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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李重煥(1690~1756)은 1751년 �擇里志� 고본을 세상에 공개했고, 1756년 이

의 일정한 시기까지 고본을 수정하여 개정본을 내어놓았다. 고본과 개정

본 �택리지�가 따로 나온 이후 수많은 필사본이 출 하 고,1)1)필사본은 고본

과 개정본, 그리고 �東國山水 �의 세 가지 계통으로 나뉘어 유통되었다. 그 에

는 지리를 보는 독자  을 투 하여 원 작과는 상당히 다르게 �택리지�를 

수정한 필사본도 나타났다. 자구나 문장의 수정, 일부 내용의 첨삭 수 에 머물

*  이 논문은 2018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 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8-KFR-1230004).

** 성균 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안 회, 2018a ｢이 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 �민족문화연구� 79, 195-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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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篇目이나 구성을 개편하는 등 면 인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그 에서 몇 가지 특이한 사본을 꼽는다면, �동국산수록� 계통의 사본은 편제

의 개편과 내용의 첨삭을 통해 원본과는 상당히 다르게 바 었고, 洪重寅(1677

∼1752)이 1751년과 1752년 사이에 편집한 �아주잡록� 본 �士大夫可居處�는 내

용을 폭 삭제하 으며, 崔南善(1890~1957)이 1912년에 朝鮮光文 에서 출간

한 �택리지�는 근  민족주의  시각으로 자구와 내용을 수정하거나 첨삭하 다.

이 논문에서는 茶山 丁若鏞의 강진 제자로 리 알려진 巵園 黃裳(1788∼

1870)이 1860년 에 節 한 �택리지�를 새로 발굴하여 분석한다.2)2)巵園本으로 

명명하는 이 �택리지�는 황상이 필사하여 제작한 ‘巵園叢書’ 16책 가운데 하나로

서 이 환의 �택리지�를 자신의 에 따라 완 히 새롭게 재편집하고, 원 작

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폭 첨가하여 보완하 다. 체 내용의 3분의 2는 원

작을 수정하여 재편집한 것이고, 3분의 1은 황상 자신의 술이다. 따라서 치

원본 �택리지�는 이 환 원 를 황상이 增補한 새로운 술인 셈이다. 200종을 

웃도는 많은 �택리지� 이본 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요한 의미를 지닌 사본

이다. 

치원본의 가장 요한 특징은 19세기 반 라도 향  지식인의 시각으로   

�택리지�를 재해석하고 수정하여 증보했다는 으로 그 역사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  정약용에게 큰 향을 받아 개정함으로써 지리를 보는 정약용의 

시각도 보여 다. 이 논문을 통해 지 까지 완 히 묻  있었던 치원본의 내용

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어 이 환의 �택리지�가 시 와 지역의 차이에 따

라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본다.

2. 巵園叢書의 편찬과 巵園本 �택리지�의 節

 

1) 巵園叢書의 편찬

‘치원총서’는 巵園 黃裳이 만년에 편집하여 필사한 총서이다. 오랫동안 존재가 

2) 치원본 �擇里志�는 재 황한석 씨가 소장하고 있고, 한양 학교 국문학과 정민 교수로부

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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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세상에 나타났다.3)3)먼  �莊子�를 필사한 1책이 

소개되었고, 이후 �劍南詩�, �杜工部七古詩集�, �東坡詩集�, �琴賦�, �長安秋望�, 

�明谷手抄� 권1․권3, �達磨大師觀心論�, �緇門警訓�, �文選�, �東國文獻�, �山

肆 � 등 13책과 �택리지� 1책이 나타났다. 이들 15책은 본디 16책으로 구성된 

‘치원총서’ 甲部로서 그  1책이 사라졌다. 

정약용의 강진 제자들은 학습하고자 하는 서책을 베껴서 叢書로 제작하 다.4)4) 

황상은 물론 그의 아우 黃褧도 총서를 만들었고, 尹鍾軫(1803~1879)이 제작한 

淳菴叢書 9종과 尹鍾參(1798~1878)이 제작한 春閣叢書 4종이 재 해진다. 

꼭 읽어야 할 책 체를 필사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만을 뽑아서 베껴 총서

로 제작하는 것은 茶山學團의 공부방법이었다. 베낀 서책의 목록과 抄 한 부분

은 그들이 학습하고 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 으로 보여 다. 황상

과 황경이 杜甫의 시를, 황경과 윤종진이 洪萬宗의 � 華詩評�을 각각 따로 베

낀 사실은 국과 조선의 한시에서 어떤 시집을 시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다. 다만 베낀 책의 다수는 이미 훤히 알려진 술이므로 내용상 신선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 에는 필사 과정에서 원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 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에 주목한 학자는 아직 없다.

많은 제자 가운데 황상의 鈔書와 그 과정은 깊이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황상은 공부에 념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공부에 열정을 보 고, 만년까지 

지탱한 열정을 鈔書를 통해 드러냈다. ｢육유의 시를 다 베끼고 회포를 읊다(鈔

陸詩了詠懷)｣라는 장편시를 보면, 고심참담한 서의 공부법을 잘 묘사하 다. 

다음에 인용한다.

3) 2012년 정민에 의해 황수홍 소장의 �莊子�를 필사한 ‘치원총서’ 1책이 소개되었다(정민, 

2012 ｢�치원소고�  �치원진장�에 하여｣ �문헌과해석� 58, 173-194면). 2014년에는 강

진의  다른 소장자가 소장한 14책의 ‘치원총서’가 강진의 다산기념 과 실학박물 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과 다산학단’이란 주제의 시회에 출품되었다.

4) 정민,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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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자의 술을 옮겨 었고 春謄莊子著

가을에는 육유의 시를 베 네. 秋 陸翁詩

천여 수의 시를 쓰고 났더니 手得千餘首

곱 끼어 이 거의 감기네. 眦凝幾合眵

스무 살 옛날에 스승께 배울 때 昔於廿載受

떠나시면 황천이라도 따르려 했네. 雖去重泉移

졸필이라 안목 없다며 를 차시고 劣筆嗟無眼

잘못 쓰면 이맛살을 자주 푸리셨지. 誤書屢蹙眉

“ 을 하듯 뜻을 조심조심하고 兢兢臨敵意

조정에 선 듯 자세를 신 히 가져라.” 洞洞在廷  

그 가르침 이 듯이 얼추 받들고 此可追垂戒

바둑두며 소일하는 짓을 모면했다네. 素兼惡著碁

필사 마치자 시름은 다 그쳤으나 編終 盡止

의지는 거창해도 결과는 지리하구나. 志遠事支離

궁한 선비 썩은 짓이라 스스로 자조하고 自笑窮儒腐

진사가 되려느냐며 아내는 비웃네. 妻譏進士期

씨 보고 소년들은 개미떼라 놀라고 年驚陣螘

친구들은 시 이라 감탄하네. 知己歎蓍龜

어떤 이는 산보나 하라 권하며 或有消搖勸

골몰하여 힘든 짓을 하지 말라네. 盍思汨沒疲

에라! 애착에 사로잡힌 로 행하여 且從綿愛結

허깨비 같은 몸의 노쇠는 아  잊자꾸나! 都忘幻身衰

책 모양은 포정(庖丁)의 칼솜씨를 발휘하고 冊樣丁 奏 

상아 를 꽂아 甲部의 뒤를 따랐네. 牙籤甲部隨

  원주: 치원총서에는 甲部와 乙部가 있다(巵園叢書有甲乙部.)

리 가리 같은 씨를 쓰다 보니 蠅頭微細役

백발은 짧아지고 빠져나가네.  鶴髮短疎爲

어느 날 훌쩍 무덤으로 갈 테니 遽許歸蒿里

지 가 솟아난들 무엇하겠나? 奈何出菌芝

물이 멈추지 않기도 하고  非徒淚不息

게다가 요통을 고치기 어렵네. 又況腰難醫

미치고 뻣뻣한 자가 바로 나이니 狂直惟翳我

바보에 멍청이가 나 말고 가 있으랴? 愚癡更阿誰

워서 보는 녁에는 독서의 맛이 깊고 味深臥看夕

거닐며 읊조릴 때에는 기쁨이 넘치네. 喜動行吟時

생의 원업을 마치지 못했으니 未了前生業

능가(楞伽)가 다시 고쳐주기를 바라네.5)5) 楞伽願再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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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때에 지은 작품으로 그해 에 �장자�를 베끼고 가을에 육유의 시를 베

다고 한 것을 보면 치원총서 甲部를 베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게 책을 베

낀 것은 20 에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나이 들어서도 실천하는 것이고, 

신 하고 정성스  베끼는 자세 역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임을 밝혔다. 지루하

고 요통을 유발하여도 그만두지 못하는 鈔書는 그 게 배운 공부방법의 하나

다.6)6)다음은 �문선�을 베끼고 쓴 이다.

올해는 임술년으로 내 나이 칠십오 세이다. 동자가 흐릿하여 돋보기의 도움을 

받기는 하나 손이 둔하고 팔이 떨리니 어쩌면 좋으랴? 그래서 자획이 비스듬히 기울

었으나 마음을 오롯이 하여 정신을 집 하 으니 學盦이란 칭호가 헛되지 않다. 

후손된 자는 선조가 머물던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공경하거늘 손수 베낀 씨야 말해 

무엇하랴? 오월 竹醉日 사흘 에 요통을 앓는 늙은이가 石影屋 안에서 쓴다.7)7) 

75세의 황상이 요통과 수 증에 시달리면서도 �문선�을 베끼는 학구 인 모습

을 인상 으로 표 하 다. �문선� 역시 치원총서 甲部에 포함된 책이다. 이 게 

볼 때 재 하는 치원총서 甲部는 체로 육십 세 이후 노년기에 필사한 책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택리지�를 필사한 책은 다른 책의 필사

와 다르지 않고 노년기에 필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원본 �택리지�는 에서 살펴본 치원총서 甲部 16종 가운데 하나이다. <그

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첫 장의 내제는 ‘擇里志卷之一’이고 하단에 작자를 

‘驪  李重煥 論著, 耽津 黃裳 節 ’이라 하 다. ‘一粟樵夫’로  있는 장서인

은 황상 자신의 호를 새겨 었다. 

5) 黃裳, �巵園遺稿� 권3, ｢육유의 시를 다 베끼고 회포를 읊다(鈔陸詩了詠懷)｣(성균  

동문화연구원, 2008 �茶山學壇文獻集成� 5, 154-155면. 이하의 면수는 모두 이 책의 면수임).

6) ｢腰痛｣에서 “작은 자 베끼느라 통증이 심하여도, 마당에서 걸어다닐 때는 조  나아지

네(重於細字抄書役, 可中庭行步時.)”라 하여 서가 요통을 유발함을 괴로워하 다.

7) 黃裳, 의 책 ｢書手鈔文選後｣, 310면 “今年壬戌, 卽予七十五歲年也. 迷眸雖蒙靉靆之助, 鈍

手顫掉, 其 奈何? 故字畵橫斜, 其 心注精, 不虛 老學矣. 爲人後 , 敬其桑梓, 況手寫書

字乎? 五月竹醉前三日, 腰疾老翁識于石影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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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黃裳 節 , �擇里志� 卷之一, 표지(오른쪽)와 1면(왼쪽), 개인소장. 

총서의 일반 인 특징을 따라 독자들은 망설일 것 없이 치원본 �택리지�를 평

범한 필사본의 하나로 간주할 것이다. 더욱이 작자 표시란에서 節 이라 밝힌 

표 을 통해서 �택리지� 체의 필사가 아니라 발췌하여 필사한 사본이라 상

하기 쉽다. 그러나 필자가 그 사본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상과는 달리 치원

본은 수많은 �택리지� 필사본의 하나가 아니었다. �택리지�를 필사자의 에 

따라 완 히 새롭게 재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원 작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

을 거 보완하 음을 확인하 다. 치원총서의 다른 사본과는 근본 으로 다른 

서책이었다. 새로운 술이라 하거나 아니면 증보본이라 말해야 할 수 으로 편

집과 내용이 새로웠다. 200종에 이르는 수많은 �택리지� 필사본과 비교해보면, 

그 어떤 사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구조와 내용을 지녀서 황상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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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술로 간주해도 좋다. 체 내용을 읽고 분석하여 원 작과의 차이와 구

성의 특징, 새로 첨가한 내용과 그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2) 巵園本 �택리지�의 구성과 節 의 방향

치원본 �택리지�는 1책 56장이다. 내제에 ‘擇里志卷之一’이라 했으므로 자연스

럽게 ‘擇里志卷之二’가 있음을 상할 수 있으나 재 ‘擇里志卷之二’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장에서 존하는 치원총서 甲部가 체 16종 가운데 15종이 남아 있

다고 밝혔는데 사라진 한 종이 바로 ‘擇里志卷之二’일 것으로 추정한다. 

먼  그 구성을 다른 사본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표 1> 일반 �택리지�와 치원본 �택리지� 구성의 비교

필자가 새로 설정한 篇目8)
8) 문회본 계열 편목 치원본 �택리지� 편목과 수량

 1. 序論 四民總論

2. 八道論

2.0 八道論 序說

八道

總論

(八道總論)

2.1 平安道 平安道 2.8 咸鏡道 7則

2.2 咸鏡道 咸鏡道 2.7 平安道 10則

黃海道 2.6 黃海道 9則2.3 黃海道

2.4 江原道 江原道 2.5 江原道 8則

2.5 慶尙道 慶尙道 2.4 全羅道 19則

2.6 全羅道 全羅道 2.3 慶尙道 18則

2.7 忠淸道 忠淸道 2.2 忠淸 32則

2.8 京畿道 京畿道 2.1 京畿 11則

3. 卜居論

3.0 卜居論 序說

卜居

總論

(卜居總論) 1.0 卜居通論 1則

3.1 地理 地理 1.1 卜居通論一 6則

3.2 生利 生利 1.2 (卜居)通論二 16則

3.3 人心 人心 1.3 (卜居)通論三 7則. 風俗

3.4 山水 山水 1.4 (卜居)通論四 4則

4. 結論 四民總論(總論)

5. 著  後跋 著  後跋

8) 안 회, 2018b ｢�택리지�의 篇目과 이본의 구조  계통｣ �동방학지� 183, 145-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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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치원본은 일반 �택리지�와는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차이는 팔도론이 앞에, 복거론이 뒤에 나오는 일반 �택리지�

와는 달리 치원본은 복거론이 앞에, 팔도론이 뒤에 나온다는 이고,9)9)  다른 

차이는 팔도론에서 팔도를 서술하는 순서가 일반 �택리지�와는 완 히 반 라는 

이다. �동국산수록� 계통 사본도 팔도론은 일반 �택리지�와 순서상 차이가 없

으나 치원본은 완 히 새로 설정하여 경기도와 충청도를 시작으로 평안도와 함

경도로 끝났다. 국토의 변방에서 심으로 서술해나가는 이 환의 독특한 서술

체계를 부정하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부터 외곽으로 서술해나가는 상식

으로 돌아갔다. 이 두 가지 차이만으로도 치원본은 어떤 사본과도 겹치지 않는 

독특한 사본임을 알 수 있다.

이 구성에서 에 뜨이는 은 ｢복거론․산수｣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복거론｣ 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수｣ 항목이 치원본에는 산수를 다룬 

‘(卜居)通論四’에 4則 밖에 실리지 않았다. 다른 부분이 30則인 것에 비하면 거

의 없는 수 이므로 이는 내용 부분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동국산

수록�은 1. 복거론, 2. 팔도론, 3. 總論-總論溪居, 4. ｢南師古十勝保身福地｣, 5. ｢東

國勝區 ｣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를 차지하는 3. 總論과 5. ｢東國勝區 ｣은 

일반 �택리지�의 ｢복거론․산수｣를 재편하여 두 항목에 나 어 서술하 다. �동

국산수록�의 체제를 채택한 치원본에서 후반부 내용 부가 락되었다는 것은 

사라진 ‘擇里志卷之二’에 그 로 실려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본문의 서술을 筆記 는 箚記의 형식으로 바꾼 이다. 일반 �택리지�

가 行을 바꾸는 법이 없이 하나의 문맥으로 서술한 것과는 달리 <그림 1>과 <그

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 한 개의 독립된 항목을 행갈이하고 첫 행을 擡頭

하여 서로 다른 내용임을 표시하 다.  도표에서 밝힌 것처럼 권1은 복거통론 

34則, 팔도론 114則, 補遺 5則, 總論 3則으로 구성하여 체 156則을 모두 동일

한 방식으로 서술하 다. 이 서술방법은 �동국산수록� 계통이 내용의 변화에 따

9) 치원본은 편차상 ｢복거론｣과 ｢팔도론｣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복거론｣은 ‘通論一’, ‘通論

二’, ‘通論三’, ‘通論四’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고, ｢팔도론｣은 바로 ‘京畿’로 시작하고 있다. 

<그림 2>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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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짧은 문장으로 행을 나 어 서술하고 때로는 ○으로 을 구분하는 방법을 

채택한 서술법과 같다.10)10)이상 두 가지 특징을 놓고 볼 때, 치원본은 �동국산수

록� 계통에 속하는 사본임이 분명하다.

셋째로 치원본은 篇目을 독자 으로 명명하고 내용을 재구성하 다. ‘복거통

론’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일반 �택리지�는 편목을 아  설정하지 

않았고, 일부 사본에서만 편목을 설정하 다.11)11)치원본은 일부 사본에서 설정한 

편목과도  다르게 독자 으로 설정하 다. 복거론 체를 ‘卜居通論’이라 이

름하고 一, 二, 三, 四로 구별하 다. 이 환의 유명한 네 가지 기 인 地理와 生

利, 人心, 山水를 겉으로 내세우지 않고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치원본의 독자성은 네 가지 기  자체를 地理, 生理, 風俗, 泉石으로 새롭게 

명명한 데서 한층 분명해진다. 卜居通論의 제1則(일반 �택리지�의 卜居論 序說)

에서 새롭게 기 을 명명한 근거를 제시하 다. 卜居論 序說의 문장은 �택리지�

다수 이본은 거의 비슷하다. �동국산수록� 계통은 ‘인심’을 삭제하여 세 가지 

기 으로 설정하 고,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치원본은  그것과도 달

라졌다.12)12) 

명칭에서는 山水를 泉石으로 쓴 과 人心을 風俗으로 바꾼 이 큰 차이이

다. 그 에서 인심을 풍속으로 바꾼 변화는 단순한 명칭의 변경을 넘어서 내용

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환은 ‘인심’에서 조선 기 이후의 당쟁을 집 으로 

10) 안 회, 2018b 앞의 논문. 

11) 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논했다. 

12) 일반 �택리지�와 �동국산수록�, 치원본의 ‘卜居論 序說’ 본문을 다음에 제시하여 그 차이

를 보인다. 

     - 일반 �택리지�: 大抵卜居之地, 地理爲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 缺一, 非

土也. 地理雖佳, 生利乏則不能久居, 生利雖好, 地理惡則不能久居. 地理及生利俱好, 而

人心不淑, 則必有悔吝, 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性情.

     - �동국산수록�: 凡卜居之地, 地理爲上, 生理次之, 山水又次之. 三 缺一, 非 土也. 地理

雖佳, 生理乏則不能久居, 生理雖好, 地理惡則亦不能久居. 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

性情.

     - 치원본 �택리지�: 凡卜居之地, 地理爲上, 生理次之, 風俗次之, 泉石又次之. 四 缺一, 

非 土也. 地理雖佳, 生理乏則不能久居, 生理雖好, 地理惡則不能久居. 二 俱得, 而風俗

不善, 卒無以和睦鄰里, 泉石不奇, 亦無以陶瀉性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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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으나 황상은 명칭을 ‘풍속’으로 바꾸고 당쟁은 일  논하지 않은 채 오

로지 각 지역의 풍속을 논하 다. “풍속이 좋지 않으면 끝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펼쳐 당쟁이 아닌 이웃과의 화목을 시하 다. 주목

할 사실은 당쟁으로서 ‘인심’을 이웃과의 화목을 뜻하는 ‘풍속’으로 바꾼 것은 정

약용으로부터 받은 향이라는 이다. 정약용은 이 환이 제시한 네 가지 기

을 水火와 五穀, 風俗, 山川으로 바꿔서 제시한 이 있는데13)
13)‘인심’의 자리에 

풍속이 들어와 있다. 

 

<그림 2> 黃裳 節  �擇里志� 卷之一, 장13, 개인소장. 

앞은 ‘卜居通論四’의 3칙과 4칙이 수록되었고, 뒤는 ｢팔도론｣으로 다른 편목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京畿’로 들어가고 있다.

13) 丁若鏞, � 猶 全書� 1, 詩文集 권14, ｢跋擇里志｣ “余論生居之理, 宜先視水火, 其次五穀, 

其次風俗, 其次山川之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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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리지�의 비  재해석과 새로운 지역 평가

1) �택리지�의 비  재해석: 라도와 西北 지역 재평가

�택리지�에서 이 환은 ‘지리정보를 바로잡는 데’에 힘쓰기보다는 ‘지리정보를 

평론하는’ 것에 주력하 다. 다른 지리학 분야 술과 근본 으로 차이 나는 

이 여기에 있다. 이 환은 지리  상을 놓고 논리 으로 설명하고 추론하고 

해석하는 것에 주된 심을 두었다.14)14)그에 따라 �택리지�에서는 팔도를 하나의 

단 로 삼고, 각 지역의 지리  상을 여러 가지 기 을 제시하여 평가하 는

데 그 평가는 권 를 확보하 고 후 에 큰 향을 끼쳤다. 

이 환은 ｢복거론․서설｣에서 地理와 生利, 人心, 山水의 네 가지 기 을 제시

하여 지리  상을 보는 큰 틀로 용하 다. 구체 인 서술과 평가에서는 그 

기 을 각 지역에 합하게 용하는 것도 요하지만 평가 방법을 어떻게 만드

느냐도 요하다. 이 환은 여러 지역을 상 화하여 비교하는 방법, 신뢰할 만한 

학자의 평가를 원용하는 방법, 토지의 비옥함을 수치로 나타내어 수량화하여 평

가하는 방법 등 독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만한 방법을 구사하 다. 

그처럼 평가의 객 성을 얻고자 평가기 과 평가방법을 표 화하고 합리 인 

추론과 해석을 동원한 결과 이 환의 평가는 구의 것보다 신뢰를 얻었고, 지

역 평가의 모범으로 권 를 인정받았다. 한편으로는 이 환의 인생체험이나 지

리와 문화를 보는 주 이 개입된 평가도 없지 않았다. 평가가 잘 되었든 그 지 

않든 상 없이 이 환이 내린 평가는 당시로부터 재까지 각 지역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과옥조처럼 받아들여져 큰 향을 미쳤다. 

황상은 그 게 큰 권 를 지닌 이 환의 지역 평가를 묵수하지 않았다. 정

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 다. 이 환

의 지역평가를 이 게 면 으로 문제 삼고 반론을 제기하고 근거를 제시한 경

우는 보기 드물다. 따라서 팔도의 지역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황상의 은 이

환의 그것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4) 종한, 2016 ｢�택리지�에 나타난 ‘국토지리’의 서술 방식과 지리  논리｣ � 동문화연구� 93, 

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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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은 지역을 평가할 때 라도와 황해도, 함경도와 평안도를 다른 도에 

비하여 상 으로 박하게 평가하 다. 그것은 이 환의 독자  평가이면서도 

당시 일반 인 평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택리지�에서 내려진 부정  지역 평

가를 황상은 19세기 반 라도 지식인의 에서 비 으로 재검토하 다. 

가장 흥미로운 평가는 라도를 두고 내린 이 환의 부정  평가에 황상이 

극 으로 제기한 반론이다. 먼  이 환이 라도를 부정 으로 평가한 내용을 

살펴본다. 두 군데에서 라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평가하 는데 ｢팔도론․

라도｣에서 라도를 체 으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말에 이 지역을 령하고서 고려 태조와 여러 차례 투를 

벌여 태조가 자주 험에 빠진 이 있다. 태조는 견훤과 그 아들을 평정한 뒤로 백

제 사람을 미워하 다. 車嶺 이남은 물이 모두 개경을 등지고 흐르는 탓이라 생각하

여 차령 이남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 략) 풍속이 음악과 여자, 

그리고 사치를 숭상하고, 경박하고 교활한 사람이 많으며 학문을 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에 제하여 달한 사람이 경상도보다 다. 학문에 힘쓰고 행실을 닦

는 것으로 자처하는 이들이 은 탓이다.15)15) 

라도 사람이 인재등용에서 배제되는 역사  맥락과 부당함을 먼  서술하

다. 이어서 라도의 일반 풍속을 거론하되 사람됨이 경박하고 교활하다며 부정

으로 서술함과 동시에 경상도와 비교하여 료와 학자가 다고 평가하 다. 

역사  맥락에서 고려 태조를 거론한 것 외에는 평가의 기 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  인상일 수 있다. 

이 환은 ｢복거론․인심｣에서 다시 비슷한 논조로 라도를 악평하 다. 팔도 

인심의 략을 제시하면서 경상도는 “풍속이 투박하고 진실하다”라고 평가한 반

면에 “ 라도는 오로지 교활함과 음험함을 숭상하여 그릇된 일에 쉽게 움직인

다”라고 평가하 다.16)16) 정 으로 평가한 지역이 평안도와 경상도뿐이기는 하

15) 이 환(안 회․이승용 외 옮김), 2018 �완역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127-128면 “後百

濟 萱, 羅末據其地, 麗太祖屢攻戰, 麗祖數嘗危. 及平 氏, 惡百濟人, 以爲車嶺以南水皆

背走, 遺命勿用車嶺以南人. ( 략) 俗尙聲色富侈, 人多 薄傾巧而不重文學. 故科第顯達, 

遜於慶尙, 蓋人 以文學砥礪自名故也.”

16) 의 책, 244면 “我國八道中, 平安道人心醇厚爲上, 次則慶尙道風俗質實. 咸鏡道地接胡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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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황해도와 라도를 과도하게 부정 으로 평가하 다. 두 곳에서 라도의 

지역성을 평가한 취지는 거의 일맥상통한다. 이 평가가 독자들에게 리 퍼지면

서 호남 지역을 폄하하는 표  견해로 후 에 향을 끼쳤다. 

황상은 풍속을 논한 ‘(卜居)通論三’의 제5칙에서 이런 견해에 반박하고 새 주

장을 펼쳤다. 다음에 그 기사 체를 인용한다. 

라도의 풍속을 두고 세상에서는 속이고 경박하다고 말하지만 그 지 않다고 하

겠다. 의식주와 어염이 풍부하기가 한 나라에서 으뜸이라서 그곳 사람들은 모두 연

약하여 힘써 일하지 못한다. 토지가 비옥한 까닭에 게으른 농부 아닌 자가 없다. 민

생에서 쓰는 일용품의 풍족함이 한 도 체가 같기에 로부터 巨商이나 큰 장사

치가 없고 구나 나태하게 생계를 꾸리고 깊은 계획이나 원 한 생각을 하지 않는

다. 성품이 모두 부드럽고 남에게 의존하여 면 에서 남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

문에 응낙은 잘하지만 실행은 게 하며, 가볍게 허락하고 신의가 으며, 쉽게 사귀

고 바로 등진다. 이것이 속이고 경박하다는 이름을 얻은 이유이다. 그에 반해 남의 

풍속은 겉으로는 도타우나 안으로는 뻣뻣하고, 겉으로는 투박하나 안으로는 사납다. 

공손하고 삼가면서 세련된 모습이 많지마는 돈 한 푼 내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단 이다. 호남 사람은 면 에서 속을 있는 그 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 없다. 

얼굴을 돌리면 잊어버리는 것 한 무심한 데서 나온 행동이라 그 眞情을 알아보면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깊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로부터 의를 지킨 선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 풍속이  호 하고 기개를 숭상한다. 그러나 용맹하고 사나운 사

람도 단히 드물다.17)17) 

남을 잘 속이고 사람됨이 경박하다는 평가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어서 남과 

호남의 기질, 호남 사람의 장 을 설명하 다. 물산이 풍부하여 생활이 풍족하기 

때문에 성품이 유약하고 생활이 게으르며, 원 하게 계획하지 않고 쉽게 사귀고 

民皆勁悍, 黃海道則山水險阻, 故民多獰暴. 江原道則峽氓多蠢, 全羅道則 尙狡險, 易動以

非. 京畿都城外野邑, 則民物凋弊, 忠淸道則 趨勢利, 此乃八道人心之大略也.”

17) 黃裳 節 , �택리지� 권1, 개인소장 사본, 10-11장 “全羅道之俗, 世稱詐薄, 殆非然也. 衣食

魚鹽之富, 甲於一國, 故其民皆軟弱不能力作. 土沃之故, 無非懶農. 民生日用之豐足, 一道同

然, 故自古無巨商大賈, 皆呰窳偸生, 無深 遠慮. 性皆柔媚依人, 不能當面拂 , 故多許而

予, 輕諾而寡信, 易交而旋背之. 此其所以得詐薄之名也. 然嶺南之俗, 外厚而內硬, 外愿而內

鷙, 恭謹多文而不欲捨一文錢, 此其所短也. 湖南之人, 則當面輸寫, 未嘗非眞情, 背面則忘, 

亦出於無心, 得其情則非詐, 而盖不可深信也. 古多節義之士, 故其俗又豪俠尙氣, 然猛悍

絶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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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헤어지는 기질  특징을 얻게 되었다고 해석하 다. 그런 기질과 처신을 

훌륭하다고 칭찬하지는 못하나 속을 있는 그 로 드러내는 진정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옹호하 다. 

호남과 비하여 남 사람이 투박하고 도탑다고 이 환은 평가했으나 실상은 

뻣뻣하고 사나우며 남에게 돈 한 푼 내주지 않는 인색한 기질임을 폭로하 다. 

 남이 학문하는 식자가 많다고 하지만 호남은 의를 지킨 인물이 많고 호

하고 기개를 숭상한다고 추켜세웠다. 이 환이 거듭 남에 우호 이고 호남

을 폄하한 데 한 호남인의 항변을 근거를 갖춰 밝혔다. 이 환의 큰 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평가에 다른 지역 식자들은 변변한 항변이나 반  논리를 제기하

지 못했다. 반면에 황상은 그 평가가 바르지 않음을 자신이 사는 호남을 상으

로 하여 밝혔다.

이 환은 ｢팔도론․ 라도｣의 끝에서 “게다가 기이하고 아름다운 산천이 많은

데도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도록 달한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니 한 마땅

히 한 차례 산천의 기운이 뭉쳐 인재를 길러낼 것이다.”라고18)
18)말하여 다시 한

번 호남에 인물이 많지 않음을 거론하고 앞으로는 인재가 배출되리라 기 하

다. 그 평가를 황상은 다시 반박하여 “게다가 기이하고 아름다운 산천이 많아서 

고려 이래로 달한 이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라고19)
19)하 다. 미래가 아니라 이

미 과거에 호남에서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자부심을 분명하게 표 하

다. 황상은 이처럼 이 환의 을 부정하고 라도 사람의 자부심을 드러내도

록 서술하 다. 

황상은 라도의 평가에 이어서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평가에서도 반론을 

제기하 다. 이 환은 ｢팔도론․함경도｣의 끝에서 “이런 까닭에 서와 북의 

함경도와 평안도 두 개 도는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평가하 다. 거기에는 

사 부가 이주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조선조 내내 극심한 지역 차별의 해를 입

은 실정을 반 한 서술이었다. 반면에 황상은 풍속을 다룬 ‘通論三’의 제7則에서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18) 이 환, 앞의 책, 149면 “且山川多奇勝, 而自麗至鮮不甚顯, 亦當一番鍾毓.”

19) 황상, 앞의 책 “且山川多奇勝, 高麗至以來多有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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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북 두 개 도는 오랫동안 仕宦이 끊겨서 사백 년 이래로 고 작이 나

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곳 백성들은 구나 비분강개하다. 산천이 웅장하고 수하기 

때문에 로부터 특하고 호걸스런 선비들이 많았다. 浿西 사람들은 公卿大夫와 연

을 맺어 그 권세를 팔아먹기 좋아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비루하고 속이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다. 북 사람은 모두들 무를 숭상하고 용맹함을 좋아하고 의지를 다잡

고 바꾸지 않는다.20)20)

서와 북 지역 사람들이 조선 정부의 과도한 차별에 비분강개한 채로 살아

가는 실과 산천의 정기를 받아 실제로는 로부터 뛰어난 인물이 많았다고 오

히려 인물의 산지라고 강변하 다. 일부 권력과 결탁한 浿西 사람들이 등장한 

폐해도 거론하며 서와 북 지역 사람들의 장 을 재차 제시하 다. 사 부가 

거주하지 않으려는 지역임은 틀림없는 실이지만 황상은 그 실의 진단과 제

언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지역민들이 겪는 차별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들의 불만

을 표 하 다. 황상의 논의는 합리 이다.

배척받는 서북 지역을 보는 황상의 참신한 시각은 ｢팔도론․함경도｣ 제7則의 

끝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서와 북의) 본거지 인재를 배척하고 기용하지 않으니 로 국가의 좋은 

계책이 아니다. 평상시에 보듬고 어루만지는 정책을 베풀어야 나라가 할 때에 

그들로부터 힘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21)21)

서북 지역을 배척하는 조선 사회의 실을 일반 �택리지� ｢팔도론․함경도｣ 

20) 의 책, 11장 “西北二道, 久絶仕宦, 四百年來無高官大爵, 故其民皆悲憤慷慨. 山川雄俊, 

故自古多英豪傑特之士. 浿西之人好締結公卿, 以賣其權勢, 故近日以鄙詐名. 北道之人皆尙

武好勇, 又執志不易.”

21) 의 책, 52장 “大抵西北二道, 地旣遼遠, 且國俗重門閥, 婚姻不通. 南人亦無往居 . 故文

物遜於三南. 惟咸從魚氏․靑海李氏․安邊趙氏則貫于豊壤, 而國初幷通顯, 移居京師城, 代

有科第. 若其本地, 率擯不用, 甚非國家之長策也. 平時亦加撫綏, 緩急其可得力哉?” 이 은 

일반 �택리지� ｢팔도론․함경도｣의 마지막 목인 “且國俗重門閥, 京城士大夫, 不 西北

人爲婚娶平交. 西北人亦不敢 士大夫抗禮. 西北兩道遂無士大夫, 士大夫亦無往居 . 惟咸

從魚氏․靑海李氏․安邊趙氏則貫豊壤, 而國初幷通顯, 移居京城, 代有科第, 此外無人. 是

故西北咸平二道不可居.”를 기 로 재구성하고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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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목의 을 편집하여 서술한 다음 의 인용문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은 당시 서북 지역을 배려할 것을 주장하는 지식인의 생각에 부합한다.22)22)소

외된 지역을 배려하고 모든 지역을 공평하게 우하여 국토를 활용하는 정책의 

일환을 제안했다는 에서 이 환의 서술에서 진일보한 이 보인다. 

2) 참신한 지역 정보와 평가의 제기: 라도와 황해도

�택리지� 체 서술에서 라도 지역이 차지하는 비 이 작지 않고, 묘사도 

풍부하고 충실하다. 이 환 스스로 라도에는 가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그의 

말을 있는 그 로 믿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라도의 처지에서는 서술의 

비 이나 정확성, 균형감에서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라도 사람으로서 황상은 

속속들이 악하고 있는 자기 지역의 정보와 황, 특산물, 자랑거리를 �택리지�

를 필사하며 새로 써서 폭 보완하 다. 황상은 라도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

고 황해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정보와 황, 특산물도 보완하 다. �택리지�가 

나온 이후 백년이 경과한 뒤라 국토지리 황과 지리정보에 변화가 있었고, 황

상이 확보한 지식과 정보는 이 환의 그것과 지 않은 다름이 있었다. 황상이 

보완한 내용은 부분 참신한 것으로 가치가 높다.

먼  라도 지역에서 새롭게 보완한 내용부터 살펴본다. 라도의 주요한 거

 도시의 하나인 光州는 �택리지�에서 그다지 비 있게 다루지 않았다. “ 주

는 서쪽으로 나주와 통하고, 風氣가 원 하고 화창해서 옛날부터 이름난 마을도 

많고 신분이 높고 달한 사람도 많다.”23)는23)정도로 서술하 다. 반면에 황상은 

 서술을 기 로 다음과 같이 폭 확 하여 서술하 다. 

주는 서쪽으로 나주와 통하고, 風氣가 원 하고 넓게 드리워서 옛날부터 이름난 

명승의 마을이 많고 신분이 높고 달한 사람도 많다. 도학과 문장의 융성함은 라

도에서 으뜸이고 사람들의 풍속이 지극히 순박하다. 백성들은 창고에 곡식을 넣고 

나면 尺文도 받지 않고 그냥 간다. 주의 서북쪽에는 景陽池가 있어 둘 가 20리이

22) 李種徽가 함경도 국경 지역 백성을 보듬으라고 제안한 ｢ 遠樓記｣(�修山集�) 등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드러난다.

23) 이 환, 앞의 책, 143면 “惟光州西通羅州, 風氣遠敞, 自古多名村, 亦多貴顯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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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꽃과 마름의 구경거리가 경포에 뒤지지 않으니 참으로 살 만한 곳이다. 고씨와 

기씨가 로 산다.24)24)

이 환도 주 지역을 정  시선으로 서술하 으나 황상은 더 확신에 차서 

도학과 문장의 측면에서 라도에서 제일가는 고장이라 높 다. 나라 창고에 곡

식을 바치고 尺文, 곧 수증도 받지 않고 갈 만큼 순박한 민심을 극찬하 다. 

남을 속이고 경박하다는 앞서의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순박한 인심을 인상 으

로 부각하 다. 景陽池란 큰 못을 강릉의 경포에 견  만한 못으로 높이 평가한 

것도 참신하다. 趙希逸이나 정약용 등 극히 일부 문인이 언 한 것을 제외하곤 

라도 지역의 명승에 거의 포함되지 않은 못인데도25)
25)황상은 명한 경포와 

등하게 평가하 다. 황상은 어떤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임을 강조하여 주 지

역에 한 애정과 자부심을 표 하 다. 

주 외에도 황상은 라도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풍속, 토질, 문 과 같은 다

양한 정보를 기록하여 �택리지�를 보완하 다. 다음에 보성, 화순, 남평, 창평 지

역을 다룬 기사 네 가지를 한 자리에 인용한다.

보성은 토지가 비옥하여 온 나라에서 으뜸이다. 옛날에는 한 말을 심어 이백 말을 

거두기도 하 다. 지 은 그 정도는 아니나 그래도 여러 고을의 상 가 되지 않는다.26)26)

화순에는 萬淵寺가 있는데 雪花紙가 특별히 기이한 물건이다. 이 에는 聖主菴이 

있어 羅漢山의 꼭 기에 있는데, 아름다운 망을 가진 경 이 제법 훌륭하다.27)27)

남평의 摺疊扇은 천하에 이름이 알려졌다. 綾州․和 ․南平 사이는 풍속이 순박

하니 모두 살 만한 곳이다. 그러나 로부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나 이름난 집안이 

없다.28)28)

24) 황상, 앞의 책, 38장 “光州西通羅州, 風氣遠蔽, 自古多名勝村, 亦有貴顯之人. 道學文章之

盛, 甲于一道, 人俗極淳. 民旣納糧于倉, 不受尺文而去. 州之西北有景陽池, 周回二十里, 芙

蕖菱芡之觀, 不讓鏡浦, 實可居處也. 有高氏․奇氏世居焉.” 

25) 김희태, 2007 ｢조선시  기록을 통해 본 주 景陽池｣ �향토문화� 27, 41-64면. 고지도에

는 주목 아의 오른편에 경양지를 표시한 경우가 제법 많다.

26) 황상, 앞의 책, 38장 “寶城土沃, 甲於一國. 古 有種一而收二百 , 今雖未然, 盖非諸邑之比.”

27) 의 책, 38장 “和 有萬淵寺, 雪花紙別是奇品. 寺有聖主菴, 在羅漢山之絶 , 頗有登眺之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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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의 정씨는 바로 송강 정철의 후손이다. 호남에는 5  거족이 있다. 첫째는 昌

平의 鄭氏이고, 둘째는 海南의 尹氏이고, 셋째는 南原의 崔氏이고, 넷째는 津의 林

氏이고, 다섯째는 羅州의 羅氏이다. 나씨는 지 은 쇠약해졌다고 한다.29)29)

보성은 비옥한 토지를, 화순은 만연사의 雪花紙를, 남평은 부채를, 창평은 

송강 정철의 후손을 지역의 명산품과 특징으로 꼽았다. 모두 �택리지�에서 다루

지 않은 내용이고, 각 지역의 명산품으로 조선 후기에 명성을 드날리던 물건이

다. 체로 지인이 아니면 자신있게 서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설화지는 강원

도 평강산이 최고로 알려졌으나 화순, 그 에서도 만연사에서 생산한 것을 기이

한 품질이라 하 다. 이는 황상의 말에서 처음 등장하는 정보로 매우 신뢰할 만

한 서술이다. 다음 장에서도 나오듯이 남원과 순창 지역이 가장 품질이 좋은 종

이가 생산되는 곳이므로 그 부근에 치한 만연사가 설화지 생산의 거 일 가능

성이 높다.  화순 성주암의 망과 남평 일 의 순박한 풍속, 그리고 호남의 5

 巨族을 제시한 것은 라도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한 정보이다. 

라도 지역 외에도 황상은 �택리지�에서 말하지 않은 참신한 지리정보를 첨

가하 다. 그 에는 황해도 지역을 총평한 다음 기사가 흥미롭다.

황해도 한 도를 통틀어 모두 흙산에 기이한 우리와 뾰족한 부리가 없다. 猪灘

( 성강 상류)의 강물은 게 혼탁하고 진흙이라 맑은 물과 빠른 여울이 없다. 따

라서 그 풍속은 완악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으며, 로부터 문장을 잘하거나 도덕이 

훌륭한 선비와 재능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기인이 없다.  비천한 백성들은 뻣뻣하

여 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이 까닭없이 수탈하면 비천한 백성들은 천 명이

고 백 명이고 무리를 이루어 감사나 비변사에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 일 때문에 죽더

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박하고 변하거나 속임이 없어 착한 풍속이라 아니

할 수 없다.30)30)

28) 의 책, 39장 “南平之摺疊扇, 名聞天下, 綾州․和 ․南平之間, 風俗亦淳, 皆可居處也. 

然自古無聞人名族.”

29) 의 책, 39장 “昌平鄭氏, 卽松江鄭澈之後也. 湖南之五大族, 一曰昌平之鄭, 二曰海南之尹, 

三曰南原之崔, 四曰 津之林, 五曰羅州之羅, 羅氏今衰弱云.”

30) 의 책, 11장 “黃海道通一道, 皆土山無奇峯 崿, 猪灘之水黃濁泥汚, 無淸流激湍. 以故其

俗多 鈍闒茸. 自古無文章道德之士, 茂才異等之人, 又其 民木强不畏官長, 官長或非理侵

, 民千百爲群, 赴訴於監司備局, 雖死無悔. 然朴直無變詐, 未嘗非善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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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論三｣ 제6칙에 실린 로 황해도 풍속을 총평하되 장단 을 함께 제시하

다. 이 내용은 다른 �택리지� 사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황해도 풍속을 보

는 황상의 시각이 담겨 있다. 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민의 태도는 황해도 사

람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 주목할 이고, 19세기 반 황해도에 한 타지 사람

의 평가를 인상 으로 보여 다. 황상은 ｢황해도｣에 실린 9칙의 기사에서도 �택

리지�에서 볼 수 없는 흥미로운 기사와 지리정보를 수록하여 이 지역에 한 깊

은 심을 보여주었다.

4. 황상의 창의성과 새로운 지리분석

황상은 �택리지� ｢복거론｣에 해당하는 ｢通論｣ 4개 항목에서 내용 체를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하 다. ｢通論一｣(地理)은 이 환의 을 재하는 수 에 불과

하나 나머지 ｢通論二｣(生理), ｢通論三｣(風俗), ｢通論四｣(泉石)는 부분 새 내용

으로 다시 썼다. 지리를 보는 이 환의 참신한 시각이 펼쳐진 ｢복거론｣의 주제

와 그 기 을 두고 황상은 상당히 다른 생각을 펼쳤다. 이 환의 을 그 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을 펼친 것에는 참신하고 창의 인 주 이 돋보여 주목

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生理를 다룬 부분부터 먼  살펴보면, ｢通論二｣(生理) 16칙은 체로 황상이 

새로 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 각지의 명산품을 주요 생산품에 

을 맞추어 품목별로 따로 서술하 다. 이 환은 ｢팔도론｣이나 ｢복거론․생리｣에

서 명산품을 지역의 서술에 녹여서 서술했으나 황상은 명산품을 따로 독립시켜 

품목별로 서술하 다. 이 환의 서술을 재정리한 수 이 아니라 창의  내용으

로 완 히 달라졌다는 에서 서술방법이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목별로 살펴보면, 2칙에서는 국 토질을 종한 볍씨 한 말당 수확량으로 

등 을 매겼고, 3칙은 2칙에 이어 국 토지의 수확량과 비옥도를 팔도별로 구

분하여 설명하 다. 5칙은 국의 木棉 작황과 명산지를 집 으로 서술하 고, 

6칙은 국 각지의 명품 베를 소개하 다. 7칙은 국 연  생산지를, 8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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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특산 과일과 기타 산물을, 9칙에서 16칙은 주요 거  포구와 시장을 정리하여 

소개하 다. 개요만 보더라도 이 환과는 근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8칙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 특징과 가치를 밝힌다.

靑山과 報恩의 천 그루 추, 榮川과 殷豐의 천 그루 감, 黃州와 鳳山의 천 그루 

배는 어느 것이나 나라 체의 명품이다. 호남 雲巖과 葛灘에서도 맛좋은 감이 생산

된다. 楊州의 南一園은 특히 밤으로 유명하다. ○ 全州 良田浦의 생강, 黃州의 地黃, 

安東과 禮安의 龍鬚草, 南原과 淳昌의 종이, 康津과 莞島의 黃漆, 濟州의 竹帽簷은 

어느 것이나 부자가 이익을 독 하는 물산이다.31)31)

추와 감, 배, 밤과 같은 과일, 그리고 생강과 지황, 용수 , 종이, 황칠, 제주

도의 竹帽簷[갓양]이 나오는 명산지를 정리하여 소개하 다. 그 에서 일부 산

물은 이 환이 소개하 으나 반 정도는 새로 넣은 산물이다. 산물과 명산지를 

새로 정리한  서술에서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것이 에 뜨

인다. 바로 은풍의 감과 양주 남일원의 밤이다. 재 은풍의 감은 殷豐蹲柹라는 

최상품 고가의 곶감으로 유명하다. 조선 후기에 은풍 시는 왕실 진상품이었으

나 일반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32)32)황상은 정약용으로부터 그에 한 정보를 

얻었음이 분명하다. 규장각에 근무할 때 정약용은 정조로부터 은풍 시를 받고 

사례의 시를 쓴 일이 있다.33)33) 

31) 의 책, 5장 “靑山․報恩千樹棗, 榮川․殷豐千樹柿, 黃州․鳳山千樹梨, 皆國中名品. 湖南

之雲巖․葛灘, 亦産佳柿. 楊州之南一園, 特以栗稱. ○全州良田浦之薑, 黃州之地黃, 安東․

禮安之龍鬚草, 南原․淳昌之紙, 康津․莞島之黃漆, 濟州竹帽簷, 皆富人榷利之物也.”

32) 남 사람인 趙普陽(1709~1788)의 �八友軒集� 권1, ｢先朝除豐基蹲柿歲貢歌｣에서 “東方

柿品稱南陽, 以近京師名獨擅. 閩中荔芰人不嘗, 柳州山水誰肯眄. 基州水柿古稱美, 萬顆秋

紅虬卵結. 待熟一吮沉痾痊, 冷比雪霜甘比蜜. 削去軟皮乾爲腊, 雙手按作龜黿蹲. 蔭之甕盎

生雪粉, 至精至好宜至 . 近臣卿宰不得味, 惟有土人能齕呑. 靈城何處得此味, 忘口餉君忠

愛敦. 龍團豈爲君謨罪, 建溪俄罷茗茶獻. 吾王不肯養口體, 聖德惟恐違常憲. 無煩擧觴酹伯

游, 交趾不錫生龍眼. 殷豐紅樹白石村, 蠲役家家秋務寬. 當門不見吏索急, 樹無勞官籍繁. 

村童里媼恣噉食, 爭 君王仁且廉. 擧一可能推百事, 祈天永命天實監.”이라 하여 은풍 시

의 맛과 진상 면제 사실을 밝힌 기록이 거의 유일하다.

33) ｢  내리는 밤 내각에 음식을 내리시어 삼가 은례를 기술하다(雪夜閣中賜饌, 恭述恩例)｣

에서 “은풍에서 올린 시 뽀얗게 서리 앉았고, 울산에서 나온 감복 환하게 자 비추네

(殷豐蹲柹潑霜厚, 蔚山甘鰒照字明.)”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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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남일원의 밤이다. 이 역시 정약용에게서 나온 정보임이 틀림없다. 남일

원은 지 의 남양주시 화도읍 남리의 지명으로 이곳 지명을 언 한 지식인은 

정약용이 거의 유일하다. 정약용은 ｢汕水 源記｣와 ｢汕行日記｣에서 이곳을 언

하 고, 앞의 에서 “남일원은 천 그루 밤나무 숲이 있으니 한 이름난 마을

이다.”라고 설명하 다.34)34)황상이 새롭게 쓴 지리정보가 일부 정약용으로부터 나

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팔도의 풍속을 다룬 ｢通論三｣은 7칙의 분량인데 여기서도 황상은 이 환과는 

다른 참신한 을 표출하거나 내용을 보완하 다. 그 에서 라도와 황해도, 

서북 양도의 풍속을 보는 새로운 시각은 이미 앞에서 설명, 분석하 다. 다른 지

역을 보는 시각도 새로워서 경상도 지역을 안동과 천 일 를 左上道로, 성주

와 진주 일 를 右下道로 구분하여 풍속을 검토한 도 참신하다. 

그 에서 경기도 지역의 풍속을 논한 목은 이 환의 생각을 토 로 새로운 

주장을 담았다. 이 환은 “서울 밖은 살 만한 땅이 다. 사 부로서 집이 가난

하고 세력을 잃어 三南 지역으로 내려간 자는 집안을 잘 보 해도 동쪽과 서쪽 

교외로 나간 자는 한미하고 쇠잔해져 한두 세 를 거치고 나면 品官이나 平民으

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35)
35)하여 경기지역의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

한 사정을 밝혔다. 황상도 이 에 동조하나 더 강하게 주장하여 경성에서 10

리밖을 벗어나면 풍속이 고루하고 비루하여 궁벽한 시골 마을의 분 기가 풍긴

다고 하 다. 문견이 트인 에서 경기지역이 먼 시골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여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을 ‘경기도 뜨기[京畿鄕闇]’라고 부른다고 했다.36)36) 

황상이 경기지역을 이 게 묘사한 것은 박제가의 향을 받았다. 박제가는 �북

학의� ｢농업과 잠업에 한 총론｣에서 “ 국은 서울과 지방의 구별이 없다. 양

34) 정약용, 앞의 책, 권22, ｢汕水 源記｣ “汕水又南流, 至水入村, 左過檗溪之水, 逕南一園․

孔達遷, 爲龍津. 至藍子洲, 南 于濕水. 檗溪在楚嶺之北, 三淵金公昌翕所嘗棲隱也, 泉石頗

佳. 南一園千樹栗, 亦名村也.”

35) 이 환, 앞의 책 “京城外 可居處. 士大夫家貧失勢下三南 , 能保有家世, 出郊 寒 凋殘, 

一二傳之後, 多夷爲品官平民矣.”

36) 황상, 앞의 책, 9장 “京城十里之外, 其俗皆固陋鄙野, 有窮村僻鄕之氣, 其疏通開朗, 反不如

遐方人物. 故人 之京畿鄕闇, 甚可異也. ( 략) 盖以京城之外, 凡近京之地, 其風氣物俗, 

甚不文明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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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 이남과 오 , 민월 지역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도 큰 도회지는 번화한 문물

이 황성보다 도리어 낫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성에서 몇 리만 밖으로 나가면 

풍속이 벌써 시골티가 물씬 난다.”라고37)
37)하여 文明都雅하지 못한 경기지역의 

실상을 비 했고, 그 향을 받아 정약용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38)38)정약용과 그 

제자들은 박제가의 �북학의�에 큰 향을 받았는데39)
39)경기지역을 보는 황상의 

시각에서 그 흔 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산수를 다룬 ｢通論四｣에는 4개 則이 있는데 모두 새로운 내용이다. 제1칙은 

사 부 자제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생리만을 기 으로 선택하는 것은 비루하

므로 산수의 기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제2칙은 강산이나 오 산, 태백산

과 소백산 사이는 산수는 좋아도 사람이 들어가 살기는 어렵다는 을 거론했

다. 제3칙은 산수가 좋은 곳을 사찰이 다 차지하고 있으나 단양 일 의 네 개 

고을은 그 지 않다고 하 고, 제4칙은 이름난 정승이나 명사가 선택한 거주지

가 실제로는 오래 거주할 수 없는 장소임을 거론하 다. 모두가 이 환이 말하

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데 그 에서 두 가지 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사 부 자제가 조정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산수 사이에서 소요하며 즐기

지도 못하면서 단지 농토만 탐내고 어염만을 유통하여 口腹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사람됨이 비루하지 않은가! 따라서 泉石이 빼어난 경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40)40)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는 泉石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그러나 집안을 이끌고 이곳으

로 들어간 이들은 반드시 남들로부터 난을 피해 들어간다고 손가락질을 당하여 청아

한 산수를 실컷 즐기기도 에 태로운 비방이 먼  세상에 퍼진다. 이 을  염

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41)41)

37) 박제가(안 회 역주), 2013 �완역정본 북학의�, 돌베개, 420면. 

38) 정약용은 ｢示二兒家戒｣(�여유당 서� 권18)에서 “中國文明成俗, 雖窮鄕遐陬, 不害其成聖

成賢. 我邦不然, 離都門數十里, 已是鴻荒世界, 矧遐遠哉!”라 하여 박제가의 논지를 다시 

확인하 다. 

39) 안 회, 2013 ｢楚亭 사상의 성립 배경과 그 향｣ �楚亭朴齊家硏究�, 사람의무늬, 21-108면. 

40) 황상, 앞의 책, 12장 “然士大夫子弟, 旣不能進取朝廷, 又不能消搖自樂於山水之間, 徒欲貪

土壤, 通魚鹽, 以圖口腹之利, 不亦鄙哉其人乎? 故泉石之勝, 不可不顧也.”

41) 의 책, 12장 “太白․ 白之間, 泉石絶勝, 然絜家入此中 , 人必目之爲避難, 淸賞未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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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가 아름다운 주거지를 선택하는 두 가지 태도를 거론하 다. 하나는 경제

 이득만을 우선시하는 비루한 짓을 사 부가 해서는 안 되므로 산수 경치를 

고려한 주거지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산수가 아름다운 곳을 선택

하더라도 이른바 避藏處로 공인된 곳은 피하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남들의 에

는 산수를 선택한 이주로 보지 않고 쟁의 험을 피해 도피하는 이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택리지�나 �정

감록� 등에서 란을 피할 지로 거론한 지역으로 끊임없이 몰려간 상의 폐

해를 우려한 취지에서 나왔다. 

산수를 시한 이와 같은 논의는 황상 본인이 산가생활을 통해 아름다운 정원

을 꾸미며 살아가는 삶을 선호한 기호와 련된다.42)42)다만 산수에 한 황상의 

과 새로운 내용은 지 은 사라지고 없는 ‘擇里志卷之二’에 거 실려있을 것

으로 추정하며, 더 풍부한 사실은 나 에 발굴될 문헌으로 미룬다. 

5. 정약용 지리학의 향과 치원본 �택리지�의 역사  가치

황상이 �택리지�를 증보하면서 스승인 정약용으로부터 향을 받았을 가능성

은 굳이 언 할 필요조차 없다. 앞에서 황상이 �택리지�의 본래 내용에 덧붙여 

창의 으로 설명한 내용 가운데 지 않은 과 정보가 정약용으로부터 나왔

음을 밝힌 데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특히, 은풍의 감과 양주 남일원의 밤을 

채택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으로 남일원의 밤은 국  지명도가 떨

어지는 품목인데도 국  명산물의 목록에 올린 것은 스승의 생각을 맹목 으

로 따른 의가 있다. 

그밖에도 정약용의 향은 편에 걸쳐 있는데 다음에 사례 세 가지를 들어 

사승 계와 �택리지� 이해의 깊이를 살펴본다. 먼  어휘의 선택에서부터 깊은 

危謗先播, 此又不可以不念也.”

42) 정민, 2011 ｢황상의 일속산방 경 과 산가 생활｣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641-681

면; 구사회, 2012 ｢황상의 산거 생활과 시  형상화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0, 3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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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계가 드러난다. 이 환은 호서 지역의 명가를 거론하며 尼山의 尹氏를 거

론하 다. 지 의 논산시 노성면 일 의 옛 지명인 尼山은 제22  임  正祖의 

어명이 이산(李祘)이었기에 世孫에 해진 이후로 尼城으로 개칭하 다가 그 발

음을 ‘이성’으로 변경한 1800년 이후 다시 魯城으로 변경하 다.43)43)황상도 이산

을 쓰지 못하고 “이잠(尼岑)은 윤씨의 고을이다”라고44)
44)하여 어명을 기휘하여 

‘이잠(尼岑)’이라 썼다. 다수의 사본에서 ‘이성(尼城)’ 는 ‘노성(魯城)’이라 쓴 

것과는 다르다. 아무도 이산을 이잠이라 쓰지 않았다. 오로지 정약용만이 시 ｢尼

岑道中｣의 제목과 ｢本朝羣臣賀得孔子遺像, 奉安闕里祠｣의 ‘遂於尼岑縣東, 爰奉闕

里祠內’, ｢跋擇里志｣의 ‘尼岑尹氏’에서 이산을 이잠으로 썼다. 일반  어휘를 쓰

지 않고 정약용의 독특한 어휘를 선택한 것은 사승 계의 깊이를 표 한다.

둘째로 경기도 양근  미원 의 평가를 둘러싼 논쟁을 꼽을 수 있다. 미원

은 지 의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용문산 북쪽에 치한다. 迷元

莊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고려 공민왕 때 王師 太古普雨의 雪庵이 있어서 그의 

세로 한때 이 설치되기까지 했다.45)45)이후 이곳은 숨어 살며 몸을 보 할 수 

있는 길지이자46)
46)살기 좋은 명당으로 알려져 여러 사람이 호평하 다. 徐有榘

(1764~1845)는 � 화경독기�를 인용하여 양평 일 의 토박이들이 살기 좋은 명

당으로 첫째를 龍津, 둘째를 古邑, 셋째를 迷原으로 꼽는다고 말했다.47)47)정약용

은 �택리지� 발문에서 “한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오직 여주의 白厓와 충주

의 木溪가 터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강 연안에 있는 춘천의 泉浦와 楊根의 

迷源이 더 뛰어나다.”라고48)
48)하여 미원 을 호평하 다. 정약용은  ｢薇源隱士

43) 안 회, 2010 ｢正祖 御諱의 개정: ‘이산’과 ‘이성’: �규장 운�의 편찬과 련하여｣ �한국

문화� 52, 95-121면.

44) 황상, 앞의 책, 10장 “尼岑爲尹氏之鄕.”

45) �고려사 요� 권26, 공민왕 1, 1356년 기사 “普愚, 卽普虛, 寓廣州管內迷元莊, 白王陞迷元

爲縣, 置監務. 主號令, 監務但進 而已.”

46) 편자미상, 1923 �鄭鑑 � ｢鑑訣｣ ‘避藏處’, 한성도서주식회사, 19면 “楊根 雪村治北四十

里, 入自迷源, 爲深深處.”

47) 徐有榘, �林園十六志� 권108, ｢相宅志｣ ‘名基條開’ “土人數境內名基, 曰一龍津, 二古邑, 三

迷原云.” 

48) 정약용, 앞의 책 ｢跋擇里志｣ “遵洌水以上, 唯驪州白厓․忠州木溪稱善. 然北江之濱, 如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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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라는 장편시를 써서 그곳에 묻  사는 은사 沈氏의 삶을 선망의 시선으로 

묘사하 다. 미원 이 살기 좋은 주거지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원 에 호평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감록�에 실린 ｢杜師聰秘訣｣

에서 미원  일 가 깊고 궁벽하여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만 鬼脈에 劫氣라 살지 

못할 곳이라고 평가하 다.49)49)이 비결은 정확한 연 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주장과 연 가 정확한 것은 �택리지�이다. 이 환은 미원 을 두고 본격 으로 

부정  평가를 내렸다. �택리지�에서는 미원 이 靜菴 趙光祖가 호평한 곳이자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  살펴본 결과 “산 이 조  넓게 트여 있

기는 해도 땅이 벌써 깊고 막힌 데다 기운도 스산하고 추우며, 사방의 산이 우아

하지 못하고, 앞에 시냇물이 무 울며 흘러서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50)
50) 

평가하 다. 이 환의 평가는 이후 이 지역을 보는 기 이 되었다. 하나의 사

례로 成海應(1760~1839)은 �名塢志�에서 미원 을 명당으로 꼽은 뒤 �택리지�

의 지 을 수용하 다. 다만 수목이 풍부하여 토박이들이 나무에 생계를 의지해 

땔나무 상인이 많다고 보충하 다.51)51)

미원 은 강진에 사는 황상이 심을 기울이거나 잘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니

다. 황상이 심을 가졌다면 정약용의 심이 옮겨간 것이다. 실제로 황상은 앞

서 언 한 이 환의 지역 평가를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필사하고 난 뒤 ○ 

표시를 하고서 다음과 같은 정약용의 말을 직  인용하 다.

川之泉浦、楊根之迷源更勝也.”

49) �鄭鑑 �, 앞의 책, ‘杜師聰秘訣’, 19면 “楊根龍門山維楊之山內, 無三眼之巧 , 尙深僻, 

以此爭居. 龍門之氣, 脫於三角, 恐是虛花四穴, 山內之勢, 反而抛拽, 必是鬼脈劫氣, 有知君

子, 不待吾 而知之, 愼哉愼哉!” 避藏處로서 미원 의 풍수를 다룬 최원석, 2018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 한길사, 326-328면이 참고가 된다. 

50) 이 환, 앞의 책, 192면 “楊根龍門山北有迷遠村, 昔趙靜菴光祖, 愛山水, 欲卜居. 余嘗見之

矣, 山中雖 恢拓, 地旣深阻, 氣亦凄寒, 四山不雅, 前溪太咽, 非 土也.” 황상은 “余嘗見之

矣, 山中”을 “然迷源在亂山之中”이라 수정하 다.

51)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권64, ｢名塢志｣(한국문집총간 278) “在楊根郡北四十一里, 龍

門山北, 故時縣也. 靜菴趙先生愛其山水, 欲卜居. 然地旣深阻, 氣亦凄寒, 稼穡易歉. 但饒樹

木, 土人賴之, 故多柴商. 間爲南東岡彦經所居, 後孫世守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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籜翁이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세상에서는 미원 을 桃源과 같아서 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병자년 龍骨大가 침략했을 때 都元帥가 군사를 데리고 미원

에 주둔하여 동북쪽 여러 도에서 오는 勤王兵을 기다렸다. 따라서 미원 에는 

로부터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장해두었으니 개 군수물자이다. 어떻게 병란을 

피할 땅이라 할 수 있으랴!52)52)

<그림 4> 양근군의 미원 , �廣輿圖�, 

규장각 소장. 북한강 으로 산 에 

들어앉은 미원창이 표시되었다.

<그림 5> 치원본 �택리지�, 14장, ｢경기｣ 

제3則. 3개 단락  두 개 단락은 일반 

�택리지�와 유사하고, 세 번째는 정약용의 

주장을 인용하 다. 

황상은 스승인 籜翁 정약용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원 의 입지를 부정하 다. 

정약용은 병자호란 때 도원수가 주둔했고, 거기에 있는 미원창은 군량미의 성격

을 지녔다는 역사  사실을 거론하여 란을 피해 숨을 곳으로 알려진 미원 이 

거꾸로 란에 취약한 곳임을 입증하 다. 정약용은  ｢汕水 源記｣에서도 이 

52) 황상, 앞의 책, 14장 “籜翁云: 世以迷源 如桃源, 可以避亂, 然丙子龍骨大之難, 都元帥擁

兵箚駐於迷源, 以待東北諸道勤王之兵, 故迷源自古設倉儲粟, 盖軍 也. 何足爲避兵之地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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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 역사를 설명하고 임진왜란 때에도 군이 주둔하여 의 을 피했음

을 거론하 다.53)53)이런 역사  사실은 정약용 외에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정약용의 거주지인 두물머리는 미원 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에서 설명한 내용을 볼 때 정약용이 �택리지� 발문에서 말한 호평과 치원본 

�택리지�에서 말한 악평은 상반된다. 상반된 주장의 의미는 이른바 避藏處로 꼽

힌 장소가 지닌 허구성을 미원 이라는 한 장소로 드러내고는 있으나 그 다고 

미원 이 살기 나쁜 지역은 아니라고 단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황상은 미원

에 한 정약용의 말을 근거로 미원 의 입지를 부정한 이 환의 주장을 옹호

하 다. 황상이 정약용의 지리에 한 단을 얼마나 시하 는지를 분명히 보

여 다.

셋째로 철원의 지리를 서술한 내용을 살펴본다. 이 환이 철원 일 를 묘사한 

목은 략 세 가지 내용으로 1) 춘천에서 모진강 서쪽에 있는 일곱 개 고을의 

하나로 철원을 거론하 고, 2) 철원은 泰 이 도읍한 곳으로 弓裔의 역사를 서

술하 으며, 3) 도회지의 성격과 답, 산수의 특징을 서술하 다.54)54)황상은 강

원도 7칙에서 이 환의 문장을 조 씩 바꾸기는 했으나 체로 따랐다. 가장 큰 

차이는 두 번째 기사에서 철원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 완 히 지리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교체하 다. 다음에 인용한다.

그 가운데 철원부는 바로 弓裔의 옛 도읍이다. 궁  시 에 국호를 泰 이라 했는

데 태 은 帶方의 變音이다(원주: 소리가 서로 가깝다). 두 강물 사이에 치하니 

그  하나는 분수령(원주: 안변의 경계이다)에서 동쪽으로 흘러 철원 북쪽을 지나

53) 정약용, 앞의 책, 권22, ｢汕水 源記｣에서 迷源古縣을 설명하면서 “萬曆壬辰倭寇之時, 官

軍據迷源倉, 以避鋒.”이라 하고 있다.

54) 그 내용을 원문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自春川渡江而西, 有楊口․金化․金城․

鐵原․平康․安峽․伊川七邑, 皆在京畿之北․黃海之東.” 2) “其中鐵原府爲泰 王弓裔所

都. 弓裔 , 新羅王子, 無賴, 長爲賊於竹山․安城之間, 據有高句麗․穢貊之地, 自稱王, 

以殘虐爲其下所逐, 而王太祖遂爲群下推戴, 是高麗之驅除耳.” 3) “邑雖隷江原, 卽野邑, 西

京畿長湍接壤. 土雖瘠, 大野孱山平濶明朗, 在二江內, 亦峽中一都 也. 然野中水深而黑

石如虫蝕, 是可訝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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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하나는 五神山(원주: 에 있다)으로부터 와서 철원 남쪽(원주: 바로 체천

이다)을 흘러 지나가는데 모두 연천 서쪽에서 만난다. 이것이 철원의 襟帶이다.55)55) 

인용문 맨 앞에 나오는 “그 가운데 철원부는 바로 弓裔의 옛 도읍이다”라는 

진술은 이 환이 한 말이다. 나머지 내용은 �택리지� 사본 어디에도 나오지 않

는다. 철원을 馬龍水와 砌川 두 강물 사이에 치했다는 지리  환경으로 설명

하고, 그 근거의 하나로 泰 이란 國號가 帶方의 變音이라는 것에서 찾았다. 이 

해석은 학계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그야말로 독특한 견해이고, 그리고 그것은 황

상 자신의 독자  해석이 아니고 정약용의 해석이다. 사실 이 인용문은 정약용

이 한반도 북방의 水系를 고증한 술 �大東水經�에서 砌川을 설명한 목의 내

용을 그 로 재하 다.56)56)황상은 미원 의 사례처럼 “籜翁이 다음과 같이 말

하 다(籜翁云)”라는 인용 표시를 했어야 했다. 

에서 살펴본 미원 과 철원의 사례를 볼 때 치원본 �택리지�는 정약용으로

부터 지 한 향을 받아 만들어진 책이다. 하지만 라도 지역에 한 황상의 

지식과 단을 비롯하여 황산만의 시각이 곳곳에서 표 된 을 무시할 수 없

다. 치원본 �택리지�는 이 환과 황상, 그리고 정약용이 국토지리를 보는 시각과 

참신한 정보와 지식을 버무려 서술한 술로 세 사람의 지리 을 선명하게 드러

낸 흥미로운 술임이 분명하다. 

55) 황상, 앞의 책, 43장 “其中鐵原府, 卽弓裔之故都也. 弓裔之時, 國號曰泰 . 泰 , 帶方之

變音也(原註: 聲相近). 處二水之間, 其一自分水嶺(原註: 安邊界)之東流, 過鐵原之北, 其

一自五神山(原註: 在金)而來, 流過鐵原之南(原註: 卽砌川), 皆 於漣川之西, 此鐵原之襟

帶也.”

56) 정약용, �大東水經�(2012 �정본여유당 서� 33, 다산학술문화재단, 사암) 권4, ｢浿水三｣ 

“李重煥云：‘鐵原府卽弓裔之故都也.’ 弓裔國號曰泰 , 泰 , 帶方之變音也. 處二水之間, 

其一自分水嶺而西流, 過鐵原之北(원주: 馬龍水也, 出分水嶺南霜峴), 其一自五神山而西流, 

過鐵原之南(원주: 砌水也), 皆 於漣川之西, 此鐵原之襟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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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이 논문에서 황상이 1860년 에 편찬한 치원본 �택리지�를 매우 요한 인문

지리서의 하나로 학계에 새롭게 소개하 다. 19세기 반에 술된 새로운 지리

서 한 종을 추가한 역사  의미가 있다. 치원본은 단순한 필사본이 아니라 �택

리지�를 필사자의 주 에 따라 재편집하고 증보한 술이다. 따라서 �택리지�의 

이본이 아니라 개정 으로 보아야 하고,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새로운 술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택리지� 술 이후 백여 년이 흐른 뒤의 새로운 지리정보

가 반 되었고, 라도 향  지식인이 바라본 이 추가되었으며, 정약용의 지

리 과 지식이 큰 향을 끼친 술이라는 에서 �택리지�의 이해에 매우 요

할 뿐만 아니라 19세기 반의 인문지리학과 다산학단 지리학을 이해하는 데에

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철원을 서술한 사례에서 보듯이 황상은 역사나 야담 등을 지리서술에 반 하

는 태도를 배제하 다. 그것은 �택리지�를 이용하는 일군의 학자가 견지한 태도

의 하나 다. 가장 앞서는 것이 홍 인의 �사 부가거처�이고, 이어서 유 림의 

�동국산수록�이 큰 향을 끼쳤고, 이어서 서유구의 �상택지�에서 그 자세를 견

지하 는데 황상 역시 마찬가지 다. 지리 서술에 역사  사실이나 지역 설을 

포함하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문화지리를 

시한 이 환의 을 이해하지 못하 거나 무시한 태도이다. 

아쉬운 은 재 ‘擇里志卷之二’가 하지 않아 ｢복거론․산수｣를 수록한 내

용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앞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추정하면, 사라진 내용 역

시 볼만할 것이 많을 것이다. 

주제어 : 李重煥, 黃裳, �擇里志�, 巵園本, �東國山水 �, 丁若鏞

투고일(2018. 10. 8),  심사시작일(2018. 10. 18),  심사완료일(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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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ons and Additions to Taengniji by Chiwon Hwang Sang

57)Ahn, Daehoe *

This paper discovered and analyzed the version of Taengniji transcribed by Chiwon 

Hwang Sang (1788–1870) in the 1860s. Known as the Chiwon edition, the book is 

more of a revised edition rather than a transcribed version. Chiwon edited the content of 

Lee Jung-hwan’s Taengniji according to his views and interpretation. More than one-third 

of the Chiwon edition is not found in the original work. Only one out of the two 

volumes has been discovered. 

The Chiwon edition reflects new geographical information from the period after the 

publication of Lee Jung-hwan’s Taengniji, and added his views as an intellectual living 

in a village of Jeolla Province. He was highly influenced by his master, Jeong 

Yak-yong, in terms of geographical understanding and knowledge. In addition, under the 

influence of Yu Jung-rim’s Dongguksansurok, he reorganized the chapters, narratives, and 

structure. Based on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Taengniji, he re-evaluated the northwest 

area of Jeolla Province, added vast amounts of regional information, and assessed regions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at of Lee Jung-hwan. The Chiwon edition, which 

contains Hwang Sang’s original views and new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 fresh 

addition to 19th century human geography. Another point to note is that Chiwon’s views 

are rooted in the teachings of the Dasan School, led by his master Jeong Yak-yong.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lies in discovering and introducing the Chiwon edition, 

which serves as an important work of human geography from the mid-19th centur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mid-19th century human geography, the 

propagation and influence of Taengniji, and the Dasan School’s study of geography. 

Key Words : Lee Jung-hwan, Hwang Sang, Taengniji, the Chiwon edition, Yu 

Jung-rim’s Dongguksansurok, Jeong Yak-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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