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한 지도의 상세 결과

(1) 지도의 명칭, (2) 작자(판명된 범위 내에서), (3) 작성국(작성 지역),
(4) 작성 연도(출판 연도), (5) 소장 장소(예： “1”은 러시아 국립 도서관, “2”는 러시아 국가
도서관(구 Sidlin 국립 도서관), “3”은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 “4”는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6) 일본해 해역 명칭의 기재 상황 순으로 기재하였다. (
Ⅰ. 러시아 국립 도서관 (37 매)(모스크바)
1. (1) “신 지도서”세계 지도 전집, 2 개의 반구, (동반구와 서반구), 중국·일본·조선,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93 년, (5) 2,3,4, (6) 기재 없음
2. (1)“신 지도서”세계 지도 전집, 아시아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93 년, (5) 2,3,4, (6)일본해
3.(1)“신 지도서”세계 지도 전집,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93 년,
(5)2,3,4, (6)기재 없음
4.(1)전 지도집, 아시아주, (3) 상트페테르부르크, (4) 1857 년, (5)2,3, (6)일본해
5.(1)전 지도집, 중국,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57 년, (5)2,3, (6)일본해
6.(1) Shablov Yegor 이 니콜라이 2 세에게 증정한 역사적 지도서, 아시아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26 년, (5) 2,3, (6)일본해
7.(1) Shablov Yegor 이 니콜라이 2 세에게 증정한 역사적 지도서, 아시아주(일본 해안선이
부정확하다),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26 년,
(5) 2,3, (6)조선 해협
8. (1)여행용으로 편집한 지도서, 태평양 서부(사할린은 반도로 기재),
(2) Kruzenshtern 작성,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09-1812 년, (5) 2,3, (6)일본해
9.(1)“남해”해도서(제 2 부), 태평양 서부, (2)크루젠슈테룬,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24-1826 년,
(5) 2,3, (6)일본해
10.(1)동양과 빙양의 해도(사할린은 반도로 기재),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2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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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6)일본해
11. (1) “세계”, 프랑스어로 된 군용 지도서, (3)파리, (4) 1862 년,
(5) 2,3, (6)일본해
12. (1) “지리적 지도서”, 태평양 서부, (2) N. Zyeb 편집,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53 년,
(5) 2,3, (6)일본해
13. (1) “지리적 지도서”, 태평양 서부, (2) N. Zyeb 편집,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53 년, (5) 2,3, (6)일본해
14. (1) “청년 및 모든 역사책의 독자를 위한 지도서”, 태평양 서부,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35 년,
(5) 3,4, (6)동해
15. (1) “청년 및 모든 역사책의 독자를 위한 지도서”, 태평양 서부(일본과 사할린의 위치가
부정확하며, 조선이 섬으로 기재),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35 년, (5) 3,4, (6)기재 없음
16. (1) “청년 및 모든 역사책의 독자를 위한 지도서”, 아시아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37 년, (5) 3,4, (6)조선해
17. (1) “청년 및 역사책의 모든 독자를 위한 지도서”, 아시아주(조선은 지도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해안선이 불명확하다. 에조섬(홋카이도)은 캄챠카 부근에 기재), (3) 상트페테르부르크,
(4) 1737 년, (5) 3,4,(6)중국해
18. (1) Vebel 여행 보고 지도, 태평양 서부(작성 당시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해역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으나, 이후 [일본해]라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여겨짐),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89 년,
(5) 2, 3, (6)일본해
19. (1) “조선, 대마도를 포함한 반도”해도, 1857 년 영국 지도와 “아메리카”호의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2)해군성 수로도과,(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62 년, (5) 2,3,(6)기재 없음
20. (1)“한반도, 남해안”해도, (2)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61 년, (5) 2,3,(6)기재 없음
21.(1)[일본해], 일본해와 황해 해도, 러시아와 영국의 최신 해도에 근거하여 1884 년 정정하였다,
(2)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84 년, (5) 2,3, (6)일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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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극동의 메르카토르식 해도, 일본·한국·만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61 년, (5) 2, 3, (6)일본해
23.(1) [일본해], 일부 타타르 해협을 포함한 일본해 북부의 메르카토르식 해도, (1859 년 러시아와
영국 해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1861 년 정정,
(2)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1861 년(작성), 1864 년(출판), (5) 2,3,(6)일본해
24. (1) [일본해], 일부 타타르 해협을 포함한 일본해 북부의 메르카토르식 해도, 러시아와 영국
해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1861 년 정정, (2)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61 년(작성),
1871 년(출판), (5) 2,3, (6)일본해
25. (1) [일본해], 일본해와 황해 해도, 러시아와 영국의 최신 해도에 근거하여 1880 년
정정하였다.(2)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80 년(작성), 1890 년(출판), (5) 2,3, (6)일본해
26. (1) “북극양”해도, 1844 년 당시 최신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1864 년 정정, (2) 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64 년, (5) 2,3, (6)조선해
27. (1) “태평양, 북부”, 1630 년 태평양 북부 해도, (2)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 지리·지도부
기금(캄챠카가 없으며, 일본 해안선이 부정확하다), (3)리스본, (4) 1630 년, (5) 4, (6)기재 없음
28. (1)“태평양”, 태평양 서부, 해도, (3)런던, (4)1841-1869 년, (5) 2,3, (6)일본해
29. (1) 일본, 해안 해도, (3)런던, (4) 1862-1869 년, (5) 2,3, (6)기재 없음
30. (1) “태평양”해도, 태평양 서부, (3)런던, (4) 1869 년,(5) 2,3, (6)일본해
31. (1) “북극양”북극양과 동양 해도, 1871 년 정정, (2)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71 년, (5) 2,3, (6)조선해
32. (1)“아시아주 지도”(일본 해안선이 부정확하고 오호츠크해가 태평해라고 기재되어 있음),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 세기, (5) 2,3,4, (6)조선해
33.(1)“지구의：아시아”(일본 해안선이 부정확하다),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5? 년, (6)조선해
34. (1) “태평양, 북부”, 태평양과 남양에서의 러시아 무역 및 항해 발달에 편리한 본격적인 지도,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87 년, (5) 3,4, (6)조선해
35. (1)“Bugenvil, Survil, Dampier 가 발견한 섬을 포함한 본격적인 아시아 지도”, (2) Garrison 작성,
Makchmob 추가 편집,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07 년, (5) 2, 3, (6)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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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북극양”북극해와 동양 해도, 1844 년 당시 최신 보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1880 년 정정,
(2) 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1880 년, (5) 2,3, (6)일본해
37. (1) “북극양”북극해와 동양 해도, 1844 년 당시 최신 보고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1880 년 정정,
(2)해군성 수로도과,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860 년, (5) IMG 4359, IMG 4360, (6) 2,3, (7)조선해

Ⅱ. 러시아 국가 도서관(구 Sidlin 국립 도서관) (11 매)
(상트페테르부르크)※2006 년말 개칭
38. (1) “일본과 중국”(영어 지도), (3)불명, (4) 1890 년, (5) 3, (6)일본해
39. (1) “중국과 일본 제국”(독일어 지도), (3)라이프치히, (4) 1852 년,(5) 3, (6)일본해
40. (1) “일본, 한국, 만주 일부”, (3)런던, (4) 1899 년, (5) 1,3, (6)일본해
41. (1) “일본, 한국 및 만주 일부：전쟁 지도”, (3)런던, (4)1898 년,(5) 1,3, (6)일본해
42. (1) “일본과 한국： 지리적 지도서”, (3) 워싱턴시, (4) 1899 년, (5) 1, 3, (6)일본해
43. (1)“지리적 지도서”(영어 지도), (3)불명, (4) 1899 년, (5) 3, (6)일본해
44. (1)“중국과 일본”(독일어 지도), (3) Beimar, (4)1832 년, (6)일본해
45. (1)“중국과 일본”, (3)런던, (4) 1875 년, (5) 1,3, (6)일본해
46. (1) “일본과 중국”, 일본·중국·한국 및 타타르 해협 전체 해도(프랑스어 지도), (4) 1749 년, (5) 3, 4,
(6)일본해
47. (1)“일본 제국”, (3) 베를린, (4) 1897 년, (5) 1,3, (6)일본해
48. (1)“일본·조선”(일본에 관한 기재가 부정확하며 조선은 섬으로 기재되어 있음), (3)불명(이 지도는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드문 지도이다), (4) 17 세기, (6)기재 없음

Ⅲ.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 (１매)(상트페테르부르크)
49. (1) “에카테리나 2 세 Laxman 육군 중위가 일본 방문 후에 편집한 지도”, 홋카이도,
(3)상트페테르부르크, (4) 1794 년, (6)기재 없음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 이전 예정으로 공개가 보류되고 있다. 지도 목록은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도가 러시아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보관소에서 상기 지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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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였다.

Ⅳ.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모스크바)(２매)
50. (1)제목 없음, 홋카이도와 일본해의 일부 지도, (2) Shebalin 작성,
(3)출판소는 오호츠크시 또는 Bolsheretsk 시로 추정됨(캄챠카),(4) 1770 년대 (6)조선해
51.(1)일본을 포함한 이르쿠츠크주 지도, (4) 1817 년, (6)기재 없음

Ⅴ. 러시아 제국 외교 고문서 보관소 (모스크바)
러시아 제국 외교 고문서 보관소는 연구자에게 지도 대출을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복사도 할 수
없었다. 20 세기 중엽, 러시아 역사 도서관이 당 보관소의 지도를 근거로 몇 개의 지도책을
작성하여 그 책들이 러시아 여러 곳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Ⅵ.국립 지리학 협회 고문서 보관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지리학 협회 부속 도서관은 지도가 미처리 상태여서 지도는 있었지만, 연구를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비고：
*( ) 안에 같은 지도가 보관되어 있는 보관소와 도서관 번호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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