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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 *

- 奎章閣 所藏 邑誌를 심으로 - 

1)

金 泰 雄 **

1.  머리말

2. 1894~1899년 邑誌 聚集의 背景과 現況

3. 1895․1899년 邑誌의 體制와 內容上  

    特徵

4. 맺음말

록: 이 연구는 1895년과 1899년에 謄上된 규장각 소장 읍지를 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

에 정부는 근  개 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이  邑誌  邑事

例, 各邑地圖도 요한 취집 상이었다. 

우선 갑오개 기 정부는 1894~1895년에 걸쳐 읍지와 함께 읍사례를 취집하고자 하 다. 그리

하여 이 시기에 다수의 읍사례가 등상되었다. 이 에는 좀처럼 상송되지 않았던 各所事例가 

거 포함되었다. 이러한 각소사례는 상납 주의 各秩事例와 달리 지방재정의 운 방식과 재정내

역을 소상하게 담고 있어 재정개 과 지방제도 개 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 다. 

다음 무개 기 정부는 1899년에 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읍지를 취집하면서도 각읍의 地圖

를 취집하는 데 을 두었다. 그것은 정부가 읍지의 역사  가치와 증빙  가치를 여 히 시

하면서도 지방제도 개 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토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핵심어 : 국지리지, 읍지상송령, 읍사례, 지방제도개편, 지방재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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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 국가는 국과 마찬가지로 일 부터 全國의 邑誌를 聚集하여 編纂하는 데 

힘을 기울 다.
1)

1)이는 국에 걸쳐 고을의 제반 사정을 소상하게 악함으로써 지

방 교화와 국가 방 에 참고할 만한 기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 ․물  지

방자원의 조달에 필수 인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 다.
2)

2)이  인 ․물  지방자

원에 한 정보는 근  주권국가 건설과정에서 지방 교화  국가 방 에 한 정

보에 못지않게 그 요성이 높아졌다.
3)

3)특히 국 차원에서 읍지를 취집하여 편찬

한 全國地理誌의 경우, 개별 고을에서 편찬한 私撰邑誌에 비해 그 비 이 훨씬 컸

다. 왜냐하면 국 차원에서 재․행정  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는 근  개 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志’ 는 ‘誌’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읍지는 고을의 내력을 비롯하여 

여러 인물의 활동 등을 기술한 역사책으로 근 개 기에 들어와서도 읍지의 이러

한 성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4)

4)그러나 정부가 지방제도개편과 지방재정개 을 

1) 김 배, 1974 ｢朝鮮王朝의 邑誌硏究｣,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 楊普景, 1987 ｢朝鮮時代 邑

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한 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裵祐晟, 1996 ｢18세기 

全國地理誌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22-4; 이정주, 2007 ｢ 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  忠․孝․烈 윤리의 확산 양상｣, �韓國思想史學� 28. 국의 지방지에 

해서는 倉修良, 1990 �方志學通論�, 齊魯書社; 劉緯毅, 1993 �中國地方志�, 新華出版社; 周

迅, 1998 �中國的地方志�, 商務印書館 참조. 국과 일본의 지방지 비교 연구에 해서는 

齊藤 博․來 新夏 編, 1995 �日中地方史志の比 硏究�, 學文社 참조.

2) �弘齋全書� 권162, 日得  권2, “山經水志 似若無關於世敎治法 而謠俗之淳漓 民物之殷衰 

亦可以覘得 我國輿地勝覽 間多脫略 殊非聖祖裒輯之盛意 自廟 收八省郡志 發凡起例 分命

館閣諸臣編摩 行 告完 而如山川阻塞 則念羲經設險之義 貢獻時令 則思宋宗(송나라 인종)

不食燒羊之意 節義忠烈之表著 則體我列朝培養 率之盛功神化 卽是書編輯之本意也”

3) 그 밖에 역사지지서는 근  주권 국가 건설 과정에서 國土 談論을 담아 국가 정체성을 조

성하 다. 국 역사지지서의 역사  의미에 해서는 설혜심, 2007 �지도 만드는 사람 : 

근   국의 국토․역사․정체성�, 도서출  길 참조.

4) 졸고, 2010 ｢해방 이후 지방지 편찬의 추이와 시기별 특징｣, �한국민 사의 새로운 모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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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행정  기 자료의 확보에 주안을 둔 까닭에 

읍지가 지니는 역사서로의 상은 새로이 조정되어야 했다. 

이 논문은 근 개 기에 취집된 1895․1899년 국 지리리(읍지)를 심으로 

그 취집 배경과 황 그리고 체제 구성과 내용상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국지리지의 역사 ․사회  의미를 추출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물

론 국지리지 취집 과정에서 당시 정국 상황과 지방사회의 움직임에 향을 받아 

그 기조가 그 로 철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고의 주된 검

토 상은 규장각 소장 읍지에 한정하 다.
5)

5)그럼에도 이 목표가 소기 로 이루어

진다면 개별 私撰邑誌가 지방 사회에서 集團記憶의 構成과 地域正體性 形成에 

을 둔 데 반해 全國地理誌는 앙정부의 財․行政 등 국가 통치 행 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집 하는 데 을 두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1894-1899년 邑誌 聚集의 背景과 現況

1) 1895년 邑誌와 邑事例

1894~1895년 연간에 정부는 국 차원에서 上 令을 하달하여 각읍의 읍지들

을 취집하 다.6)6)이 과정에서 邑誌와 함께 邑事例가 謄上되었다. 특히 1894~1895

년에는 읍지보다는 읍사례 취집에 진력하 다.7)7)정부는 이 부터 지방재정 개 을 

역사쓰기�(역사학연구소 편), 선인.

5) 읍지는 규장각을 비롯하여 장서각 등의 여러 기 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특히 장서각 소

장 1899년 읍지는 규장각 소장 1899년 읍지와 다른 원본이다. 장서각 소장 읍지에 해서

는 최근에 정 이 본격 으로 검토하기 시작하 다. 정 , 2011 ｢1899년 全國邑誌上

令과 읍지편찬 연구｣, �書誌學報� 38 참조.

6) 이 시기 읍지상송령과 취집 과정에 해서는 양보경, 앞의 논문, 116면; 정 , 의 논

문, 83-85면 참조. 

7) 이에 한 개 인 검토는 金泰雄, 1995 ｢甲午改革期 全國 邑事例 편찬과 ‘新定事例’의 마

련｣, �國史館論叢�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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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둔 차에 1894년 농민 쟁을 계기로 재정개 과 지방제도 개 의 필요성이 

정에 이르자 이를 뒷받침하기 해 읍사례를 취집하여 지방재정의 운  실상을 

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물론 1871년에도 앙 정부의 상송령 하달로 읍지와 

함께 읍사례가 謄上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앙정부가 각읍 군사시설의 악에 

주안을 둔 가운데 ‘事例大槪’를 요구하 기 때문에 1871년에 謄上된 읍사례는 체

로 간략하 다.
8)8)

이에 1894년 7월 1일 軍國機務處는 지방 군 을 비롯한 각  기 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하달하 다. 

各道 監兵營으로부터 州府郡縣鎭驛堡에 이르기까지 胥役軍卒案付總額과 各樣上納名

目實數, 各該公用支放事例를 일일이 成冊하여 遠近을 기 으로 하여 軍國機務處에 보

고할 일.9)9)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지방의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소상하게 

악하여 지방정책 수립에 참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취집된 

읍지의 제목 말미에는 읍사례가 명기되어 있었다.
10)

10) 컨  ‘開國五百四年正月日永

宗鎭事例冊’, ‘開國五百四年二月日竹山府邑誌傳來事例及各面各里戶數官屬列 成冊’, 

‘開國五百三年十一月日富平府結稅戶 應捧各樣應下新定事例’, ‘開國五百四年正月日南

陽府邑誌及事例謄 冊’, ‘開國五百四年二月日始 縣邑誌 事例成冊’, ‘開國五百四年

正月日高陽郡邑誌冊’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물론 읍사례와 함께 읍지도 취집하고

자 하 다.
11)11) 

그러나 정부의 주된 취집 상은 읍사례 다. 왜냐하면 당시 지방재정 개 에 

일차 으로 필요했던 기  자료는 읍사례 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읍사례는 

 8) 양보경, 앞의 논문, 114-116면.

 9) �更張議政存案�(奎 17236).

10) 議政府編, �[畿甸]邑誌�(규 12182). 

11) ‘營, 邑, 鎭, 堡의 邑誌와 事例를 속히 修上하라는 건으로 關文이 到付했다는 牒報’(평안감

→내각), �牒報存案�(규 17247), 1책, 189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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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읍의 재․행정을 비롯한 군  통치 반의 규정을 담고 있는 例規集이다.
12)

12)그

리하여 1894~1895년에 취집된 읍지와 읍사례는 라도를 제외하고는 후자가 자

보다 많았다.
13)

13)특히 驛과 鎭, 牧場, 堡의 경우, 더욱 그러하 다

반면에 읍지의 경우는 이 과 달리 앙에서 마련한 凡例에 의거하지 않고 각

읍에서 보 하고 있던 읍지를 轉寫한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이  상송령의 경우

는 다음과 같았다. 컨  순조 31년(1831) 6월 경상감 은 ‘辛卯規式’에서 書次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경상도 읍지가 편찬될 때 용되도록 하 다.  

   初張 地圖, 第2張 初行書 某府邑誌 

   본문

   (1) 建置沿革 (2) 郡名 (3) 官職 (4) 姓氏 (5) 山川 (6) 風俗 (7) 坊里 (8) 戶口 

   (9) 田賦(元帳付  時起結, 田稅, 大同, 火稅, 均稅, 徭役을 幷書할 것) 

   (10) 軍額 (11) 城池 (12) 林藪 (13) 倉庫 (14) 軍器 (15) 關阨　

   (16) 鎭堡(山城을 幷 할 것) (17) 烽燧 (18) 學校 (19) 壇廟 

   (20) 陵墓(陵寢과 先賢의 墓를 幷書하되 陵寢이 없으면 塚墓를 쓸 것) 

   (21) 佛宇 

   (22) 宮室(없으면 公廨를 쓸 것) (23) 樓亭 

   (24) 道路(京中  各營, 隣邑간의 서로 거리를 數値로 표시하고 方向도 함께 기

록할 것) (25) 橋梁 

   (26) 島嶼 (27) 堤堰 (28) 場  

   (29) 驛院(驛院의 명칭과 상호간의 거리를 수치로 쓸 것)

   (30) 牧場 (31) 形勝 (32) 古蹟 (33) 土産 (34) 進貢 (35) 俸廩 (36) 宦蹟 (37) 

科擧 

   (38) 人物( 誌의 것을 고치지 말 것이며, 新增은 濫雜을 피할 것)

   (39) 題詠 

   (40) 碑板(先賢의 碑文과 冊板을 幷書할 것)14)14)

12) 이와 련하여 양보경, 앞의 논문과 金泰雄, 1999 ｢朝鮮後期 邑事例의 系統과 活用｣, �古

文書硏究� 15 참조.

13) 라도에서 등상된 읍사례가 은 이유를 련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지

역이 1894년 농민 쟁의 여 로 읍사례를 등상하지 못했으리라 짐작된다.

14) �英陽縣邑誌�(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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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고을 비고

關北邑誌

(규 12179)

1894년 

11월, 12월

永 , 定平. 利原, 洪原, 安邊, 端川, 

三水, 甲山, 長津, 北靑, 文川, 高原, 

德源, 咸  

永 邑誌를 뺀 나머지 읍지에는 모

두 事例가 첨부되어 있음. 咸 府는 

읍지는 없고 事例만 있음.

關西邑誌

(규 12169)
1895년 3월

雲山, 孟山, 嘉山, 寧遠, 三登, 甑山, 

价川, 川, 慈山, 龍川, 安, 咸從, 

博川, 祥原, 安州, 慈城, 厚昌, 鐵山, 

郭山, 德川, 熙川, 肅川, 江西, 成川, 

泰川, 江東, 碧潼, 朔州, 龜城, 渭原, 

江界, 平壤, 三和, 宣川, 泰川, 定州, 

寧邊, 楚山, 陽德, 殷山, 永柔, 中和, 

龍岡, 昌城

三登‚ 安州‚ 殷山 등은 事例만 있고 

成川은 事例가 없음. 泰川의 경우는 

제10책에 邑誌‚ 제17책에 事例가 실

려 있음. 

關西鎭誌

(규 12192)

1895년 3월, 

4월
薪島, 宣沙, 吾 梁, 西林

薪島鎭을 제외한 다른 鎭은 鎭誌보

다 事例 주로 수록됨.

畿甸營誌

(규 12187)
1895년 水原․春川․江華府 春川은 事例가 첨부됨.

[畿甸]邑誌

(규 12182)

1894년 

11월-95년 

2월

楊根, 竹山, 富平, 安山, 南陽, 始 , 

高陽, 喬桐 

永宗鎭은 事例冊만 있음. 竹山, 富平

(新定事例), 南陽, 始 , 喬桐은 읍

지와 읍사례 모두 있음.

<표 1> 1894~1895년 읍지․읍사례 취집 황 

앙정부는 이처럼 民戶와 物産, 風俗, 道路, 建物, 場 , 人物, 題詠 등 다양한 

요소들을 읍지에 수록하도록 요구하 다. 

한편, 앙으로부터 하달받은 감 은 이러한 규식에 입각하여 御覽冊子와 副本

을 각각 1부씩 마련하 다. 자는 각읍에서 속히 상송한 부본을 본으로 삼아 

감 에서 수정․편찬하되 뛰어난 手畵寫가 제일 좋은 종이를 가지고 작성한 읍지

인 데 반면에 후자는 각읍에서 속히 사하여 감 에 상송한 읍지이다. 이때 앙

으로 올라오는 읍지의 井間은 每張 20行 20字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원칙은 그 로 수되지는 않았다. 고종 8년(1871) 읍지 상

송령의 경우, 정부가 規式을 하달하는 신에 冊版 見樣을 보내 감 에서 인쇄하

여 각읍에 分 하도록 지시하 다.
15)

15)따라서 1894~1895년에 상송된 국 읍지도 

이러한 차를 거쳤을 것이다. 이 시기에 앙에서 취집한 읍지와 읍사례 황은 

<표 1>과 같다.

15) 이에 해서는 양보경, 앞의 논문, 114-1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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嶺南營誌

(규 12184)
1895년

慶尙左水營, 嶺南左兵營, 右兵營, 左

兵虞侯營 
지와 사례가 둘다 있음.

嶺南驛誌

(규 12185)

1894년 

11월~ 95년 

1월

 長水道本外驛·省峴道十四本各驛·金

泉道驛·自如道驛·松羅道·召村道郵·蔚

山長鬐牧場·晋州牧場, 沙斤道十五站·

幽谷道·安奇道·昌樂驛·黃山驛

誌보다는 事例 주로 수록됨. 松羅

道는 誌와 事例가 있음.

嶺南邑誌

(규 12174)

1894년 

11월~95년 

5월

慶尙道 63개읍  慶州‚ 迎日‚ 長鬐‚ 

機張‚ 鎭海 등을 제외한 읍지가 수

록됨.

읍지마다 邑事例를 첨부함.

嶺南鎭誌

(규 12183)

1894년 

11월~95년 

1월

 赤梁을 비롯하여 嶺南 31개鎭의 誌

가 수록됨.
사례 주로 수록됨. 

湖南邑誌

(규 12181)
1895년

靈巖, 泰仁, 玉果, 長 , 綾州, 益山, 

錦山, 同福, 求禮, 珍山, 康津, 海南, 

長水, 龍潭, 德, 井邑, 和 , 谷城, 

扶安, 咸悅, 龍安, 古阜, 高敞, 淳昌, 

光州, 羅州, 天, 樂安, 南平, 雲峰, 

潭陽, 濟州, 大靜, 旌義, 金堤, 臨陂, 

萬 , 礪山, 高山, 陽, 天, 珍島, 

昌平, 咸平, 任實, 靈光, 完山, 寶城, 

金溝, 務安, 南原, 茂朱, 沃溝, 光陽, 

鎭安, 谷城, 茂長, 長城

事例가 읍지와 별도로 분산 수록된 

읍은 海南, 羅州, 天, 陽, 谷城, 

綾州, 咸悅 등임. 읍사례가 없는 읍

은 長 , 益山, 龍潭, 德, 和 , 扶

安, 龍安, 樂安, 大靜, 旌義, 礪山, 任

實, 靈光, 完山, 寶城, 金溝, 光陽, 鎭

安 등이고 長水縣은 읍사례만 수록

되어 있음. 

湖南驛誌

(규 12190)
1895년 參禮‚ 濟原‚ 靑巖‚ 獒樹‚ 碧沙驛

獒樹驛‚ 碧沙驛誌에는 事例가 수록

되어 있음. 숙종 12년(1686)에 편찬

된 �景陽誌�와 합철됨.

湖南營誌

(규 12189)
1895년 全羅兵營, 全羅左水營, 右水營 全羅左水營과 右水營은 事例가 있음. 

湖南鎭誌

(규 12188)
1895년

黑山鎭, 巨文鎭, 靑山鎭, 三島鎭, 智

島鎭, 荏子島鎭, 蝟島鎭, 鹿島鎭, 古

今島鎭, 呂島鎭, 古群山鎭, 寧浦鎭, 

法聖鎭, 群山鎭, 加里浦鎭, 多慶浦鎭, 

南固鎭, 鳳鎭, 古突鎭, 防踏鎭, 南

桃鎭, 笠巖鎭, 鉢浦鎭, 梨津鎭, 於蘭

鎭, 臨淄鎭, 蛇渡鎭, 金城鎭 

사례 주로 수록됨.

[湖西]邑誌

(규 10767)
1895년

德山, 海美, 沔川, 唐津, 瑞山, 泰安, 

扶餘, 石城, 林川, 鴻山, 韓山, 全義, 

木川, 天安, 稷山, 舒川, 庇仁, 藍浦, 

保寧, 結城, 平澤, 牙山, 溫陽, 懷德, 

永同, 黃澗, 靑山, 魯城, 恩津, 連山, 

鎭岑 

규장각 해제에서는 1899년으로 기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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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따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 곳곳에서 읍지가 謄上되었음을 

보여 다.
16)

16)국가 재정의 부분을 감당하는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關防地帶라 할 

평안도와 함경도의 읍지와 읍사례가 등상되었던 것이다. 다만 강원도와 황해도 각

읍에서는 읍지를 등상하지 않았다. 1871~1872년에 읍사례가 이미 등상된 데다가 

큰 변화가 없다고 단되어 상송령이 하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7)

17)결국 

정부의 상송령은 당시 정국이 1894년 농민 쟁과 청일 쟁, 일본의 간섭 등으로 

말미암아 매우 유동 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을 수령들에게 철되었음을 보여

다. 한 읍지․읍사례의 이러한 등상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  의지와 함께 이

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성된 사회  분 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1899년 邑誌와 地圖

1899년 4월(양력) 정부는 다시한번 지방에 상송령을 하달하 다.18)18)당시 이러한 

상송령은 �皇城新聞�에 보도되었다.

 邑誌修上

內部에셔 十三道에 訓令기를 各郡邑誌를 各其府로 都聚修正야 輸 本部야 以

爲 乙覽  고 亦復存案라신 旨意를 奉承얏기 玆以訓令노니 令到卽地에 轉飭管

下各郡야 誌 地圖를 各二件式 不日 精書야 令到後三十日內로 趕速修呈라 얏

다더라19)19) 

16) 江陵府의 경우, 조  늦었지만 당시 강릉부에 부임한 鄭時憲이 앙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강릉부지�를 편찬하여 상송하 다. 여기서는 산천, 고 , 제  등이 소략한 반면에 부세･

공물 상납 내역이 매우 상세하다. �江陵府誌�는 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17) 1871년 �關東邑誌�(규 12172)와 �海西邑誌�(규 12171)에는 읍사례가 부분 수록되어 있

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황 추정만으로는 강원도 읍지와 황해도 읍지가 등상되지 않은 이

유를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 이후 여타 자료 발굴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18) 1899년 읍지상송령의 주체와 과정, 읍지 제작 시기와 소장 황 등에 해서는 정 , 

앞의 논문 참조. 

19) �皇城新聞� 1899년 4월 26일(음력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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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이 과 마찬가지로 찰부가 각군 읍지를 모두 모아 수정한 뒤 내부

에 수송하도록 하달하고 있다.
20)

20)그 목 도 어람과 보존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21)

21) 

아울러 朱絲欄 규격지를 사용하여 서식의 통일성을 기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895년 상송령과 달리 읍사례보다는 읍지 

 [彩色]지도에 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컨  김포, 양근과 지평, 

칠곡, 암, 문화, 토산의 경우, 등상 책자 제목은 각각 ‘金浦郡邑誌及地圖成冊’, ‘楊

根郡邑誌 地圖成冊’과 ‘砥平郡邑誌 地圖’, ‘全羅南道靈巖郡邑誌 地圖成冊’, ‘文化

郡邑誌地圖幷 成冊’, ‘兎山郡邑誌 地圖成冊’이었다.
22)

22)심지어 경기도 양천과 함경

북도 종성의 경우, 표지제목이 각각 ‘京畿陽川郡邑地圖’와 ‘鍾城郡地圖 邑誌’라고 

표기하 다. 아울러 30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지시한 에서 매우 서둘러 진행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국 각군에서 읍지가 內部에 등상되었

다. 당시 이들 읍지에는 군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하달 내용과 달리 

各道 觀察府에서 취합하여 상송한 게 아니라 郡에서 직  內部로 등상하 다. 

1895년 읍지와 달리 1899년 읍지는 도 단 로 제목이 붙지 않고 개별 각군 단 로 

제목이 붙어 있다. <표 2>는 이를 잘 말해 다. 

20) 정부의 이러한 상송령은 세인들에게도 주목거리 다. �日新�의 자는 자기의 일기에 상

송령 내용을 기록하 다(�日新�, 己亥(光武 3년, 1899) 음력 3월 17일).

21) 1898~1899년에 제작된 읍지 에는 내부에 상송된 읍지 이외에 황실에 상송된 읍지도 

존재하 다. 정 의 가설에 따르면 장서각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 1899년 읍지들은 내

부의 상송령과 별개로 황실에서 상송령을 하달하여 수집한 읍지이다(정 , 앞의 논문). 

아울러 황실의 이러한 상송령은 당시 量地衙門의 국측량작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설은 후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이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에서 경청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가설이 역사  사실로 입증되기 해서는 장서각 소

장 읍지의 체제  내용과 무양 지계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계하여 면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金浦郡邑誌及地圖成冊(규 10707)�; �楊根郡邑誌 地圖成冊�(규 10728); �砥平郡邑誌

地圖�(규 10716); �全羅南道靈巖郡邑誌 地圖成冊�(규 10790); �文化郡邑誌地圖幷 成冊�

(규 10908); �兎山郡邑誌 地圖成冊�(규 10998); �京畿陽川郡邑地圖�(古 915.12-Y17c); 

�鍾城郡地圖 邑誌�(규 1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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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고을 비고

강원도 1899년 襄陽, 洪川, 歙谷
흡곡은 채색지도를 첨부함.

*�華川郡邑誌�(규 10961, 1898)

경기도 1899년

水原, 楊根, 漣川, 喬桐, 金浦, 陽川, 富

平, 安山, 加平,  漣川, 朔寧, 麻田, 積

城, 坡州, 長湍, 豊德, 抱川, 永平, 龍仁, 

驪州, 陽智, 砥平, 利川, 通津, 楊根, 始

, 果川, 南陽, 竹山, 振 , 陰竹, 廣州, 

交河  

廣州, 交河, 麻田, 水原, 利川 등은 지도

가 없음.

경상도 1899년 慶州를 제외하고는 읍지가 모두 있음. 熊川을 제외한 지도를 첨부함.

라도 1899년

益山, 錦山, 井邑, 扶安, 龍安, 淳昌, 

天, 雲峰, 金堤, 臨陂, 萬 , 任實, 完山, 

金溝, 茂朱, 麗水, 全州 등을 제외한 여

타 군은 읍지가 있음.

지도를 첨부함.

충청도 1899년

沃川, 靑山, 淸安, 槐山, 黃澗, 懷仁만 

읍지가 존재함. 

淸風, 堤川(읍사례), 丹陽, 永春(�忠淸

北道 各郡邑誌�, 규 10763)

지도를 첨부함.

평안도 1899년

孟山, 嘉山‚ 寧遠‚ 三登‚ 甑山, 价川‚ 

慈山, 龍川, 安, 咸從, 博川, 祥原, 慈

城, 厚昌, 鐵山, 郭山, 德川, 熙川, 肅川, 

江西, 泰川, 江東, 碧潼, 朔州, 龜城, 渭

原, 江界, 平壤, 三和, 定州, 楚山, 陽德, 

殷山, 永柔, 中和, 龍岡

지도를 첨부함.

함경도 1899년
慶源, 慶 , 吉州, 明川, 茂山, 富寧, 北

靑, 城津, 鍾城, 永 ‚ 利原‚ 三水‚ 長津  
지도 첨부

황해도 1899년

康翎, 金川, 文化, 白川, 鳳山, 松禾, 遂

安, 新川, 甕津, 殷栗, 長淵, 載寧, 兎山, 

平山, 黃州, 瑞 , 安岳

載寧은 지도가 없음. 

<표 2> 1899년 읍지․지도 취집 황

<표 2>에 따르면 1899년에도 이  시기와 마찬가지로 각읍의 부분이 앙정

부의 상송령에 따라 읍지를 등상하면서 지도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의 

경우, 1895년에는 高靈을 비롯한 21개 읍에서 지도를 첨부하 지만 1899년에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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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읍  경주, 웅천을 제외하고는 지도를 첨부하 다. 지도를 첨부한 읍지가 폭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1895년에 등상하지 않았던 황해도 각읍에서도 읍지와 함께 

지도를 등상하 다. 평안도의 경우도 1895년에는 12개 읍만이 읍지 첫머리에 지도

를 첨부한 반면에 1899년에는 36개 읍이 지도를 첨부하 다. 다음 함경도의 경우, 

1895년에 이미 읍지와 지도를 등상한 읍들은 일부 읍을 제외하고는 등상하지 않았

으며 반 로 1895년에 등상하지 않은 읍들이 읍지와 지도를 등상하 다. 특히 

라도의 경우, <표 3>과 같이 1895년에는 지도를 첨부하지 않은 고을이 매우 많았

던 반면에 1899년에는 지도를 첨부한 고을이 매우 많았다. 

연도 지도가 첨부된 고을 지도가 첨부되지 않은 고을 읍지가 없는 고을

1895년

玉果, 長 , 益山, 錦山, 同

福, 求禮, 康津, 扶安, 咸悅, 

龍安, 古阜, 樂安, 雲峰, 濟

州, 大靜, 旌義, 礪山, 高山,  

昌平, 靈光, 完山, 寶城, 金

溝, 沃溝, 谷城, 茂長, 長城

靈巖, 泰仁, 綾州, 珍山, 海南, 

長水, 井邑, 和 , 谷城, 高敞, 

淳昌, 光州, 羅州, 天, 南平, 

潭陽, 金堤, 臨陂, 陽, 咸平, 

任實, 務安, 南原, 茂朱, 光陽, 

茂長

1899년

靈巖, 玉果, 長 , 綾州, 同

福, 康津, 海南, 和 , 谷城, 

高敞, 光州, 羅州, 天, 樂

安, 南平, 潭陽, 濟州, 旌義, 

陽, 昌平, 咸平, 靈光, 寶

城, 務安, 光陽, 谷城, 茂長, 

長城

茂朱

泰仁, 益山, 錦山, 求禮, 珍

山, 長水, 井邑, 扶安, 咸悅, 

龍安, 古阜, 淳昌, 雲峰, 大

靜, 金堤, 臨陂, 萬 , 礪山, 

高山, 任實, 完山, 金溝, 南

原, 沃溝 

<표 3> 1895~1899년 라도 읍지 첨부 지도 황 

1895년 읍지의 경우, 지도가 첨부되지 않은 고을이 26개인 데 반해 1899년 읍지

의 경우, 단 1개에 불과했다. 한 1899년 읍지의 경우, 읍지가 해지지 않거나 

상송되지 않은 나머지 상송 읍지가 24개에 지나지 않지만 읍지 없는 고을을 제외

하면 지도가 부분 첨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899년 상송령의 목 이 지도 

첨부에 있음을 단 으로 보여  셈이다. 1899년 읍지 상송령의 주된 목 이 각읍 

지도의 확보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 인 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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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別 各所事例 各秩事例 各所事例․各秩事例

全羅道

靈巖, 泰仁, 康津, 海南, 谷

城, 咸悅, 南平, 雲峰, 潭陽,  

金堤, 陽, 咸平, 茂朱, 沃溝 

玉果, 綾州, 同福, 求禮, 長

水, 井邑, 古阜, 高敞, 光州,  

天, 臨陂, 高山, 務安

珍山, 長城(事例, 各庫事例)

慶尙道

漆谷, 淸河, 陜川, 宜寧, 蔚

山, 靈山, 豊基, 仁同, 新寧, 

昌原, 彦陽, 星州, 靑松, 寧海

安義, 海, 三嘉, 金山, 梁

山, 淸道, 密陽, 尙州, , 

慈仁, 昌寧, 高靈, 安東, 東

萊, 聞慶(월별, 행사별), 龍

宮, 咸昌, 咸陽(月廩區別), 

河東, 玄風, 永川, 

善山, 金海, 山淸( 計式例+

各該公用支放事例錢穀實數

秩)

<표 4> 1894․1895년 읍사례 계통과 취집 황 

3. 1895․1899년 邑誌의 體制와 內容上 特徵

1) 1895년 읍지

1895년 읍지의 체제와 내용상 특징을 단 으로 규정하는 요인은 첨부된 읍사례

이다. 읍지의 경우, 정조 연간 읍지, 순조 연간의 읍지를 사한 경우가 허다하여 

갑오개  직  당시 지방통치와 향 사회의 실상을 악하는 데 애로가 따른다. 

반면에 읍사례의 경우, 갑오개  이  군 의 재･행정 실상을 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물론 일부 읍사례는 개  직 의 시기로 비정할 수 있는가에 한 여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읍지와 달리 일부 읍사례가 직  시기의 실태

를 그 로 반 하지 못하더라도 고을 운 의 근간으로서 각읍 운 의 경향과 방식

을 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그런데 일반 읍사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읍지에 첨부된 읍사례의 경

우도 各邑 各所의 分掌 內譯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各所事例’가 존재하는가 하

면 앙과 여타 기 과의 賦役 貢物 上下納․用途 關係를 秩別로 보여주는 賦役事

例의 일종이라 할 ‘各秩事例’가 존재한다. 

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의 경우, 각소사례와 각질사례의 분포 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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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道
德山, 沔川, 保寧, 平澤, 溫

陽, 永同, 恩津, 連山

海美, 泰安, 扶餘, 石城, 林

川, 鴻山, 全義, 天安, 稷山,  

庇仁, 藍浦, 結城, 牙山, 魯城

비고 : 지명이 표기되지 않는 곳은 읍사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읍지임.

삼남에 국한하여 읍사례의 계통을 악하 지만 각질사례가 각소사례보다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읍의 지방재정 운 실태를 정확하게 악할 수 없

는 맹 을 보여 다. 즉 각질사례는 정조 연간 �賦役實總�과 마찬가지로 경각사 

상납과 지방 아 사이의 재화 이동을 보여 지언정 지방 아 자체의 재정 운  

황을 보여주지 않는다.23)23)특히 東萊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각소사례를 지속

으로 수정하여 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

24) 앙정부에 각소사례를 상송하지 

않고 각질사례를 상송하 다는 것은 앙정부의 재정 악에 어려움을 가 시킬 

수 있다. 여타 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을 것이다. 

그러나 함경도의 경우에는 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개 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

 자료가 되었다. 1883년 어윤 이 함경도 재정 개 을 단행하면서 편찬한 結戶

錢 주의 ‘癸未事例’가 거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25)25)  

요컨  1895년 읍지 상송은 각질사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80년  재정 개 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을 뿐더러 일

부 지방 아에 국한되었지만 각소사례가 거 취집됨으로써 이후 정부가 結戶錢에 

입각한 ‘新定事例’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 1899년 읍지

1899년 읍지는 1895년 읍지와 달리 읍사례가 매우 다. 이는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상송령의 주된 목 이 邑事例 謄上보다는 地圖의 등상에 있었다. 

23) �賦役實總�의 재원 악방식과 그 의미에 해서는 송양섭, 2008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 악 방식과 재정정책｣, �역사와 실� 70 참조.

24) �東萊府事例�(奎 4272, 1868); �萊府事例�(국립 앙도서  소장, 1844)

25) 金泰雄, 2012 �한국근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133-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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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에 드러난 앙정부의 상송령 의도를 추출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 면리행정에 한 악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행정구역 정비에 필요한 기  자

료의 확보이다.

첫째, 첨부된 지도는 務安을 제외하면 모두 손으로 그린 繪畵式地圖이다. 이  

시기 1871･1895년 목 본 첨부 지도에 비해 面里 등 각종 지명이 다수 표기되었을

뿐더러 道路網, 山勢, 江 기, 건물, 場  分  등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묘사는 1872년 지방지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26)

26)그러나 정부는 1872년 이

래 갑오개 을 거치면서 야기된 향 사회의 변동을 악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1895년 읍지가 이러한 요구를 반 하지 못했던 을 감안한다면 정부로서는 이러

한 지도의 확보가 매우 실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 정부의 지방제도개 에 

향을 미쳤던 丁若鏞이 �牧民心書� 戶籍條에서 各邑의 彩色圖 확보가 戶籍 整備보

다 선행해야 함을 이미 역설한 터 다.27)27)즉 그는 邑城, 山林, 丘陵, 川澤과 개천의 

형세를 묘사할뿐더러 村里도 반드시 묘사하기를 강조하면서 이런 묘사 상들을 

구분하기 해 각각 색깔을 달리할 것을 주문하 다. 한 그는 公文書 受發 期間

을 악하기 해 거리를 표시할 것도 제안하 다. 이는 결국 各邑 村里의 形勢를 

제 로 악하여 수령의 지방통치는 물론 나아가 앙정부의 지방 악에 참고하고

자 하 던 것이다.  

둘째, 무정권 역시 지방 사회의 동향 악을 넘어서서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

하기 해서는 면리 행정 상황을 정확하게 악할 필요가 있었다.
28)

28)물론 일부 고

26) 서울 학교 규장각 편, 1997-2000 �朝鮮後期 地方地圖� 시리즈.

27) �牧民心書�, 戶典 戶籍條. 이와 련하여 오 교, 2007 �실학 의 정치･사회개 론�, 혜안, 

150-151면 참조. 한편, 고종 연간 지방제도개 에 한 정약용의 향에 해서는 尹貞愛, 

1985 ｢韓末地方制度改革의 硏究｣, �歷史學報� 105; 강석화, 1991 ｢朝鮮後期 地方制度의 

運營과 丁若鏞의 改革案｣, �韓國學報� 65; 金泰雄, 2012 앞의 책, 284-285면 참조.

28) 무정권의 면리 운  방안과 지방행정개  시도에 해서는 李相燦, 1986 ｢1906~1910

년의 地方行政制度 변화와 地方自治論義｣, �韓國學報� 12-1; 金泰雄, 2012 앞의 책, 제4

장 무개 기 지방제도의 재편과 지방행정의 개 ; 박성연, 2010 ｢통감부 시기 면, 리동

제 연구: 동래부의 사례를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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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는 지방 사족의 비 조로 이러한 의도가 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 고

을의 이러한 지도 표기 방식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의지를 잘 말해 다고 하겠

다. 즉 1896년 13도제 제정 당시에 정부는 지방행정구역 정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 다.

牧府郡縣이 처음에서 定制指劃이 없어 大邑은 3,40면이요 邑은 4,5면으로 같지 않

으니, 읍은 面村이 活遠하여 官令을 민이 들어 알지 못하고 민폐를 이 洞察하지 

못하여 징수하는 일에서는 官屬과 面任이 作奸하므로 능히 막지 못하니 이는 읍이 커

서 생기는 폐이다. 소읍은 부 면 이 4,50리에 불과하니 그 지방의 賦稅로 그 지방

리의 이 부족하여 타군으로부터 이획하는 군이 많고 民情으로 보자면 많은 誅求에 

간섭받으므로 읍은  작아지고 민은  곤궁해지니 이는 읍이 작아서 생기는 폐

이다.  仁政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지  행정에서 편안함을 얻고

자 하면 지방구역을 먼  정리해야 할 것29)29)

정부는 이처럼 행정구역의 정형이 고르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해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하 다. 그 다면 이러한 지도의 취집은 갑오개

기 지방제도개 에 이어서 면리통합을 비롯한 일련의 지방제도개  연장선에 있

다고 하겠다.

1899년 첨부 지도의 이런 특징을 지도를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도있게 집 으로 검토하기 해 라남도의 綾州, 陽, 海南을 표 인 

분석 상으로 삼았다.

綾州의 경우, 方里名이 지도에 표기되어 있을뿐더러 아의 공간 배치, 산, 고개, 

수지의 지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그림 1>). 이런 경우는 순천, 낙안, 남

평, 양, 창평 등에서 보인다. 창평의 경우, 지도 크기가 가로 60cm, 세로 

107.6cm에 달할 정도로 형지도이며 여기에는 山川, 橋梁, 道路, 公廨, 場 , 店, 

疆界, 祠宇, 寺刹, 壇廟, 樓亭  各面, 各里가 상세하다.
30)

30)즉 상세하고 풍부한 註

29) �地方制度調査�, ‘地方行政區域說明書’, 40-41면. 이와 련하여 윤해동, 1997 ｢통감부설치

기 지방제도의 개정과 지방지배정책｣, �韓國文化� 20, 387면 참조.

30) �昌平郡邑誌�(규 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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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를 기록하여 지도 내에 地誌的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도가 할 수 없는 지역

의 행정 인 사정을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다. 반면에 1871년 읍지에만 첨부되어 

있는 능주 지도의 경우, 1899년 지도와 달리 面, 驛, 寺院, 倉庫 등 행정면과 일부 

건물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그림 2>). 요컨  1899년 상송령의 취지가 

모든 고을에 철되지 않았지만 어도 일부 고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앙 

정부가 里洞 단 까지 각읍의 地誌 情報를 정확하게 악하고자 했음을 보여 다. 

<그림 1> 1899년 능주군 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綾州郡邑誌�(규 10802, 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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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71년 능주목 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湖南邑誌�(규 12175, 1871년) 

다음 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面 행정구역을 시각 으로 보여주기 해 

面界를 그려 놓았을 뿐더러 面 역을 구별하기 해 상이한 색깔로 면 역을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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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그림 3>). 한 이 지도는 조 의 이른바 備邊司印方眼地圖에 수록

된 흥양지도와 비교할 때, 방안지도라는 에서 공통 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후자는 자와 달리 면의 치와 면 을 드러내기 해 별도의 색깔로 칠하지는 

않았다.
31)

31)아울러 면의 치와 면 을 정확하게 표 하기 해 方眼 技法을 이용

하 다. 즉 1899년 흥양군지도는 關防과 道路, 島嶼 등의 악에 을 둔 비변사

지도의 장 을 그 로 살리면서 여기에 면 행정구역의 정확성을 가미함으로써 기

존의 군사  성격에 행정  성격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읍지 내용 자체는 

조 34년(1758)의 읍지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지만 기존의 흥양읍지

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호구 항목 細註에서 戶籍管理의 부실로 국역 체계가 문란

함을 비 하고 있으며 田結 항목 細註에서는 檢田의 太過로 말미암은 白地徵稅의 

폐단을 한탄하고 있다.
32)

32)당시 흥양군읍지를 편찬한 군수의 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33)

33)반면에 1871년 읍지에 실린 능양  지도의 경우, 아 심으로 면 행

정구역만 기재했을 뿐 지지 정보가 매우 소략하다(<그림 4>). 특히 고을의 지형도 

매우 부정확하여 지지 정보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요컨  1899년 흥양군읍지에 

첨부된 지도는 여타 읍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방안 기법이 활용되어 흥양군 지지 

정보의 가치는 물론 지형의 정확도가 제고됨으로써 앙 정부가 각군 행정을 장악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31) �湖南地圖�(규 12155). 이 지도는 備邊司印方眼地圖의 하나로 이에 해서는 楊普景, 

1992 ｢18세기 備邊司地圖의 고찰: 奎章閣 소장 道別 郡縣地圖集을 심으로｣, �奎章閣� 

15 참조.

32) �新增 陽誌�(규 10804, 1899). 이러한 세주상의 비  평가는 여타 읍지에서는 보기가 

거의 힘들다. 

33) 당시 흥양군수는 閔述鎬로 1899년 3월 1일(양력)에 임명되었고. 1901년 8월 11일(양력)

에 체임되었다(�日省 �, 光武 3년 1월 20일(음력); 光武 5년 6월 27일(음력)). 이 기간

에 牧場의 賭錢을 減捧하여 상납했다는 稅官의 보고로 인해 앙정부로부터 제 로 상

납하라는 훈령을 받기도 하 다(�訓令照 存案�(규 19143) 15책, 1901년 1월 6일(내장원

경임시서리→흥양군수). 그러나 이후 그는 1904년에 內藏院卿으로 임명될 정도로 무정

권의 핵심으로 성장하 다(�日省 �, 光武 8년 5월 25일(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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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99년 흥양군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新增 陽誌�(규 10804, 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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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871년 흥양군 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海南邑誌�(규 10780, 1899년)

끝으로 종 에는 면 사이의 거리를 읍지 해당 항목에서 기재하 지만 海南과 

南平, 光陽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34)

34)지도에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35)

35)이는 

34) �南平郡邑誌�(규 10776, 1899년); �光陽郡邑誌�(규 10774, 1899년).

35) 그 밖에 읍지 내에도 면리 간의 거리를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홍천군읍지�(장서각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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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의 視覺化를 통해 기존의 읍지와 지도의 거리 표시 방식에서 진 된 모습을 

단 으로 보여 다고 하겠다. 해남군의 경우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1899년 해남군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湖南邑誌�(규 12175, 1871년)

우선 읍치를 심으로 각면과의 거리를 지도에 표기하고 있다. 다음 1871년 해

남읍지에 첨부된 지도(<그림 6>)와 달리 邑治를 심으로 하되  右水營,  牧

場, 大芚寺 등의 건물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의 지형이 사실 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밖에 일부 지도에서는 정부의 토 주권 수호 의지와 한제국 국민 보호 

의식을 담고 있다. 국  러시아와 경하고 있는 慶 郡의 경우는 이를 잘 보

여 다.

의 경우가 표 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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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871년 해남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慶 府邑誌�(규 10993, 1899년)

1899년 첨부지도인 <그림 7>과 1871년 첨부지도인 <그림 8>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1899년 첨부지도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1871년 이래 지리  변동 상황을 반 하고자 하 다. 컨  <그림 7>에

서는 그림 우측 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淸俄定界立碑’가 표기되어 있다. 반면에 

<그림 8>은 물론 1872년 경흥부지도에서는 ‘淸俄定界立碑’가 표기되어 있지 않

다.36) 따라서 1899년 첨부지도는 1860년 청국과 러시아가 맺은 北京條約의 결과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36) �慶 府地圖�(규 10695, 18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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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899년 경흥부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慶 府邑誌�(규 10993, 1899년)

둘째, 이처럼 당시 변동 상황을 반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는 고종 정부

의 토 주권 수호 의지를 담고 있었다. 컨  두만강에 어구에 치하 던 鹿屯

島의 경우, 1871년 첨부지도  1872년 경흥부지도와 달리 러시아에 연 한 육지

가 아니라 섬으로 묘사되어 있다.
37)

37)이는 녹둔도가 원래 러시아 토에 붙어 있지 

않은 섬으로서 한제국 고유의 토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

시아 토 내에 존재하는 거주지에 ‘玉泉洞’, ‘陵洞’, ‘古江坪’, ‘洋館坪’이라는 韓國

式 地名을 붙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국민을 

보호하고 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1882년 

魚允中이 西北經略使로 활동하면서 러시아에 넘어간 녹둔도를 되찾고자 하는 시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38) 한 1884년 고종이 金光薰․申先郁을 지로 보내어 녹

37) 녹둔도에 한 역사지리학  연구로는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 , 2012 �두

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 서울 학교출 문화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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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도를 비롯한 조선인 이주민 거주지의 련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 다.
39)

39)아울러 

1899년 �경흥부읍지�에는 1871년 읍지와 마찬가지로 녹둔도의 내력이 상세하게 기

술됨은 물론 여진족[蕃胡]의 침입을 물리쳐 녹둔도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웠던 이순

신의 공훈기록인 ‘李忠武公勝戰臺’의 비문이 그 로 수록되어 있다.  

<그림 8>  1871년 경흥부읍지에 첨부된 지도

출  : �北關邑誌�(규 12170, 1871년)

그럼에도 첨부 지도에만 을 맞추어 1899년 읍지의 기조를 규정하기에는 여

38) 魚允中, �從政年表� 권3, 高宗 20年 癸未, “允中曰 此乃民間切骨之瘼 則不可不着念於此等

事也 上曰 鹿屯島 本是我國地形云 則今番之行 可以歸正否 允中曰 此島 中國琿春界相接 

而間有豆滿江 此非容易歸正之事也 上曰 六鎭民戶之移接江東  亦爲招來安撫可也 允中曰 

民之從化 如水之就下 謹當廣 聖德 示之以安生 業之方 則自然還來矣”

39) 金光薰과 申先郁는 1884~1886년 고종의 명을 받고 러시아 토인 연해주를 정탐하고 정

부에 보고하기 해 지도를 작성하 다. 이 지도에는 地形과 地物이 묘사되어 있을뿐더

러 조선식 지명을 붙인 락의 조선인 가구 수, 거주 인구수, 물산, 군사 계, 인근 지역

과의 거리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녹둔도의 경우, 113가구, 822명의 조선

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조선의 풍습과 가르침을 높이 숭상하고 있다고 기록되

어 있다. 이를 통해 고종 정부의 토주권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에 한 연구로는 한국

학연구원 편, 2007 �俄國輿地島�와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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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그 특징 人物, 綱常 항목 읍지의 구성 표 인 읍지

A형

이 시기(여지도서, 

1871년 읍지 등) 사

地圖(목 본), 四界,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壇廟, 公廨, 倉

庫, 物産, 驛院, 撥所, 烽燧, 樓亭, 

寺刹, 古蹟, 人物新增,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結

錢, 選武錢, 俸廩, 軍兵(‘更張以前

事例’)

경기도 �永平郡邑誌�

(장서각 소장), �陰

城郡邑誌�(규 10762)  

등

B형

체제는 이  방식을 

답습했으나 내용상에

서 1899년 직  상황

을 반

人物, 綱常 련 

내용 상세(B-1)

幅圓, 建置沿革, 邑名, 邑治, 坊里, 

戶口, 結摠, 城郭, 山川, 山城, 津

渡, 島嶼, 道路, 橋梁, 烽燧, 堤堰, 

屯田, 郵驛, 陵園, 殿宇, 行宮, 官

廨, 壇廟, 祠院, 形勝, 樓亭, 池塘, 

各倉, 場 , 寺刹, 姓氏, 人物, 忠

臣, (忠奴), 孝子, 孝婦, 烈女, 古

蹟, 風俗, 物産, 賦稅, 官職(儒任·

鄕官․ 官), 員役, 軍摠, 觀察府, 

本郡 郵遞司, 學校, 地方營, 府

使先生, 觀察使先生, 判官先生, 郡

守先生 

�水原府邑誌�(奎

10702) 등 

人物, 綱常 련 

내용 소략 는 

락(B-2)

 四隣疆界  東軒, 客 , 鄕校, 

寺, 檀, 驛, 驛館, 山川, 道路, 各

面, 四隣疆界, 建置沿革, 郡名, 官

職, 姓氏, 戶口, 田賦, 田稅, 城池, 

軍器倉, 社還, 穀摠, 關防, 鎭堡, 

烽燧, 學校, 壇廟, 陵墓, 佛宇, 宮

室, 樓亭, 道路, 橋梁, 島嶼, 堤堰, 

�開寧郡邑誌�(奎 

10827) 

�寧越郡邑誌�(장서각 

소장), 강원도 平海

邑誌(장서각 소장), 

�洪川郡邑誌� (규 

10955)

<표 5> 1899년 읍지의 유형과 황 

러 가지 난 이 따른다. 우선 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지도가 많지 않다는 

이다. 비록 정부의 의도가 그러하 지라도 실 으로 철되지 못했다면 취집

의 실상을 확인하기 해서는 읍지의 체제와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9년 

읍지는 1895년 읍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읍지를 단지 轉寫했다고 단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 5>는 1899년 읍지의 체제와 내용상 특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편의상 유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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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 , 驛院, 牧場, 形勝, 古蹟, 土

産, 進貢, 俸廩, 甲午新式後經費, 

官蹟, 人物, 碑板(在邑善政碑, 在

外善政碑) 

C형

본이 없이 체제와 

내용이 이  시기의 

읍지와 다름 : 1899년 

직  상황을 반

 彩色地圖, 建置沿革, 邑址, 客 , 

鄕校, 東軒(公署), 城堞, 場 , 津

渡, 寺刹, 烽臺, 形勝, 結摠, 戶摠, 

還摠, 上納, 古蹟 

�莞島郡邑誌�(규 

10752)

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읍지의 유형은 B형이다.  이 에서도 B-1

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B-1형은 冢墓, 名宦, 生進, 武科, 蔭仕 항목이 락된 1895년 읍지와 비

교할 때 1899년 읍지 상송령의 주된 목 이 이들 읍내 유력 사족을 끌어들여 향  

교화를 강화하고 향  사회 운 을 안정시키고자 한 데 있다고 단된다. 컨  

1899년 �沃川邑誌�의 경우, 1895년 �沃川邑誌｣에서 빠진 이들 항목이 다시 실려 

있다.
40)

40)  �務安郡邑誌�의 경우,
41)

41)1895년과 비교하면 上納, 軍器, 軍額, 邑事例 

등이 락된 반면에 인물 계 항목이 거 수록되었다. 

한편, 정부의 상송 의도는 읍지 고유의 가치와 련되었다. 크게 外交的․關防

的 價値, 歷史的 價値, 證憑的 價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앙의 많은 부서들이 외교 ․ 방  가치와 련하여 內部에 보 하고 

있던 읍지들을 빌려 참고하 다. 외교를 담당하는 外部의 경우, 1903년 러시아의 

침투와 련하여 의주읍지 2책과 지도를 내부로부터 빌려갔다.
42)

42)이러한 읍지에는 

국경을 획정지을 수 있는 근거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컨  慶源府 古珥

島의 경우, 경원부읍지를 근거로 조선의 토임을 주장하기도 하 다.
43)

43)심지어 일

본인들도 철도 부설 공사와 상업침투 등에 참고하기 해 읍지와 지도 등을 거 

40) �沃川邑誌�(규 10759, 1899년); �沃川邑誌｣(규 10764, 1895년).

41) �務安郡邑誌�(규 10808, 1899년).

42) �各官廳來去文�(규 17818), 1903년 6월 3일(외부주사→내부주사).

43) �高宗實 � 14권, 高宗 1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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謄出해 가기도 하 다.
44)44) 

둘째, 읍지는 역사  가치와 련하여 각읍의 내력을 소상하게 악할 수 있는 

표 인 자료이다. 다음은 鼇川郡 신설과 련된 청의서 내용의 일부이다.

該郡邑誌 閱온 즉 該地方이 水路要衝으로 五百餘年關防重鎭이라．其都按撫處

와 兵馬節度와 水軍節度가 官稱이 雖殊오나 顧其實槪오면 伊來歸重이 無容更卞이

기로 保寧郡을 廢止야 水營에 合附오미 間亦有年矣라. 自甲午以後로 一規廢止

야 險忽爲夷고 重反爲輕니 城郭廨 가 荒凉半頹고 戶口物産이 蕭索內耗니 湖

西保障이 幾無防閑이라45)

읍지를 통해 오천군이 과거에 水路要衝임을 확인하면서 군 설치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끝으로 읍지는 증빙에 필요한 주요 근거 자료로 인식하 다. 읍지는 私 이 아

니라 公議의 결과 기 때문이다.
46)

46)그리하여 墓所의 位置,
47)

47)林野 所有,
48)

48)祠廟 配

享 人物의 位次
49)
 등을 악하고 이를 확정하는 데 결정 인 자료 다. 49)

44) �忠淸南北道來去�(규 17989) 1책(1899. 3. 23); �忠淸南北道來去� 2책(1904. 3. 19); �忠淸

南北道來去� 1책(1904. 4. 13); �外部日記�(규 17841) 9책(1904. 3. 24).  

45) �各部請議書存案� 18, 1900년 4월 27일(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議政府議政 尹容

善).

46) �日省 �, 正祖 9년 11월 5일, “ … 上  … 以旣載邑誌 不可以私  而果然判死 死又如

是雍容 則百年前 券 便是可 百世之公議 更令道伯 詳問本邑 旁採物情 別具意見 論理狀

聞後稟處 … ”

47) �高宗實 � 39권, 高宗 36년 5월 25일, “詔曰 三陟 洞東山兩墓所 旣載於璿譜 粤我列聖朝 

曾多改 之議 累有奉審之命矣 今見奉審宰臣所奏輿覽邑誌 亦有的據 而墓 之至今不修 其

在追遠之感 倘復何如 自昔未遑 若有待於今日 繼志述事 宜盡情禮 洞墓號曰濬慶 東山墓

號曰永慶 域竪碑 置官建齋等節 令肇慶壇營建廳 一體擧行”

48) �驛土所關文牒去案� 1, ｢驛土田畓 管理에 한 査辦委員 派遣과 査辦規例를 各府 觀察使

에 訓令｣(1896. 9. 28), “養山과 柴場은 本郡邑誌에 謄 고 姑先保護  미 可홈”

49) 安東 太師廟에 배향된 인물의 位次를 둘러싸고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가 오랫동안 다툼

을 하자 읍지를 통해 시비를 가리고자 하 다. �上疏存案�(규 17232) 1책(1901 6. 18); �高

宗實 � 41권, 高宗 3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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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갑오․ 무 연간 정부는 근  개 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

고자 하 다. 이  邑誌  邑事例, 各邑地圖도 요한 취집 상이었다. 물론 이

부터 정부는 읍지를 취집하거나 편찬하는 데 힘을 기울 다. 그러나 이  정부

는 앙에 상납되거나 아 간의 移來移去하는 재원을 악하는 데 주력하 을 뿐 

지방 재정과 면리 행정 구역을 악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에 갑오․ 무

개 기 정부는 재정 개 과 지방제도 개 을 추진하는 데 읍지와 함께 읍사례, 군

단  지도가 매우 필요함을 감하고 이를 취집하는 데 진력하 던 것이다. 

우선 갑오개 기 정부는 1894~1895년에 걸쳐 읍지와 함께 읍사례를 취집하고

자 하 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다수의 읍사례가 상송되었다. 이 에는 좀처럼 상

송되지 않았던 各所事例가 거 포함되었다. 이러한 각소사례는 상납 주의 各秩

事例와 달리 지방재정의 운 방식과 재정내역을 소상하게 담고 있어 재정개 과 

지방제도 개 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 다. 

다음 무개 기 정부는 1899년에 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읍지를 취집하면서

도 각읍의 地圖를 취집하는 데 을 두었다. 그것은 당시 각군 통합을 비롯하여 

면리행정구역 정비에 필요한 자료들을 축 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비록 사족들

의 비 조와 지방 들의 소극 인 보고로 인해 지도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지라도 일부 각군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에 상세한 註記를 넣거나 새로운 

彩色地圖를 상송하여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도 하 다. 물론 정부 역시 읍지의 

통  가치라 할 역사 ․교화  가치  증빙  가치를 구 하는 데도 역 을 

두었다. 따라서 1899년 읍지가 1895년 읍지와 달리 규격성과 통일성은 떨어지지만 

향  주도층과의 타 ․ 충을 통해 향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잘 

보여 다고 하겠다. 

요컨  1895년과 1899년 국 지리지(읍지) 편찬은 이처럼 각각 당시 시 ․

사회  요구에 따라 그 기조를 달리하면서 이루어졌다. 자의 경우가 읍사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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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을 두고 재․행정  가치의 극 화에 을 두었다면 후자의 경우, 지

방제도 개  추진  토 주권의 수호에 을 두면서도 재래 읍지의 가치 즉 

역사  가치와 증빙  가치도 담으려고 하 다.

논문투고일(2013. 10. 31),   심사일(2013. 11. 22),   게재확정일(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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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eynote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Topography, 

1894~1899: Upchis housed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im, Tae Woong

This study examined the Upchis(邑誌, District Chronicles) produced by the districts in 

1895 and 1899. During this period, the government tried to ensur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promote the modernization reform. The Upchis, Upsarae(邑事例, District Case) 

and Kunjido(郡地圖, District Map) also was an important targt in this.

Firstly, the government of 1894 reform period, tried to gather Upsaraes with Upchis in 

1894-1895. And numerous Upsaraes was sent at this time. These Upsaraes were presented 

with the information to local government system reform and fiscal reform to include a 

financial breakdown and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Secondly, Government of Kwangmu(光武) reform, with an emphasis on that in the same 

way as the previous government, tried to gather Kunjidos with Upchis in 1899. Because 

this  government took a serious view of the protec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reform at the time. Also this governmen tried to 

put the historical career and proof value in Upchis.

Key words : National Topographies(全國地理誌), Submission Order of Upchis(邑誌上

令), Upsarae(邑事例, District Case), Local System Reorganization, Local 

Financ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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