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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of Giovanni Marinioni during the formation of the modern cartography and

cadastre during the 18th century. Initial study began with Giambattista Nolli's Roman map noticing not much

information was available to acknowledge his activities during his Milan period before the departure to Rome. It

became evident that Marinoni was a key person to understand the complex circumstances in which the

professional training and formation of Giambattista Nolli took place as later worked as an anonymous intern

during the elaboration of Theresian Cadastre of Milan. The other important figures are Leandro Anguissola and

Giovanni Filippini. Anguissola's position and precedent work facilitated Marinoni's multidisciplinary activities that

he had performed in Vienna and Milano in the field of making urban maps of those two cities. On the other

hand, Filippini not only collaborated with Marinoni but also introduced Nolli in the field of cartography. These

activities show transitional and dual aspects that characterized the period in which important irreversible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reign of Habsburg empire and in the rest of the Europe toward the formation of modern

society and state. Marinoni's theories and praxis greatly influenced Nolli's later commitment under the Savoia

and later on the elaboration of the 'Pianta Grande di Roma' in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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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잠바티스타 놀리가 1748년에 제작을 마치고

공개한 로마 지도에서 시작되었다. 놀리의 지도는 오늘

날에 자주 인용되고 도시공간분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

지만, 정작 그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지도를 만들었

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또한 그가 어떤 정

황에서 전문가적인 수련을 받았고 어떠한 인물들과 친분

을 통해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 Corresponding Author : ilhyunkim@khu.ac.kr

놀리가 로마로 이주하기 이전에 머물렀던 밀라노에서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조반니 마리노니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마리노니는 비엔나 왕궁에서 공무를 수행하며 천문학과

지리학 그리고 위상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

구활동을 수행한 인물이다. 그는 비엔나에서 정밀실측도

와 수렵지도의 작업과 실측이론을 연구하였으며, 밀라노

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책을 수행하며 테레지안 지적

도를 작성한다. 당시 무명의 실측보조사에 불과했던 놀

리는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마리노니가 추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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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실측조사와 작성과정에서 조수로 일을 하면서 차후

로마지도의 방법론적인 기반을 습득하게 된다. 이처럼

조사 과정에서 연구의 주제는 마리노니의 연구 그리고

나아가서 우회적인 차원에서 놀리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여, 18세기 당시를 미시사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리노니의 연구는 근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성격을 여러 차원에서 보여준다. 그의 연구는 도상과 고

증사이의 통합되지 않은 양상을 드러낸다. 권력과의 관

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근대적인 절대군주가 식민지 통

치와 세금정책에서 합리성에 기반하여 추진하는데, 동일

한 합리성에 근거한 시민의식의 등장은 구왕권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측전문가와 이론의 형성

과정, 권력과 이성의 관계, 그리고 놀리의 차후 작업에

대한 실마리를 마리노니의 작업과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2)

2. 마리노니의 측량에 관한 연구

2-1. 마리노니와 안귀솔라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마리노니의 본격적인 활동은

그가 1696년에 비엔나로 거주하면서 진행된다.3) 청년기

에 마리노니는 농경지의 위상학와 지형학과 관련된 응용

수학에 몰두한다. 그가 공식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이전

에도 이러한 계산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많은 귀

족들이 사적으로 작업을 위탁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철학박사학위를 이수하고 왕립 군사학교의 수석 공

학자이자 수학교수로 임명되었다. 당시 그가 정착하는

데에 피아첸자 태생의 귀족인 레안드로 안귀솔라 백작은

친분과 후원을 통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4) 안귀솔라는

마리노니의 친분 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에 영향을 주는

선례를 제공하였다. 마리노니가 비엔나에 정착했을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는 외부로는 오토만 제국 그리고 내부로

2) 최근에 이르러서 마리노니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 그의 태생지인 우디네에 위치한 연구재단과 대학의

후원으로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국제 석사논문 학위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http://www.associazionemarinoni.it.

3) 마리노니는 아버지 마리노 데 마리노니Marino de Marinoini와

어머니 벤베누타 데시오Benvenuta Desio 사이에서 1676년 이탈리아

북부도시 우디네에서 태어났다. 바라나비티Barnabiti 사제의 학교에

서 초기교육을 이행했는데, 수학분야 중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점

적으로 학습하였다.

4) 레안데르 안귀솔라 Leander Anguissola(1653년 5월 10일 피아첸

자 출생 – 비엔나 1720년 8월 30일 사망). 지도 제작자, 공학자이

며 공무원으로, 1683년 그리고 1704-1706에 걸쳐 비엔나 지도를 제

작하였다. 1688년에는 다뉴브강 조절과 관련된 첫 계획도를 작성하

였으며, 1717년에 창설된 군사공학학교의 창립자이자 교장이기도 하

였다.

는 헝가리의 저항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이었다. 이 두

갈등은 첫째는 이슬람과 기독교제국간의 충돌 그리고 둘

째는 개신교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는 종교적인 이유에

기인하였다. 오토만제국과의 긴 전쟁은 기독교 국가들의

결집을 도모한 동시에 함락의 위기를 직면했던 비엔나와

제국의 국경에 대한 지속적인 방어와 관리라는 과제를

남겼다. 당시 계몽주의의 영향도 왕국의 내외부에서 감

지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국가제정과 군사조직의

합리화와 통치조직과 세금정책의 체계화라는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683년도에 제작된 안귀솔라의 두 지도는

당시의 비엔나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광역지도는

심미성이 배제된 광역도의 속성을 보여주며 당시의 지도

로써는 예외적으로 근대적 방위체계를 준수한다.5) 도심

지 내부는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묘사되었지만 성채의

현황을 면밀하게 표현하였고, 다뉴브강을 비롯한 지형적

인 여건도 일부 조감도의 형식을 활용하여 표기하였다.

Leandro Anguissola &

Bartholomeo Camuccio,

Geographical description

of Wien and the status

of Turkish army, 1683.

Leandro Anguissola &

Bartholomeo Camuccio,

Turkish invasion of Vienna

& liberation of christians

under the will of God 1683.

Tab.1 Two maps by Anguissola, Wiener Stadt-und

Landesarchiv, Vienna

두 번째 지도에서 도시는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되어

배치되었지만, 정밀한 척도를 기준으로 우측상단부에 위

치한 성 마르크스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터키의 침공당시

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6) 도면은 전쟁당시

해자와 성채에서 어떻게 화기가 배치되었으며 어떠한 선

상에서 포격이 오갔는지를 재구성한다. 실제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성벽 동편은 도시로 진입하는 주출입문이

었으며 함락된다면 남부관문을 통해 주교회당으로까지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였다. 보다시피 마리노니의 지도이

5) Leander Aguissola & Bartholomeo Camuccio, Castrametatio

Turcarum exercitus ante Wiennam geographice descripta, 1683.

6) 이 지도 역시 안귀솔라와 카무치오가 작성하였고 도메니코 로세

티Domenico Rossetti가 판화작업에 기여하였다. 본래 제목은

Leander Aguissola & Bartholomeo Camuccio, Vienna ci turcis

obsessa & deo dante a christianis eliberata,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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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제작방법론에서 안귀솔라는 중요한 선례이자 협력

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계보적으로 본다면, 안귀솔라의

이러한 작업은 이후 마리노니를 거쳐 놀리에게까지 이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비엔나 초기의 실측과 지도제작

마리노니는 1703년에 이르러서 레오폴트 황제

(1640-1705)의 위임으로 합스부르크의 왕궁수학자로 임

명되었다. 1705년에 요세프 1세 (1678–1711)가 마리노

니를 하부 오스트리아 제국의 귀족학교 교수로 임명하고

비엔나 도심지와 주변지역의 지도작성의 임무를 부여한

다. 안귀솔라는 선임군사공학자이자 지도학자였고 1717

년에는 오스트리아 군사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사망하자 그 자리를 마리노니가 계승하였다. 이 당

시에 앙귀솔라와 마리노니는 건축가 슈타인하우젠과 긴

밀하게 협력하여 비엔나 도심지는 물론 거주지와 광역을

포괄하는 지도를 작성하였다.

Territorial map Historical center

Tab.2 Leandero Anguissola and Giovanni Marinoni,

Accurate iconographical delineation of Austrian Vienna

,1704, Wiener Stadt- und Landesarchiv, Kartographische

Sammlung At 41.

당시 마리노니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그가 1704년에 작성하고 2년 후에 출판

된 ‘초정밀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상평면도’이다.(Tab.2)

이 도면 역시 안귀솔라와 공통의 기획으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헝가리의 공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터키 전쟁으로

파괴된 거주지의 재건을 위한 실측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도는 대략적으로 1 : 5400의 축적으로 제작되었고, 도

면은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

다.7) 실제로 다뉴브 강을 도시의 북측에 관통하는데, 이

는 성 스테판 교회의 중심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상징

적으로 주교회당은 제단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동쪽을

향하여 배치하였고, 도면의 우측 상층부의 헌정 엠블렘

7) 이 도면 통칭 두 가지의 방식으로 명명된다. Grundrissplan von

Wien mit seinen Vorstädten und dem Linienwall. 1704 (1706)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도면 자체에는 Accuratissima Viennæ Austriae

Ichnographica Delineatio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나 좌측 하단부의 장식도 전근대적인 관행의 일부를

드러낸다. 하지만 도면은 377개의 지점에 관한 색인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도심지 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간략한 도시의 역사까

지 명시함으로써 근대지도의 전례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지도는 도심지뿐만 아니라 비엔나의 광역을 객관적으

로 재현한 최초의 근대지도이기도 하다.

Fortress / urban texture Built environment map

Tab.3 Werner Arnold Steinhausen, Wien, 1710. Wiener

Stadt- und Landesarchiv, Kartographische Sammlung

234.

1710년에 마리노니는 당시 왕립 군사건축가였던 베르

너 아르놀트 슈타인하우젠과 함께 비엔나 내부 상세도를

작성한다.(Tab.3)8) 이 지도는 도시의 일부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놀라울 정도의 실측과 측량을 기반으로 제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성벽의 실제상황은 물론 도시외곽의

도로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내부에는 건축과 도

시공간을 통합적으로 묘사하고, 주요한 건축물을 붉은

색으로 차별화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하

게는 10가지의 색을 차등적으로 활용하여 건축물을 분류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조닝과 유형화의 중간

적 기능을 수행한다. 도면에는 색인을 활용하여 간략한

도시의 역사와 주된 건물과 도로의 명칭을 기록하였다.

종교건축의 경우 평면을 제도하는 동시에 제단의 위치까

지 표기하여 도시와 건축 공간의 연속성을 개념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조감도나 조망도와는 구별되는 객관성을

최대한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리노니는 하르데크 대령의 지시를 따라 챨스VI세를

위해 1725-29년 경 ‘수렵지도’를 작성한다.(Tab.4) 이 작

업은 왕가의 소유지 중에 사냥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실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9) 앞선 지도와 완전히

8) 원제는 Werner Arnold Steinhausen, Wien, 1710. Iosepho

Augusto Ichnographiam hanc Imperialis Suae Sedis Viennae

Austriae …1:864, südsüdwestorientiert.(Wien) 1710. 이 도면은 인

쇄되지 않았고 단지 3개의 사본만이 제작되었다. 현재 오스트리아

국립박물관과 비엔나 도시박물관과 주택국 아카이브에 각각 소장되

어 있다.

9) 원제는 Giovanni Marinoni, Neuer Atlas des Kayserlichen

Wildban in Österreich, Wien 1726. 이를 지시한 왕의 측근은 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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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달리하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황제의 사냥이라는 여가와 관련하여 색상을 사용하여 건

축적인 요소와 자연적 요소의 특징을 강조하는 면모를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시주변의 경관과 세부 명칭

을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erritorial map Detail of historic center

Tab.4 Marinoni, New royal hunting territory map, 1726.

Wiener Stadt- und Landesarchiv, Ludwig Boltzmann

Institut für Stadtgeschichtsforschung, Österreichischen

Arbeitskreis für Stadtgeschichtsforschung

도시자체의 묘사에 관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

지만, 색인에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면 분홍색으로 도시

의 조직을 매우 실증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전에 도심지에 적용했던 분류체계를 자연에도 개

념적으로 적용하여 식재의 종류는 물론 사냥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지도에 표기하였다.

Cover Detail

Tab.5 Marinoni, Astronomical Speculation, 1745.

Research Library,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마리노니는 비엔나 성벽 내부영역 지도 일부를 1745년

에 출판하는 천문학저서 표지에 사용한다. 그는 고증적

인 실측을 통해 도심지의 건조환경을 체계적으로 묘사한

그 동안 노력의 결실을 이 도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

한다. 비엔나에서 작성한 지도는 이후의 테레지안 지적

도 제작 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치고,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유행했던 조망도나 조감도의 형식에서 취했

던 기념적인 도시의 묘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작성된 일련의 도면은 여러

데크 대령John Julius Jägermeister Hardegg이다.

면에서 이후에 마리노니의 테레지안 지적도는 물론 놀리

가 작성하는 로마의 지도의 특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들이 많다.(Tab.5)

2-3. 마리노니의 실측방법론 연구

근대학문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마리노니도 수학과 지

리학 뿐만 아니라 천문학에 관심을 두었다.10) 그는 자신

의 주택에 비엔나 최초의 관측대를 설치했으며, 측량과

관측에 관련된 도구들을 계속 개발했으며, 여러 저서를

발표했다.11)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는 권력과 관련된 실

용적인 제도교육과 병행되었는데, 1717-18년 사이에 그

는 왕궁의 후원을 받아 비엔나에 귀족이 아닌 계층을 대

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당시 에

우제니오 사보이아Prince Eugene of Savoy 왕자나 그

밖의 측근들이 주창했던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 제

도는 추진되었는데, 교육제도의 설립은 납세제도의 개혁

그리고 측량작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자신의 저

택에 위치한 이 신설 학교에서 마리노니는 연산, 대수학,

삼각법,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 군사건축, 면적측정법

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마리노니의 사망

이후에 결국 해체되지만, 그는 이 기관에서 20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였다.12) ‘평편 측량기’가 상용화되는 시

점에 마리노니는 이전부터 관심을 갖던 혁신적인 방법론

의 정립에 몰두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측량분야에서 산술에 의한 자료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도형의 작도에 의한 자료화라는 두 가지의 방식이 지배

적이었다. 그가 개발한 ‘지물측량 저울’은 실측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려는 야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 분화되어온 실측을 둘러싼 철학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표출한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Tab.6)

마리노니는 실측과 관련해서 평편 측량기를 개선하고

동시에 지면을 측량하는 도구인 ‘지물측량 저울’을 개발

10) 마리노니의 대표적인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Marinoni,

Giovanni J. de: Brevis confutatio quadraturae circuli, nuper edita

A. J. J. C*. [1737]; De astronomica specula, Libri duo. 1745; De

astronomia specula, lib. duo. 1746; De astronomica specula

domestica et organico apparatu astrono*. 1746; De re

ichnographica , cujus hodierna praxis exponitur. 1751; De re

ichnomitrica veteri ac nova. 1775.

11) Giovanni Giacomo Marinoni, De astronomica specula

domestica et organico apparatu astronomico, Excudebat Leopoldus

Joannes Kaliwoda, Ghent, 1745.

12) 이 교육기관의 설립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자크 프랑수아

블론델Blondel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목적을

설정하고 지식체계를 확립하려는 근대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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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3) 이 두 도구는 사실 물체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관행적으로 숫자로 표기되는 연산기초 실측법과 평판을

통해 시각적으로 도면을 작업하는 두 방식은 기법이상의

개념적 차이를 반영한다. 이전까지 측량은 삼각자를 사

용하여, 거리를 숫자로 기입하여 나누거나 더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이 도구를 통해 해당필지를 단순도형

으로 분할하고, 지점을 연결하여 경계를 파악하는 방식

이 18세기 초반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사가 없거나 건물이 부재한 경우에만 효율적이었고,

오차에 오차가 더해지는 경우 정밀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프레토리안 평판’

이라고 불리는 ‘평판 측량기’가 더욱 상용화된다.

평판측량기의 등장과 함께 거리를 형상으로, 즉 도형

으로 즉각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숫자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두 번의 작업을 간소화하

는 동시에, 현황의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소통의 방식을

보다 효율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각대위에 평판위에

종이를 놓고 측량하는 대지의 한 면의 거리를 파악한 후

에 다른 몇 개의 지점의 거리를 파악하여 기입하는 방식

으로, 고대부터 사용되던 직각삼각형과 나침반을 사용하

는 방식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 개념적으로는 평면을

공간으로 환원하는 원근법의 원리를 역으로 적용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작업과 결과가 동일시되고, 산수

로 일관되던 절차를 시각적인 재현을 통해 규범화하기에

이르렀다.14)

13) 측량의 이론과 기존의 평편 측량기plane table에 관한 선구적인

전문가로는 우르비노 태생의 수학자이자 영지주의자 무치오 오디

Muzio Oddi(1569–1639)가 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De gli

horologi solari nelle superficie piane (1614); Dello squadro (1625);

Fabrica et uso del compasso polimetro (1625); De gli horologi

solari (1638). 그는 평방측정기measuring square를 개발하였다.

14) 마리노니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요한네스 프레토리우스

Johannes Praetorius (1537, Jáchymov, Bohemia - 1616, Altdorf bei

Nürnberg)가 발명했다고 전해지는 프레토리안 평판Praetorian tablet

을 활용하였다. 1595년부터 상용화된 이 도구는 균형의 조절이 가능

한 삼각대 위에 ‘거울’이라고 불리는 평평한 나무판이 놓이는 방식

으로 구성되었고, 휴대성과 이동성을 수반하는 효율적인 실측수단이

었다. 판 아래의 추로 수직을 고정하고 그 위의 각도기Alidade로 각

도를 통해 거리를 측한 후, 해당 방향에 대한 평행선을 종이위에 작

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도구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

란이 있는데, 학자들은 1551년에 아벨 푸용Abel Foullon 이 파리에

서 출판한 그의 저서 Usage et description de l'holomètre 에 이미

평판의 구성과 사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토리우스의 이

름으로 상용화가 되었더라고 실질적인 발명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Kiely, Edmond, Surveying Instruments: Their

history and classroom use,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47.; Turner, Gerard L'E.,

Scientific Instruments 1500-1900, An Introdu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Raymond Davis, Francis Foote, Joe Kelly,

Surveying,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그의 사후에 출판된 ‘과거와 현재의 도상측량법’(1775)

에 지형학에 대한 설명과 함께 1719년에 작성된 서문에

서 본인의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한

다.(Tab.6) “테두리 내부의 영역, 즉 대지의 표면은 실질

적인 계산이 필요없이 그 모양에서 추출할 수 있다. 지

역의 지도를 구성하는 커다란 덩어리로 알게 된 면적을

원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혹은 삼각형과 같은 원하

는 도형으로 분해할 수 있다. 만일 다양한 선분으로 구

성된 이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면 오

랜 시간을 답사하거나 매우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야 했

을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심지어 아주 작은 조각

들조차도 더 이상 세부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작업

이전에 두 개의 원통을 통해서 평평해지고 일정해진 납

에 작은 스케일로 획득한 납판을 자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나의 발명에 의해, 납은 무게를 측정

하여 해당하는 면적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

든 여정의 결과를 위대한 마리아 테레지아 대공께 바친

다.”15)

Cover and other illustrations of measurement

Tab.6 Marinoni, On Iconometic, 1775. Research

Library,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활용된다: 1.

일정한 두께로 구성된 납을 원통에 말아서 두루마리의

상태로 고정시킨다. 2. 일종의 바퀴-축을 통하여 다시 두

께를 균질하게 조절한다. 3. 필요로 하는 만큼의 납으로

된 판을 평판에 나사를 통해서 고정시킨다. 4. 평판에 그

려진 스케일에 맞춰서 평편 측량기에서 사용하는 방식대

로 실측한 정보를 추출한 납판위에 직접 그린다. 5. 납판

15) 동일한 저서에서 문학과 수학 그리고 지리학에 대한 그의 관심

을 표명하며, 동시에 자신이 확립한 실측방법론에 대해 라이프니츠

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논의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기록

한다. Giovanni Giacomo Marinoni, De re ichnometrica veteri ac

nova Prostat apud Leopoldum Kaliwoda, Ghent, 1775. 105-106. 이

주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Alessandro Pesaro, La Libra

planimetrica di Giovanni Giacomo Marinoni: Il rilievo agrimensorio

del XVIII secolo e la ricerca di una soluzione non calcolata per il

computo dell’area, Geocentro, Anno XXVII n. 3 – 2004, p57-62.

같은 저자의, Il segno e la memoria. Due secoli di mappe e

cartografie manoscritte, Udi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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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구획된 해당 토지의 경계대로 면을 자른다. 6. 저울

위에 잘라진 납의 무게와 표본 모듈의 무게를 놓고 비교

하여 대지의 규모를 추정한다. 7. 필요에 따라 납판위에

종이를 놓고 납판에 명시된 경계에 따라 도면을 작성한

다. 마리노니는 반론을 예측하고, 비판에 앞서서 먼저 새

로운 장치에 내재된 한계를 기록한다.16) 첫 번째 문제는

실측하는 대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저울을 통한 계산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방법이 평지에는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평면이 불규칙하거나 경사

가 심한 곳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

막으로 비교적 정형적인 필지를 실측할 때에 이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납의 속성을 고려할 때에 자신

이 개발한 장치의 장치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먼저

납은 유연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원하는 판을 제

작할 수 있고, 그 유연함으로 인해 주어진 도형을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균질한 무게로 면적의 계산이 용이하

며, 마지막으로 재료를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

가 당시 학자들의 긍정적인 견해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사후에 출판된 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 장치의 혁신을

피력함에도 불구하고 상용화에는 철저하게 실패한다. 비

록 납을 통해 형상과 질량을 통합하는 시도는 좌절되었

지만, 정밀한 실측에 대한 방법론적 탐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테레지안 지적도의 제작과정과 그 의의

3-1. 테레지안 지적도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기반

피에몬테 태생의 귀족인 프라스 마르티니아나Pras

Martiniana백작은 ‘밀라노 국에서 실행해야 하는 새로운

세금 시스템’을 합스부르크 왕가에 직접 제시하였다.17)

이 제시안은 비엔나에서 검토되었고, 사보이의 프랑수아

유진Prince Eugene왕자를 통해 밀라노 시 의회에 전달

되었다. 하지만 의회는 전면적으로 계획안에 대해 반대

한다. 흥미로운 점은, 객관적인 비례체계에 따라 계산되

는 세금의 추징방식에 대해서 밀라노를 제외한 롬바르디

아 통치령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16) Pesaro 2004 p.60.

17) 이 계획안은 마샬 보방Marshall Vauban의 유명한 ‘왕궁십일조

징수계획안’Projet d’une dixme royal이라는 선례의 영향을 받았다.

이 계획안은, 기존의 세금을 12개의 기준을 근거로 단일한 부동산

세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세수의 대상에는 개인세, 건물

세, 그리고 상업세가 추가되었다. 사실상 이 정책은 당시에 합스부

르크 왕가가 불합리한 납세정책과 연이은 전쟁에 의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밀라노가 중소도시에 비해 과도하

게 특혜를 누린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714년에 스페인 계승전쟁이 끝나면서, 유진 왕자는 밀

라노 의회에 새로운 세금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1715년에 여러 번의 회의 끝에 “국가의 정책과 사적 이

해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당 분야에 박식하고,

정직하며, 지성적인 관리들을 선별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에 합의하게 되고, 3년 후에 조직이 구체화

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파

견으로 당시에 새로운 지적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던 롬바르디아의 주지사 지롤라모 디 코로레도와 1719년

에 접촉한다.

1718년에 발발한 스페인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

의 전쟁, 그리고 양자가 이탈리아 반도의 소유권을 주창

하게 되면서 조사작업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은 보다 두드

러진다. 이 시기는 잠바티스타 놀리가 밀라노에서 활동

을 시작했던 1717년과 일치한다. 명분은 있으나 부패하

고 지역적 특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센서스 관련 제

도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합리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테레지안 지적도는 이러한 면에서

방법론적 혁신과 수집자료의 객관성을 근거로 제작되었

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관행을 비판하고 대체하는 데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법학과 재정

전문가들이었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밀라노와 이해관

계가 없는 ‘외국인’들이라는 사실이다. 1717년에 첫 왕립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동안 지역의 귀족이나 관료를

중심으로 매수와 조작과 같은 부패의 관행을 단절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위원회가 수립된다. 조사위원단의

단장으로는 나폴리 통치령의 빈첸조 데 미로Vincenzo

de Miro가 임명되고, 그는 1733년까지 역할을 수행한

다.18)

1719년에는 지방 정부에 의해 진행되던 기존의 납세방

식을 대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구자산총조사 도시위원

회(1719–1757)가 왕명으로 설립되어 출범하게 된이는

그 동안 관행과 관습에 의한 탈세를 막고, 납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적도 작업을 위한 핵심기관이었이

다.19) 지역정부와 지주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며

18) 심의위원직으로는 역시 나폴리의 심의위원인 주세페 카발리에

리Giuseppe Cavalieri, 스페인 태생의 미겔 데 에스만디아스Miguel

de Esmandias, 마르코스 마라뇽Marcos Marañón, 그리고 1727년에

는 시칠리아 태생의 변호사이자 개혁주의자인 프란체스코 다귀레

Francesco d’Aguirre가 추가로 임명된다.당시 밀라노와 그 밖의 국

가들의 정황에 대한 연구로는, Guido Abbattista, Storia Moderna,

Donzelli Editore, 1998, pg.707

19)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A. Annoni, Stato di Milano (Domi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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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법학과 제정 분야에 전문가인 여섯 명의 도시참사

회 의원decurion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회의는 시의원,

시장, 시립변호사의 참여로 진행되었고, 법 집행의 권한

을 부여받았다. 지적도와 토지대장 기록과 관련된 모든

일이 완결된 1775년까지 폼페오 네리가 조직을 해체할

때까지 존재하였다.

여러 차례의 내외부 요인에 의해서 중단된 작업이 이

후 테레시아 여왕에 의해 재개되면서 1749년에 ‘인구자

산총조사 위원회’(1749–1757)가 설립된다. 저명한 조세

전문가이자 행정가인 폼페오 네리Pompeo Neri가 기존

빈첸조 미로의 자리를 대신하여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그 역시 밀라노가 아닌 토스카나 출신이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혁적 정책을 완료하여 비엔나 왕가의 신

임을 얻는 인물이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인구자산총

조사 도시위원회’와 부분적으로 공존하는데, 유사한 역할

을 수행했지만, 차이가 있다면 보다 넓은 차원에서 물리

적 환경의 실측과 자본의 규모를 조사하여 새로운 지적

도와 납세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존 지주와 교회의 저항을 법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역할도 부여받았다.

3-2. 지역세력과 종교단체와의 갈등과 타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조사는 그 절차와 결과

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밀라노 출신을 배

제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오스

트리아 제국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왕립권한을 근거로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침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었다:

1.소유주의 자진신고, 2.자산의 측량, 3.자본가치의 환산.

조사의 대상은 롬바르디아-밀라노 통치령 내의 모든 주

민과 외부 거주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지, 재산을 포

괄한 모든 소유가 해당되었다. 교회의 자산도 예외는 아

니었고, 현황의 파악이라는 명분에 교권도 반대할 만한

논리가 없었다. 단, 이 조사를 통해서 당국은 교회의 자

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기회를 획득하였다.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은 설문조사였고,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거주민은 준비된 설문지를 작성해야 했

다. 토지소유주들은 그 범위를 고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19개 항목에 답변하여 토지의 정성적인 성격을 명시하도

록 하였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15개로 분류된

조항에 해당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Asburgico) (1535-1748) e Lombardia Austriaca (1749-1796),

Milano, Antonino Giuffrè, 1966; D. Sella & C.Capra, Il ducato di

Milano dal 1535 al 1796 in <Storia d’Italia>, vol. 11, Torino,

UTET, 1984

당시 화폐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실측

과 지적도의 작업 그리고 납세와 관련된 정책에서 한편

에는 합스부르크 절대왕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의 지주와 교회권력 간의 갈등이 첨예화된다. 이런 의미

에서 테레지안 지도는 과도적이면서도 근대성을 둘러싼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모두 근대 이전의

권력에 속하는 세력들이지만, 이들간에 정당성의 근거는

더 이상 역사적으로 유지되어온 관습이나 신앙이 아닌

상대적으로 우월한 합리성을 제시하는 논리와 제도에서

충돌하게 된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권력, 시청과 주교회당으로 상징되는 지역

정부와 교회는 외부의 거대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마지막

으로 연대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지주와 종교집단의 반발 그리고 오스트리아 승계전쟁

으로 인해서 조사작업은 1733년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1732년까지 대부분의 조사는 완결되었고, 자료를 근거로

행정적인 효력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남았다. 1749년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조사된 자료의 편

집을 위해 제2차 조사위원단의 새로운 단장으로 피렌체

줄신의 법학자 폼페오 네리를 직접 임명하고, 그의 주관

하에서 작업이 재개되었다.20) 부가되었던 작업으로는, 조

사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한 지역정부조직의 개혁, 제1차

위원회 작업의 수정과 통합, 교회소유지에 대한 부가세

의 기준 등이 있었다. 이중에 가장 첨예했던 교회소유지

에 대한 논쟁은 1755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 종결된

다. 지역행정조직의 개편은 시행되고, 납세제도의 체계화

도 시행된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개인세, 상업세 그리

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동산 세와 통합된다. 지적도 작

업의 근안이었던 납세정책이 공론화되어 시행되면서, 위

원회는 1757년 12월 31일에 해산된다.

비엔나 왕권을 대표해서 파견된 이탈리아 반도 남부출

신의 지식인들의 역할도 이 대립양상이 복합적임을 시사

한다. 이탈리아는 1861년에 근대시민국가로 통일이 되지

만, 일차적으로 제국과 민족의 대립구도가 그렇게 명확

하지가 않았고, 이러한 양상은 밀라노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정량적인 조사로 인해서 표면화된 이해관계는,

밀라노와 그 외의 지역간의 상이한 입장, 탈세를 관행적

20) 오스트리아 통치령의 장관이자 지역 권력자였던 벨트라메 크리

스티아니Beltrame Cristiani공작과 갈등을 빚었지만, 불과 몇 년 사

이에 행정조직의 개혁을 단행하고, 투명한 재정 및 세금정책에 근거

한 지적도 개혁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년 만에 네리의 지침에

따라 밀라노 성곽내부의 지적도가 1:2000 축적으로 작성된다. 1757

년 12월 30일에 테레지안 지적도는 발표되고, 17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른다. 네리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추진했던 토스카나

통치령의 개혁 정치를 수행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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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했던 귀족집단의 반발 그리고 독립성을 기반으

로 납세조사와 특권의 유지를 주창했던 종교집단과의 갈

등이었다.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체계적인 조사 그리

고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러한 갈등은 타

협과 의견의 수렴으로 귀결된다.

3-3. 테레지안 지적도와 마리노니

마리노니는 당시 지사였던 지롤라모 콜로레도

Girolamo Colloredo의 요청에 따라 롬바르디아에 파견되

어 페시나B.Pessina, 안드레올리M.A,Andreoli, 필리피니

G.Filippini 등의 지역 측량사들과 함께 지적도 제작을

위한 사전조사작업을 10년간 수행한다. ‘인구자산총조사

도시위원회’가 정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머리의 역

할을 수행하였다면, 마리노니는 그의 전문가 집단과 손

과 발을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밀

라노 통치령 전체, 특히 도심지의 현황을 지적도로 시각

화하였다.21) 이러한 맥락에서 마리노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의 조사, 지도의 작성, 그리고 다양한 스

케일에 따른 편집과 관련된 법적권한을 확립한다. 실측

평판과 그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1729년에 이탈리아

최초의 지적도 사전조사작업을 완결한다. 전쟁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조사와 발표과정이 여러번 단절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에 의거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 객

관성에 의거한 결과물의 발표, 실질적 세금정책에의 적

용이라는 선례는 이탈리아 북부의 지역정부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실측전문가의 양성과 조직화라는

학문적이며 교육적인 개혁적 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이 이

탈리아 반도의 전 영역에서 향후 실측과 지도제작과 관

련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롬바르디아 지적도 혹은 테레지안 지적도는

합의와 설득의 과정이 최종적인 시각자료만큼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였다.

테레지안 지적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간 불평등하

게 진행되었던 납세제도와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귀족과 교회의 납세의무를 법제화하는 것

이었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을 ‘도시인구자산총조사 위

원회’에서 결정하였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적

21) 조반니 필리피니는 베네치아 태생이었으며 당시 저명한 롬바르

디아 지도지리학교의 일원이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에 테레지

안 지적도로 불리는 작업에서 실질적인 연구집단을 운용한 장본인

이자 놀리를 작업팀으로 합류시킨 인물이다. 그의 형제 피에란토니

오 필리피니Pierantonio Filippini는 마리노니가 비엔나에 설립한 학

교의 부학장이기도 했다. 그는 역할의 분담에 따라서 마리노니가 실

측하고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도면작업을 수행한다. Renato

Funiciello, Claudio Caputo,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Special

Paper n.411, 2006, p.199-209.

이고 기술적인 조사자체는 토지의 측량은 비엔나에서 파

견된 수학자 마리노니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지역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동

원하여 광역적 조사 및 실측을 진행했다. 정책입안자와

실측기사와 설문조사단으로 구성된 조직은 단순히 외형

적인 현황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수로나 도로 교량과

같은 도시제반시설에 대한 파악에도 인구나 재산 못지

않은 비중을 두었다. 즉 조사의 범위자체가 이미 공공성

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필요와 전

문가 양성은 새로운 교육기관의 필요성으로 어어졌다.

당시에 제작된 성과물을 흔히 ‘입자 기하학적 지적도’

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지도를 통해서 매우 상세하

게 소규모의 자산에 이르기까지 표현하는 실질적인 혁신

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조사된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소

유주, 수확물의 유통방식 그리고 예측되는 수확량까지

명시되었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항을 근거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조사에 대해서 지역 유세들과 귀족들은 크게 반

발하였다. 당시까지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스스로 지적도

를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관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

다. 이후에 마리노니는 라인강과 포 강의 지형도를 작성

하였고, 관심사를 천문학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저술을

발표한다. 그의 작업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표현방식에서

이미 구시대 전통에 속하지만, 그의 기여는 경험적인 차

원에서 현대적인 도구를 활용하였고, 전문가 상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 근대지도의 등장과 놀리에의 영향

4-1. 근대 지도제작법의 확립

1789년의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사회와 공화정이 등장

하면서 유럽의 권력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지만, 위기

와 연속이라는 역사의 특성상 이미 18세기 초에 변화의

징조는 사회전반에 만연했다. 18세기에는 1703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1792년에 워싱턴과 같은 새로운 수도들

이 등장했고, 1755년 리스본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나 웁살라, 뉴욕 화재와 같은 인재에 의해 파괴도 규모

가 수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행정조직과 관리의 필요는 위생문제와 함께 선택

이 아닌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반적인 현실로 다가

왔다. 결국 정밀한 지도작성과 그 제작을 위한 법적 근

거 및 제도 정비는 공통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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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에 국

한되지 않았고, 법학자, 행정가, 여러 분야의 기술자 등

의 사회전반 지식인 집단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자축적인 조감도에 대한 재고, 군사목적 위주에서 합리

적인 자료를 통한 사회구성원간의 소통과 합의의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도시의 물리적 현황과 도시기반시

설의 정비와 계획에 적합한 방식이 필요했으며, 구시대

의 관행적인 지도작성 방법론에 대한 한계가 인식되었다.

기념적이고 형식적인 바로크적 도해법을 넘어서서 계몽

주의의 영향과 함께, 한편으로 역사적 도심지의 가치에

대한 고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에까지 인식이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의 포괄적 재현의 중

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대도시의 현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중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표출

되는 과제는 기능성과 위생 그리고 예측을 통한 근미래

의 제어라는 계획을 위한 도시정책의 필요성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테레지안 지적도는 중요한 전

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한다. 필리피니는 그 동안 마리

노니가 주도한 팀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1722년에 ‘도시

와 밀라노 성채의 도면’라는 지도를 작성한다.22) 이 도면

은 성곽주변의 정원과 그 밖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묘사하였다. 반면, 건물의 윤곽을 중시하고 도심

지 내부의 항해가 가능한 하천을 표기한 점에서는 이전

조반니 바티스타 클라리치Giovanni Battista Clarici가

100여년 전에 작성한 바를 크게 수용하고 있다.23) 마리

노니와 필리피니의 지도는 밀라노로 조사를 한정하지 않

았고, 롬바르디아 주 전반을 조사하는 조세정책과 관련

되며 또한 지도의 심미성보다는 정책의 수단으로의 활용

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이다.

22) 원제는, Iconografia della citta’ e Castello di Milano. 베네치아

의 성 마르코 도서관Biblioteca Marciana에는 필리피니 형제의 건

축, 수학, 성곽건축, 유체역학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

다. Biblioteca Marciana, Valentinelli, Bibl. ms. ad S. Marci

Venetiar., I (1868), p. 144.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필리피니는 마리노

니와 대립적인 동시에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필리피니는 안토

니오 무살로의 제자였고, 그는 팔라디오의 제자인 빈첸조 스카모치

Vincenzo Scamozzi의 후원자이기도 하였다. 무살로는 스카모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열광적으로 그의 건축을 제자들에

게 학습할 것을 권유했다. 동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론가 톰마소 테

만자Tommaso Temanza도 이 지식인 집단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필리피니는 그가 속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도 나름대

로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무살

로가 피라네시에게도 연관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Elena Bassi:

Andrea Musalo, in: Bettagno (a cura di): Piranesi tra Venezia e

l’Europa, p.59-73;

23) 클라리치오의 도면은 1659년과 168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출판

되었고, 현재 베르타렐리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다. Vittore Buzzi &

Claudio Buzzi, Le vie di Milano: dizionario della toponomastica

milanese, Hoepli, Milano 2005, p.ix.

이를 기점으로 1734년에 마르칸토니오 달 레

Marcantonio dal Re와 조반니 바티스타 리카르디

Giovanni Battista Riccardi의 지도도 작성된다. 위의 두

지도는 필리피니의 지도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20여개의 조감도를 삽입하여 객관적 정보보다는 수집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4-2. 마리노니와 놀리

비엔나에서 마리노니가 협력하여 작업한 도면들은 다

음과 같은 동시대의 특징을 시사한다.: 1. 지도제작은

기존에 조감도를 사용하여 도시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과

는 달리 철저하게 평면도법에 준거하였다. 2. 기존의 도

시에 한정된 표현을 넘어서서 도시의 경계와 그 광역적

영역에 중점을 두었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위를 상대적

으로 설정하여 지도의 과도적인 성격을 보인다. 도면 자

체는 군사적인 목적에 기인하여 제작되었지만, 합리적이

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작한 시도는 이후의 지도작

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부적으로 성벽 내부의

표기방식을 살펴보면 놀리의 지도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이 드러난다. 성벽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진하게 표시된 주요 건축물이고 둘째

는 광장과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다. 놀리의 지도

가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리노니와 안귀솔라의 지

도는 이동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24)

Marinoni-Filippini, City of
Milano 1722.

Giovanni Battista Clarici,
Map of Milano, 1682.

Tab.7 Comparision between two maps by Marinoni

and Clarici,. Archivio di Stato di Milan

마리노니의 조직 안에서 작업을 했던 젊은 측량기사들

이 롬바르디아-밀라노 조사작업이 끝난 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중소도시의 실측작업을 주도하였다.25)

24) 이후 비엔나의 성벽과 경계에 관해서는 이후에 오토 바그너에

의해 재해석되어 비로서 대도시Metropolis의 위상을 갖게된다. 마리

노니의 시도와 보다 근접한 연구는 카밀로 지테의 비엔나 분석 도

판이다.

25) Anna Guarducci, L’utopia del Catasto nella Toscana di Pietro

Leopoldo. La questione dell’estimo geometrico-particellare 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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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도 마찬가지로 1728년에서 1731년 사이에 사보이아

왕가 치하인 피에몬테지방에서 실측작업을 시행했다.26)

한다. 로마에서도 대지도 작업이전에 벨레트리와 발바라

노에서 지적도 작업을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테레

지안 지적도와 로마 대지도 사이에 놀리가 활동했음은

분명하나 그에게 준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상적 자료

는 분명하지가 않다. 사보이아 지도는 현재 토리노 국립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다.27)

Mar inon i-Angu isso la ,
Vienna 1706.

Giambattista Nolli, Roma
1748.

Tab.8 Comparison between Marinoni and Nolli.

5. 결론

마리노니는 놀리가 전문가로 수련되는 과정에서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합스부르크 왕정 자체도 더

이상 도시가 아닌 광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공간적 표

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그 역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기존의 방법론과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정밀하

게 도면을 작성하게 되었다. 즉, 도시를 넘어서서 지역을

고려하려는 정치의 요구에 대해 마리노니는 새로운 형식

을 제시한다. 마리노니의 정착과 활동에 있어서 안귀솔

라가 중요한 전례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

습과 연구를 통해 그는 도시기반시설과 필지를 표기하는

동시에 중요한 건축물들의 평면을 기재함으로써 건축과

도시의 통합적인 재현방식 또한 제시하고, 이 기법은 비

엔나에서 밀라노로 그리고 이후에 놀리에 의해 로마에까

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인물은 조반니 필

리피니인데, 그가 무명의 조수인 놀리를 테레지안 지적

도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라네시와의 친

seconda metà del Settecento, Firenze, Edizioni All’Insegna del

Giglio, 2009. Bevilacqua 2007, p.20-23.

26) http://archiviodistatotorino.beniculturali.it/

27) 이 정밀실측도는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에 의해 추진되었다. 마

찬가지로 합리적인 정책과 국가권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

며 교회와 귀족의 특권에 대한 제어의 방침으로 실행되었다는 면에

서 테레지안 지적도의 전례에 분명한 영향을 받았다.

분을 이어주었다. 비엔나, 밀라노, 로마라는 세 도시의

인물들을 통해 지도가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놀리의 지

도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련의 영향

과 관계의 구성을 통해 놀리의 지도가 개인의 천재성에

기반한 작품이 아니라 학습과 적용에 따른 역사적인 산

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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