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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록: 정조 에 �해동여지통재� 60권이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당 에 제작된 실물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조 에 제작된 읍지들이 많지만, �해동여지통재�로 명명된 원본 형태의 

읍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 에서는 정조 의 기록들을 이용하여 �해동여지통재

�로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상정하고, 읍지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혹은 목차구성의 유사성을 통하

여 추정하여 보았다. 

정조 에 작성된 읍지  라도의 읍지들을 주 상으로 삼아 내용상  �해동여지통재�로 추

정되는 것들을 찾으려 하 다. 그 에서는 정조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읍지들이 있었

다. 그리고 후 에 다시 베껴서 재작성한 것들도 있음을 확인하 다. 

�해동여지통재�의 계열에 속하는 것은 이  읍지인 �여지도서�에 비해 통치와 련한 항목을 

새롭게 설정하 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 한 것  하

나로 樓亭 조는 련된 문학작품들을 보다 구체 으로 싣고 있어서 �여지도서�와 다른 모습을 

모여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정조가 지리지 제작과정에서 일이 제 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 듯이, �해동여지통재�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에는 �여지도서�를 그 로 

베끼거나 혹은 이 의 내용에 새로운 항목을 더하는 정도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동여지통재�는 이후의 읍지에도 향을 미쳤으며, 순조 에 작성된 읍지  경상도의 것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 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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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향을 받았다. 그리고 읍지 상송령에 의하여 1894년 이후 혹은 1899년 이후에 작성된 

것 에는 �해동여지통재�를 필사한 흔 들이 남아 있다. 이것들은 정조후반에서 순조 에 이르

는 시기에 작성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에서는 �해동여지통재�에 한 좀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재 남아 있는 

읍지들 에서도 �해동여지통재�의 원본 내지 그 흔 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측

면을 언 하려 하 으며, 구체 인 들을 제시하 다.

핵심어 : 해동여지통재, 해동읍지, 정조, 홍재 서, 라도읍지 

1. 서론

조선시 에는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신정(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과 같은 통합 인 지리서를 만들기 한 노력들이 

지속되었다. 이들 지리서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는 주요한 자료로 자연지리

인 내용과 인문지리 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궁극 으로는 국가의 통치 자료로 

이용되었다. 

각각의 지리서들이 작성된 배경은 달랐다. 지리서들이 제작된 시기와 당 의 정

치 인 과제 혹은 시 인 해결과제에 따라 조사항목들이 달랐다. 이는 지리서들

의 내용구성을 다르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지리지로 이

의 것들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서도, 정조 에 제작되었다가 완결을 보

지 못한 �해동여지통재�가 있다.

재까지도 �해동여지통재�는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 

한 흔 을 찾으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용 악은 물론 분석하려는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면 정조 에 �해동여지통재�에 해당하는 지리서로 지목될 만한 것들을 찾

아볼 필요가 있다. 실물 내지 그에 근사한 것을 찾아내어 �해동여지통재�에 한 

원형을 복구하기 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련된 읍지들을 추 함으로

써 그에 한 복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 으로 도서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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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의 조를 통하여 정조가 제작하려한 모습에 근함으로써 그가 왜 국 인 

규모의 지리지를 제작하려 하 는가에 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정조가 지리서를 작성하려 한 정치 인 의도와 함께 그 지리서가 어떠

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상호연계 계를 살핌으로써 당시의 해결해야할 

시  과제는 무엇인지에 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조가 지방에 

하여 어떠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는지에 하여서도 살펴 으로써 당시의 지방에 

내재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인 문제 은 무엇인지를 다시 짚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해동여지통재�가 정조의 통치의 방향을 살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

는 자료이며, 정조 이후 지리지를 만드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단되고 있으나, 재까지 �해동여지통재�에 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1)1) 

이 은 이러한 문제들에 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동여지통재�가 과연 재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하 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 제작되었으며, 재 남아 있

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해동여지통재�의 제작의도

정조가 �해동여지통재�를 만들려고 한 의도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혹은 �일성록� 과 같은 日記類에서는 직 으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들 기록

에서는 단지 �해동여지통재�를 만들기 해 노력한 모습을 행간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정도이다.
2)2) 

앞서의 일기류들에서는 �해동여지통재�라는 구체 인 명칭을 찾아볼 수 없으나, 

1) 정조의 지리지 편찬에 하여 의미를 부여한 논문으로는 배우성, 1996 ｢18세기 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85(지학사)를 들 수 있다.

2) �일성록� 순조 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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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지리지를 간행하기 한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사

들과 정조가 읍지를 간행하려는 노력이 �해동여지통재�와의 연계되었음을 추 해

보고 그에 한 의미도 찾아보려 한다. 

우선 지리지 편찬과 련하여 정조의 심이 어떠하 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조는 1781년(정조 5)에 악․형정․의장․문물과 련하여 �文獻備 �를 살펴

보던 에 빠지거나 간략한 것이 많았음을 지 하면서 �輿地勝覽� 에 �海東邑誌�

를 첨부하고, 10여 部를 印出해서 各司에 분치하는 것도 매우 좋겠다고 하 다.
3)

3) 

�文獻備 �는 지리지 인 내용을 담고 있는 ｢輿地 ｣를 포함하고 있으며, �輿地勝

覽�은 본격 인 지리지 다. 정조의 언 은 그가 이미 지리지에 해 큰 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1789년(정조 13)에는 정조가 본격 으로 지리지를 제작하려는 마음을 굳히고 

구체 으로 그와 련한 의견들을 구하 다. 우선 그해 2월 1일에 계문신들에게 

課試를 치르면서 書題로 “燕 禮東賢秦議輿地勝覽”을 제시하고 序의 형식으로 답

안을 작성하도록 하 으며, 3월 28일에는 낙 하 다.
4)

4)몇 달 후인 윤 5월 1일에

도 계문신들에게 親試를 하면서, 策問의 제목으로 ‘墜勢’를 제시하 다. 정조는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名物을 學을 가장 못하는데, 하는 지리서가 ‘勝覽’이나 

‘備 ’ 1~2 종 밖에 없으니, 經世와 博聞하는데 도움이 있겠는가?”라고 묻고, 直閣 

李晚秀․檢校待敎 尹行任․前承旨 李家煥․李書九에게도 윤5월 3일까지 즉 3일 

내에 집에서 이에 답하는 을 작성하여 내도록 하 다.
5)5) 

3) �정조실록� 정조 5년 6월 병술(15일), “敎曰, 禮 ․刑政․ 章․文物, 卽有國所重. 酌古參

今, 彙成一統, 爲時王之制爲好. 今觀 �文獻備 �, 率多闕略. �輿地勝覽� 中, 添附�海東邑誌�, 

亦不可已矣.”; �승정원일기� 정조 5년 6월 15일(병술), “大抵禮 ․刑政․ 章․文物, 自

是有國之重典, 而卽令增古刪今, 備成一統, 以爲時王之制, 好矣. 今觀�文獻備 �, 率多闕略. �輿

地勝覽�中, 添附�海東邑誌�, 印出十餘部, 分置各司, 亦甚宜矣.”  

4)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3월 28일 기유, “去二月朔抄啓文臣課試, 書題望序燕 禮東賢秦

議輿地勝覽, 首望落點.”

5)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윤 5월 1일 병술, “獨我東儒 疎於名物之學, 所傳地理書, 不

過勝覽․備 一二種而已. 此豈足爲經世博聞之一助乎.”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윤 5월 

9일 갑오조에는 이만수와 윤행임이 지은 답안과 그에 한 정조의 수  원임내각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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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정조가 계문신뿐만 아니라 규장각 각신들에게도 책문을 제

출하도록 하여 읍지의 제작과 련하여 주변으로 부터 의견을 모으고 책을 강구

하려는 의도가 담은 것이었으며, 한 이 에 비해 지리지 제작에 하여 보다 구

체 으로 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조가 8도 읍지를 제작하여 올리도록 명을 내렸고, 그와 련하여 새로운 읍지

를 제작하기 한 방안을 찾기 한 것이며 문제 을 찾기 한 것이기도 했다. 

규장각 각신들에게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直閣 李晩秀가 정조의 물음에 답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살필 수 있다. 8도의 읍지를 만들어서 올리

라는 명이 내려졌지만, 군읍의 이서들이 어리석고 게을러서 그들이 작성하여 올린 

것이 옛날에 작성한 本을 그 로 따르고 있어서 잘못된 것이 많고, 지도를 살펴

서 지역을 비교해보면 마치 다른 지역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 다.
6)

6)읍지를 제작

하기 한 기본 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수집된 자료들이 많은 문제 들

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와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할 방도를 구하려 했

던 것이다. 

그리고 1달 후인 6월에 정조는 奎章閣에 �輿地勝覽�을 ‘續成’하라고 명을 내리

면서 여러 문신들에게 각도의 읍지를 모으는 일을 분담시켰으며, 校書館에서 편찬

하도록 하 다.
7)

7)그리고 �여지승람� 의 편찬사업과 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

력을 지원하도록 하 다. 鄭恒齡의 아들 鄭元林의 처럼 校正에 참여하도록 군직

을 주고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 다.
8)8)

정조 5년에 이미 �輿地勝覽� 에 �海東邑誌�를 첨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

들의 평이 함께 실려 있다. 

6)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윤 5월 9일

7) �정조실록� 정조 13년 6월 경오(16일), “命奎章閣續成�輿地勝覽�. 分授諸文臣裒取諸道邑誌, 

編纂於芸閣, 竟未成.” (이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의 원문 인용은 국사편찬

원회 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함)

8) �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병술(2일), “今因�輿地勝覽� 事思之, 故司諫鄭恒齡子元林, 家庭

之學, 素有工程, 曾所稔聞. 以白徒不可參聞於校正之役, 令該曹先付軍職, 初仕調用.” 仍命  

�勝覽�編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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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제 �輿地勝覽�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과 련하여 종합해보면, 정조는 �文獻備 �와 �輿地勝

覽�을 이미 검토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그가 �海東邑誌�를 첨부하는 작업

을 언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 제작과정을 �해동여지통재�의 제작과 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文獻備 �는 �東國文獻備 �를 지칭하는 것으로, ｢輿地 ｣을 포함하여 내

용상 地理誌로서의 성격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文獻備 �의 내용서술 

 체제에 해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文獻備 �는 이미 1770년( 조 46)에 완

성되었으나, 짧은 시일에 이루어져 잘못된 곳이나 빠진 것이 지 않다는 것이었

다. 1782년(정조 6)에 정조는 李萬運에게 담하여 �文獻備 �를 修補토록 하 다. 

9년 후인 1790년에 �文獻備 �를 수보하는 작업이 우선 일단락되었으나 그 결과물

은 간행되지 못하 다. 

정조는 1796년에 이만운을 특별히 오 장에 임명하여 증보작업을 계속하게 하

고, 서명응의 손자이면서 서호수의 아들인 徐有榘가 참여토록 하 다. 그러나 이

만운은 참여한 지 1년 만에 사망하 으며, 그의 사후에는 아들인 이유 (李儒駿)

이 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하 다.
9)

9)이 책에서 증보된 것은 物異․宮室․王系․氏

族․朝聘․諡號․藝文 등 7개의 로서, 이를 더하면 총 20고 146권으로 �增訂東

國文獻備 � 혹은 �增補東國文獻備 �로 불리었지만, 이 한 끝내 간행되지는 못

하 다. 

앞서 언 된 �輿地勝覽�은 1481년(성종 12)에 盧思愼‚ 姜希孟‚ 梁誠之 등이 왕

명을 받아 완성․편찬한 �東國輿地勝覽�을 1530년( 종 25)에 종이 李荇‚ 尹殷

輔‚ 申公濟‚ 洪彦弼‚ 李思鈞 등에게 명하여 수하게 하여 완성한 우리나라의 지리

서다. 내용은 八道總圖를 앞머리에 제시한 후, 각 道마다 해당 도의 全圖를 제시하

고 시  순으로 변천과정을 기술하고 官員을 기재한 후, 다시 牧․郡․縣으로 나

어 建置沿革,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産, 烽燧, 樓亭, 學校, 驛院, 

9) �內閣日曆� 순조 8년 무진 5월 30일(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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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亭, 祠廟, 古蹟, 名宦, 人物, 寓居, 孝子, 烈女, 題詠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후에 增補된 것은 ｢新增｣이라 밝히고 있다. 

�輿地勝覽� 외에도 정조 의 지리지를 언 하려면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조 (1757년, 조 33∼1765년, 조 41)에 제작된 �輿地圖書�이다. 이는 여지도

(輿地圖)와 지리서(地理書)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서명이 부여된 것으로, 오랫동

안 이용되던 �輿地勝覽�의 내용을 改修하거나 혹은 그것을 승계한다는 의미도 담

긴 것이었다. �輿地勝覽�이 편찬된 지 270여년이 지나, 그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에서 나타난 변동된 내용들이 제 로 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찬에 한 필요성

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7세기에서 18세기 엽에 이르는 동안 토지의 개

간  양 사업의 시행과 그에 따른 수세지의 확 , 동법의 시행  균역법의 

시행 등 사회경제 인 제도의 변동과 함께 군사제도의 변화  지방사회 편제의 

변화  상업유통망의 변화 등과 같이 사회 방에 걸쳐 나타난 큰 변화들을 제

로 반 한 지리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 에 이르면 새로운 형태의 지리서를 

작성할 필요성은 매우 컸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輿地圖書�에는 坊里․堤堰․道

路․田結․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軍兵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조 에 이루어진 지리지에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 던 것 같다. 

정조는 앞선 시 의 작업을 드러내놓고 비 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보았듯이 �文獻

備 � 에 빠지거나 간략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輿地勝覽�에 �海東邑誌�를 첨부

하라고 하 다.
10)

10)이때에 언 된 �海東邑誌�는 �여지도서�와의 연 성이 매우 높

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조가 조 에 제작된 �輿地圖書�를 직 으로 거

론하지 않고, �海東邑誌�라고 표 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지리지

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조 에 지리지의 편찬에 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조의 언행과 활동을 날마다 

기록한 일기류나 앙 청에서 국가의 일을 처리한 내용을 기록한 등록류에도 �해

동여지통재�라는 읍지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의 기록과 함께 �해동여

10) �정조실록� 정조 5년 6월 병술(15일); �승정원일기� 정조 5년 6월 15일(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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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통재�가 간행되었다고 추측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기록들로만 채워져 있

을 뿐 구체 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은 �해동여지통재�의 사업이 끝을 보지 못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정조의 언행과 활동을 날마다 기록한 일기류 혹은 등록류에는 구체 인 

내용들을 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11) 

다행히도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 권184 ｢羣書標記｣ 6 命撰 2에 �해동여지통

재�에 한 언 이 실려 있어서 그의 의도를 살필 수 있다. �홍재 서�는 1814년

(순조 14)에 편집된 것으로, ‘海東輿地通載’라는 조항에서 제작에 따른 내용구성 

 편집을 기획하게 된 의도에 하여 자세히 하고 있다. 

정조가 이 책을 편찬하려고 계획한 것은 1788년(정조 12)이었다. 1799년(정조 

23)에 60권 정도의 사본이 편찬되었으나, 내용이 무 방 하여 원고를 끝내 완성

하지 못하 다. 정조는 그에 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우선 �해동여지통재�을 짓

게 된 시말을 기록해둔다고 하 다.

정조가 스스로 무 양이 방 하여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 다고 고백할 정도로, 

�해동여지통재�를 편찬하기 해 각 지역에서 수집한 읍지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

인가가 문제 다. 정조는 그에 하여 우선 �해동여지통재�의 구성에 하여 언

하 다.

첫째, 정조는 京都를 심으로 서술하 지만, 4都에 한 서술에서는 화성에 보

다 큰 비 을 두려고 하 다. 정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뒷받침해  만한 

국의 지리서를 이용하려 하 다. �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의 체제를 크게 무

뜨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지리지와 다른 형태의 지리지를 계획하여 자신의 의도

를 반 하려고 한 것이다. 

11) 李圭景은 정조 에 편찬된 읍지에 하여 “�동국팔도군읍지지(東國八道郡邑地誌)�는 정

조(正祖) 때에 팔도 군 (八道郡縣)에 명하여 편찬해 올리게 한 것”(�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4 經史雜類 “其他典籍 志地辨證說”)이라고 하 는데, 이것과 �해동여지통재�와의 

연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규경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李德懋가 �해동여지통재�직  

작업에 참여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언 이 없다면 이는 동일한 책에 하여 

다른 서명으로 알고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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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8도의 서술차례를 정하고 구체 인 항목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 으로 

서술하려 하 다. 8도의 서술차례는 �여지도서�와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 

한 문학보다 사실에 을 두려고 하 다. 

3. �해동여지통재�의 제작과정

1) 정조의 구상

정조는 처음부터 �해동여지통재�에 한 확실한 구상을 갖고 출발한 것은 아니

었다. 그리고 정조가 읍지를 새로이 편찬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 했던 것도 

기존의 읍지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앞서 언 하 듯이 1781

년(정조 5)에 �文獻備 �에 악․형정․의장․문물과 련하여 빠지거나 간략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輿地勝覽� 에 �海東邑誌�를 첨부하

여 10餘部를 印出하는 것이 옳다고 할 정도 다.12)12)이때 정조는 읍지를 새로이 편

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수정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며, 이때 언 된 것이 

‘海東邑誌’ 다. 그러나 이때 정조가 생각한 것은 본격 인 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정조가 마음에 두었던 것은 �文獻備 �의 문제 이었

으며, �輿地勝覽�에 한 심은 이를 보완하기 해 읍지를 첨부한다는 차원에서 

부차 인 것이었다.

6년이 지난 1787(정조 11)년 8월에도 정조가 제작하려한 邑誌는 제 로 진행되

지 못하 다. �일성록�에 의하면 정조가 趙鎭 에게 읍지의 凡例를 가져왔는지 물

었으며, 작성된 범례를 보고 나서 각 邑에 내려 보내도록 하 다. 이때 정조가 “다

만 그 로 내려 보내기는 하되, 한결같게 자세히 기록할 것을 어  반드시 바랄 

수야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보면,13)13)범례에 기재된 작성원칙이 그 로 지켜질 것

12) �정조실록� 정조 5년 6월 병술(15일); �승정원일기� 정조 5년 6월 15일(병술).

13) �일성록� 정조 11년 8월 9일(갑진), “予命鎭宅曰, 邑誌凡例持來乎. 鎭宅曰, 持來矣. 予覽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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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완성도에 해서도 크게 기 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정조는 거의 3개월 후인 11월에 조진택에게 邑誌의 수정작업이 얼마나 진행되

고 있는 지를 물었다. 조진택은 각각 2개의 大邑에 해 먼  안을 잡았지만 아

직 완료하지 못하 다고 하 다. 그가 �平康邑誌�  本을 보여주자, 정조는 구

본의 ‘上納’조를 살펴본 후 명색을 쓰지 않았음을 지 하고, 신본의 범례에서는 구

체 인 명색을 일일이 조목조목 나열하도록 하 으며,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서울

로 상납하는 것에 해서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기록하도록 하 다.
14)

14)

정조가 읍지에 한 높은 심을 지니면서 읍지를 시험 으로 제작하려 한 사

실과 그가 다음 해에야 만들려고 한 �해동읍지� 즉 새로운 형태의 �해동여지통재�

를 만들기 한 목 을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조가 쓴 �해동여지통재�

을 편찬하려고 구체 으로 기획한 것은 1788년(정조 12)이었다.
15)15) 

다음 해인 1789년(정조 13)에 정조가 奎章閣에 �輿地勝覽�을 ‘續成’하라고 명을 

내림으로써 지리지를 제작하기 한 본격 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도에서 모아온 읍지들을 여러 문신들에게 나 어 주어 일을 분담하게 하고, 校書

館에서 편찬하도록 하 다.
16)16)

이로써 정조 5년에 �輿地勝覽�에 �海東邑誌�를 첨부하여 10餘部를 印出하는 것

이 옳겠다고 한 조치에 이어 본격 으로 지리지 정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책의 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지리지 편찬 작업이 여

히 �여지승람�과 련된 일로 언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지승람�과 �해동읍

지�의 작업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해동여지통재�가 

曰, 善爲矣. 此凡例欲爲下 于各邑耶. 鎭宅曰, 欲爲下 矣. 予曰, 第依下 , 而其如一詳 , 

何可必也.”

14) �일성록� 정조 11년 10월 5일(기해), “予命趙鎭宅曰, 邑誌修整, 今至幾何. 鎭宅曰, 各就二

大邑, 先爲起草, 而亦未了訖. 今此持入平康邑誌, 亦是 本矣. 予曰, 本則上納名色不爲載

, 新本凡例, 則凡出於民而納於京 , 勿論大 , 某某名色, 一一條列.”

15) �弘齋全書� 권184 ｢羣書標記｣ 6 命撰 2 海東輿地通載, “其經始撰次, 在於戊申.”

16) �정조실록� 정조 13년 6월 경오(16일), “命奎章閣, 續成�輿地勝覽�. 分授諸文臣裒取諸道

邑誌, 編纂於芸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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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가칭 �해동읍지�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 다. �여지승람� 의 편찬사업과 련

하여 鄭恒齡의 아들 鄭元林이 校正에 참여하도록 군직을 주도록 조치를 내리고 있

기 때문이다.
17)17)

그 다면 �해동여지통재�의 서명을 쓰게 된 것은 이후 어느 시 이라 할 수 있

는데, �弘齋全書�를 간행하거나 혹은 ｢群書標記｣를 쓰게 된 시 이라 하겠다. 

정조가 제작하려 한 것은 궁극 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지방지배  구

체 인 통치 자료의 악을 한 것이면서, 기존의 것과 다른 형태의 읍지 다. 그

것이 바로 �해동여지통재� 다. 기존의 지리지는 지리서에 지도를 함께 첨부한 �동

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과 같은 것이었으나, 정조는 형태

인 것보다 내용구성의 변화를 생각하 다.

정조가 새로운 읍지를 구상한 시기는 �여지도서�가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

기 때문에, 그가 굳이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형태의 지리지를 간행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여지도서�의 내용이 설사 소략하고 간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가 繼志述事를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세력 기반 내지 정책을 추진하

기 해 규장각을 내세웠고, 조선 성리학이 心性論에 치우쳐 지나친 空理空談에 

빠지는 것을 배제하고, 科文을 한 詞章學이 아닌 文義에 역 을 두고 경 의 참

뜻을 궁구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조는 자신의 의도 하에 정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통치구조를 만들기 해 

노력하 으며, 한편으로 사회경제  문화 인 변동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하

게 응할 수 있는 정보를 국가 인 차원에서 확보할 필요도 있었다. 

정조는 이러한 작업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추진하려 했다. 지리지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그 의 하나 다고 하겠다. 이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신정동국여지승람� 등은 조선후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이 책은 명승고

17) �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병술(2일), “今因�輿地勝覽�事思之, 故司諫鄭恒齡子元林, 家庭

之學, 素有工程, 曾所稔聞. 以白徒不可參聞於校正之役, 令該曹先付軍職, 初仕調用.” 仍命

�勝覽�編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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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기록  그에 한 문학 인 묘사 등에 한 내용들을 많이 싣고 있었

기 때문에, 국왕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지도서�가 사회경제  군사 인 측면에서 새로이 변화된 모습들을 싣고 있다

고 하더라도, 정조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내용이 충실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18)18)

이러한 요인들과 정조가 제작하려는 의도가 목되면서 �해동여지통재�가 제작

되기에 이르 다. 정조가 구상한 것은 �홍재 서�에 있는 ｢군서표기｣에서 잘 나타

나 있다. 

이제 홍재 서에 실린 �해동여지통재�의 내용을 토 로 이 책의 내용구성과 정

조의 의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책의 앞부분에는 京都 즉 한성부에 한 

내용을 실었으며, 그 다음은 4도(都) 즉 華城, 開城, 南漢, 沁都에 하여 기술하

다. 이들에 해서는 각각 疆域과 거리  宮과 殿의 제도․ 치에 하여 기록하

다고 한다.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에 해 정조는 �三輔黃圖�의 를 

따른 것이라 설명하 다. �三輔黃圖�는 唐代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地理

書로 三輔의 宮殿과 園囿의 제도  련된 逸話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19)

19) 

三輔는 漢代에 長安 以東인 京兆尹과 長安 以北인 左馮翊  渭城 以西인 右扶風

을 말하는 것인데, 정조는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4도의 

상을 재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0) 

정조는 우선 �三輔黃圖�에 보이는 개념을 이용하여 수도인 한성부를 심으로 

살피되, 그 주변 4곳에 京衙門인 留守府를 설치하 음을 의도 으로 언 하 다. 

특히 유수부 에서 華城이 제일 먼  언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가 화성의 

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가 1789년에 아버지 장헌세자의 무

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顯隆園이라 명명하고, 새로운 읍치를 조성하여 華城이라 명

18) 앞서 언 한 �평강읍지�의 상납조에 한 정조의 언 에서 그러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 

19) �欽定四庫全書總目� 卷68 史部24 地理類1 三輔黃圖, “其書皆記長安古迹( 략)以京師爲主, 

故稱三輔黃圖. 三輔 , 顔師古漢書註 長安以東爲京兆, 以北爲左馮翊, 渭城以西爲右扶風也. 

所紀宫殿苑囿之制, 條分縷析, 至爲詳備.”

20) 한 우․배우성은 국토의 재편성이라는 이념 인 측면이 가미되었다고 보고 있다(韓永

愚․裵祐晟, 1995 ｢조선시  官撰地圖 제작의 歷史的 背景｣ �海東地圖(解說․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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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 으며, 1794년 성곽을 건설하여 1796년 공사를 마쳤음을 볼 때, 그는 이미 추

진해온 이들 작업들이 �해동여지통재�의 제작과 시기 으로 맞물리게 되자 목차와 

내용에 반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경도와 4도를 서술 한 후에 8도에 해 구체 으로 서술하려 하 다. 그

는 8도에 한 서술의 차례를 京畿, 湖西, 嶺南, 湖南, 關東, 海西, 關西, 關北으로 

설정하고, 지역마다 각각의 地名․沿革․山川․關阨․人物․田賦․名勝․題詠 등

을 실었다고 한다. 

정조는 이와 같은 항목들을 서술하기 한 기본 틀을 �太平寰宇記�에서 가져왔

다. �太平寰宇記�는 宋代의 史가 지은 지리서로 193권으로 되어 있다. �欽定四庫

全書總目�에서는 �태평환우기�가 賈耽의 �十道志�와 李吉甫의 �元和郡縣志�의 토

 에 그것들이 락한 것들을 많이 모았으며, 해당 지역의 인물과 題詠․古迹 

등까지 모두 수록하 다고 한다. 후 의 方志들이 인물과 藝文을 수록하면서 이 

지리서를 모범으로 삼았고, 지리서에서 기재하는 내용도 이때부터 자세하게 기록

되었으며, 체제도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 지리서의 특징은 卷帙이 매우 많지만 다

루는 내용이 매우 핵심 인 사항만을 다루었다는 이다.
21)21) 

정조는 �태평환우기�의 이와 같은 장 들을 높게 평가하 으며, �해동여지통재�

를 서술하기 한 체제의 틀로 삼으려 하 다. 이와 같은 체제로 �해동여지통재�

의 내용을 서술하려 한 것은 다분히 정조의 의도를 강하게 반 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정조는 자신이 의도한 로 정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단하 고, 그것들을 받침할 수 있는 통치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조선의 지리서 에 徐居正의 �輿地勝覽�은 명승고 에 한 詩, 賦, 序, 

記 등을 많이 실어 문학작품에 무 치 되어 있다고 지 하 다. 登臨題詠 즉 산

21) �欽定四庫全書總目� 卷68 史部24 地理類1 太平寰宇記, “史乃因賈耽十道志․李吉甫元和郡

縣志之 , 槪列其名. ( 략) 史亦 探其志, 載之於篇, 非無所因而漫 也. 史進書序, 譏賈

耽․李吉甫爲漏缺, 故其書采摭繁富. 惟取賅博於列朝人物, 一一並登, 至於題詠․古蹟, 若張

祐金․山詩之類, 亦皆並 . 後來方志, 必列人物․藝文 , 其體皆始於史. 葢地理之書, 記載

至是書而始詳, 體例亦自是而大變. 然史書雖巻帙浩博, 而 據特爲精核, 要不得以末流․冗雜

追咎濫觴之源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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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유람하면서 명승고 을 상으로 지어진 문학 작품들만을 으로 실은 

것에 한 비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여지승람�이 �事文類聚�의 편자인 祝

穆이 지은 �方輿勝覽�을 모방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하

다. �방여승람�은 남송 지역만을 상으로 17路로 나 어 각 路에 소속된 府․

州․軍에 해 기술하 다. 이 책은 그 지역의 명승․고 에 을 두어 서술하

으며, 특히 련된 詩․賦․序․記를 모두 수록하 다고 한다. 반면에 建置沿

革․彊域․道理·田賦․戶口․關塞․險要 등과 같이 다른 지리서들이 자세하게 다

루고 있는 것들은 간략하게 처리하 다. 따라서 이 책은 ‘登臨題詠’ 즉 명승이나 

고 과 련된 문학 혹은 문장들을 엮은 것으로 고증을 한 지리서라기보다 실제

로는 類書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평가될 정도 다.
22)22) 

정조는 �해동여지통재�를 제작하면서, �방여승람�이나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리 사용되고 있는 �여지승람�의 체제를 그 로 따르려 하지 않았다. �방여승람�이

나 �여지승람�은 지리와 련한 항목들을 고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자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23) 

정조가 원한 지리지의 형태는 명승고 의 詩, 賦, 序, 記 등을 실은 �여지승람�

과 같은 류가 아니라, 山川․道里․關阨․險要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었다. 정조

는 유형원(柳馨遠)의 �여지지(輿地志)�가 이러한 문제 을 바로잡아 宋代 王存의 

�元豐九域志�의 체재로 돌리고자 하 지만 유형원의 술 한 간결한 가운데에서 

내용을 갖추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고 하 다. 지리지의 이러한 문제 들은 정조가 

�해동여지통재�를 만들도록 한 이유로 작용하 다. 

22) �欽定四庫全書總目� 卷68 史部24 地理類1 方輿勝覽, “所記分十七路. 各係所屬府州軍於下, 

而以行在所臨安府爲首. 葢所述 , 惟南渡疆域而已. 書中體例大抵於建置沿革․疆域․道里․

田賦․戸口․關塞․險要. 他志乘所詳 , 皆在所畧. 惟於名勝․古蹟, 多所臚列, 而詩賦序記

所載獨備. 葢爲登臨題詠而設, 不爲 證而設. 名爲地記, 實則類書也. 然採摭頗富, 雖無裨於

掌故, 而有益於文章.”

23) �홍재 서� 제184권 군서표기(羣書標記) 6 ○ 명찬(命撰) 2 海東輿地通載, “我朝地理書, 

徐居正之輿地勝覽, 倣于祝穆之方輿勝覽, 故形勝古蹟詩賦序記搜載甚繁, 而山川道里關阨險

要皆在所略. 蓋主登臨題詠而設, 不 爲 證地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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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모범으로 삼은 책  하나가 �원풍구역지�이다. 이 책은 1085년 宋 神宗

의 명으로 편찬된 지리서로, 王存이 주 하고, 曾鞏․李德 등이 제작에 참여하

다. 이 지리서는 송 의 행정 구획에 따라 四京․10府․241州․37軍․4監․1235縣

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10권으로 이루어졌다. 구체 인 내용구성은 4경에

서 시작하여 省廢한 州郡․化外州․羈縻州을 마지막에 편차하되, 州縣은 모두 길

에 따라 구분하 으며, 앞부분에는 赤․畿․望․緊․上․中․下
24)

24)등과 같이 고을

의 등 에 따라 이름을 제시하고, 地理·戸口·土貢을 열거하 으며, 매 縣의 조항 

아래쪽에는 과 鎭을 자세하게 실었고, 名山·大川에 한 항목도 있다. 그 에서

도 京이나 府 혹은 旁郡과 교착되는 여러 방향으로 거리를 잰 것들이 매우 자세하

다. 그 때문에 이 지리서는 서술이 매우 간결하여 요령이 있으며, 구체 인 항목에

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여 다른 지리지들이 따르지 못하 다고 한다.25)25) 

정조는 �해동여지통재�의 서술 차례  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원풍구역지�

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 로 표 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2) 편찬 작업진의 구성과 편찬 작업

정조는 새로운 지리지의 편찬을 해 기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읍지들을 다

시 수집하 다. 이는 1789년(정조 13) 윤5월 이만수가 정조의 책문에 답한 것에

서도 알 수 있는데, 국에 명을 내렸으나 군읍의 이서들이 어리석고 게을러서 옛

날에 작성한 本을 그 로 베끼거나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한 것에서도 새로운 읍

24) 赤․畿․望․緊․上․中․下는 唐 宋代에 州縣을 7등 으로 나  것을 말한다. �通典�에 

의하면 京都가 다스리는 곳을 赤縣, 경도의 근처 읍을 畿縣이라 하며, 나머지는 호구의 

다소나 지역의 정도에 따라 등 을 매겼다고 한다.

25) �欽定四庫全書總目� 卷68 史部24 地理類1 元豐九域志, “今則一州之内, 首叙州 , 次及旁

郡. 彼此互擧弗相混殽, 總二十三路, 京府四, 次府十, 州二百四十二, 軍三十七, 監四, 縣一千

二百三十五, 釐爲十巻. 王應麟稱其文, 見於曲阜集, 葢曾肇之詞也. 其書始於四京, 終於省廢

州軍及化外覊縻州. 凡州縣皆依路分, 首具赤․畿․望․緊․上․中․下之名, 次列地理, 次列

戸口, 次列土貢, 每縣下又詳載 鎭, 而名山大川之目, 亦併見焉. 其於距京, 距府, 旁郡交錯

四至八到之數, 縷析 詳, 深得古人辨方經野之意. 叙次亦簡潔有法. 趙 旹賔 尤稱其土貢

一門, 備載貢物之額數, 足資 核, 爲諸志之所不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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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만들기 한 작업에 이미 착수하 음을 살필 수 있다.
26)26)

그 외에도 1789년(정조 13)에 라감사 서용보가 井邑 龍窟菴의 사실과 련하

여 올린 장계를 보면, 1592년 왜란 때 경기  殿官이 御眞을 안한 것에 한 서

술이 읍지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주에 보 된 읍지들에 하여 언 한 것에서도 

이미 새로운 읍지가 작성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서용보에 의하면, �문헌비고� ｢禮 ｣와 �국조보감�이나 주감 에 있는 �태인

읍지�  �태인읍지� 本에는 御眞과 련하여 龍窟菴에 한 기록이 없는데, 태

인 에 있는 �태인읍지� 新本에는 安義와 孫弘祿 등이 태조의 御容을 안한 일과 

함께 龍窟菴에 한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27)

27)龍窟菴에 한 기록은 �여지도서�에 

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담긴 읍지는 아무리 빨라도 �여지도서

�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新本은 이미 국에 명을 내려 읍지

를 제작하라고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조가 새로이 작성하라고 명한 읍지라

고 할 수 있다.
28)28)

정조의 명에 따라 �해동읍지� 즉 �해동여지통재�를 간행하기 한 구체 인 조

치들도 바로 이어졌다. 1789년(정조 13) 6월 16일에 해동읍지와 련하여 정조가 

언 한 것에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29)29) 

26)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윤 5월 9일.

27) �일성록� 정조 13년 4월 23일(기유).

28) 이하 검토하는 읍지들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내

에 한국학자료센터의 ‘지리지 종합 정보’(http://e-kyujanggak.snu.ac.kr/geo/main/main. 

jsp)를 참조할 것

29)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6월 16일(경오), “上曰, 海東邑誌, 經紀已久, 而尙未就緖, 故爲其

講定, 使之入侍矣. 此非數三人所可分掌之事, 而設廳則近於張大. 何以則可得速成耶? 鍾秀等

曰, 圖籍, 有國之不可無 , 而迄未告成, 誠甚可悶, 設廳之張大, 誠如聖敎. 臣等之意, 則廣選

典古之人, 使之 稡於芸館, 恐爲便宜矣. 命書傳敎曰, 海東邑誌, 卽倣輿地勝覽義例, 爲一部

懲信之文獻, 而彙編, 昉自數十年前, 尙無頭緖, 年前 稡有命, 亦至今陶洗無期, 設廳則張大, 

一人則孤單, 不可一味任置, 以此意內閣知悉. 一提學及檢校直提學句管, 前承旨李家煥․李書

九 正, 閣臣及抄啓文臣已減下人及三司中抄出, 分授一道. 三南則每道各定二人, 各以分掌之

道. 趁卽彙稡陶洗. 于 正處, 正處看詳, 于主管閣臣, 閣臣取捨, 待歸一入啓事, 分付. 

人才豈獨在於科臼中人乎? 見於檢書輩抱才空 , 可以反隅, 各道原分掌一人外, 勿拘文蔭, 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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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해동읍지�에 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 지 시간이 오래 흘 으나, 그에 

한 조치가 아직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구

하 다. 주된 내용은 기구의 설치문제와 인원의 배분에 한 것들을 보다 자세히 

정하기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 작업이 2,3사람이 분장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廳을 설치하여 

실행하기에는 무 크게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신에 일을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提學 金鍾秀는 그에 하여 圖籍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직까

지 이루지 못하 다고 하면서 廳을 설치하는 문제에 해서는 정조의 요구를 따르

면서 달리 책을 제시하 다. 김종수는 典古에 밝은 사람을 리 선발하고 교서

에 모이게 하여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 다. 

정조는 그의 말을 받아들 고, 그간의 경과를 밝혔다. 즉 �해동읍지�는 �여지승

람�의 義例를 모방한 것으로 1部의 믿을만한 문헌을 만들려고 해서, 이들 자료들

을 모으기를 수십 년 부터 시작하 지만 아직까지도 일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몇 해 에도 국왕이 자료를 모아 정리하도록 명을 내렸지만 지 도 내용

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0)30) 

김종수는 그에 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을 지 하면서 廳을 설치하는 것은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이고, 1인에게 맡겨두는 것은 단출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하

면서, 內閣 즉 奎章閣에 맡길 것을 건의하 다. 그리고 一提學과 檢校, 直提學이 

句管하고, 前承旨 李家煥·李書九가 正을 맡도록 하 으며, 閣臣  抄啓文臣이었

다가 40세가 차서 減下된 자  三司에 속한 자를 상인원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각각 1道를 나 어 맡게 하되 충청도․경상도․ 라도는 각각 2인을 정하여 각도

定一人事, 分付. 上曰, 邑誌中未能詳 處, 發關使之改修正以納, 務從纖悉, 可也.”

     이  일부 내용은 �靑莊館全書� 권71 附 下, 先 積城縣監府君年譜下 己酉 6월 17일조

에도 수록되어 있다. 

30)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6월 16일(경오), “命書傳敎曰, 海東邑誌卽倣輿地勝覽義例, 爲一

部懲信之文獻, 而彙編, 昉自數十年前, 尙無頭緖, 年前 稡有命, 亦至今陶洗無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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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담당하도록 건의하 다. 나아가 기일에 맞게 자료들을 모으고 잘 가다듬어

서 正하는 곳에 보내고, 正하는 곳에서는 자세히 살핀 후에 일을 主管하는 閣

臣에게 보내면, 閣臣은 이를 취사선택하여 왕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도 건의하 다. 

김종수는 나아가 인재를 구하는 문제도 언 하여, 상투 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

하지 말고 檢書官과 같이 재주를 갖춘 자도 포함하도록 하 으며, 각도를 분장하

는 사람도 원래 정해진 1인 외에 文科나 蔭仕를 가리지 말고 1인을 더 정하도록 

해  것을 청하 다. 

정조는 김종수의 건의를 듣고 난 후, 읍지 에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곳은 

문을 내어 다시 수정하여 바치도록 하고 세세하고 미미한 데까지 두루 힘쓰도록 

하라고 당부하 다. 

김종수의 건의는 곧바로 구체 인 조치로 나타났다. 바로 다음 날인 1789년(정

조 13) 6월 17일에 �해동읍지�를 간행하기 한 편찬인원의 단자가 제시되었다.
31)

31) 

�海東邑誌�의 編纂人員의 單子에 포함된 인원들을 살펴보자. 

   

漢 城 府 : 直閣 李晚秀, 前縣監 元重擧, 副司果 尹行任, 校書館 校理 成大中 

京    畿 : 及第 成鍾仁, 檢書官 朴齊家 

忠淸左道 : 副司果 李東稷, 五衛  吳正根 

忠淸右道 : 副司果 金煕朝, 製述官 金洪運

慶尙左道 : 前校理 朴奎淳, 奉常主簿 崔粹翁

慶尙右道 : 修撰 李祉永, 前縣監 丁俔祖

全羅左道 : 前校理 申獻朝, 司䆃主簿 南衡秀

全羅右道 : 前修撰 李冕膺, 前察訪 李鴻祥

黃 海 道 : 副司果 李錫夏, 掌苑別提 李可運

原 春 道 : 前郡守 李羲鳳, 檢書官 柳得恭

平 安 道 : 副司果 鄭東觀, 檢書官 李德懋

咸 鏡 道 : 前校理 金方行, 禮賓參奉 李命圭

단자를 보면 편집인원은 한성부를 비롯하여 8도로 구분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

31)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6월 17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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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충청도․경상도․ 라도는 각각 좌도와 우도로 나 고 있다. 인원배정을 

보면, 한성부의 내용을 맡을 자로는 直閣 李晚秀를 비롯하여 4명의 인원을 배정하

고, 한성부를 제외한 경기 이하 함경도는 각각 2명의 인원을 배정하고 있다. 

직 혹은 직역을 보면, 체로 군직을 제외하면 체로 직 지방 을 지냈고, 5품

에서 6품 이하에 해당하는 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장각의 檢書官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에 띤다. 인원배분  참여자의 정도를 정한 것인데, 이는 김종수가 

건의한 것이 그 로 실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역을 맡을 편집인원의 단자가 작성된 후 그와 련하여 구체 인 작성과 

련한 세부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명단이 확정된 후 해동읍지 편찬을 하여 

항목을 나 고 지역  항목을 가 많을 것인 지에 한 분담작업이 이루어졌다. 

1789년(정조 13) 6월 26일에 �해동읍지�를 간행한기 한 편찬인원이 확정되었

다.
32)

32)�海東邑誌�의 編纂人員들이 맡은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京都   城池 宮闕 花囿               直閣 李晚秀 前縣監 元重擧 

       壇廟 官署                    副司果 尹行任 校書校理成大中

漢城府 分野 建置沿革 形勝 風俗 戶口 宮室 山川 防里 

                                    直閣 李晚秀 前縣監 元重擧 

       驛站 熢燧附 橋梁 寺刹 官蹟 姓氏 人物 寓居 孝子 忠義 烈女附 古蹟

                                    副司果 尹行任, 校書 校理 成大中

各道   疆域 郡名附 形勝 職官        副司果 李東稷, 五衛  吳正根

       風俗 城池 學校 土産          前修撰 李祉永, 前縣監 丁俔祖

       橋梁 寺刹 壇廟               前修撰 李冕膺, 前察訪 李鴻祥 

       陵墓                         前校理 金方行, 禮賓 參奉 李命圭

       宮室                         副司果 朴奎淳, 奉常 主簿 崔粹翁

       坊里                         副司果 金煕朝, 承文 校檢 金洪運

       關防 鎭堡 牧場附             前校理 申獻朝, 司䆃 直長 南衡秀 

       宦蹟                         副司果 李錫夏, 東部都事 李可運

       建置沿革                     及第 成種仁, 檢書官 朴齊家

       山川                         前郡守 李義鳳, 檢書官 柳得恭

32)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6월 26일(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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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蹟                         副司果 鄭東觀, 檢書官 李德懋

       軍額 糶糴 倉庫 堤堰          備邊司抄出後分排次

       戶口 姓氏                    漢城府抄出後分排次

       田賦                         戶曹抄出後分排次

       驛站 烽燧附                  兵曹抄出後分排次

       人物 寓居 孝子 忠義 烈女附   從後分排次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지리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京都의 경우 한성부와 련한 것을 제외한 내용으로 城池․宮闕․花囿․壇廟․官

署 등 5개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으며, 漢城府는 分野․建置沿革․形勝·風俗․戶

口․宮室․山川․防里․驛站․熢燧附․橋梁․寺刹․官蹟․姓氏․人物․寓居․孝

子․忠義․烈女附․古蹟 등 20개 항목에 한 내용들을 설정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도와 한성부를 제외한 各道의 경우는 疆域․郡名附․形勝․職官․風俗․城

池․學校․土産․橋梁․寺刹․壇廟․陵墓․宮室․坊里․關防․鎭堡․牧場附․宦

蹟․建置沿革․山川․古蹟 등 21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

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앙의 각 사에서 장하고 있는 사항에 하여 내용을 

출하여 분배하도록 하 다. 軍額·糶糴·倉庫·堤堰 등 4개 항목은 備邊司에서, 戶

口․姓氏 2개 항목은 漢城府에서, 田賦는 戶曹에서 驛站․烽燧附 2개 항목은 兵曹

에서, 人物․寓居․孝子․忠義․烈女附 등 5개 항목은 나 에 분배하기로 한 것이

다. 이로써 8도의 경우 35개 항목으로 나 어 다루도록 하 다. 

�청장 서�에 의하면 앞의 내용과 같이 크게 틀을 잡은 후에는 이들 항목에 

해 李德懋, 李書九, 柳得恭 등이 각도의 읍지를 모아서 정리하고 목차에 따라 고

치고 바로 잡았다고 한다.
33)33)

앞서 언 된 편집인원의 단자와 그들이 맡을 역할을 묶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靑莊館全書� 권71 附 下, 先 積城縣監府君年譜下 己酉 6월 17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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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 인원2 지역분담 분담항목1 분담항목2

直閣 李晚秀 前縣監 元重擧 漢城府
京都의 城池, 宮闕, 

花囿

分野, 建置沿革, 形勝, 

風俗, 戶口, 宮室, 山

川, 防里

副司果 尹行任
校書館 校理 

成大中 
漢城府 京都의 壇廟, 官署

驛站, 熢燧附, 橋梁, 

寺刹, 官蹟, 姓氏, 人

物, 寓居, 孝子, 忠義, 

烈女附, 古蹟

及第 成鍾仁 檢書官 朴齊家 京畿 建置沿革

副司果 李東稷 五衛  吳正根 忠淸左道
疆域, 郡名附, 形勝, 

職官

副司果 金煕朝 製述官 金洪運 忠淸右道 坊里

前校理 朴奎淳 奉常主簿 崔粹翁 慶尙左道 宮室

修撰 李祉永 前縣監 丁俔祖 慶尙右道
風俗, 城池, 學校, 

土産

前校理 申獻朝 司䆃主簿 南衡秀 全羅左道 關防, 鎭堡, 牧場附

前修撰 李冕膺 前察訪 李鴻祥 全羅右道 橋梁, 寺刹, 壇廟

副司果 李錫夏 掌苑別提 李可運 黃海道 宦蹟

前郡守 李羲鳳 檢書官 柳得恭 原春道 山川

副司果 鄭東觀 檢書官 李德懋 平安道 古蹟

前校理 金方行 禮賓參奉 李命圭 咸鏡道 陵墓

<표 1> �海東邑誌�의 인원별 분담지역  분담항목

<표 1>은 앞서 언 된 인원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배분하고, 그들에게 다시 일정

한 항목을 맡도록 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면 漢城府의 경우에는 直閣 李晚秀, 前縣監 元重擧, 副司果 尹行任, 校書

館 校理 成大中이 京都와 한성부로 나 어 1차 인 일을 맡고 있으면서, 각각 京

都와 漢城府로 나 어 20개의 항목들을 다시 분담하 다. 直閣 李晚秀 前縣監 元

重擧는 京都의 城池․宮闕․花囿와 漢城府의 分野․建置沿革․形勝․風俗․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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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室․山川․防里를 맡았으며, 副司果 尹行任와 校書館 校理 成大中은 京都의 壇

廟․官署와 漢城府의 驛站․熢燧附․橋梁․寺刹․官蹟․姓氏․人物․寓居․孝子․

忠義․烈女附․古蹟 등을 맡았다. 한성부와 경도의 항목을 모두 합하면 25개 다. 

8도의 경우는 나머지 사람들이 각각 하나 혹은 몇 개의 항목을 맡는 방식을 취

하 다. 를 들어 京畿를 담당한 及第 成鍾仁과 檢書官 朴齊家가 각 지방의 建置

沿革을 담당하도록 하 다. 

이후 �해동읍지�를 편찬하는 인원 에 職名이 없는 자가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軍職을 주어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 다.
34)

34)이에 해서는 구체 으로 명시한 자료

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여지승람� 의 편찬사업과 련하여 鄭恒

齡의 아들 鄭元林이 校正에 참여하도록 군직을 주고 참여하도록 한 조치와도 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35)기존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직역의 변동이라기보다 편찬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해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문제인 것이었다. 

한편 �해동읍지�를 편찬하기 한 편집인원들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역할 분담

이 이루어졌으나,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작업의 진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

한 사정은 정조 13년 11월 20일의 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36)36) 

우의정 김종수는 �해동읍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임 으로부터 빨리 끝내라는 

명을 받았으나, 편찬상황을 언 하면서, 아직은 편찬을 한 凡例도 劃定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어 나는 것도 많아서 지 까지도 하나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34) �내각일력� 정조 13년 기유 7월 8일 임진, “徐有防以司卷啓曰, 海東邑志編纂人員中, 時無

職名人, 令該曹付軍職, 何如. 傳曰, 允.”

35) �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병술(2일), “今因�輿地勝覽�事思之, 故司諫鄭恒齡子元林, 家庭

之學, 素有工程, 曾所稔聞. 以白徒不可參聞於校正之役, 令該曹先付軍職, 初仕調用.” 仍命

�勝覽�編役.”

36)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1월 20일(임인), “鍾秀曰, 海東邑誌, 纔承從速斷手之命矣. 編纂

凡例, 尙未劃定, 或致牴牾 多, 不可不及今釐正歸一. 大抵中原一統志, 則詳於事實, 而略於

詩文, 我東輿地勝覽則略於事實, 而詳於詩文. 今此邑誌, 以編纂之本意 之, 則當從一統志之

例, 而似聞向來筵中, 有詩文亦不必太略之聖敎云. 事實 詩文, 若欲兩皆詳悉, 則卷帙必難免

猥多. 臣意則詩文中, 只取其有關於事實 , 節略載 , 其餘則名人名作之膾炙人口 外, 一傡

略之, 似好故, 敢達矣. 上曰, 依爲之.”



․ 18세기말 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  53

하 다.
37)

37)통일 인 기 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논의의 기 이 된 것은 국에서 제작된 �一統志� 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서술의 비 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 다. 이때 거론된 �一統志�는 事實이 자세하지

만 詩文이 간략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조선의 �여지승람�은 事實이 간략한 반

면 詩文이 자세하 다. 양자의 특징 에서 �해동읍지�의 서술형태로 어떠한 것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 다. 결국 �해동읍지�가 추구한 서술의 형태는 �一統志�의 방

식으로 잠정 인 합의를 보았다.
38)38) 

그러나 經筵 에 정조가 詩文도 반드시 무 간략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는 소문을 들은 김종수는 편집 방향을 제 로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김종수는 정조에게 事實이나 詩文을 모두 자세하게 하려면 卷帙이 

무 많게 되는 문제 이 있음을 들면서, 詩文 에 事實과 련된 필요한 내용만

을 싣도록 하되, 그 나머지 작품들은 유명인의 것으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

리면서 찬양을 받는 뛰어난 것은 싣되 그 지 않은 것은 모두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책으로 건의하 다. 정조는 이를 정 으로 받

아들 다. 이와 같은 단편 인 논의에서 보았듯이 �해동읍지� 즉 �해동여지승람�

의 큰 틀을 짜는 과정에는 국왕과 신하들의 의견 충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의견의 조율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내용서술 방식의 충

앞서 정조가 �해동여지통재�의 체제를 이루는데 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들에 

한 언 을 살펴보면, 국왕인 정조와 신하인 김종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 정

37)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1월 20일(임인).

38) 정조는 �一統志�에 해 “수나라 사람(隋人) 낭울(朗鬱)의 제주도경(諸州圖經) 100권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나, 청나라 사람(淸人)이 편집한 것이 자세하고 치 한 에서는 더 낫다”

고 하 다(�홍재 서� 권 162 日得  文學, 37면). 정조는 �一統志�의 자세하고 치 한 부

분을 높이 평가하 고, 김종수의 언 에 해 이러한 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54 奎 章 閣 43  ․

조는  �三輔黃圖�와 �太平寰宇記�  �元豐九域志� 등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끌

어냈다. 이 책들은 정조의 4都에 한 심과 卷帙이 많아도 핵심만을 다루거나 

혹은 地理․戸口․土貢․名山․大川 등을 다루면서 京․府․郡과의 거리 등이 매

우 자세하면서도 서술이 매우 간결하여 요령이 있고, 구체 인 항목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여 다른 지리지들이 따르지 못하는 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조가 

궁극 으로 표 으로 삼은 것은 앞서 언 한 다양한 지리지들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김종수는 �一統志�의 事實이 자세하면서도 詩文이 간략하다는 을 내세

우고 그에 입각하여 작업을 추진하려 하 다. 이는 정조가 내세운 지리지들과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 인 입장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조가 

사실과 련되는 詩文이나 유명한 사람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것을 싣는 것에 

해 정 인 반응을 보 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때 혼란스러워했지만, 김종수는 �일

통지�를 내세우면서도 정조의 뜻을 받아들여 시문은 필요한 내용만을 싣는 방식을 

따랐다. 이에 양자가 기 으로 삼은 것은 다를 지라도 같은 의도 하에 충 을 

찾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에서 정조의 은 신하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서로의 의견을 충한 

후에 정조 자신의 입장에서 새로 정리된 것이라는 을 지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정조의 처음 구상과 실제 제작된 책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홍재 서� ｢군서표기｣에 기록된 다양한 정조의 은 상징 인 의미를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 하는 지리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한 것도 신하들과의 의견 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련이 있지 않을까? 

4. �해동여지통재�의 구성  내용추정 

�해동여지통재�를 분석하려면 구체 인 실물을 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 목록집에서는 실물로 제시된 것이 없으며, 그의 존재에 해서도 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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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읍지의 목차를 비롯하여 내용에 한 분석이 매우 힘

든 상태이다. 이처럼 실물을 찾기가 힘든 것은 기획할 때부터 �해동여지통재�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9)39) 

그 다면 �해동여지통재�와 유사한 것을 찾아내어 원형을 복원해내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  하나는 정조가 읍지를 제작하라는 명을 내린 것을 근거로 그 시

기를 후하여 제작된 것 에서,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분석하는 것이다. 동시

에 작성된 읍지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읍지들을 찾아내어 그 에서 공통

을 지닌 것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원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들 읍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조가 무엇을 조사하려 하 으며, 어떠한 내

용을 확보하려 하 는가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 제작된 지리지의 특징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그 특징을 추출하기 한 방법은 읍지의 목차구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읍지류의 

목차에서 제작연 나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어떠한 것이 강조되고, 어떠한 것은 

무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정조  이 에 발간된 읍지와 이후 발간된 읍지들의 구성, 특히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읍지들과의 구성상의 차이 은 정조가 �해동여지통재�를 제작하려한 의도

를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 다면 �해동여지통재�의 공통 인 목차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해동

여지통재�에 해당하는 읍지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지닌 공통 을 찾

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앙정부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읍지들은 내용구성이 동일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와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국 인 규모로 읍지를 제작하려면, 읍지를 만들기 한 기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 은 결국 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들 목차들은 일반 인 사항 

39) �西庫藏書 �(奎 7717)에는 地誌의 목록 에  �海東邑誌� 1건 46책이 소장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西庫藏書 �의 작성연 에 해서는 논의가 많지만, 정조연간에 작성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南權熙, 1983 ｢奎章閣 書庫와 그 書目分析｣ �奎章閣� 7). �해동

읍지� 가 46책으로 언 된 것으로 보아 아직 읍지가 제작되는 과정에 이 서목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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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당 에 추가 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항목과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려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확보하기 한 것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앞서 �해동읍지�를 만들기 해 인원과 분담항목을 제시한 것처럼 앙정부

는 원하는 내용을 확보하기 하여 일정한 목차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앙에서 일정한 목차에 따라 읍지를 제작하도록 요구하 을 때, 원칙 으로는 

지방에서 그것을 잘 수하여 작성하여야 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앙에 올린 것 에는 새로이 내용을 조사하여 싣지 않고 이 에 작성된 읍지의 

내용을 그 로 싣거나 혹은 체 인 내용을 그 로 반 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 

혹은 새로 추가된 목차를 작성하는 정도에 그친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 에서

는 앞서 언 한 읍지에 실린 내용상의 변수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조 에 제작하려 

했던 �해동여지통재�에 하여 근해보려 한다. 

재 알려진 지리지 에서 �해동여지통재�의 항목구성과 일치되는 것은 없다. 

그 다면 �해동여지통재�가 없는 것일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몇 가지 

제들을 염두에 두고 읍지들을 비교하면, �해동여지통재�의 작성의도와 맞아떨어

지는 것으로 원형에 가까운 읍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동여지통재�에 가장 가까운 지리지를 찾기 한 방법 의 하나가 지방 청

이 작성주체가 되어 작성한 것 에서 범 를 좁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홍재

서�에서 정조가 읍지를 제작하려고 처음 기획한 것이 1788년(정조 12, 무신년)

이라는 과 1799년(정조 23, 기미년)에 편찬하 다는 기록을 토 로 이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을 상에 포함시켜 목차와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

가 읍지를 간행하기 해 비한 노력은 앞서 살폈듯이 이미 �해동읍지�라는 서명

이 등장하고 있고 범례와 내용서술에 한 논의가 있었다는  등을 고려한다면, 

1781년(정조 5) 이후부터 검토 상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이와 

같은 서명을 지닌 읍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조  이후에 

간행된 책들을 상으로 내용상 서로 유사성을 지닌 것들을 상으로 검토하는 방

법 밖에 없다. 

그 다고 해당하는 모든 읍지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다. 다만 한정된 시기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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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읍지들 에서 규격이나 목차 등 외형상 공통 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거나, 

내용 에서 최종 연 가 이 시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상으로 표 인 를 찾

아 상호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형태를 찾아보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읍지들을 상호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읍지들이 작성

된 순차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작성된 시기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조는 이 읍지의 이름을 �해동여지통재�라고 명명하고, 총 60권의 사본으로 이

루어졌다고 설명하 다. 정조는 이 책이 내용면에서 �여지도서�보다 더 자세하게 

지방의 사정을 담기를 원했다. 

처음에 계획된 �해동여지통재�의 항목  各道의 경우를 살펴보면, 疆域, 郡名

附, 形勝, 職官, 風俗, 城池, 學校, 土産, 橋梁, 寺刹, 壇廟, 陵墓, 宮室, 坊里, 關防, 

鎭堡, 牧場附, 宦蹟, 建置沿革, 山川, 古蹟 등 21개의 항목과 앙의 요 아문에서 

장하고 있는 항목인 軍額, 糶糴, 倉庫, 堤堰, 戶口, 姓氏, 田賦, 驛站, 烽燧附 등 9

개 항목과 기타 人物, 寓居, 孝子, 忠義, 烈女附 등 5개 항목 등 모두 35개의 항목

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輿地圖書�는 彊域(坊里, 道路포함),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陵寢,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牧場, 關阨, 烽燧, 

樓亭, 寺刹, 古蹟, 塚墓, 鎭堡, 名宦,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등 총 38개 항목의 차례로 이루어졌다.

�輿地圖書�는 각 읍의 읍지마다 첫머리에 수록된 채색지도와 방리·도로·부세 등

과 련된 여러 조항들을 기록하 으며, 이는 이 의 읍지들이 제일 앞에 ‘건치연

’을 기재하 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 다. ‘방리’와 ‘도로’를 ‘건치연 ’ 앞에 

두어, 이들 조항을 시하 던 것이다. 

�여지도서�와 처음에 기획된 �해동여지통재� 의 항목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것

이 있는 반면 새로이 설정된 것들도 있다. 양자 간에 항목의 배열순서도 달랐겠지

만, 후자의 경우 명확하게 제시된 순서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항목의 여부만을 살

펴보자. 우선 �여지도서�에 있으나 �해동여지통재�에는 없는 것으로 道路, 公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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樓亭, 塚墓, 旱田, 水田, 田稅, 均稅, 軍兵 등 9개 항목이 있다. 역으로 �해동여지통

재�에 있는 것으로 �여지도서�에 없는 것은 戶口, 寓居, 孝子, 忠義, 烈女附, 宮室, 

學校 등 7개 항목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항목들을 단순히 비교한 것이다. 실제 �여지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坊里 조에 戶口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人物 조에 寓居, 孝子, 忠義, 

烈女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동여지통재�에도 여지도서에 항목

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 인 내용에서 앞서의 것들을 포 하는 것들도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塚墓는 陵墓에 포함되었을 것이며, 旱田, 水田, 田稅, 均稅, 軍兵

은 각각 田賦, 軍額 등의 항목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동여지통재�

을 작성하기 해 마련한 범례의 구체 인 항목과 차례가 해지지 않고 있어서 

상호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이 있다. 

두 지리서를 살펴보았듯이, 항목을 드러내어 표 하 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포 으로 내용이 담겨 있는 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것

에 을 두려하 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목으로 살펴본다면,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동여지통재�에 

제시된 항목은 �여지도서�에 비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정조가 �여지도서�의 항목에 추가할 만한 새로운 변동사항들이 발생하 다고 

단하여 그러한 내용들을 담으려 했으며, 다만 내용의 서술을 간결하면서 번잡하

지 않고, 도읍과 지방 아와의 거리 등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자세히 밝히

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지도서�의 

계열과 �해동여지통재�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각일력�에 제시된 �해동여지통재�의 항목이 �여지도서�의 것을 일부 따르고 

있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지만, 양자는 다수의 항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의 것

은 서술의 형태를 바꿔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해동여지통재�에 새

로운 항목이 더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내각일력�에 제시된 항목은 기본 인 내용만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여지도서�에 담기지 않은 항목들에 해서 상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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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조는 즉 하고 나서 우선 규장각을 창설하 으며, 1785년(정조 9)에 장용

를 설치하 고, 화성을 건축하여 정조의 상징 인 왕권의 행사력을 보여주는 계

기로 삼았으며, 이를 새로운 읍지의 체제에도 반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으로부터 많은 서 을 수입하는 한편 1781년(정조 5)에 제작된 �규장총목�을 

간행하고, 새로운 활자들을 주조하여 각종 도서를 간행하고 아울러 지방에 산재한 

서  혹은 책 을 조사하려 하 다. 한편 1785년(정조 9)에  � 통편�을 편찬하

여 �속 �이 편찬된 조 22년 이후의 변화된 사회제도와 련한 법 을 새롭게 

재정비하 으며, 1789년(정조 13) 경에 �호구총수�를 간행하여 호구에 한 악

을 보다 면 하게 한다든지, 1794년(정조 18)의 �부역실총�제작이나 1791년(정조 

15)의 신해통공 등과 같이 백성들의 삶과 련을 갖고 있는 문제  각종 부세문

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 다. 정조는 이러한 활동들도 읍지의 제작에 반 시키

려 하 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로 정조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읍지를 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조 에 작성된 읍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

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해동여지통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에서 읍

지를 제작하여 앙으로 보내는 것이 지연되거나 혹은 내용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제작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는 이다. 이 때문에 凡例의 작성마 도 늦어졌고, 

그에 따라 항목의 설정도 일  정해지지 못하여 작업추진 한 늦어졌으며, 그 과

정에서 읍지의 항목 내지 내용상의 변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동여

지통재�  일부는 동시 의 읍지와 다른 목차를 지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하나이다. 

우선 정조  작성된 읍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항목에 실린 내용을 분

석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가령 해당 읍의 수령직을 지낸 인물의 재임연도 즉 

선생안 조의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인물에 한 서술로 제작연도를 알 수 있다. 

수령에 한 서술은 부분 바로 직 에 수령직에 있었던 인물을 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조 의 사실을 그 로 기록한 것으로는 항목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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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과 당해 연도의 ‘干支’로 표기한 것이 있다. 이 표 은 당 의 임 이 생존한 시

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 의 재 한 해와 당시의 간지가 

일치한 시기를 조하여 정조 에 작성된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 로 앞서 선생안 조항을 기록한 것이 시기 으로 크게 차이

가 없다면, 정조 에 작성된 읍지의 내용을 그 로 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선 시기에 작성된 읍지의 내용을 후 에 작성하면서 수정하지 않고 그 로 

베낀 것들이 있다. 19세기 후반에 읍지상송령에 따라서 앙으로 올린 읍지 가운데

에 새로 작성하여 해당 읍의 상황을 그 로 반 한다거나 혹은 일부 수정을 하여 

올린 것도 있는 반면, 그 외에도 정조 의 것을 그 로 이용한 것도 있으며, 정조

의 것을 일부 수정하거나 혹은 체 내용을 다시 개서한 후 올린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읍지가 제작된 후 앙으로 올려 보낸 것은 이후 시기라 하더라도, 

내용은 정조 의 것이거나 혹은 그것을 이용하여 작성된 읍지라고 추정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것을 으로 살핀다면 정조 의 읍지의 형태 즉 �해동여지통재�

를 추 할 수 있을 것이다. 

5. �해동여지통재�의 추

�해동여지통재�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 해서는 우선 정조 에 제작된 읍지를 

상으로 삼되, 당 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읍지 에서 항목들의 동일성 혹은 유사

성을 찾아내어 공통 으로 작성된 도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

몇 개 지역의 읍지들을 상으로 살펴보면, 정조 에 작성된 것 에는 해동여

지통재의 제작시기와 맞물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해

당 읍지와 �여지도서�에 실려 있는 동일한 지역의 읍지를 주된 비교 상으로 한정

하여 살펴보려 한다. 

우선,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라도 지역의 연해읍인 海南縣과 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내륙에 있는 읍인 泰仁縣의 읍지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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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즉 바다를 하고 있는 지역인 곳과 바다를 하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

폈을 때 지역들이 지닌 특성들이 각각의 읍지에 반 되기 때문이다. 그 상으로 

라도의 海南과 泰仁을 상으로 삼았다.
40)40)

우선 규장각에 소장된 海南의 읍지로는 �海南邑誌�(想百古 915.14 H118), �海南

郡邑誌�(一蓑 古 915.14 H118), �海南邑誌�(奎 10780), �湖南邑誌�(奎 12175) ｢海南

邑誌｣, �(湖南)邑誌 附事例�(奎 12181) ｢海南縣邑事例冊｣등이 있다. 이 에서 선

생안의 인물조에 정조  수령을 마지막에 수록하고, 정조 에 작성된 기사들을 싣

고 있는 것으로는 �海南邑誌�(想百古 915.14 H118)가 있다. 

�해남읍지�(想白古 915.14-H118)는 1792년에 제작되었으며, 목차는 [建置沿革], 

縣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祠宇, 壇廟, 公廨, 關阨, 烽

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牧場, 寺刹, 樓亭, 形勝, 島嶼, 物産, 進貢,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文科·生

員·進士), 古蹟, 冊板 등으로 이루어졌다. 

�여지도서� ｢해남읍지｣의 목차와 �해남읍지�(想白古 915.14-H118)의 항목을 비

교하면, 후자가 祠宇, 場 , 戶口, 徭役, 軍器, 奴婢, 先生案, 科宦, 冊板 등의 항목

이 늘어나 있다. 그러나 ‘祠宇’는 �여지도서�에 ‘壇廟’조를 체하여 새로운 항목이 

되었으며, ‘戶口’는 ‘坊里’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항목이 되었고, ‘科宦’은 

‘人物’에 포함된 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몇 개의 항목이 늘어난 

정도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서술 양이 많아졌고, 堤堰, 場 , 進貢,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糶糴 등의 항목은 정조가 읍지를 제작할 때 많은 

심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조세와 련된 것으로 시 인 분 기를 반

하고 있어서인지 매우 자세하다.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進貢 조의 경우에는 정조 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실려 있다. 6月令 다음에 혜경궁의 탄일(6월 18일)에 따른 진공물품들이 열거되어 

40)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 있는 내륙지방에 있는 山郡  바닷가 근처의 沿海邑들도 각각

의 고을들이 지니는 지역 인 특수성이 있겠지만, 편의상 여기에서는 분석 상에서 제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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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비롯하여, 9월령 다음에는 정조의 탄일(9월 22일), 11월령 다음에 왕

비인 정순왕후의 탄일(11월 10일), 12月令 다음에는 궁  탄일(12월 13일)에 각

각 진공물품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조 에 작성된 읍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는 것이며, �해동여지통재�를 찾기 한 단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러나 이 진공 조항은 이후에 작성된 읍지들에서도 그 로 베끼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과의 조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41)41) 

�해남읍지�가 정조 에 작성된 것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樓亭 조항의 望遠樓

에 한 서술로, “上之十六年 壬子 縣監 李運春 慨其頹碎 蠲俸重修 邑樣改色 進士

尹殷緖記之”라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上之十六年壬子’라고 하 는데, 이는 

1792년 즉 정조 16년이다. 해남 감인 李運春은 1791년 10월부터 1793년까지 해

남 감을 지낸 자로,
42)

42)先生案 조항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李膺福의 후임이다. 

따라서 이 읍지를 기록한 시기는 李運春이 해남 감을 지낸 시기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정조 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戶口 조항이 있다. 

�해남읍지�에 표기된 해남의 호구는 元戶 5,978호, 인구 18,897口  남자 8,912

口, 여자 9980口로 되어 있어서, �호구총수�의 1789년의 기유식(己酉式)에는 元戶 

5,974호, 인구 18,897口  남자 8,912口, 여자 9985口로 되어 있다.
43)

43)두 책의 내용 

 元戶는 �해남읍지�가 4호가 증가하고, 인구는 여자가 5口가 감소한 것으로 표

기되어 있다. 그러나 두 책의 인구총수에서 일치하고 있으면서 여자의 구수가 감

소된 것으로 표기되었다는 에서 남녀의 口數를 잘못 합산하 거나 아니면 여자

의 구수를 잘못 기록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원호의 구수가 �해남읍지�에 증가된 

것으로 표기 된 것을 볼 때, 이는 기록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2~4

년 사이에 나타난 작성시기의 호구상의 변동을 반 한 자연스런 모습으로 악할 

41) 를 들면 1871년 읍지상송령에 의하여 라도 53개읍에서 올린 �호남읍지�(奎 12175)만 

하더라도 進貢 조항에 이들 내용이 그 로 실려 있다. 

42)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0월 27일;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6월 2일;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9월 5일, �일성록� 정조 15년 10월 27일;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8월 계축(30일) 

외.

43) �戶口總數� 제6책 全羅道 海南(서울 학교 규장각 인본),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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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책에 기록된 호구상의 변동들

은 모두 정조 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정조 에 작성된 내용을 그 로 담고 있는 것으로 1895년에 상송된 읍지인 �海南

郡邑誌�(一蓑古 915.142-H118)가 있다. 이 읍지의 표지서명이 ‘海南 輿地勝覽’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면에서 이 에 정조 에 작성된 읍지와의 연계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44)44)

이 읍지의 본 한 정조 때에 작성된 읍지이나, 앙의 상송령이 있을 때마다 

부분 으로 증보하거나 혹은 수정한 것  하나이며, 때로는 일부 내용이 폭 축

소되어 실려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읍지가 호구, 총 등과 같은 것들은 �해남읍지�

(想白古 915.14-H118)의 내용을 그 로 싣고 있다. 

다만 이 읍지에는 이후에 제도 혹은 내용의 변동을 알 수 있도록 官職에는 군

수 외에 ‘皆爲革袪’하 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學校 조항에는 ‘祠宇撤罷’, 關阨․驛

院·牧場 조항에는 ‘今爲廢址’, 倉庫 조항은 ‘廢址’, 烽燧 조항에는 ‘今爲革罷’, 田

稅․大同․均稅․俸廩 조항에는 ‘革罷’, 物産 조항에는 ‘太半無産’‚ 進貢 조항에는 

‘今爲革袪’, 糶糴․軍額․奴婢 조항에는 ‘革袪’ 등을 표기하 다. 그리고 陵寢․史

閣․胎峯의 조항은 �해남읍지�(想白古 915.14-H118)에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항목

을 설정하고 ‘無’로 표기하여 이 에 없던 조항을 추가하고 재 이들 추기사항은 

원문과 씨가 확연히 달라서 나 에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海南郡邑誌�(一蓑古 915.142-H118)를 그 로 베낀 것으로 �해남읍지�

(奎 10780)가 있다.
45)

45)이는 1899년 즉 무 3년 읍지상송령에 의해 작성되어 올려 

진 것이다. 이 읍지의 내제는 ‘海南縣邑誌’ 으나, 이후 읍지를 상송하는 과정에서 

44) 이 읍지는 1895년에 새로이 작성되어 앙에 보내진 것이다. 다만 표지에 기록된 ‘輿地勝

覽’의 표 은 정조가 奎章閣에 �輿地勝覽�을 ‘續成’하라고 명을 내린 것과 연 을 지어 

생각하게 하는 도 있다. 이 읍지가 정조 에 이루어진 것을 본으로 삼고 있다는 

에서 이 의 것을 그 로 사하는 과정에서 서명도 그 로 사용하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5) �海南郡邑誌�(一蓑古 915.142-H118)와 �해남읍지�(奎 10780)는 기술형태나 내용상 거의 

같다는 에서 양자는 동일시기에 동일본을 모본으로 삼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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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南郡邑誌’로 바꾼 흔 이 있어서, 이 읍지는 어도 1894년 이 에 작성되었다

가 다시 개서된 것이라 하겠다. 이 읍지는 앞서 �海南郡邑誌�(一蓑古 915.142- 

H118)와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필사할 때에 잘못 기록하여 다른 부분이 일부 

보이고 있다. �海南郡邑誌�(一蓑古 915.142-H118)는 學校와 祠宇 조항을 분리하여 

필사하 으나, �해남읍지�(奎 10780)에서는 祠宇 항목을 쓰지 않았다가 學校 조항

에 祠宇를 포함시켜 ‘祠宇撤罷’로 기록하고 있다. 

�海南郡邑誌�(一蓑古 915.142-H118)와 �해남읍지�(奎 10780)가 �해남읍지�(想

白古 915.14-H118) 혹은 그 모본을 베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서술 과정

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 이다. ‘山川’ 조항 에서 �해남읍지�(想白古 915.14- 

H118)는 ‘萬代山’이하를 ‘增補’로 표시하 으나, 다른 두 읍지는 달리 표시하지 않

고 그 로 베 음은 이미 그 이하의 내용은 ‘증보’로서의 의미가 없게 된 시 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태인 의 읍지  규장각에 소장된 것으로는 �泰仁縣邑誌�(상백古 915.14 T122)

와 �泰仁郡邑誌�(奎 17410)를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정조 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

되며, 내용상 1789년(정조 13)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목차는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

廟, 公廨, 關阨,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糴糶,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

物[孝子, 烈女, 義士], 科宦, 古蹟, 册板으로 되어 있다. 

태인 의 읍지의 목차를 �해남읍지�와 비교하면, 해남읍지에 있던 ‘祠宇’조항이 

태인  읍지에서는 ‘書院’으로 명칭을 바꾸어 서술되었으며, ‘牧場’과 ‘島嶼’ 조항이 

없고, ‘上納’과 ‘倉庫’ 조항은 추가되었으며, ‘人物’조항에서는 孝子․烈女․義士를 

구분하여 서술하 으나, ‘科宦’ 조항은 文科․生員․進士의 구분이 없이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조항이 들고 나는 것은 지역 인 여건에 따라 해당항목의 유무를 기

술하 기 때문이다. 先生案의 마지막 인물인 朴賢秀는 1789년에 이임한 것으로 되

어 있어서 후임자가 이 읍지의 내용을 작성하 을 것으로 보인다. 

�泰仁郡邑誌�(奎 17410)는 표제에 ‘縣’이 아닌 ‘郡’으로 되어 있어서 1896년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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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군으로 편제한 이후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후 에 장정을 다시 꾸미면서 

써 넣은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방식을 통하여, 앞서의 항목과 유사한 차례  내용을 지닌 읍지

들을 선별하여 우선 �해동여지통재�의 범주에서 언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읍지들을 �해동여지통재�의 범주에 포함시켜 언 한다면 제

작과정에서 목차의 변화가 있었음을 지 할 수 있다. 처음에 계획한 �해동여지통

재�의 최  목차와 1788년 이후 순조 년까지 작성된 �읍지�들이 담고 있는 목차

를 비교하면, 새로운 목차가 증설 혹은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場 , 進

貢, 上納,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軍器, 奴婢, 先生案, 冊版, 樓亭, 島嶼 

등과 같은 지방의 구체 인 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정조가 의도하 고, 새로운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에서 주목되는 것들이라 하겠다. 그 에서도 진공, 상납, 요역, 선생안, 책  등

은 정조 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읍지의 제작시기를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 을 다. 한편 孝子, 忠義, 烈女附 등 독립된 항목

들은 人物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제외된 항목으로는 姓氏가 있다. 이처럼 항목상

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던 것은 정조가 범례와 련하여 많은 고민을 토로한 것

들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2>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해동여지통재�로 추정 가능한 

읍지들 에 라도에 속한 읍지만을 제시한 것이다.
46)46) 

46)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한국학자료센터 ‘지리지 종합정보’에 실린 해

제의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구체 인 내용은 http://e-kyujanggak.snu.ac.kr/geo/ 

main/main.jsp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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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誌  제작시기 비고

天府邑誌(奎 17434) 1786년(정조10) 이후 

南原邑誌(奎 17401) 1787년경(정조11)
여지도서의 체제에 항목추가  

증가

玉果縣誌(一簑古 915.142-Og1) 1788년경(정조12) 

益山郡誌(奎 17400) 1789년경(정조13)

泰仁縣邑誌(상백古 915.14-T122) 1789년경(정조13)

泰仁郡邑誌(奎 17410) 1789년경(정조13)

南平邑誌(奎 17420) 1789년경(정조13) 

潭陽府邑誌(奎 17423) 1789년(정조13) 

同福縣邑誌(奎 17432) 1789년(정조13) 경

務安縣邑誌(奎 17426) 1789년경(정조13)

高敞縣邑誌(奎 17425) 1789년경(정조13)

綾州牧邑誌(奎 17429) 1789년경(정조13) 
�여지도서�체제, 항목추가  

내용증보

雲峯縣邑誌(奎 17438) 1789년경(정조13)
�여지도서�체제, 항목추가  

내용증보

龍潭縣邑誌(奎 17418) 1790년(정조14) 

龍安縣邑誌(奎 17414) 1791년(정조15) 

海南邑誌(想白古 915.14-H) 1791년경(정조15)
海南,玉果,南平,和 ,昌平의 邑誌를 

합철

鎭安縣邑誌(奎 17406) 1791년(정조15) 

珍島郡邑誌(奎 17427) 1791년경(정조15)

全羅道全州益山礪山靈巖邑誌

   (상백古 915.14-J459)
1791년경(정조15)

全州, 益山, 礪山, 靈巖의 邑誌 

합철( 주만 체제가 다름)

咸悅縣邑誌(奎 17413) 1792년(정조16) 

錦山郡邑誌(奎 17417) 1792년경(정조16)

谷城邑誌(奎 17431)  1793년(정조17)

臨陂縣邑誌(奎 17412) 1794년(정조18) 

光陽邑誌(奎 17435) 1795년경(정조19)

鳳城邑誌(奎 17433) 1800년(정조24)  

金堤郡邑誌(奎 17415) 1811년경(순조11)

古阜郡邑誌(奎 17407) 1812년경(순조12)

金溝邑誌(奎 17398) 1816년(순조16) 

<표 2>  �해동여지통재� 추정 목록

정조 에 간행된 것으로 �해동여지통재�로 추정되는 목록 에는 여 히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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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체제를 그 로 유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그 로 베낀 것도 있을 수 있으

나, 여기에서는 제외하 다. 그리고 순조 의 것이지만, �해동여지통재�의 항목체

제를 그 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같은 범주에 넣어 살펴보았다. 이미 1799

년(정조 23년)에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로 한다면 이후의 것들을 제외하

여야 하겠지만, 그와 하나의 계열로서 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포함시켰다. 

6. 결론

정조 에 �해동여지통재�가 60권으로 제작되었으나, 재 당 에 제작된 실물로 

보이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조 에 제작된 내용을 담은 읍지들은 많지만, 

원본 �해동여지통재�로 명명된 읍지는 찾지 못하 다. 다만 이 에서는 �해동여

지통재�로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상정하고, 읍지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혹은 목차

구성의 유사성을 통하여 추측하 다. 

그 결과 내용상 �해동여지통재�로 추정되는 것들을 찾았으며, 그것을 후 에 다

시 베껴서 재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확인하 다. 정조 에 작성된 

읍지들  라도의 읍지들을 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에서는 정조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읍지들도 있다. 가령 통치와 

련한 항목은 이 의 내용에 비해 매우 세분되고 자세하다. 그리고 樓亭조를 살

펴보면 �여지도서�와 비교할 때, 련된 문학작품들이 보다 구체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 인 면에서 내용이 풍부하여 이 과  다른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리지 제작과정에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정조가 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래되었고, 한 �해동여지통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

는 것 에는 �여지도서�를 그 로 베끼거나 혹은 이 의 내용에 새로운 항목을 

더하는 정도의 것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동여지통재�는 이후의 읍지를 작성하는데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순

조 에 작성된 읍지 특히 경상도지역의 읍지 등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엿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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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1894년 이후 혹은 1899년 이후에 베낀 것들에서도 그러한 잔 들이 

보이고 있다. 이 무렵 읍지 상송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 에는 정조후반에서 순조 

에 이르는 시기에 작성된 내용을 그 로 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체로 일제 

때에 그 로 베껴 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다.

�여지도서�이후 국 인 규모의 지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해동여지통

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탈고 내지 제작되지 못하 는지에 해서는 좀더 많

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 남아 있는 읍지들에서 그 형태를 살필 

수 있다는 에서 �해동여지통재�의 원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여 히 남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2013. 10. 31),   심사일(2013. 12. 11),   게재확정일(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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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cking of ‘Haedongyeojitongjae(海東輿地通載): National 

geographical book in the end of 18
th
 century’

Yang, jin-suk

It has been known that 60 books of ‘Haedongyeojitongjae’ were made in the era of 

King Jeongjo(정조), but nothing has been remained. There are many ‘Eupji’s made in the 

era of King Jeongjo, but less research has been done to track the original type of Eupji 

named ‘Haedongyeojitongjae.’ This research developed a model that can track 

‘Haedongyeojitongjae’ by using the historic record in the era of King Jeongjo, and tracked 

the original type of ‘Haedongyeojitongjae’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Eupji and 

comparing the similarity of the table of contents.

This study selected ‘Jeolla-do Eupji’ among those made in the era of King Jeongjo as 

main research area, and tried to find Eupji that can be considered as 

‘Haedongyeojitongjae.’ There are some Eupjis that fit for the purpose of Jeongjo. There 

are also some Eupjis copied later.  

What can be considered as ‘Haedongyeojitongjae’ set up the new provisions related to  

the rule over the county that is different from those of ‘Yeojidoseo,’ and included more 

detail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chapter of ‘Noojeong( 정)’ included many literary 

works in order to make substantial Eupji, which is different from ‘Yeojidoseo.’ However, 

some Eupjis that can be considered as ‘‘Haedongyeojitongjae’ duplicated ‘Yeojidoseo,’ and 

just added new items to the existing ones, which can be shown from the fact that Jeongjo 

criticiz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was not perfectly performed.

‘Haedongyeojitongjae’ had affected Eupji that were made later, and particularly 

‘Gyeongsan-do Eupji’ made in the era of Sunjo(순조) was much affected by 

‘Haedongyeojitongjae.’ Some Eupjis made by the order of Sangsong in 1894 or 1899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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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transcribing ‘Haedongyeojitongjae.’ Those Eupjis included contents made from the 

late of King Jeongjo to King Sunjo.

This research insists that much more research on ‘Haedongyeojitongjae’ should be 

conducted and efforts to find the original ‘Haedongyeojitongjae’ or to find the trace should 

be continued, and also shows some specific examples.

Key words : Haedongyeojitongjae(海東輿地通載), Haedongeupji(海東邑誌), Jeongjo(正祖), 

Hongjaejeonseo(弘齋全書), JeolladoEupji(全羅道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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