종교적 전도를 위한 

작업들을 도우는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나, 그 시작과 결

과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사실 중국이 중심에 자리한 

사각형 모양의 세계, 거기에는 ‘중앙 왕국’이라는 전통적

인 중화적 관념에 묶여 있었는데,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이하 리치)에서부터 그 틀을 깨기 시작

한 것이었다.

Smith(1996:42)는 중국과 서양의 수많은 현대 학자들

이 16세기 후반 제주이트 선교사들의 도래를 중국 지도

학사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보았고, 지도학과 과학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대한 발전으로 보았다고 한다. Elman 

(2005)은 제주이트 선교사들의 지도제작 기술은 “17세기 

중국에서의 과학적 지도학의 등장을 자극하였다”고 평

가했고, 니덤(Needham)은 제주이트의 위대한 공헌은 

중국을 18세기까지 지도제작에 있어서 세계의 다른 모

든 나라들보다 앞서게 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중국

에서의 동양과 서양의 지도학에서 융합 양상은 특이하

게도 제주이트 교단의 서양선교사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성취를 처음으로 이루고 초석을 닦은 리치는 

거의 불가능해보였던 중국에서의 그리스도교 전도의 임

무를 맡았지만, 세계지도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은 

물론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접점을 만들어내었다. 리

치에 의해 도입되어 확립된 중국에서의 제주이트의 지

도 제작은 18세기 청대의 강희제의 지원으로 중국 제국 

전체에 걸친 실질적 측량에 근거한 지도집이 만들어지

면서 또 다른 고점에 이른다. 중국 제주이트 전도의 첫

날부터 18세기 마지막 활동시기까지, 지도 만들기는 제

주이트 신부들과 그들의 중국 동료들, 기독교도들 그리

고 비기독교도들 사이에서도 협력적인 작업으로 이루어

졌다. 리치의 작업은 중국의 지리적 지식사에서 중요한 

시금석이었으며, 중국문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새로

운 보다 넓은 지평을 열었다. 

Foss(1988:209)가 제기한 것처럼, 리치에서 시작된 제

주이트의 중국에서의 지도학관련 활동은 클라이막스

(climax)를 가진 하나의 내러티브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스펜스(Jonathan D. Spance)는 리치의 중국전도의 과정

을 “상승”으로 비유하였는데, 처음 전도를 시작한 자오

칭(肇慶)에서 “베이징(北京)으로의 상승”이었으며, 그것

은 리치의 삶의 대부분을 형성했던 긴 여정에 대한 그의 

관점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리, 언어적 능력, 민감성의 

증대, 서구고전에서의 근원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의 상

승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리치는 중국에서 16권의 

책을 써서 “서방에서 온 위대한 공자(유학자)”로 칭송받

았으며, 또한 많은 서구의 책들도 한역하여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서래학자 “the Western Scholar”라

는 이미지를 남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지도제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주원준 역, 2013).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상승은 자오칭에서의 ｢輿

地山海全圖(여지산해전도)｣(이하 ｢여지산해전도｣)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에서의 ｢坤輿萬國全圖(곤여만국전도｣

(이하 ｢곤여만국전도)로 이르는 길이었다. ｢곤여만국전도｣

는 리치 개인뿐만 아니라, 동서문화의 중요한 교류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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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막스를 이루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곤여만국전도｣는 당시 유럽의 세계지도 제작의 양식과 

전통을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었고, 당시 서구의 

과학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지구가 구(球)인 것을 제시하

면서 서구의 지도 투영법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었

다. 리치의 세계지도 제작은 매우 특별하여 기독교의 전

도를 넘어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에 대한 지식

의 종합 및 통합이었고,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인 세계지도의 작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곤여만국전도｣는 매우 특이하게도 세계지도이

면서 그 지도 속에 세계지리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세

계지도 속에 각 지역에 대한 긴 서술은 메르카토르의 세

계지도에도 있지만,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해 대륙별, 장

소 및 지역에 따른 상세한 기술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것은 ｢곤여만국전도｣가 다른 세계지도보다 매우 크게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그 여백에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려는 리치의 의도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

문이다. 즉 ｢곤여만국전도｣는 세계지도이면서 동시에 

세계지리의 내용을 담은 세계지리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었다.

리치의 세계지도 속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을 보면, 

물론 시대적 제한으로 인하여 아시아, 유럽, 아시아에 대

한 지리적 지식이 많이 제공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종

래에 없었던 북미와 남미 그리고 가상대륙인 남방대륙

(墨瓦蠟泥加)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지명에 대한 많은 설

명들이 삽입되고 서술되었다. 기록된 설명은 시대적 제

한성이 있지만, 당대의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세계지리 서

적인 뮌스터(Münster)의 Cosmograpia에 실린 내용보다 

사실적 측면에서 앞서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는 당시까지 나온 유럽과 아시아의 세

계지도 중에서도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가장 많은 설명

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별하다.

본고는 이러한 리치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대상으로 하여, 맥락과 내용의 측면에서 지도제작의 처

음과 클라이막스를 살펴보되, 클라이막스인 ｢곤여만국

전도｣의 세계지리적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로 한다. 

II.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 제작의 시작: 

｢여지산해전도｣

1.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 제작의 배경

리치는 1552년 이탈리아 마체라타(Macerata)에서 태

어나, 1571년 로마에서 예수회 수련사가 되었다. 1573년

부터 콜레지오 로마노(Collegio Romano, 이하 기숙학교)

에서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Christophorus Clavius, 1538- 

1612, 이하 클라비우스)로부터 기하학, 천문학 등의 학

문을 배웠고, 각종 시계, 지구의 그리고 지도의 제작법을 

배웠다. 1577년에 동양선교사로 선발되어 1578년 리스

본을 떠나서 중요한 선교 기지가 있는 인도의 고아(Gôa)

로 향했다. 1583년에 중국 마카오에 도착하여 선교 사업

을 시작하였다.2)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전파 활동은 리치가 중국에 도

착한 1583년 이전부터 있었다. 원대(元代)에 ‘미노라이

트파’를 비롯하여 여러 분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었

으나, 명대(明代)에는 해금정책 등으로 중국에서의 전도

는 쉽지 않았는데, ‘도미니칸파’, ‘오거스틴파’ 등 다양한 

분파들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쫓겨났고 중국 전

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에서의 제주이트의 선교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

이었다. 당시 제주이트들은 마카오에 거점을 한번 마련

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거점들을 방문하는 

정도였다. 리치가 1583년 동방전교의 임무를 띠고 중국

에 도착하였을 때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고,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포르투갈 상인들과 함께 광저우

(廣州)를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힘들지 않게 해

안에서 하룻밤을 체류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리치는 중국에 도착한 후 단 1년 

뒤인 1584년 말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세계지도를 만들

게 된다. 리치는 기숙학교의 클라비우스3)로부터 지리, 

수학, 천문학을 배웠는데, 이때 이미 당대에 지도제작의 

명망가인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와 메르카토

르(Gerhardus Mercator)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Cronin(1955)에 따르면, 거대한 대양을 항해하면서도, 

인도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상에만 의존하고 있

었던 최상의 전도를 이루려는 꿈과 함께, 그가 가지고 

간 지도집(atlas)을 수정하고 새로운 세계지도를 완성하

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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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가 처음으로 동양세계와 서양세계에 대한 지리 

지식을 종합하여 세계지도를 자오칭4)에서 만들게 된 과

정을 Baddeley(1917:258)는 다음 내용을 인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

 

  자오칭에서 리치는 주택내부의 인테리어 벽면에 유럽의 

세계지도를 걸어두었는데, 그것은 그를 방문한 문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지

도는 중국이 주장하는 바, 즉 중원 왕국이라는 주장을 나타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이 세계지도의 한 쪽 면에 떨어

져 위치해 있었다.5) 리치의 의도는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

이 아니었고, 로마에서 마카오로 이르는 그의 여행 경로를 

설명하는 기본적 도구로서 지도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렇

게 하여 전도관의 응접실의 벽에는 유럽 글자들로 된 우주

지 차트(cosmographical chart)와 같은 세계지도가  걸려 

있었고, 중국인들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전 세계

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고 전 세계에 대한 기술이라는 말로 

그것을 칭송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지도제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Gallagher, 1953:165)

김혜경(2017:136-137)에 따르면 여기서 벽에 걸린 세계

지도는 Ortelius의 ｢세계의 무대｣에 수록된 세계지로로 

추정되기도 한다. 당시 중국인들은 세계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천하도(天下圖)｣라는 이름의 

지도가 세계지도로서 역할하고 이에 근거한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것은 전체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

니라, 우주는 그들의 15개 지방에 제한되어 있고, 그 주

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 속에 중국과 교류하는 이른바 

속국에 속하는 다른 왕국들에 이름을 부여하여 극히 작

은 섬에 위치시켜서 표현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자신들

의 왕국을 전 세계라고 부르고 그들 여러 나라들이 하나

의 하늘 아래에 모였다고 보고 ‘天下(Thienia)’라고 불렀

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9주(州)로 된 중화(中華)

이고, 주변 사방에 오랑캐가 둘러싼 중국 중심적, 우월주

의적 화이관(華夷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둥글지만 지구는 평평하고 모나고 바로 그 중앙에 그들

의 제국이 위치한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을 확

고하게 믿고 있었다. 이에 따라 리치가 처음으로 접한 

중국문인들은 중국을 위대한 동방의 유일한 제국이자 

천하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리치가 

가지고 온 지도가 표상한 내용과 매우 달라 양자 간의 

조화는 아주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것이지만, 중국인들

은 그것을 읽고 알고 싶어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었다.6) 

이처럼 중국문인들의 확고한 요구가 부족하였지만, 

자오칭 지사 왕반(王泮)은 리치에게 번역자의 도움을 받

아서 중국어로 지도를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리치에게 그러한 작업이 모든 사람들의 큰 신뢰와 선호

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시킴으로써 세계지도의 첫 번

째 판을 만들게 되었다(Gallagher, 1953:166). 리치는 유

럽 대신 중국이 중앙에 묘사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만들

면서 세계지도인 ｢여지산해전도｣를 완성하고 인쇄하였다.

그런데 당시 중국인들은 지구(地球)가 구(球)이고 육

지와 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球)라는 그 본성이 어

느 쪽이든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제공하는 논증을 이

해하지 못했으므로, 중국인들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쫓

아서 그들의 디자인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Gallagher, 

1953:167). 이처럼 상황과 지역에 맞는 지도를 만들기 위

해, 리치는 복도(福島, the Fortunate Island)에 위치시킨 

첫 번째 경선을 빼서 중국 근처로 이동시키고 지도의 양 

쪽에 여분을 남겼으며, 중국 왕국을 동양의 하나의 구석

에 집어넣지 않고 지구 중심의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하

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중국인들에게 나름대로 큰 즐

거움과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리치가 처음으로 제작한 세계지도인 ｢여

지산해전도｣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다. 

리치와 친하게 지낸 명 말의 학자인 장황(章潢)이 쓴 백

과사전적인 지리서적인 ｢도서편(圖書編)｣(1613)에 실린 

그림 1. 장황(章潢)의 ｢도서편(圖書編)｣(1613)에 실린 ｢여지산

해전도｣

* 가톨릭신문, 2010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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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당시의 지도를 짐작케 하는 유일한 단서인데(D’elia 

SJ, 1961:86), 그림 1과 같다. 이 지도를 리치가 이후에 

완성한 ｢곤여만국전도｣와 비교해보면 그 구도와 도법이 

매우 유사한데, 남극 쪽에 위치한 남방대륙(墨瓦蠟泥加)

이 없고 남미의 윤곽이 다른 점도 있다. 김혜경(2017)은 

이 지도에 대해 리치가 만든 동양 최초의 근대세계지도

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여지산해전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

｢여지산해전도｣를 통해서 보면, 리치의 초기지도는 

16세기 유럽의 지도학자 오르텔리우스에 의해 개발된 

투영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앙 근처에 태평양

이 자리하여 두개의 큰 섬을 포함하고,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한 부분으로서 중간지점의 왼쪽에 나타난다(Smith, 

1996:44).

Gallagher(1953:167)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이 세계지

도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였으나, 세계지도에 대한 내용을 

교육 받은 후에는 달라졌다고 한다. 특히 경선과 위선을 

위치시키고, 북회귀선과 남회귀선과 관계시켰을 때 달라

졌으며, 그들이 5대 구역의 대칭성을 배웠을 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관습을 읽고 수많은 장소들의 이

름이 그들의 고대 작가들이 부여한 것들과 완전히 일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이 지도가 실제로 세계의 

크기와 모습을 표상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으며, 유럽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거의 무한히 펼쳐진 땅과 중국과 

유럽 사이에 바다를 보았을 때, 그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두려할 필요가 없어

서 당시 왜이(倭夷)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서양인들

의 도래에 대한 근심을 줄여주는 것 같았다고 한다.7)

그리고 리치가 처음으로 세계지도를 완성했을 때, 몇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지사가 방문객을 즐겁게 하

기 위하여 전도관에서 사용하라고 선물로 받았던 시계

를 돌려보내기도 했고, 왕반 지사가 갑작스럽게 퇴임하

면서 그 지역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그의 비

용으로 지도를 더 많이 복사하였으며, 다른 지방에 보내

기 위하여 다른 복사본을 주문하였다(Gallagher, 1953: 

168).

리치는 지도 제작에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천문학 지식을 동원하여 동과 철로 ‘천구의와 혼천의’

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천체를 묘사하고 지구의 적절한 

형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리치는 집에서 해시계를 색칠

하고, 그것을 동판으로 둘러싸서 주변의 우호적인 지사

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D'elia SJ(1961:85)에 따르면, 이

처럼 다양한 도구들이 전시되고, 태양의 위치 그리고 별

들의 운행경로, 지구의 중심 위치들을 보여주고 설명되

어졌을 때, 도와준 중국인 설계자와 전문가들은 리치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로 여겼다고 전한다. 또

한 리치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

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들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지구의 나머지 지역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리치의 세계지도의 제작과정은 로마의 예수회 본부에 

보고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리치는 1584년 11월 30일에 

로마의 제주이트 총장에게 1판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 

그는 아퀴바바(Claudius Acquaviva) 총장에게 보낸 편지

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식(유럽식)으로 만든 세계지도를 보냅니다. 그러

나 문자와 마일 측량 그리고 시간과 지리적 명칭은 그

들 방식(중국식)으로 된 세계지도를 보냅니다. 자오칭

(Shiuhing)이라는 도시의 통치자(관리)가 저에게 만들도

록 했고, 즉시 그의 방식으로 인쇄했습니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가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

한 실수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인쇄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인쇄할 사람들에 의한 잘못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하신 성부께서 중국

문자로 된 그것을 보시는 것을 즐겨하실 것입니다. 그들

은 그것을 대단히 존중하여, 그 관리는 그의 집에 그것을 

석각을 하여 보관하였고, 그것을 팔지 아니하고 그가 직

접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들에게 주었습니다.”

(D’elia SJ, 1961:85-86)

이처럼 리치가 동양과 서양의 지식을 종합하여 최초

의 세계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Gallagher(1953)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자오칭 지사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그 일을 위

해 즉시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전도를 하려



서태열

- 324 -

는 그의 아이디어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람

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게 위해, 신의 

섭리에 근거한 처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시기

에, 다양한 종족에게 사용되었다. 사실은 바로 이런 매력

들이 많은 중국인들을 ‘베드로의 망(the net of Peter)’속으

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리치는 상당한 수학적 훈련을 받

았으며, 로마에서 당대의 과학의 박사이며 수학의 왕자인 

클라비우스 신부 아래에서 수년간을 공부하였기에 가능

한 일이었다. 새로운 지도가 원도보다 큰 스케일로 만들

어졌으며, 중국어로 쓰여진 문자들을 위한 보다 많은 공

간을 주었고 지도의 초본보다 다소 커졌다. 새로운 주석

이 또한 첨가되었으며, 중국 천재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또한 저자의 의도에 보다 적절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다

른 국가들의 종교적 전례들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중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적 신념의 신성한 미스터리(신비)들에 대한 언급을 때때

로 삽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기독교의 이름과 

명성을 전 중국에 걸쳐서 간략한 시·공간 속에서 확산시

키길 기대했다.”

(Gallagher, 1953:166)

이렇게 하여 리치가 처음으로 만든 세계지도 ｢여지산

해전도｣에 대해, 정기준(2012:14)은 “이 지도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산물이고 새로운 교류의 터전을 마련하

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에 두고 근대적인 도법으

로 처음으로 제작된 것이었으며, 종래의 중국 중심의 ‘천

하관’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었고, 중국의 문화와 위치를 

서양의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첫 발이었다”고 평

가하였다. 

III.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 제작의 

클라이막스: ｢곤여만국전도｣

1.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의 제작과 반응

리치는 중국에서의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어로 만든 3가지 중요한 작품

으로는 ｢우정론(友情論)｣, ｢천주실의(天主實義)｣, 그리

고 ｢곤여만국전도｣를 든다. 리치의 세계지도 작성 작업

은 리치가 중국 고전에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 중국어

로 처음 출판한 이래로, 북경에서 지낸 말년에도 다시 

재편집한 마지막 작업 중의 하나였다. 리치가 선교에서

의 지적 적응주의 방법의 성과로 나타난 공헌의 또 다른 

차원으로 중국의 지도학의 발전에 공헌한 것은 높게 평

가된다(Witek, 1988:67-70). 

리치는 이미 1584년 처음으로 만든 세계지도인 ｢여지

산해전도｣와 그것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세계지도의 

제작이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간파하였다. 또한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는 자신이 가져

온 유럽식 세계지도의 ‘중국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양 세계에 대한 정보와 동양 세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앞선 세계지도였던 

셈이었다(Foss, 1988:209). 이후에도 리치는 주변 사람의 

권유와 도움으로 몇 차례에 걸친 세계지도의 보충과 제

작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선교지인 자오칭에서 베이징으로의 상승이

었다. 리치는 1601년 황제에게 바칠 선물을 운반하면서 

북경으로 올라갔으며, 황제에게 진상할 선물 중에는 석 

점의 성화를 비롯하여 추가 달린 대형시계, 태엽식 소형 

탁상시계, 금박 성무일도서, 프리즘, 모래시계, 하프시코

드도 등과 함께 오르텔리우스의 지도 제작기술이 유감

없이 발휘된 걸작 세계지도집 ｢세계의 무대｣도 포함되

어 있었다. 

1602년에는 그때까지 그가 모은 지도와 서적을 참고

하여 이지조(李之藻)와 함께 새롭고 방대한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들었다. 리치는 중국식 용어와 지

명으로 된, 그리고 당대에 동양과 서양을 모두 합쳐서도 

세계에 대한 가장 많은 종합적 정보를 담고 있고, 중국이 

세계의 한가운데 위치한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세

계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지도가 바로 ｢곤여만

국전도｣이며, 지도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들 중의 하

나가 되었다. 특히 고위관료로서 개종한 서광계(徐光啓), 

양정균(楊廷筠), 이지조가 리치와 협력하여 유럽의 과학

적 업적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

라,｢곤여만국전도｣를 만드는 데에도 협력하였다(Corradini, 

1997:39).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의 세 번째 판에 해당되는 ｢곤여

만국전도｣(‘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한 완전한 지도’, 1602

년 제작)라고 명명된 세계지도8)에서는 이전의 판본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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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다 수학적으로 

정밀한 방식으로 지리적 공간을 표현하였고, 전체 중국 

제국은 아시아대륙의 부분으로서 포함되어졌다(Smith, 

1996:45).

리치와 서구의 동시대인들의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이 지도를 본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그것에 의해 충격

을 받고 놀라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리치가 가는 곳

마다 중국인 관리들은 그것의 석각판이나 목각판을 만

들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그들의 친구들에게 선물

로 주기를 원했다. 리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의 한

명이고 지도제작에 많은 공헌을 한 최고위층의 중국인

사인 이지조는 수천 장의 ｢곤여만국전도｣의 복사본을 

배포하였다.9)

그런데, 리치가 북경으로 올라와서 직접 황제를 만나

지는 못한 상태에서 선물만을 증정하는 것에 그친 이후, 

1608년에 ｢곤여만국전도｣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것은 

1602년에 만들어졌던 ｢곤여만국전도｣의 복사본 중의 하

나가 1608년에 만력제(萬歷帝)에게 전달되고, 깊은 인상

을 받은 황제는 12개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 것을 명령하

였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다시 ｢곤여만국전도｣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리치는 1608년 8월 22일 예수회 아

퀴바바 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지도를 매개로 한 예

수회 선교사와 명 궁궐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내리고 있다. 

  “이 일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

저 이 ｢곤여만국전도｣ 안에는 여기저기 이마두라는 이름

이 나오기 때문에 황제는 이제 이 이름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한 이 지도에는 우리 서양 문자로 예수회 선교

사의 인장이 붙어있습니다.”

(D’elia SJ, 1961:86)

히라가와 스케히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리치는 자신

이 만든 세계지도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관이야말로 

중국인들이 종래 지녔던 중화적 세계관을 타파할 계기

가 되지 않을까, 혹은 자신들만이 문명세계를 이루고 있

다는 중국의 자만심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

고 있었던 것 같다고 평하였다(노영희 역, 2002:423). 

2.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의 특성과 성과

리치의 1602년 ｢곤여만국전도｣는 1570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어 계속 개정되어온 오르텔리우스의 Typus Orbis 

Terrarum을 기본적으로 따랐다. 또한 그것은 오르텔리

우스와 절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메르카토

르의 1569년 세계지도에 근거하여 수정한 것이었다(Elman, 

2005:130). 당시에는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메르카

토르의 1569년 세계지도에는 지금까지 가장 유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메르카토르 도법이 적용되어 만들어

진 최초의 세계지도였다. 앞에서 리치의 최초의 세계지

그림 2. 북경판 ｢곤여만국전도｣

* 미야기현립도서관(宮城県立図書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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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도의 중국 버전의 중요한 

변화는 신세계는 동쪽 변방에 위치시키고 중국 명나라

가 지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중국의 왕조적 민감성에 호

소하는 것이었다.

리치가 초기의 세계지도 제작에서부터 ｢곤여만국전도｣

의 제작에 이르는 과정에서, 리치의 세계지도가 중국 지

리학 지식에 대한 미친 영향은 의심할 바 없다. 리치는 

이 세계지도의 출판에 의해 세계에 대한 중국적 관점이 

도전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중국인들

은 중요한 장소의 상대적 위치를 알고 있으나, 그들은 

정확한 계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였으므로, 리

치는 ｢곤여만국전도｣의 서문에 중국인들에게 경선과 위

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유럽에서 여행하면서 

관측한 야외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하였다. 

리치는 베이징, 난징(南京) 등 주요 도시들의 위도를 가

르쳐 주었고, 중국인들은 다양한 지역에 대한 특성 및 

로컬리티(locality)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하였다. 

또한 지리적, 과학적 지식의 번역과 지명의 번역은 오

늘날에도 계속 사용될 만큼 두드러진 성과를 얻었다. 특

히 ｢곤여만국전도｣는 수천 개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

며,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오늘날에

도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리치는 ｢곤여만국전도｣를 통

하여, 아마도 그가 중국인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근본적

인 주제는 ‘하느님의 섭리아래 온 세상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이고, 이러한 조화와 통일을 관장하는 하느님의 힘

을 중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

에게  태평양을 가로질러 북미와 남미 대륙에 대한 학습

뿐만 아니라 세계의 한계 지역에 대한 것들도 학습하게 

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일이었다(Witek, 1988:71).

이처럼 중국에 큰 영향을 준 ｢곤여만국전도｣는 여러 

개의 판본을 가지게 되었는데, 표 1과 같다.

그런데, Heawood(1919:274)에 따르면 ｢곤여만국전도｣

는 16세기 말경에 유행이 점차 가라앉은 플랑드르파

(Flemish School)의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을 많다. 그가 

지적한 플레미시(Flemish) 지도의 특징적 요소는 1) Malay 

Archipelago 근처에서 깊은 만으로 분리된 두 개의 북방

향의 투영법을 가지고 있는 Great Southern Continent 라

고 추정되는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것, 2) 뉴기

니를 좁은 해협에 의해 남쪽 대륙과 분리되는 섬으로서 

표현된다는 점, 3) 1561 Ptolemy 지도의 베니스판에서처

럼 남서쪽 해안에서부터 사라나지는 남미에 표시된 잘

못된 형태라는 점, 4) 극지방을 가득 채운 것, 5) 남미의 

극해안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만의 존재, 6) 세인트로렌

스 수로 시스템에 대한 다소 자세한 기술, 7) 북미와 아

시아를 분리하는 아니안 해협(Anian Strait)과 같은 것이

다. 이러한 특징의 대부분은 이미 메르카토르의 1569년 

지도에서도 공유되었던 부분이었으며,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도집에서도 나타난

다.10)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치의 1602년 지도는 오

르텔리우스 지도로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벗어나

있는 것도 보여준다. Heawood(1919:274)는 메르카토르

의 영향도 어떤 방향에서는 분명하고 오르텔리우스의 

영향도 있으나 그들의 세계지도가 제공했던 것보다 다

른 많은 재료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리치 자신의 주도

적 행위에 대한 보다 많은 증거가 나타난다고 평가하였다.

표 1. ｢곤여만국전도｣의 판본

판 종 제작 연도 소장처

北京版 ｢坤輿萬國全圖｣ 1602년 일본 京都大學, 宮聖縣立圖書館, 바티칸도서관 소장

刻工版 ｢坤輿萬國全圖｣ 1602년 미국 캘리포니아 개인 소장

｢兩儀玄覽圖｣ 1603년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

獻上版 ｢坤輿萬國全圖｣ 1608년 없음

繪入 ｢坤輿萬國全圖｣ (중국) 1608년 南京박물관 소장

繪入 ｢坤輿萬國全圖｣ (조선) 1708년 서울대박물관 소장(봉선사본은 소실)

淸朝版 ｢坤輿萬國全圖｣ 1644년 이후 영국왕립지리학회 소장

日本版 ｢坤輿萬國全圖｣ 미상 일본 東北大學 소장

日本 繪入 ｢坤輿萬國全圖｣ 미상 일본 南蠻文化館 소장

출처 : 김기혁, 20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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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김양선(1961), 노정식(1969), 장보웅(1973) 

등의 초기 연구들은 방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리치의 세계지도 제작의 전 과정을 다룬 상세한 연구였

다. 2000년대에 와서 지리학계에서는 김기혁(2005)에 의

하여 ｢곤여만국전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본, 발문과 

주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 등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준(2012; 2013)은 ｢곤여만국전도｣에 

실린 세계지리 내용과 발문, 주기 등에 대한 치밀한 해제

와 분석을 제시하였고, 송영배(2013)는 ｢곤여만국전도｣

의 제작의미와 중국문인들의 반응을 상세하게 드러내

었다.

김기혁(2005)은 표 2와 같이, 이 지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문과 주기를 비롯하여 지리학적, 지도학적 내용

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곤여만국전도｣는 한 권의 세계

지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지지 내용을 포함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성운행 등 천문관련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과학 관련 문헌으로 볼 수도 있다.

III. ｢곤여만국전도｣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의 분석

1. ｢곤여만국전도｣에 기술된 세계지리의 내용 

리치의 ｢곤여만국전도｣는 1600년 전후에 제작된 세계

지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세계 각 지역의 

지명을 중심으로 된 오르텔리우스 식의 세계지도와 지

역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던 메르카토르 

식의 세계지도를 혼합한 형태를 보여준다. 리치의 ｢곤여

만국전도｣에는 당시까지 나온 유럽과 아시아의 세계지

도 중에서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해 

표 2. ｢곤여만국전도｣의 발문 및 주기

유 형 내 용 비 고

跋文

利瑪竇之序文 萬曆壬寅孟秋吉旦歐羅巴人利瑪竇謹讚

李之藻序文 (浙西 之藻序 撰)

吳中明之跋文 (歙人 吳中明 撰)

陳民志之跋文 (泚陽 陳民志 跋)

楊景淳之跋文 (蜀東 楊景淳 識)

祁光宗之跋文 (東郡 祁光宗 題)

註記

註記(地球圖說) (利瑪竇讚)

論地球比九重天之星 遠且大幾何 (歐羅巴人 利瑪竇述) 九重天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

總論璜度里分 南北直道와 東西橫道의 단위거리 설명

太陽出入赤道緯度 태양의 고도를 이용한 위도 측정법 설명

看北極法 밤에 북극성을 이용한 위도 측정법 설명

論日月蝕 일･월식이 나타나는 원리 설명

赤道北地半球之圖 지도에서 위도의 표현방법 설명

九重天圖 구중천의 운동원리에 대한 설명

天地儀 일월의 운행 및 낮과 밤의 순환원리 설명

赤道線 적도와 기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

四行論略 4행(火土水氣)의 운동원리 설명

元史 낮과 밤의 길이의 순환에 대한 설명

赤道南地半球地之 태양이 지구를 도는 원리에 대한 설명

論日月離地遠近 지구와 해와 달의 거리에 대한 설명

출처 : 김기혁, 2005:158.

* 김기혁(2005)은 발문과 주기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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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별하며, 

지도제작의 도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서 가치를 지닌다. 어떤 면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대륙별로 정리한 세계지리서와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Chan(1997:472)의 연구 등에 따르면, 명의 만력제가 

디에고 데 판토하(Diego de Pantoja) 신부와 서바티노 

데 우르시스(Subatino de Ursis) 신부에게 리치가 헌상한 

｢곤여만국전도｣에 나오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책으로 만들 것을 명령을 하였으나, 두 신부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이후에 알레니(Giulio 

Aleni, 이하 알레니)는 이들의 초기 작업위에 그 자신의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직방외기(職方外紀)｣(이하 ｢직방

외기｣)라는 세계지리 책으로 완성하였다.11) 

그러나 리치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은 1623년에 ｢직방외기｣가 나오기 전까지

는 전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의 식자층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에게 세계에 

대한 가장 최신의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곤여만국전도｣는 실학박물관(2011)에서 제시한 것처

럼 무려 999개의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적 설명

이 포함된 지명으로 대륙 6개, 아시아 지역 45개, 유럽 

10개, 아프리카 12개, 남북미 16개, 남방대륙(墨瓦蠟泥

加) 6개, 북극권 6개 이상으로 총 113개 이상의 지명이 

해설되어 하나의 작은 세계지리서와 같은 모양새를 갖

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알레니는 ｢직방외기｣에서 아

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드리고 남방대륙(墨瓦

蠟泥加)의 순으로 세계지리 내용을 확대하여 책으로 저

술하였다. 다만 ｢곤여만국전도｣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

던 아시아대륙은 ｢직방외기｣에서는 조공국(朝貢國)을 

제외하고 실렸으며, 각 대륙과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설명

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하였다. 

｢곤여만국전도｣에 실린 세계지리 내용을 다룬 연구로

는 Giles(1918; 1919), Ch'en(1938; 1939), D'elia SJ(1961)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는 정기준(2013)이 지도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역기술 내용을 번역하고 해설하여 

가장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정기준(2013)은｢곤여만국지도｣에 기재된 세계지리 내

용 전부를 추출하고 해설하여 장소별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다시 재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12)

Giles(1918; 1919), Ch'en(1938; 1939), D'elia SJ(1961) 

등도 ｢곤여만국전도｣에 실린 세계지리 내용을 분석하고 

해설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룬 아

시아의 지역 및 장소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그런데,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 나타나는 지역적 

기술 내용들에 대한 분석한 연구에서 보면, 몇 가지 사실

들이 밝혀졌다. Ch'en(1938:179-180)은 리치의 유럽, 아

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 대한 기술내용에 대한 검토

해보면, 주로 메르카토르의 1569년 지도, 오르텔리우스

의 1570년 지도를, 그리고 그의 후기 지도는 플란치우스

(Plancius)의 1592년 지도에 주로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Heawood(1917:271) 또한 특정

한 부분의 많은 내용을 오르텔리우스의 1570년 지도와 

플란치우스의 지도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

는데13), 그것은 북반구와 남반구로 온전히 보여주는 당

대의 유일한 지도는 플란치우스의 것 밖에 없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다. 리치가 남극대륙에 부여한 명칭에서도, 

극 대양을 좁은 지협으로 분리된 4개의 큰 섬으로 채운 

점에서, 세인트로렌스 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아

니안 해협(Anian Strait)에 의해 아시아와 북미가 분리된

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오르텔리우스 지도의 내용을 많

이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Ch'en(1938:183-190)은 아시아의 牛蹄突厥, 嫗

厥律, 襪結子, 烏落候, 北室韋, 鬼國, 區度寐의 7개 지명

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단림(馬端臨)이 저술한 일종의 

백과사전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유사한 지역들 모두

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덧

붙혀 D'elia SJ(1961:118)는 구궐율(嫗厥律)에 대해 마단

림과 리치가 지엄한(地嚴寒)으로 표기하고 피부상태로 

옷을 입지 않는다고 동일하게 기술한데 비해, 오대사(五

代史)는 지고한(地苦寒)으로 표기하고 옷을 입는다고 

기술되어있다는 점에서도, 리치가 마단림의 저술을 직

접적 원천으로 사용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Heawood(1917:274)와 Ch'en(1938:180)에 따

르면, 전체적으로 보아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 나타

나는 지명과 지역에 대한 기술들은 동양의 경우 중국의 

자료들을, 서양의 경우는 당시 제주이트를 통해 들여온 

서양서적과 지도들에 많이 의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

가한다. 즉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에 나타나는 지명과 

지역에 대한 기술은 어느 한 가지 원천에만 기초하지 않

았으며, 다양한 원천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했을 뿐

만 아니라, 그가 겪어온 철저한 과학적 훈련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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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곤여만국전도｣에 설명이 기재된 대륙과 각 지역의 구성

대륙명 지역

亞細亞

(대륙 설명 

없이 45개 

지역 설명)

대륙설명없음

(亞泥俺峽, 區度寐, 烏落候, 嫗厥律, 鬼國, 宛在達, 牛蹄突厥, 哥兒墨, 沙爾馬霽亞, 北室韋, 奴兒干, 襪結子, 韃靼, 

意貌山, 朝鮮, 亦力把力, 焉耆, 北高海, 日本, 西番, 于闐, 安義河, 巴爾霽亞, 死海, 如德亞, 珊瑚樹島, 大明, 暹羅, 

占城, 榜葛刺, 忽魯謨斯, 曷刺比亞, 大泥, 三佛霽, 舊港, 巴羅襪斯, 葛正, 應帝亞, 馬路古, 波爾匿何, 滿刺加, 蘇門答

刺, 巴亞巴, 大爪蛙, 女人國, 葛入多霽亞)

歐邏巴

(대륙설명과 

45개 지역 

설명)

이 유럽 주에는 30여 국이 있는데, 모두 예전 왕정의 법제를 쓴다. 이 모든 이단은 따르지 않고, 홀로 천주 

하느님의 성교를 높이 받들고 있다. 모든 공직자는 3품으로 나운다. 최상품의 공직자는 교화를 일으키는 

일을 주관한다. 그 다음 품의 공직자는 속사를 변리한다. 최하품의 공직자는 兵戎 즉 군정을 전담한다. 유럽 

땅에서 나는 것들은 오곡, 오금, 백과이며, 술은 葡葡汁으로 만든다. 생산 활동은 모두 정교하다. 천문과 

성리에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풍속은 돈실하며 오륜을 중히 여긴다. 물자의 종류가 매우 많다. 군신은 

康富하다. 사시 외국과 서로 통하며 객상은 천하를 떠돌아다니며 장사한다. 중국과의 거리는 8만 리인데, 

옛날에는 통행이 없다가 지금 상통한지가 70여년이 되었다고 한다.

(矮人國, 入爾馬泥海, 喎闌地-則闌地, 大泥亞, 諳厄利亞, 入爾馬泥亞 諸國,西霽里亞, 이탈리아 남서해상(意大里

亞), 黃魚島, 地中海)

利未亞

(대륙설명과

12개 지역 

설명)

利未亞에는 호랑이, 표범, 사자 등의 짐승이 매우 많다. 어떤 고양이 종류는 땀을 흘리는데 그 냄새가 매우 

향기롭다. 돌로 땀을 닦아 그 향을 거두어들인다. 유럽인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 

(黑入多, 泥羅河, 入蠟河-泥里德河, 亞大蠟山, 亞察耶入(瓦), 砑麻蠟-入曷迷的里, 馬拿莫, 仙勞冷祖 島, 아프리카 

동남쪽 바다, 아프리카 남단 大浪産의 남쪽바다, 鐵島, 木島, 河摺亞諾滄)

南北亞墨利加 및 

墨瓦蠟泥加

南北亞墨利加 및 墨瓦蠟泥加는 옛날에는 이런 곳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백 년 전에 유럽인들

이 이 바닷가 땅에 이르러서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지역이 광활하고 사람들이 미개하고 교활하여 지금까지 

이 지역 내 각국의 사람들과 풍속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

北亞墨利加

(대륙과 6개 

지역 설명)

農地에서 花地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총명은 甘那托兒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본래의 이름이 있다. 그 

사람들은 순진하고 착하여, 이방인이 그 나라에 이르면 매우 후한 대접을 한다. 대개 가죽으로 겉옷을 삼으

며,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한다. 그들의 산속의 나머지 사람들은 평년에 서로 죽이고 전투로 서로 뺏는다. 

오직 뱀, 개미, 거미 등을 먹는다. 

(沙兒倍, 哥泥白斯 湖, 哥入 河, 墨是可, 得爾落勿落多 譯云 耕農地, 得爾勿羅多 譯云 花地)

南亞墨利加

(대륙설명과 

10개 지역 

설명)

남아메리카는 지금 다섯 나라로 나누어졌다. 첫째는 孛露이니, 페루 강으로 이름한 것이다. 둘째는 金加西臘

이니, 산출되는 금과 은이 매우 많으므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셋째는 坡巴牙那이니, 큰 고을 이름을 따랐다. 

넷째는 智里이니 오래된 이름이다. 다섯째는 伯西兒 즉 중국에서 말하는 蘇木이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가장 남쪽에는 또 巴大溫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 사람의 키는 여덟자이기 때문에 그곳을 장인국이라고 

한다. 모두 문자가 없고 結繩으로 다스린다. 

(馬加大突, 伯西兒, 伯西兒 동부 산지, 馬加大突 서부, 金魚湖, 孛露, 亞馬鑽國,  利禡 근방, 巴大溫, 北度西山, 

無福島)

墨瓦蠟泥加

(대륙과 6개 

지역 설명)

墨瓦蠟泥(마젤란)은 불랑기국 사람의 이름이다. 60년 전에 처음으로 이 해협을 통과하고, 또 이곳에 이르렀

다. 그러므로 유럽인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해협, 바다, 땅의 이름을 지었다.

(남미 아래쪽 남극대륙부분 南方地, 新入匿, 자바 남쪽의 南方地, 瑪力肚, 鸚(哥鳥)地, 마다가스카르 남쪽 아래

의 남극대륙부분) 

북극권

(6개지역 설명)
(北海, 夜人國, 流鬼, 북극근처의 섬, 大茶答島 근처 바다, 大茶答島의 왼쪽 섬 동부)

**** 정기준(2013)이 ｢곤여만국지도｣에 기재된 세계지리 내용을 모두 추출하여 완역하고 해설하여 장소별로 정리한 것을 재정리하였으

며, 명칭만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문장으로 기술이 있는 지명들을 모은 것임. 

**** 亞細亞에서 굵은 글씨 두 개 국가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하나 현재의 지역구분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속함. 여인국(女人國)은 

터키의 북동부, 갈입다제아(葛入多霽亞)는 오늘날의 카파도키아 지방에 표기되어 있음.

**** 利未亞에서 鐵島와 木島는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 있는 군도에 속한 섬이나, 실제로는 유럽의 영향이 더 커서 유럽으로 분류하기도 함.

**** 無福島(무복도)를 Giles(1918; 1919)는 이를 북미에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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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지리적 문헌으로부터 나온 정보들을 추출하여 활

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2. ｢곤여만국전도｣에 나타난 세계지리 내용 기술

의 특성과 공헌

리치는 ｢곤여만국전도｣의 주석을 다는 데 있어서 중

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따라가기 위해, 중국에 공물을 바

치는 지역들에 대한 참고문헌을 그의 지도에 포함하여 

텍스트로 된 풍부한 주석을 달았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치의 주석은 세계지도 그 자체처럼, 중국적 

원천과 서구적 원천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서 나온 것들이다.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여 

중세의 지리학인 Cosmography, 천문학, 그리고 관련되

는 주제들을 논하였고,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장소와 국가들의 특산물, 관습에 대한 기록들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곤여만국전도｣에서 산물

과 관습에 대한 기술은 길이뿐만 아니라 정확성에서도 

달라질 수 있었다(Smith, 1996:47). 

그런데 지도에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서문에서 신

의 위대함에 대한 논의와 하늘과 지구에 대한 그의 ‘통제’

에 대한 논의를 다룬 간단한 단락을 제외하면 많지 않으

며, 주를 단 부분에서도 중국에 공물을 바치는 지역들에 

대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텍스트로 된 풍부한 주석을 

단 것에 비하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다. ｢곤여만국

전도｣의 다양한 판본들에서, 리치의 중국인 동료들이 서

표 4. ｢곤여만국전도｣의 아시아의 지역 및 장소에 대한 연구들

Giles(1918; 1919)의 40개 기술 Ch'en(1939)의 26개 지역 기술

40개 지역 기술 제시된 출처 應帝亞(India)

葛刺比亞(Arabia),

如德亞(Judea),  

女人國,  

北高海(Mar de Bachu 또는 Caspian sea),  

忽魯謨斯(Hormuz),  

沙爾馬齊亞(Sarmatia),  

哥兒墨,  

是的亞意貌外(Scythia Extra Imaun),  

韃靼(Tatary),  

牛蹄突厥(ox-hoofs Turks), 

嫗厥律, 

襪結子, 

烏落候, 

北室韋, 

鬼國,  

區度寐, 

朝鮮, 

日本, 

大明, 

舊港(Palembang), 

地木(Timor),

新入匿(New Guinea),  

爪蛙(java), 

蘇門答刺(Sumatra), 

滿刺加(Malacca), 

波爾匿河(Borneo)

Palestine(유데아), Arabia, The Persian Gulf, Caspian sea, 

The Sarmatian, Island in Arctic,  home of Vagrant Spirit, 

home of Yakshas, the Country of Disembodied Spirits, 

Ko-erh-mo, ox-hoof Turks, Shih-ti-ya I-mao Wai 

–TheI-mao Mountains, 

...... ,

the land of Tatars, 

Yü-chüch-lü, Wu-lo-hou, Wa-chih-tü, 

Po-érh-wu, 

Strait of Anian(Bering Strait), Khotan, An-i-ho, Great Ming 

Empire, Korea, Japan, India, Bengal, Cochin, 

Chu-fan(구항, 팔렘방), San-fo-chi, Ta-ni, Chan-cheng, 

Malaca, Borneo, Su-mên-ta-la,  Ma-lu-ku, 

New Guinea,

Java, between Java and Timor(Summatra), Malaiur, 

Poyachi, Coral Island

Plancius(the Tartarian)

五大史

Plancius(the Tartarian)

五大史,

北魏史 

Plancius

Plancius

* Giles(1918; 1919); Ch'en(1938; 1939); D'elia SJ(1961) 등의 ｢곤여만국전도｣에 실린 세계지리 내용의 분석과 해설에 근거하여,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룬 아시아의 지역 및 장소들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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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미루어 보면, 그의 과학적 지식

과 도덕적 청렴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제

국 지도의 크기와 범위를 확장하는데 그가 도움을 주었

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대륙 및 지역에 대한 설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유

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껏해야 몇 문장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

우도 영국과 관련하여 ‘독이 있는 뱀이나 다른 곤충이 

없다’라는 것만 알려주며, 심지어 리치의 모국인 이탈리

아도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내용을 매우 축소한 듯

한 모양새이다. 이러한 모습과 관련하여 정기준(2012:14)

에 따르면, 당시 활발하던 대항해시대의 모습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하고, 당시 종교개혁에 따른 종교적 갈등

을 숨긴 채, 유럽인들은 모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천문학과 철학에 정통하며, 유럽 각국의 왕들은 모두 부

유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도에 기술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을 보

면 신화적인 부분이 많다. 이는 당시의 Cosmography라

고 하는 지리학에서의 지역 기술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당대의 대표적인 Cosmography 서적인 뮌스터(Münster)

의 책에서도 예를 들면 ‘발 하나를 가진 인간이 사는 나

라’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세 말 시기에 일

반인들은 이러한 기이하거나 공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를 즐겼던 것이다. 따라서 ｢곤여

만국전도｣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은 당시의 시대적 상

황의 반영으로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신화에서부터 나

온 것이 많으며, 이후에 지리 탐사 및 지역조사를 통해 

얻어진 새롭고 실질적인 정보들이 첨가되고 수정되었

다.14)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느님이 주관하는 지

상세계에서 보여주는 만물의 다양성과 그 조화를 이해

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기이함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곤여만국전도｣에 다

양한 장소와 지역을 설명한 것은, 시대적 제약이 있지만 

해당 시대, 시기의 눈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많은 목적을 두고자 하였던 것이며, 또한 지구의 다른 

부분의 존재와 그들 지역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알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리치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

하여 지역이나 장소를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학

적인 논리성과 증명에도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그가 서

문에서 쓴 가장 두드러진 논증 중의 하나는 ‘자오선이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

는가’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소들의 기후, 밤

과 낮의 길이, 더 나아가 기후와 위치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 했다. 또한 장소와 지역에 대한 수많은 정보

를 중국인들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리치는 많은 비중국적인 장소명을 중국어로 음

역하였다. 이전의 지도학자, 지리학자, 역사가들이 이전

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을 빌려왔고, 리치 자신도 

중국 주변의 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지명의 어떤 

중국식 표현을 빌려왔다. 특히 리치 자신이 보다 먼 장

소를 위한 명칭을 만들 때, 리치는 지도위에 묘사된 가장 

먼 서구지역에서 최근에 도래했으며, 게다가 긴 여행의 

경로에서 세계의 수많은 다른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권위를 집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리치는 그의 지적 토대가 되었던 지리학, 신학, 

천문학과 관련된 지식의 동서양 간 교류에 미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지리학과 지도학의 측면에서 리치가 

｢곤여만국전도｣를 통하여 이루어낸 긍정적인 공헌들은 

실로 많다. 이러한 공헌을 Ch'en(1939:337-340)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경위선(lines of longitude and 

latitude)의 사용이다. 중국의 지리학사에서 리치는 아마

도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과학적인 측량을 한 최초의 사

람일 것이며, 상이한 장소들(localities)의 경위선들과 위

도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계산되는 지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의 지리적 지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헌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때까

지 로컬리티(locality)와 중요한 장소들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정확하

게 결정할 충분한 자료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지리 용어의 번역이다. 리치의 지도에 기인

한 수많은 사례에서, 리치가 사용한 국가 및 대양뿐만 

아니라 지리적 용어의 명칭은 여전히 중국어와 한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후대 지리학자들의 힘든 노력을 줄이

는데 공헌했다. 셋째, 서구지리학의 가장 최근의 발견들

을 포함한 지리적 지식을 제공하였다. 유럽 역사에서 15, 

16세기는 종교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견과 탐험

의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먼 바다를 항해하고 알려지지 

않은 먼 땅들을 탐험하여 수많은 지리적 정보를 획득하

였다. 특히 리치의 세계지도는 이러한 서구지리학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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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최신의 발견 결과들을 결합하였으며, 그 정보들을 모

두 중국인들이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

과였다. 넷째, 전 세계에 대한 통합된 개념(인식)을 가지

게 되었다. 리치가 세계지도를 제시하기 전까지, 중국인

들은 육괴와 수괴의 실제적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

디어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리치는 실제 세계

의 지리적 조건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눈을 열어주고 동

시에 지구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그리고 ‘마

젤라니카(초기 지도 제작자들이 호주·남극을 부르던 

명칭)’라는 다섯 개의 대륙으로 구성된 것을 소개하였다. 

다섯째, 지구의 구형성을 알게 하였다. 리치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그가 유럽에서 희망봉을 경유하여 중

국에 오는 경로를 설명하고, 여행에 따른 관찰들로 지구

가 둥글고 그것을 둘러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곤여만국전도｣라는 큰 지

도 위에 지구 관련 몇 개의 작은 지도들을 만들어 표현하

여 지구의 구형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여섯째, 지리적 

지대의 구분을 알게 하였다. 지도를 통해 지대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였는데, 리치는 5개의 지대를 소개하였다. 

즉 북회귀선(Tropic of Cancer, 게자리 회귀선)과 남회귀

선(Tropic of Capricorn, 염소자리 회귀선)의 사이, 극 지

대안의 하나, 남극(Antarctic) 권 안의 하나, 북극권과 북

회귀선 사이의 하나, 남극권과 남회귀선 사이의 하나가 

그것들이며, 이를 통해  기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한편, ｢곤여만국전도｣는 매우 특이하게도 세계지도이

면서 그 지도 속에 세계지리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세

계지도 속에 긴 서술을 한 것으로 유명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가 있지만,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술

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곤여만국전도｣가 다른 세

계지도보다 매우 크게 만들어졌고 그 여백에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려는 리치의 의도에 의해 만

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곤여만국전도｣

는 세계지도이면서 동시에 세계지리의 내용을 담은 세

계지리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세계지도 속에 기술된 세계지리 내용을 보면, 물론 시

대적 제한으로 인하여 아시아, 유럽에 대한 지리적 지식

이 많이 제공되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아프리카, 북미

와 남미 그리고 가상대륙인 墨瓦蠟泥加에 이르기까지 

지명들을 삽입하고 기술하였다, 각 대륙에 대해서도 대

륙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고, 해당 대륙의 지역들이 

지명과 함께 설명이 부기되었다. 기록된 설명은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오늘날에 보면 정확성이나 수준에 있어

서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당대의 가장 인기가 있었던 

Cosmography 서적인 뮌스터(Münster)의 것과 비교해도 

앞선 것이었다.

V. 결론

마테오 리치는 극동으로 온 기독교 전도사의 거인일 

뿐만 아니라, 두 세계 즉 유럽과 아시아 내지 중국 간의 

상호이해의 선구자라고 평가 받는다. 그는 종교, 과학, 

지리의 측면에서 동양과 서양의 교류의 토대를 만들었

고, 이 분야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정치, 사회, 문화적

인 측면에까지 깊은 영향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리치는 처음에는 광둥지역(1582~1595년), 난징(1595~ 

1601년), 그리고 베이징(1601~1610년)을 마지막으로, 그

가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살았다. 그 스스로 서방에서 

온 학자로서 유가 문인 사회와 교류하면서, 종교적 메시

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들을 소개하는 서방에서 온 

학자, 뛰어난 지방 지식인이자 유가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당대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고위관료이

면서 지식인들인 서광계, 양정균, 이지조와 교유하고, 이

들의 개종을 통하여 사회적 명망과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활발히 전도 활동을 펼치면서 개종자들을 보호

할 수 있었다.

리치의 전도 과정에서 지리학과 지도는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 그가 만든 세계지도들 중에서도 완성판

이라고 할 수 있는 ｢곤여만국전도｣는 많은 중국인들에

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세계관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

여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곤여만국전

도｣는 매우 특이하게도 세계지도이면서 지도 속에 수많

은 지역과 장소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기술하고 있어 마

치 세계지리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즉 지도 안에 세

계의 5대륙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그 내부의 120개에 

달하는 지역과 장소들에 대한 설명들이 부기되어, 동시

대에 다른 어떤 세계지도보다 각 지역에 대한 풍부한 정

보를 담고 있었던 매우 특별한 지도이다. 이에 따라 중

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의 지식인들은 리치의 세

계지도와 그 후계자들이 만든 세계지도 및 세계지리서

로부터 외부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

마테오 리치에서 시작되고 꽃을 피운 중국에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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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트 전도와 지도 및 지리서의 제작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지리적,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는 신선하고 보다 정확한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유럽인들에게 전해주었다(Foss, 1988:214). 이로 

인해 17, 18세기에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지

도학적, 지리적 이미지는 거의 전적으로 제주이트의 정

보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아시아 지역

에서는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에 대한 신선한 정보

를 이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도와 지리적 지식을 통한 동양과 서양의 지

식의 교류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동서 교류를 만들어

냈다. 지도 제작은 종교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치학

과 지리학의 문제로 전환되기 쉽다. 클링호퍼(Arthur Jay 

Klinghoffer)가 말한 것처럼 유럽의 국가들이 중세를 마

감하고 근대로 들어가면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받아

들임에 따라 기독교적 지도 제작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

지만(이용주 역, 2007), 리치의 세계지도는 여전히 지리, 

문화, 역사의 측면에서 세계 교섭과 상호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고, 그 영향은 오늘

날에도 미치고 있다.

註

1) 이그냐티우스 데 로욜라(Ignacio de Loyola)가 

1534년에 만든 것으로 교리에 대한 순명, 청빈 등

을 내세우며 가톨릭 정풍 내지 개혁운동을 이끌었

던 그룹을 말한다.

2) 마테오 리치의 이력에 대해서는 소현수(1996)와 김

기혁(2005:144)을 참고하였다.

3) 클라비우스는 리치가 공부를 하던 당시 기숙학교

(Collegio Romano)에서 수학 교수였다. 그는 수

학, 천문학, 지리 등을 가르쳤으며, 1592년 ‘율리우

스력’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 개

편하는데 주역을 담당했고, 유클리드 기하원본도 

평주하였다.

4) 한문을 우리말로 읽으면 조경(肇慶)이지만, 중국식 

발음은 자오칭이다, 로마식 발음은 Shiuhing이며 

광둥성(广东省)에 위치한다.

5) 당시 유럽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는 모두 유럽을 

중앙에 오도록 배치하였다. 

6) 이 시기의 중국인들의 변화는 장황(章潢, 1527-1608)

의 ｢도서편｣(1613)에 잘 나타난다. 즉 이 책에는 불

교적 세계관을 나타낸 ｢사해화이총도(四海華夷總

圖)｣라는 지도가 실려 있고, 동시에 이와 함께 마테

오 리치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산해전도｣가 함

께 실려 있는 것은 당시 중국 지성인들의 이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게 한다.

7) 마테오 리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리적, 과학적 

지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에게 어떤 문

화적인 특권 내지 용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에 따라 ｢곤여만국

전도｣의 서문에서 그 명성이 만 리를 넘어 떨치고 

있는 위대한 중국제국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차서 

리치가 서구로부터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국의 문화적, 지리적 중심에 대한 중화적 사고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리치는 그의 지도의 오르텔

리우스 투영법을 수정하여 중국을 가운데 오도록 

위치시켰다.

8) 12피트 길이, 6피트 높이 그리고 6면 접이식 판에 

올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9) 이지조는 1602년판 ｢곤여만국전도｣를 만드는데 중

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인쇄된 3판은 목판 6개로 

구성되어 있다. 1602년 목각판은 이지조가 항저우

(杭州)로 내려가면서 1605년에 가져갔으며, 또 다

른 복사본이 그것을 목각한 목수가 비밀리에 똑같

이 6개판으로 각판을 하여 목수에게 있었으나 1607

년 대홍수로 쓸려 내려가고 몇 판만 남았다. 리치 

세계지도 3판본 ｢곤여만국전도｣의 복사본은 교토

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Kenneth Ch'en 

(하와이대학교 동양연구소 교수)은 이것을 바탕으

로 연구하였으며, 미야기현립 도서관본, 그리고 두 

번째는 런던의 유명한 고고물 수집가인 필립 로빈슨

(Philip Robinson)이 소유한 것 등이 있는데, 김기

혁(2005: 154)에 의해 표로 정리되었다.

10) Heawood(1917:275)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

가하였다. “메르카토르의 영향은(공동의 원천의 

영향은) 또한 조류의 속도 때문에 물이(합류하는 

하도 속에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효과에 이

르기까지 극지방에 섬들에 첨부된 범례들 중의 하

나에도 추적이 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진술은 

1569년 메르카토르 지도의 극 지역(Arctic inset)

에서도 또한 나타나며, 오르텔리우스가 아니라 



서태열

- 334 -

플랑키우스(Plancius,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의

해 복사되었다고 보았다. 홍해 적도북부는 오르

텔리우스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결별하고, 다시 

한 번 메르카토르를 더욱 밀접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자(메르카토르)가 전체 아프리

카를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는(나일과 니제르의 수

계 간에 확실한 구분을 그려 넣은) 서부 나일의 중

세적 아이디어를 버렸던 반면, 리치는 다소 이른 

시기의 지도제작자들처럼 어디에서 강의 흐름의 

방향이 뒤집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표시도 없이, 

세네갈의 만 입구에서 나일에 이르는 연속적인 강

으로 지도에 나타내었다”.

11) 이 과정에 대해선 서태열(2017) 등의 여러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12) 기술방법은 대륙별로 오늘날의 기준을 적용시키

되, 위도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지명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대륙별, 위도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정리하였다. 따라서 유

사한 자연 환경에 대한 기술이 많아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마테오 리치가 지도에서 가

장 많은 지역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

아인데 40개 이상의 장소에 대한 설명글을 붙이

고 있는데 비해,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북아메리

카나 남아메리카 정도의 수준으로 10여 개 장소 

이내에만 부기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가 유럽

에서 왔음에도 아시아를 많이 넣은 것은 중국의 

직방(職方)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넓게 보여주

려는 의도, 즉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쉽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3) 마테오 리치가 그가 짧게 기술한 내용의 상당수는 

플란치우스(Plancius)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

다. 알래스카가 humped-back oxen(th)(아마도 

아메리카 들소)의 고향이라는 언급은 오직 플란치

우스에서만 보인다. 캐나다 래브라도에서 콜로라

도에 이르는 대지에 대한 범례에서 사냥과 어로를 

하는 온순한 사람들에 대한 기술은 플란치우스의 

것을 압축했다. 동일한 원천에서 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파우치를 가지고 있는 남미의 동물들에 대

한 것이나, 뉴기니는 지리적 유사성 때문에 아프

리카의 기니에서 따온 것이나, Unfortunate Island

는 사람과 동물이 없어서 명명한 것이나, Samartian

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말의 피를 마신다는 

것 등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은 동일한 원천에서 

왔다(Ch'en, 1938:181). 그러나 Heawood(1917)

는 리치가 후기 지도 판본에서 플란치우스의 1592

년 지도를 어느 정도 따른 것은 분명하나 첫 번째 

판본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출

판된 뒤 오랫동안 리치의 수중에 거의 없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지역에 

대한 구분과 구별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곤

여만국전도｣에서는 난장이국(Land of Dwarf)과 

｢산해경(山海經)｣의 소인국에 대해 구별하여, ‘사

슴의 피부로 옷을 해 입는다’처럼 기이해보일 수

도 있는 그 지방이나 지역의 다양한 관습을 소개

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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