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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호남읍지�의 편찬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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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호남읍지(湖南邑誌)�는 원래 라도 56개 고을의 읍지를 수록하 던 도지(道

誌)이며, 김환재가 소장하고 있었다.1)1)이 도지에 한 연구는 일 부터 있어 왔

다. 이동희는 이 읍지 등을 바탕으로 라감사  무장과 흥덕 감의 명단을 

정리하면서, �호남읍지�의 편찬시기를 1793년경(정조 17)으로 보았으며 모두 11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하 다.2)2)그는 몇 년 뒤 조선시  라 감사와 라북도에 

해당하는 26개 고을의 지방  명단도 완성하 는데, 자료해제에서 �호남읍지�는 

*  남고등학교 교사.

1) 이동희, 2003 ｢≪호남읍지≫(정조 ) 라도편․ 주편 해제｣ � 주학연구� 2, 부록 6면 

참고.

2) 이동희, 1989 ｢�邑誌� ｢先生案｣을 통해 본 라도 지방의 감사  무장․흥덕 감 명단｣ �

라문화논총� 3, 137-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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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1책이지만 당시에는 10책이 존재한다고 하 다.3)3)1989년과 1995년 사이에 

한 권이 사라진 것인지, 1989년 당시 10권뿐인 것을 잘못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편찬 당시 11책이었음은 분명하다. 

김동 은 �제주․ 정․정의읍지�의 정 과 정의  감의 실태를 분석하

는데 이 읍지는 �호남읍지�의 해당 고을편과 동일한 것이다.4)4)이희권은 �완역 

완산지�를 내면서 이 읍지를 참고하여 오자를 수정하기도 하 다.5)5)양진석은 �호

남읍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장각의 사본(2차 필사본) 읍지들을 

바탕으로 �해동여지통재�에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도 각 고을 읍지의 목

록을 제시하기도 하 다.6)6)양진석은 해남 과 태인 의 읍지를 심으로 정조  

읍지의 목차를 확인하면서 신설항목 등이 정조가 읍지를 제작할 때 많은 심을 

둔 경제  조세와 련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고 하 다. 무엇보다도 진공에서

의 탄일은 각각 6월 18일 혜경궁, 9월 22일 정조, 11월 10일 왕 비인 정순왕후, 

12월 13일 궁  탄일 진공물품들을 열거한 사실을 밝혔다.7)7)김선경은 강진읍

지인 � 릉읍지�가 �해동여지통재� 계열로, 앙정부의 국지리지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1793년경 편찬되었으며, �여지도서�를 계승하여 사회경제 련 항목을 

늘리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화와 인물 련 항목도 늘렸고, 장시, 상납, 노비, 군

기, 선생안, 과환, 책 을 신설한 사실을 밝혔다.8)8)최근 허인욱은 �호남읍지�의 

고려시  안렴사 명단을 검토하 다.9)9) 

�호남읍지�에 수록된 각 고을의 읍지는 규장각 사본을 비롯하여, 개인 소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호남읍지�에 수록하기 해 

편찬된 한 고을의 읍지를 20세기 에 편찬한 사찬읍지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

3) 이동희, 1995 ｢조선시  라도의 감사 지방 명단: 북편｣ � 라문화논총� 6.

4) 김동 , 1985 ｢朝鮮朝(16C~18C) 濟州地方 縣監의 實態分析: �濟州․大靜․旌義邑誌�의 

先生案條를 심으로｣ �제주도연구� 2.

5) 이희권, 2009 �완역 완산지�, 주문화원.

6) 양진석, 2013 ｢18세기말 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 ｣ �규장각� 43, 

60-67면.

7) 의 논문, 61-62면.

8) 김선경, 2015 ｢조선 정부의 강진 악: � 릉읍지�를 심으로｣ �다산과 � 8, 230면.

9) 허인욱, 2017 ｢�호남읍지�의 고려시  안렴사명단 검토｣ �국학연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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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 다.10)10)그동안 �호남읍지� 체를 상으로 한 종합 인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읍지는 1760년( 조 36) 경진년에 편찬된 �여

지도서� 유형, 1768년( 조 44) 무자년에 개발된 �경상도읍지� 유형, 1775년(

조 51) 을미년에 보완된 �여지도서�+α 유형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읍지유형이

다. �여지도서�의 항목이름이나 수록순서 통을 계승한 것으로 정조 의 읍지 

편찬 사업의 한 양상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자료이다.

이 에서는 �호남읍지� 연구의 단 를 열기 하여, 1차 으로 �호남읍지�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성책순서와 편찬시기를 밝힌다. 이어서 �호남읍지�에 수록

된 개별읍지의 항목구성을 통해 �호남읍지� 유형의 목차, 곧 기본 인 항목구성

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 읍지유형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성책순서와 편찬시기

�호남읍지� 원본은 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다행히 2000년 5월 촬 한 원

본의 JPG 이미지 일이 존재하고 있어 원본상태의 본문과 채색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원본의 책표지에는 책 순서를 알 수 있는 번호나 표시가 없다. 북  

도서 과 충남  도서 의 �호남읍지�는 모두 복사본이다.11)11)이들 세 자료는 책 

순서를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읍지를 촬 하거나 복사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거진인 주부, 나주목, 장흥도호부, 제주목, 남원도호

부, 순천도호부 순으로 소속 진 의 고을을 수록하 다. JPG 일본의 책 순서

는 권1, 2, 3과 제주도의 3개 고을을 제외하면, 체로 � 통편�(1785)의 고을 

기재 순서 로이다.12)12)조선시  제주도는 제주목사가 라도 찰사의 통제를 

10) 김경옥, 2013 ｢�金陵邑誌�의 편찬시기와 성격에 한 검토｣ �역사학연구� 52, 83면.

11) �호남읍지�(1793) 원본 JPG 이미지 일은 2018년 4월 7일 북사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때 필자의 토론을 맡았던 김철배 학 사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며, 필자는 이 일을 고을

별 수록순서에 맞게 권별로 PDF 일을 만들어 김 학 사 등에게 나눠주었다; �호남읍

지�( 북  도서  E63798 동 951.98 호남읍 v.1-11; �호남읍지�(충남  도서  구  

951.98 호211 v.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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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정 과 정의 의 감을 감독하여 실질 으로 제주도에 한 제반사

항을 총 하 다는 에서,13)13)제주도의 3개 고을은 �호남읍지�의 마지막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호남읍지� JPG 일본(좌측), 북 본( 간), 충남 본(우측) 표지

(세 본 모두 권별순서가 동일하지 않음. JPG 일본은 원본을 촬 한 것이며, 

권별순서가 일 성이 있음)

북  소장본을 보면, �호남읍지�는 라도 56개 고을의 읍지를 모아 11책으

로 묶은 것인데, 재 권9는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 통편�(1785)의 고을 수

록순서를 고려하면 락되어 있는 임실 , 장수 , 진안 , 동복 , 화순 , 해남

 읍지도 성책될 당시에는 �호남읍지�에 함께 수록되었다. JPG 일본의 권1, 

2, 3은 권4 이하의 읍지들과는 다른 유형의 읍지이다. JPG 일본은 � 통편�

12) 라도 찰사 1원 종2품 도사 1원 종5품, 부윤 1원 종2품 주(속) 찰사겸, 목사 4원 

정3품 나주, 제주, 주, 능주, 도호부사 7원 종3품 남원, 장흥, 순천, 담양, 여산(원)군수

(속)승, 장성(원) 감(속)승, 무주(원) 감(속)승, 군수 11원 종3품 보성, 익산, 고부, 

암, , 진도, 낙안, 순창, 산, 진산, 김제, 령 5원 종5품 창평, 용담, 임피, 만경, 

구, 감 28원 종6품 양, 용안, 함열, 부안, 함평, 강진, 옥과, 고산, 태인, 옥구, 남평, 흥

덕, 정읍, 고창, 무장, 무안, 구례, 곡성, 운 , 임실, 장수, 진안, 동복, 화순, 흥양, 해남, 

정, 정의. � 통편� 이  외 직 라도.

13) 김동 , 앞의 논문,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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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의 고을별 기재순서를 기 으로 수록순서를 정하 기 때문에 다른 두 

본에 비해 일 성이 있다. 한 권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이들 여섯 고을 

읍지를 수록한 것이 권10에 해당되며, 제주목, 정 , 정의 의 읍지는 권11이 

된다. JPG 일본을 심으로 수록된 고을을 권별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호남읍지� 성책순서와 권별 수록 고을

성책순서
수록 고을

JPG 북 충남

1 1 1 라도, 주부, 나주목

2 3 2 남원부, 장흥부, 순천부

3 5 3 주목, 능주목, 흥양 , 무안

4 4 8 장성부, 담양부

5 2 4 무주부, 여산부, 보성군, 익산군, 고부군, 암군, 군

6 7 7 진도군, 낙안군, 순창군, 산군, 진산 , 김제군, 창평

7 10 6 용담 , 임피 , 만경 , 구 , 양 , 용안 , 함열 , 부안

8 11 9 함평 , 강진 , 옥과 , 고산 , 태인 , 옥구 , 남평

9 8 5 흥덕 , 정읍 , 고창 , 무장 , 구례 , 곡성 , 운  

결본 결본(9) 결본 임실 , 장수 , 진안 , 동복 , 해남 , 화순

10 6 6 제주목, 정 , 정의

�호남읍지�의 편찬시기는 개별읍지의 호구수와 선생안 마지막 지방 의 재임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각 읍지 선생안 마지막 지방 의 부임시기가 1790년 

후이고, 재임시기가 1793년을 넘지 않는다.14)14)�호구총수(戶口總數)�(1789)와  

�군국총목(軍國摠目)�(1794)은 각각 1789년(정조 13) 기유년, 1792년(정조 16) 

임자년의 호구 통계이다. �호남읍지�에 수록된 고을별 읍지의 호수를 두 책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체로 �군국총목�의 호수와 일치한다. 

�호남읍지�의 권1부터 권3에 수록된 읍지는 1786년부터 추진된 읍지 편찬 사

14) 권4-2 담양부편에는 별도로 한 장을 끼워 넣어 이황(李潢, 1812-1815 재임)까지 추가하

다. 앞 장의 이상도(1791-1792) 아래에 16칸이 비워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과 같은 

시기에 편찬한 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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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결과물이거나, 이 에 편찬한 읍지에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정도이다. 

남원부는 호구가 병오(1786), 주부․능주목․무안 은 기유식년(1789)으로 명

기되어 있으며, 나주목은 �호구총수�의 호수와는 다르나 인구수는 동일하다. 장

흥부․ 주목․흥양 은 기 식년이 나오지 않지만 �호구총수�의 해당 고을 호

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의 비슷하다. 1786년(정조 10) 병오년의 통계로 여겨

진다. 1786년부터 추진된 읍지 편찬 사업 당시 호구수는 체로 1786년의 통계

를 수록하 기 때문이다. 

곡성 과 함열 은 임자식(1792) 호구를 반 하 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함열

 호수는 �군국총목�의 호수와 일치하며, 곡성 의 호수는 �군국총목�에 남아 

있지 않다. �군국총목� 6책에는 라우도 주․나주․장성․여산․익산․ 암 

․ ․진도․고부․ 산․김제․임피․만경․ 구․함열․부안․고산․옥구․

흥덕․정읍․고창․무장․무안․해남․함평․용안․태인․진산 28개 고을이 수

록되어 있다.15)15)권4부터 권10, 그리고 분실된 한 권의 호구수는 체로 1792년 

임자년의 통계를 따랐다. 분실된 ｢해남읍지｣를 포함하여 이 책에 수록된 라우

도 28개 고을의 호총을 보면 �호남읍지� 22개 고을의 호수가 일치한다. 주부, 

나주목, 산군, 만경 , 용안 , 고산 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호남읍지� 권4-1 장성부편의 말미에는 “숭정 기원후 3 계축 4월 28일 

향교 집강 김경철, 김 보, 수정유사 김경철, 기일상(崇禎 紀元後 3 癸丑 4月 28

日 鄕校 執綱 金敬徹, 金位寶, 修正有司 金敬徹, 奇逸相)”이라는 표시가 있어, 

1793년 읍지 편찬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안  가장 늦게까지 

재임해 있던 지방 은 정의 의 허식(許湜)으로 계축년 7월 체직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호남읍지�는 1793년에 편찬된 것이다. 당시 라감사는 권엄

(權欕, 1729-1801)으로 1793년 1월에 부임하 으며,16)16)1793년 8월 직되었다.17)17) 

고을별로 �호남읍지�, �군국총목�, �호구총수�에 수록된 호수  �호남읍지� 선

생안의 마지막 지방 과 재임시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고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후반 해당 고을 읍지의 청구번호이다.

15) 송양섭, 2011 ｢正祖代 �軍國摠目�의 체재와 군비․군사재정의 악｣ �사림� 38, 75면 참고.

16)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월 3일 정유.

17) �정조실록� 권38, 17년 8월 4일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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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호남읍지�의 서지 정보

책의

순서
고을 �호남읍지� �군국총목�　�호구총수�

선생안 비고

마지막 

지방
재임시기

규장각 읍지

청구번호

1-1 라도 303,917호 319,160호　

이재학

남경룡

임희화

감사1785-1786

도사1786.12.-

장1787-88

1-2 주부 20,947호 21,153호 20,947호 조장진 1780-
想白古

 915.14-J459

1-3 나주목
17,613호

57,782구

17,658호

57,857구

17,636호

57,782구
이후원 1789-1790

(奎17422) 

조진선 1815

2-1 남원부
11,107호

(병오1786)
11,157호 이면기 1787- 奎17401

2-2 장흥부 7,983호 7,965호 윤수묵 (1787-  )
(奎17428)

박승환 1816

2-3 순천부
14,086호

(병오1786)
13,669호 유한모 (1786-  ) 奎17434

3-1 주목 8,366호 8,373호 김희 1790-
奎10800

1798

3-2 능주목
4,918호

(기유1789)
4,919호 임 원 1785-1787 奎17429

3-3 흥양 10,003호 10,015호 신 로 1790-
想白古915.14

-H483 1760

3-4 무안
6,421호

(기유1789)
6,421호 6,421호 이석하 (1786-  ) 奎17426

4-1 장성부 6,621호 6,621호 6,609호 한문홍 1790-1790

4-2 담양부 5,545호 5,689호 이상도 1791-1792 奎17423

5-1 무주부 5,451호 5,446호 채홍이 1789-1790
(奎17419) 

1760

5-2 여산부 4,078호 4,078호 4,063호 신 1790-1792

奎17414

想白古

 915.14-J459

5-3 보성군 4,656호 4,651호 김취 1790-1791

5-4 익산군 4,118호 4,118호 4,114호 정동유 1785-1791

奎17400 

想白古 

915.14-H

5-5 고부군 6,526호 6,526호 6,522호 조 진 1788-1792 (奎17407)

5-6 암군 8,216호 8,216호 8,214호 서윤재 1791-1792
想白古 

915.14-H

5-7 군 11,824호 11,824호 12,691호 김재익 1791-

6-1 진도군 6,651호 6,651호 6,646호 구강 1791- 奎17427

6-2 낙안군 2,684호 2,780호 홍채도 1791-
奎17430 

병오장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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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순창군 6,839호 6,836호 윤부기 1791-1792

6-4 산군 6,123호 6,114호 6,092호 유매동 1791-1792 奎17417

6-5 진산 1,973호 1,973호 1,961호 신사원 1789-1791
奎17437

기유식 1789

6-6 김제군 6,000호 6,000호 5,998호 이복섭 1787-1790 (奎17415)

6-7 창평 2,045호 2,041호 박 수 1789-1792
想白古

915.14-H

7-1 용담 3,151호 3,155호 윤달동 1789-1790 奎17418

7-2 임피 4‚472호 4‚472호 4,469호 성운주 1790-1791 奎17412

7-3 만경 2,674호 2,008호 2,672호 이륜 1789-1792

7-4 구 2,545호 2,547호 2,544호 오진수 1788-1790 奎17398

7-5 양 3,779호 3,706호 장택기 1790-1792 奎17435

7-6 용안 1,681호 1,693호 1,689호 남희로 1785-1790 奎17414

7-7 함열
4,182호

(임자)
4,182호 4,131호 이단형 1790-1792 奎17413

7-8 부안 7,932호 7,932호 7,923호 이우진 1788-1791 奎17408 1760

8-1 함평 7,050호 7,050호 7,048호 송환질 1791-

8-2 강진 8,188호 8,158호 성언즙 1792-

8-3 옥과 2,427호 2,325호 이재용 1787-1788

一簑古915.142-

Og1

想白古 

915.14-H

8-4 고산 4,121호 4,128호 4,115호 윤 석 1789-1789
奎17399

경자장 1780

8-5 태인 7,854호 7,854호 7,849호 박 수 1786-1789

奎17410

想白古

 915.14-T122

8-6 옥구 4,463호 4,463호 4,446호 조명집 1790-

8-7 남평 5,330호 5,327호 송흠서 1790-

奎17420

想白古 

915.14-H

9-1 흥덕 2,806호 2,806호 2,804호 조화석 1792- 奎17409

9-2 정읍 2,468호 2,468호 2,466호 윤 1792-1792 奎17411

9-3 고창 2,038호 2,038호 2,035호 신백록 1791-1792 奎17425

9-4 무장 6,833호 6,833호 6,829호 이학빈 1791-
奎17424

 기묘식 1760

9-5 구례 1,792호 1,788호 이재천 1791- 奎1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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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시기의 호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한 것임.18)18)

** 비고의 규장각 읍지  호는 같은 유형이나 후 에 편찬한 것이며, 가운데 취소선을 
그은 것은 �호남읍지� 수록읍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임.

3. �호남읍지�의 항목구성

조 에는 네 차례 국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 1757년(정축)부터 

1759년(기묘) 상반기까지, 1759년(기묘) 하반기부터 1760년(경진) 사이 두 차례

만이 아니라, 1768년( 조 44), 1775년( 조 51) 두 차례나 더 국 단 의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19)19)읍지 편찬 사업 때마다 일정한 읍지 수록 규정이 하

달되었다. 18세기 후반 보 된 읍지의 유형별 항목 수록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8) 장흥부사 윤수묵(�승정원일기� 정조 11년 5월 23일 기축), 무안 감 이석하(�승정원일기�

정조 10년 7월 1일 임인), 순천 감 유한모(�승정원일기� 정조 10년 윤7월 24일 을미). 순

천 감은 다음해에 순천부사로 승호(陞號)되었다(�승정원일기� 정조 11년 2월 7일 을사).

19)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2018b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확산과 정착｣ �규장

각� 53을 참고할 것.

9-6 곡성
3,057호

(임자)
3,054호 고정헌 1792- 奎17431

9-7 운  2,108호 2,105호 김취명 1791- 奎17438

0-1 임실 6,408호

0-2 장수 4,166호 
奎17405

기묘장 1760

0-3 진안 5,767호 5,765호 윤 희 1791-1791 奎17406

0-4 동복
2,156호

(임자)
2,154호 정구 1584-1585 奎17432

0-5 해남 5,978호 5,978호 5,974호 이응복 1791-1791
想白古

 915.14-H

0-6 화순 1,765호
想白古 

915.14-H

10-1 제주목 6,707호 6,700호
이운빈

이휘조

목사1791-1792

1791-1793

奎17436

奎10796

10-2 정 1,733호 1,720호 이인신 1791-1792
奎17436

奎10796

10-3 정의 2,336호 2,325호 허식 1791-1793.7.
奎17436

奎1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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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읍지의 유형별 항목 수록 순서20)
20)

유형 항목구성

�동국여지승람�

(1485, 1531)

‘강계', ①건치연 [속 , 진 , 원 포함] ②군명 ③성씨 ④풍속 ⑤형승 ⑥산천 

⑦토산 ⑧성곽 ⑨ 방 ⑩ 수 ⑪궁실 ⑫ 정 ⑬학교 ⑭역원 ⑮창고 ⑯교량 ⑰불

우 ⑱사묘 ⑲능묘 ⑳총묘 ㉑고  ㉒명환 ㉓인물(우거․효자․열녀 포함) ㉔제

�여지도서�

(1760)

‘지도', '강계',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 직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⑫단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

장 ⑳ 애 ㉑ 수 ㉒ 정 ㉓사찰 ㉔고  ㉕진보 ㉖인물 ㉗한  ㉘수  ㉙진공 

㉚조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군병

�여지도서�

경상도(1760)

‘지도', '강계',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 직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⑪+2궁실 ⑪+1학교 ⑫단묘 ⑫+2총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

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장 ⑳ 애 ㉑ 수 ㉒ 정 ㉓사찰 ㉔고  ㉕진보 

㉕+1명환 ㉖인물 ㉖+1제  ㉗한  ㉘수  ㉙진공 ㉚조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군병21)21)

� 구읍지�

(�경상도읍지�

유형, 1768)

‘지도', ①건치연  ②군명 ③ 직 ④성씨 ⑤산천 ⑥풍속 ⑦방리 ⑧호구 ⑨ 부 

⑩군액 ⑪성지 ⑫임수 ⑬창고 ⑭군기 ⑮ 방( 애) ⑯진보 ⑰ 수 ⑱학교 ⑲단

묘 ⑳능묘 ㉑불우 ㉒궁실 ㉓ 정 ㉔도로 ㉕교량 ㉖도서 ㉗제언 ㉘장시 ㉙역원 

㉚목장 ㉛형승 ㉜고  ㉝토산 ㉞진공 ㉟ 름 ㊱환  ㊲과거 ㊳인물 ㊴제  ㊵비

 ㊵1책  

* �경상도읍지� 수록기 이 된 ‘1831년 규식’의 항목이며, 취소선은 � 구읍지�에 

반 되지 않은 항목임.

�상산읍지�

(�여지도서�+α 

유형, 1775)

‘지도', '강계', ①방리(갑오식 호구) ②도로 ③건치연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

직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⑪+2궁실 ⑪+1학교 ⑫단묘 ⑫+2총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장 ⑳ 애 ㉑ 수 ㉒ 정제  ㉓사찰 

㉔고  ㉕진보 ㉕+1명환 ㉖인물 ㉖+1제  ㉗한  ㉘수  ㉙진공 ㉚조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군병 ㊱책  ㊲선생안 

** 취소선은 �여지도서� 경상도편(1760) 목차  �상산읍지�에서 제외된 항목임.

*** 항목이름에 진하게 표시거나  친 것은 다른 유형과의 구분을 한 것임.

20) �헌산지� 범례, 추입범례, 첨입범례; � 양 읍지�(1845, 장서각 귀 K2-4271); 

이재두, 2017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 남학� 60, 249면 주 

32) �동국여지승람� 유형, 251면 주 33) �여지도서� 유형, 256면 �여지도서� 경상도 유

형; 이재두, 2018a ｢�여지도서�의 락읍지 보완과 수록순서 보정｣ � 북사학� 54, 105

면 주 9) �여지도서�+α 유형, 112면 주 23) �경상도읍지� 유형; 본 논문에서는 다른 지

리지나 읍지에도 목차의 각 항목 앞에 원번호를 붙여 수록순서상 해당항목의 치를 

악하도록 한다. 원번호 다음에 숫자 1, 2를 이어 붙인 경우는 다른 읍지들에 비하여 항목

이 추가된 경우로 앞 항목 다음에 치함을 의미한다.

21) 원번호는 �헌산지�의 홍문  범례 35조 로 항목을 배정하 을 때의 순서를 의미한다. 

경상도에서 추가한 5개 항목은 해당항목 앞 항목의 원번호 다음에 숫자를 붙여 구분하

다. +1은 1차로 추가된 ‘추입 범례’, +2는 2차로 추가된 ‘  첨입 범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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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 주부와 나주목편은 1768년( 조 44) 무자년에 개발된 �경상도읍지� 유

형이 라도 지역으로도 되었음을 확인시켜 다. 주부와 나주목편은 

주 이 1780년 부임하 고, 나주목사가 1790년까지 재임하 다. 주부편의 호

수와 나주목편의 인구수가 �호구총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읍지는 

1790년경(정조 14)에 편찬된 것이다. 주부편에는 세미․조경묘․공물  

안․무과․생진․음사가 독립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주목여지승람｣은 항목

구성이나 수록순서가 �경상도읍지� 유형과 거의 일치한다. 방과 진보는 생략

되었으며, 능묘는 총묘로 나오고, 선창은 없던 항목이다. 부에 들어갈 결과 

조  항목이 독립되어 있으며, 책 과 목장이 수록순서를 어긴 정도이다. � 구

읍지�(1768)의 목차를 의미하는 원번호를 바탕으로 ｢나주목여지승람｣의 목차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①건치연  ②군명 ③ 직 ④성씨 ⑤산천 ⑥풍속 ⑦방리 ⑧호구 ⑨ 결 ⑨

부 ⑩군액 ⑪성지 ⑫창고 ⑨조  ㊵1책 , 선창, [속읍] ㉚목장 ⑰ 수 ⑱학교 ⑲

단묘 ⑳총묘 ㉑불우 ㉒궁실 ㉓ 정 ㉔도로 ㉕교량 ㉖도서 ㉗제언 ㉘장시 ㉙역원 ㉚

목장 ㉛형승 ㉜고  ㉝토산 ㉞진공 ㉟ 름 ㊱환  ㊲과거 ㊳인물, 명환 ㊴제  ㊵비

, 입암산성

권2와 권3은 �여지도서� 계통이다. 선생안 등의 마지막 지방  부임연도나 재

임시기를 보면, 부임연도가 1790년  이 인 경우가 넷, 1790년인 경우가 둘이

다. 권2인 남원부와 장흥부는 모두 1787년 부임, 권3의 주목은 1790년 부임, 

능주목은 1785년부터 1787년까지 재임, 흥양 은 1790년 부임, 무안 은 1786년 

부임하 다. 능주목과 무안 의 호구는 기유장  기 으로 �호구총수�와 일치한

다. 이들 여섯 고을의 읍지는 �여지도서� 유형의 말미에 책 과 선생안을 수록

하고, 정에 제 을 포함하 다.22)22)1775년( 조 51) 을미년에 �여지도서� 보완

22) 남원부편에는 부선생, 흥양 은 官案, 무안  邑宰先生으로 나오며, 장흥부에서는 官職 

항목에 지방  명단을 나열하 다. 흥양 에는 책  항목이 없으며, 장흥부에는 邑基方

向, 道里, 地廣, 山 항목이 더 수록되어 있다. 남원부 정(제  포함), 책 , 부선생; 

장흥부 직, 정(제  포함), 책 ; 주 정(부 제 ), 책 , 선생안; 능주목 정(제

 부), 책 , 선생안; 흥양  안; 무안  책 , 읍재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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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나온 �여지도서�+α 유형이다. �여지도서�+α 유형은 �여지도서� 유형의 

정에 제 을 추가하거나 정제 으로 항목이름을 변경하고 책 과 선생안을 

추가한 것이다. 권2의 순천부편(｢ 간승평지｣)은 이수 이 지은 사찬읍지 �승평

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마지막 지방 인 감 유한모(兪漢謨)는 부임시기가 

생략되었지만 1786년에 부임하 으며, 말미의 범례는 병오년 가을 유한모가 

쓴 이다. ｢ 간승평지｣에는 순천부(순천 )만이 아니라, (前營), 좌수

(左水營), 방답진(防踏鎭), 고돌산진(古突山鎭), 곡화목(曲華牧)의 읍지도 부기

하 다. 결은 기해식(1779)이나, 호구는 병오식으로 1786년경 편찬한 읍지이다.

권1, 2, 3은 1793년(정조 17) 계축년 �호남읍지� 편찬 이 에 정조 에 국단

나, 도 단 의 읍지 편찬 사업이 라도에서 한두 차례 더 있었음을 보여 다. 

�호남읍지� 편찬 이  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처럼23)
23)1786년(정조 10)부터 병

오장 (1786)이나 기유장 (1789)을 바탕으로 한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들 9개 고을 읍지의 호구에 병오장 이나 기유장 을 명기한 것은 그때 편찬

된 사실을 증명해 다. �호남읍지�에 1768년( 조 44) 무자년에 개발된 �경상도

읍지� 유형, 1775년( 조 51) 을미년에 �여지도서� 보완책으로 나온 �여지도서�

+α 유형, 사찬읍지 � 간승평지�(1729)를 수정․보완하여 수록한 것은 1786년

(정조 10)부터 1790년(정조 14) 사이에 라감 에 수집된 읍지이기 때문이다. 

권4부터 권10까지의 읍지들은 이 에 개발된 유형의 읍지와는 달리 새로운 수

록규정을 수하여 편찬한 것이다. �호남읍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남

읍지�에는 모두 50개 고을의 읍지들이 실려 있는데, 41개 고을 읍지들이 �호남

읍지� 유형이다. 분실된 6개 고을 읍지  최소한 3개 읍지는 �호남읍지� 유형

이다. <부표>에서 보듯이, 규장각의 �진안 읍지�(규17406), �동복 읍지�(규

17432), �해남읍지�(상백고 915.14-H118) 해남편이다. 권4부터 권10까지의 읍지

가 모두 �호남읍지� 유형인 것을 보면 임실 , 장수 , 화순 의 읍지도 동일한 

유형이었을 것이다. 

23) 우재악, 1999 ｢읍지수정기｣ �국역 인 문집� 상, 열락당, 238-242면; 이재두, 2016 ｢조선 

후기 � 구읍지� 편찬과 사족의 응: 과거편과 인물편의 인물 수록 시기 분석을 심으

로｣ � 남학� 29, 347-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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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호남읍지� 권9-1 흥덕  지도

(개별읍지마다 첫 장에 지도를 수록하고 있음. 다만, 정 과 정의 은 제주목과 함께 

｢제주읍지｣ 권두에 한 장으로 제시하 음)

�호남읍지�에서는 �여지도서�의 방리에서 호구가, 단묘에서 학교와 서원이 분

리되었다. 한 과 수 은 총으로 통합되었으며, 군병은 군액으로 변경되었다. 

�여지도서� 편찬 이후 �호남읍지�를 편찬할 당시 신설된 항목은 학교, 서원, 장

시, 도서, 상납, 호구, 요역, 군기, 노비, 선생안, 과환, 책  12개 항목이다.24)24)�호

남읍지� 유형은 �여지도서�의 항목이름과 수록순서의 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 다. 선생안과 책 은 1775년( 조 51) 개발된 �여지도서�+α 유

형 때 읍지의 말미에 들어간 것이며, 이때 정에는 제 을 부기하 다. 상납과 

노비는 �경상도읍지� 유형에도 보이지 않던 항목이다. � 구읍지�에는 과거에 

문과 합격자만을 수록하 는데 �호남읍지�의 과환(科宦)에는 무과, 생원, 진사, 

24) 양보경은 군사 계인 城池․烽燧․軍器, 경제․재정 계인 場 ․徭役, 인물행정 계인 先

生案이 추가된 것으로 보았으나, 성지와 수는 이미 �여지도서� 편집 당시의 항목이다. 양보

경, 1987 ｢조선시  읍지의 성격과 지리  인식에 한 연구｣ �지리학논총별호� 3,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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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 행의까지 망라하 다. 어떻건 �호남읍지�는 편찬 당시 앙정부나 감 에

서 내려 보낸 일정한 수록규정에 따라 일 되게 읍지를 편집하 으며, 모든 고

을 읍지에는 첫 장에 지도를 실었다.25)25) 

41개 고을 개별읍지의 항목은 최  45개이다. 항목의 수록순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①건치연  ②군명 ③ 직 ④방리 ⑤도로 ⑥성지 ⑦산천 ⑧성씨 ⑨풍속 ⑩

학교 ⑪서원 ⑫단묘 ⑬공해 ⑭ 애 ⑮진보 ⑯ 수 ⑰제언 ⑱장시 ⑲교량 ⑳역원 ㉑

목장 ㉒사찰 ㉓ 정(부 제 ) ㉔형승 ㉕도서 ㉖물산 ㉗진공 ㉘상납 ㉙호구 ㉚ 총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요역 ㊱창고 ㊲조  ㊳군기 ㊴군액 ㊵노비 ㊶선생안 

㊷인물 ㊸과환 ㊹고  ㊺책

<부표>는 �호남읍지� 각 고을 읍지의 수록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호남읍지�

유형의 모든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 읍지는 ㉑목장이 있는 ｢진도읍지｣와 ｢낙안읍

지｣뿐이다. ｢낙안읍지｣에는 노비가 군액 뒤에 부기되어 있다. ｢순창군읍지｣와 ｢곡

성 읍지｣에서도 노비를 군액의 뒤에 부기하 다. 

항목 자체가 빠졌거나 항목 다음에 없다는 표시가 많은 ⑥성지 ⑪서원 ⑭ 애 

⑮진보 ⑯ 수 ⑳역원 ㉑목장 ㉓ 정 ㉔형승 ㉕도서 ㊺책  항목의 수록여부와 

존재유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호남읍지� 일부항목의 수록여부와 존재유무

25) 정조 의 읍지를 �여지도서�와 비교하면서 지도가 락되었다고 본 것은 규장각의 2차 

필사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이다. 의 논문, 111면.

序 邑誌　 城池 書院 關阨 鎭堡 烽燧 驛院 牧場 樓亭 形勝 島嶼 冊板

4-1 長城府 × ○ ○ - × ○ - ○ ○ - ○

4-2 潭陽府 × ○ ○ - - ○ - ○ ○ - ×

5-1 茂朱府邑誌 × ○ ○ - × ○ - ○ ○ - ○

5-2 礪山府 × ○ × - × ○ - ○ - - ×

5-3 寶城郡 ○ ○ × ○ ○ ○ - ○ - ○ ×

5-4 益山郡邑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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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내용을 수록, ×는 항목 뒤에 無라 표시, -는 항목 자체를 생략한 경우임.

5-5 古阜 ○ ○ × - - ○ - ○ ○ - ○

5-6 靈巖郡 ○ ○ ○ ○ ○ ○ - ○ ○ ○ ○

5-7 靈光郡邑誌 ○ ○ × ○ ○ ○ ○ ○ - ○ ○

6-1 珍島邑誌 ○ ○ ○ ○ ○ ○ ○ ○ ○ ○ ×

6-2 樂安邑誌 ○ × ○ ○ ○ ○ ○ ○ ○ ○ ○

6-3 淳昌郡邑誌 ○ ○ ○ - × ○ - ○ ○ - ×

6-4 錦山郡 ○ ○ ○ - - ○ - ○ ○ - ○

6-5 珍山邑誌 × × ○ - × - - × ○ - ○

6-6 金堤郡 × ○ × - × ○ - ○ - - ×

6-7 昌平縣 ○ ○ × - × - - ○ ○ - ○

7-1 龍潭 × ○ × - × ○ - ○ ○ - -

7-2 臨陂縣邑誌 ○ ○ × - ○ ○ - × ○ - ×

7-3 萬 縣邑誌 ○ - × ○ - - - × ○ ○ ×

7-4 金溝縣 × ○ × - × - - ○ - - ○

7-5 光陽縣邑誌 ○ ○ × ○ ○ ○ - ○ ○ ○ ×

7-6 龍安縣邑誌 ○ ○ × - ○ - - ○ - - ○

7-7 咸悅縣誌 ○ - - - ○ ○ - - - - -

7-8 扶安縣 ○ - × ○ ○ ○ - ○ ○ ○ ×

8-1 咸平縣 × ○ × ○ ○ ○ - ○ - - ×

8-2 康津縣 ○ ○ ○ ○ ○ ○ - ○ ○ ○ ○

8-3 玉果縣邑誌 × ○ × - × ○ - ○ ○ - ×

8-4 高山縣 × - × - × ○ - × ○ - ×

8-5 泰仁縣 × ○ × - × ○ - ○ ○ - ○

8-6 沃溝縣 ○ - × ○ ○ - - - ○ ○ ×

8-7 南平縣 ○ ○ × - × ○ - ○ ○ - ○

9-1 德縣 ○ ○ × - × - - ○ - ○ ×

9-2 井邑縣 × ○ × - × ○ - ○ ○ - ×

9-3 高敞縣 ○ ○ × - × - - ○ - - ×

9-4 茂長 ○ ○ × - ○ ○ - ○ ○ ○ -

9-5 求禮縣邑誌 ○ - - - - ○ - ○ ○ - -

9-6 谷城縣邑誌 × ○ ○ - × ○ - ○ ○ - ×

9-7 雲峯邑誌 × ○ ○ - × ○ - × ○ - ○

10-1 濟州邑誌 ○ ○ × ○ ○ - ○ ○ ○ ○ ○

10-2 大靜縣 ○ - ○ ○ ○ ○ ○ × ○ ○ ○

10-3 旌義縣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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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자체를 락한 읍지는 성지 0, 서원 8, 애 2, 진보 27, 수 5, 역원 11, 

목장 35, 정 2, 형승 10, 도서 26, 책  4개이다. 항목이름 뒤에 없다[無]고 표

시한 읍지는 성지 16, 서원 2, 애 26, 진보 0, 수 19, 역원 0, 목장 0, 정 7, 

형승 0, 도서 0, 책  20개이다. 성지, 애, 수, 정, 책 은 체로 거의 모

든 읍지에서 그 유무를 악하여 수록하 다. 이 항목들은 반드시 조사하여 수

록해야 할 항목이었다. 그에 비하여 진보, 역원, 목장, 형승, 도서는 고을별로 해

당항목이 없으면 항목자체를 제외시켰으며, 서원도 체로 그러하 다. 이들 항

목은 목장의 경우 ‘목장 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고, 목장이 있는 고을에만 수

록하 다. 그리하여 목장은 군, 진도군, 낙안군, 제주목, 정 , 정의 에만 

나오는 항목이다. 

한편, 과환은 담양부․ 산군․함열 , 고 은 함열 ․구례  읍지에 락되

어 있다. 항목이름을 은 뒤 없다고 표시한 경우로는 순창군의 총묘, 진산 의 

제언, 무주부의 과환, 고창  읍지의 균세가 해당된다. 제주목․ 정 ․정의

에는 장시, 사찰, 균세가 없다는 표시를 하 다. 그밖에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함열 은 45개 항목  35개만 설정되어 있어 항목 수가 가장 은 읍지

이다. 

(2) �호남읍지�로 성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도 일부 확인된다. 남평 은 

정 수록 내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공의 뒷부분과 상납의 앞부분이 실려 

있다. 뒷장에는 정 뒷부분과 형승, 물산, 진공 앞부분이 실려 있다. 정의  

한 요역 다음 장에 군기의 뒷부분, 군액, 노비 앞부분이 나오고, 뒤이어 창고, 조

, 군기 앞부분이 실려 있다. 

(3) 일부 읍지에서는 사각(史閣), 총묘(塚墓), 태 (胎 )이 설정되어 있다. 

사각은 무주부에, 총묘는 장성부․ 산군․순창군에, 태 은 진산 과 곡성 에

만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여지도서� 라도편에는 능침이나 총묘가 보이지 않

으며, 무주부의 사각은 진보에, 산군의 의총과 곡성 의 안태 은 고 에 수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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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이름이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고창 과 함열 은 군명을 명이라 

하 고, 익산군은 선생안을 읍선생으로 하 으며, 낙안군․고산 ․태인 ․남평

은 애를 방, 남평 은 방리를 방내(坊內)라 하 다. 무장 은 선생안 앞에 

명환 항목을 두었으며, 부안 은 서원 치에 향 사가 들어 있다. 함평 의 군

기는 육군기와 수군기로 분립하 으며, 창평 에서는 호구와 함께 인구를 두었

다. 순창군은 순서에 따라 애를 수록한 뒤 말미에 ‘ 방 무’라 표시하 다. 보

성군은 성지와 별개로 ‘산성 무’라 하 다. 암군의 진보에는 이진진(梨津鎭)의 

군기와 군액을 수록하 다.

(5) 인물과 과환을 분리하지 않거나, 부속항목을 독립항목으로 구분하기도 하

다. 담양부는 충신, 효자, 효녀, 열녀 다음에 ‘인물’ 표시 없이 해당항목을 수록

하 다. 장성부에서는 인물 다음에 유 , 충신, 효자, 의사, 열녀, 문과, 무과, 음

사, 생진, 행의를 부속항목으로 구분하여 나열하 으나, 문과, 무과, 음사, 생진, 

행의를 과환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보성군과 창평 은 인물에 이어 효자, 열부, 

충신을 독립항목으로 하 다. 옥과 은 선생안 다음에 노비가 나온다. 무장 은 

인물과 별도로 효자를 독립시켜 열녀, 효부를 포함하고 있다. 과환을 과 (科官)

으로 하여 문과 합격자를 수록한 뒤 무과, 음사, 생진을 독립항목으로 구분하

다. 곡성 은 과환에 문과, 무과, 생원, 진사를 싣고, 음사를 독립항목으로 구분

하 다. 

(6) 해당 고을 선생안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곡성 읍지｣에는 

선생안이 성화정미 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감 권이충(權爾忠)부

터 수록하 다. 선생안의 끝에는 선생안이 성화 2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되어있

는데, 성화 정미년은 성화 23년으로 1487년(성종 18)이다.

(7) ｢제주읍지｣에는 제주 3개 고을의 지도가 한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의

의 정인 남성문루와 산정에는 제 이 없다(無題詠)는 사실을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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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남읍지� 유형의 의미

1) �해동읍지�와 �호남읍지�의 항목구성

1789년(정조 13) 6월 17일과 26일에 �해동읍지�를 간행하기 한 지역별, 항

목별 업무담당자가 확정되었다.26)26)담당자가 분담한 각도 읍지의 항목은 강역, 군

명부(郡名附), 형승, 직 (職官), 풍속, 성지, 학교, 토산, 교량, 사찰, 단묘, 능묘, 

궁실, 방리, 방, 진보, 목장부, 환 , 건치연 , 산천, 고  등 21개의 항목과 

앙부서에서 장하고 있는 항목인 군액, 조 , 창고, 제언, 호구, 성씨, 부, 역

참, 수부 등 9개 항목과 기타 인물, 우거, 효자, 충의, 열녀부 등 5개 항목 등 

모두 3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여지도서� 수록 35개 항목과 비교해 보면, 학교와 환 이 신설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에는 향교와 서원이 해당되며, 환 은 해당 고을의 역  지방  

명단이다. 강역은 ‘강역’과 도로, 직 은 직, 토산은 물산, 능묘는 능침, 궁실은 

공해, 방은 애, 군액은 군병, 역참은 역원과 이름만 달리 한 것이며, 호구는 

방리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이고, 부는 한 , 수 , 진공, 세, 동, 균세를 포

하는 것이며, 우거, 효자, 충의, 열녀는 인물에 부기하는 항목이다.

�해동읍지� 구상항목을 �호남읍지�의 구성항목과 비교해 보면, ①건치연 , ②

군명, ④방리, ⑥성지, ⑦산천, ⑧성씨, ⑨풍속, ⑩학교, ⑫단묘, ⑮진보, ⑯ 수, 

⑰제언, ⑲교량, ㉑목장, ㉒사찰, ㉓ 정, ㉔형승, ㉙호구, ㊱창고, ㊲조 , ㊴군액, 

㊷인물, ㊹고  23개는 항목이름이 일치한다. 7개 항목은 이름이 변경되었다. ③

직은 직 , ⑤도로는 강역, ⑬공해는 궁실, ⑭ 애는 방, ⑳역원은 역참, ㉖

물산은 토산, ㊶선생안은 환 에 해당한다. ㉗진공, ㉚ 총, ㉛ 세, ㉜ 동, ㉝균

세, ㉟요역은 �해동읍지�의 부에 포함되며, ⑪서원은 학교나 단묘, ㊳군기는 

창고의 부속항목에 해당한다. 45개 항목  38개 항목은 일치하며, '지도'를 비롯

하여, ⑱장시, ㉕도서, ㉘상납, ㉞ 름, ㊵노비, ㊸과환, ㊺책  7개 항목은 �해동

26)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6월 17일 신미, 6월 26일 경진(양진석, 앞의 논문, 49-50면, 

57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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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 편찬계획 수립 당시에는 발표되지 않은 항목이다. ‘지도’와 ㉞ 름은 �여

지도서� 수록항목에 해당한다. ⑱장시, ㉕도서, ㊸과환(科宦), ㊺책 은 � 구읍

지�(1768)부터 수록된 항목이다. ㊸과환은 � 구읍지�에서는 과거항목을 두어 

문과합격자만을 수록한 반면, �호남읍지�에서는 무과, 생원, 진사, 음사, 행의까

지 망라하 다. 따라서 ㉘상납, ㊵노비, ㊸과환은 �경상도읍지� 유형과 구분되는 

�호남읍지� 유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호남읍지�는 1760년 편찬된 �여지도

서�와 1775년 개발된 �여지도서�+α 유형의 항목이름과 수록순서의 통을 계승

하여 좀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한 읍지유형이다. 

규장각의 �순천부읍지�(규17434)는 비록 선생안이 없고, 군명을 읍호로 표시

하 지만, 호구를 보면 임자식(1792)으로 �호남읍지�의 수록규정에 맞게 편찬한 

것이다. 순천부에서는 한 로 사찬읍지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뒤, �호남읍

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읍지를 편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분의 고을

은 �호남읍지� 규정에 따라 읍지를 수정하여 올렸다. 당시 편찬된 고을 읍지는 

앙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 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읍지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사본(2차 필사본)인 여러 고을 읍지로 남아 

있다. 규장각의 정조시기 라도 읍지들은 모두 지도가 생략되어 있다. 본이 

된 읍지의 내용만을 베 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선생안 등이 생략되기도 하

다. 

�호남읍지� 권4-2 담양부편은 ㉑목장, ㉕도서, ㊸과환을 수록하지 않았으나, 

규장각의 �담양부읍지�는 이들 항목을 비롯하여 ‘지도’ ⑩학교, ⑪서원, ⑮진보, 

⑯ 수, ㊱창고, ㊵노비, ㊶선생안, ㊺책 도 수록하지 않았다. ⑭ 애는 방, ㉚

총은 결, ㉛ 세․㉜ 동․㉝균세는 부세로 하 으며, 순서도 다르다. �호남

읍지�에는 ⑤도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강역’을 기록하지 않았다. ㊷인물도 

�호남읍지�에는 충신, 효자, 효녀, 열녀, ‘인물’ 순이나, 규장각의 2차 필사본에는 

‘인물’, 충신, 효자, 효녀, 열녀순이며, �호남읍지�에는 효자 송시흥, 고려 문종 때 

참지정사를 지낸 이 간, 강호문, 김 민, 경상도 도사 김담, 칠원 감 이덕윤, 

훈련주부 세익이 더 들어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규장각의 �담양부읍지�는 �호

남읍지�와 다른 읍지를 본으로 베낀 것이다.27)27)규장각의 고창 , 남평, 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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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 순천부, 임피  읍지에는 선생안이 없으나 �호남읍지�에는 모든 고을에 

선생안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규장각의 2차 필사본들은 �호남읍지�와 유사한 

다른 읍지를 본으로 베 거나, �호남읍지�의 개별읍지를 본으로 하 더라도 

베끼는 과정에서 일부 생략하거나 변개(變改)하기도 한 것이다. 

2) 18세기 후반 ․정조 의 읍지 편찬 사업

양진석은 정조 의 읍지들을 상으로 항목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찾아내어 

�해동여지통재� 수록 라도 지역 읍지로 추정되는 28종 31개 고을의 32개 읍지

를 제시하 다.28)28)그러나 이들 읍지는 동일한 유형이 아니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읍지� 유형이 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옥과 의 읍지는 �해남읍지� 내 ｢옥과 읍지｣와 �옥과 지�(일사고 915.142- 

Og1) 두 종류이며, 각기 �호남읍지�와 �여지도서�+α 유형이다. � 라도 주익

산여산 암읍지�, �해남읍지�, �용안 읍지�는 각각 주․익산․여산․ 암, 해

남․옥과․남평․화순․창평, 용안․여산 모두 11개 고을 읍지를 3책으로 합철

한 것이다. 32개 읍지  22개 읍지가 �호남읍지� 유형(1793)이며, 나머지는 �여

지도서� 유형(1760)이 셋, �여지도서�+α 유형(1775)이 다섯이며, 기타 유형이 

둘이다. 

(1) 고창 , 곡성, 산군, 남평(�해남읍지�의 남평 포함), 담양부, 동복 , 무

안 , 순천부, 여산부(�용안 읍지�와 � 라도 주익산여산 암읍지�에 수록), 

암(� 라도 주익산여산 암읍지�에 수록), 옥과 , 용담 , 용안 , 익산군(�

라도 주익산여산 암읍지� 내 익산 포함), 임피 , 진도군, 진안 , 태인군(�태

인 읍지� 포함), 함열 , 해남의 20개 고을 읍지  1810년 의 읍지이지만 고

부군과 김제군의 읍지도 동일한 유형이다. 

(2) 주부(� 라도 주익산여산 암읍지�에 수록)와 창평 (�해남읍지�에 수

27) �담양부읍지�(奎17423) 목차 : '강계', ①건치연  ②군명 ③ 직 ④방리 ⑤도로 ⑥성지 

㉔형승 ⑨풍속 ⑧성씨 ⑬공해 ⑫단묘 ⑦산천 ⑰제언 ⑭ 방( 애) ⑳역원 ⑲교량 ⑱장시 

㉒사찰 ㉓ 정 ㊹고  ㉖물산 ㉗진공 ㉙호구 ㉚ 결( 총) ㊴군액 ㉛부세(㉛ 세․㉜

동․㉝균세) ㊲조  ㉞ 름 ㉘상납 ㊳읍군기 ㉟요역 ㊷인물(‘인물’, 충신, 효자, 효녀, 열녀).

28) 양진석, 앞의 논문, 60-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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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읍지는 호구가 기묘식(己卯式)으로 �여지도서� 유형이다. 화순 의 읍지

(�해남읍지�에 수록)는 1786년경의 읍지로 �여지도서� 유형이다.29)29) 

(3) �남원읍지�는 호구가 병오장 (1786)이고, �능주목읍지�는 기유장 (1789)

으로 �여지도서�에 책 과 선생안을 추가하고 제 을 정에 통합한 1775년(

조 44)의 �여지도서�+α 유형이다. ｢옥과 읍지｣는 �옥과 지�와 달리 호구가 

병오장 (1786)이며 비록 책 과 선생안은 없으나 신증제 을 둔 것으로 보아  

�여지도서�+α 유형이다. �운 읍지�와 � 구읍지�는 각각 1799년 이후와 1816

년경(순조 16) 편찬된 것이나, 책 과 선생안(운 은 邑侯案)을 수록한 �여지도

서�+α 유형이다. 

(4) � 양읍지�와 � 성읍지�(구례 )는 이들 유형과 다른 형태이다. 1795년

경(정조 19) 편찬된 � 양읍지�에는 죽 (竹田), 비보(裨補), 진선(津船), 제 , 

비기(碑記)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 성읍지�에는 진선(津船), 향 (鄕賢), 제

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규장각에는 �호남읍지� 유형으로 �흥덕읍지�와 �제주 정정의읍지�

(규17436)가 더 있다. �여지도서� 유형으로는 흥양 , 무주부, 부안 , 무장 , 

장수 , 진산군 읍지가 있다. �진산군읍지�의 호구만 기유식(1789)이고, 나머지

는 기묘식(1759)이다. �여지도서�+α 유형(1775)은 다섯이다. 낙안군의 호구는 

병오장 (1786), 고산 은 경자장 (1780)이다. �제주읍지�(규10796)의 제주목․

정 ․정의  모두 호구의 기 연도를 알 수 없다. 이 세 고을은 모두 책 을 

수록하고 있지만, 선생안이 없다. 주목과 정읍 은 유형을 분류하기가 곤란하

다. 규장각 소장 읍지  ․정조  라도 지역 읍지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29) �여지도서�(1760)는 1,716호, �호구총수�는 1,765호인데, 여기에는 1,762호로 나온다. 

1793년에는 화순 읍지도 �호남읍지� 유형으로 임자년(1792)의 호구가 수록되었을 것

이다. 그 다면, 이 읍지는 그 이 에 편찬된 것으로 1,762호는 1786년 병오년의 호구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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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규장각 소장 ․정조  라도 지역 읍지의 유형 분류

유형 출처 합계 해당 읍지

�여지도서�
양진석 3 주부, 창평 , 화순

추가 6 흥양 , 무주부, 부안 , 무장 , 장수 , 진산군

�여지도서�+α
양진석 4

남원, 능주목, 옥과 , 운 (1799)

*1816년경인 구는 제외

추가 5 낙안군, 고산 , 제주목, 정 , 정의

�호남읍지�
양진석 20

고창 , 곡성, 산군, 남평, 담양부, 동복 , 무안 , 순천부, 여

산부, 암, 옥과 , 용담 , 용안 , 익산군, 임피 , 진도군, 진

안 , 태인군, 함열 , 해남

*1810년  읍지인 고부군과 김제군은 제외

추가 4 흥덕 , 제주목, 정 , 정의

기타
양진석 2 양, 성(구례)

추가 2 주목, 정읍

합계
양진석 29

*양진석, 2013 ｢18세기말 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의 추 ｣ 

�규장각� 43, 66면

추가 17 양진석 논문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규장각 소장 읍지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후반 추진된 라도 지역의 읍지 편찬 사업의 실상을 

추정하게 다. �호남읍지� 편찬 이 에도 국 인 읍지 편찬 사업으로 도 단

의 읍지 편찬이 있었다. 그 시기는 각각 1757년, 1759년, 1768년, 1775년, 1786

년, 1788년경이다.30)30)1793년(정조 17)의 읍지 편찬 사업은 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1) 1760년( 조 36) 경진년 �여지도서� 유형은 무장 , 무주부, 부안 , 장수

30) 황윤석은 �이재난고�에서 각 시기마다 실시된 국 인 읍지 편찬 사업을 해주고 있

다. 배우성, 2006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 의식｣ �한국사연구� 135, 50면 주 

57) 1760년 2월 16일; 擬增修東國輿地勝覽例引(乙未), 51면 58) 1769년 3월 4일 정해, 

59) 答高通甫(漢聖)書(戊申); 擬增修東國輿地勝覽例引(乙未)과 答高通甫(漢聖)書(戊

申)는 �이재난고�에는 각각 1775년 윤10월 1일 을사, 1788년 5월 16일 정축의 기록에도 

보인다. 이외에도 1786년의 읍지편찬 사실을 하고 있다. 황윤석, �이재난고� 1786년 5

월 27일 “溫弟書末又云 本縣邑誌之役 其應納于玉 監營  共二件 仍 戊寅本謄去 而本

縣留上一件 則李士則 遍訴營邑 得許題追  急書于溫弟 要以先子 事實數三行幷  故溫弟 

略約書  而追聞一境混  非一二追悔何極 欲以還推不載 則衆慍必多 要我回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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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창평 , 흥양 의 읍지가 해당되며, 호구는 기묘장 (1759)이다. �여

지도서� 해당 고을편과 상호 비교를 통하여 �여지도서�의 편찬과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산군은 기유장 (1789)이며, 화순 은 1,762호로 식년이 명기되

어 있지 않지만, 병오장 (1786)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1768년( 조 44) 무자년에 개발된 �경상도읍지� 유형을 따른 것은 �호남

읍지� 권1의 주부와 나주목 읍지이며, 1786년(정조 10)부터 추진된 읍지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다.

(3) 1775년( 조 51) 을미년에 �여지도서� 보완책으로 나온 �여지도서�+α 유

형으로는 �호남읍지� 6개 고을이 해당되며, 규장각 2차 필사본은 9개 고을이 해

당된다. 규장각의 남원부, 옥과 , 낙안군은 호구가 병오장 이고, 능주목은 기유

장 , 고산 은 경자장 (1780)이다. 운 은 2,075호, 제주목은 6,692호, 정

은 1,704호, 정의 은 2,325호이지만 호구의 기 식년이 나오지 않는다. 정의 의 

호수는 �호구총수�와 같고, 나머지 네 고을의 호수도 �호구총수�나 �호남읍지�

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비슷한 것으로 보아 병오장 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읍지들도 1786년부터 추진된 읍지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다. 특히 �고산읍

지�에는 �여지승람� 본과 � 곡집� 본을 명기하 는데, �여지승람� 본 

997립(立) 내 331립은 완 하고, 561립은 닳아 흐려졌으며[刓缺], 160립은 손

되어 없어졌다[破無]고 명기하 다. 이 정도면 18세기 엽 이후 �신증동국여지

승람�의 인쇄는 불가능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호남읍지� 권8-4 고산 편

에는 책 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4) 1786년(정조 10) 병오년부터 추진된 읍지 편찬 사업 당시 각 고을에서는 

이 에 편찬한 �경상도읍지� 유형이나 �여지도서�+α 유형의 읍지  호구나 선

생안 등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상송하 다. 순천부에서는 사찬읍지인 �

간승평지�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1786년 호구 통계를 수록하 다. 당

시 라도 지역의 읍지에서는 �경상도읍지� 유형이나 사찬읍지보다는 �여지도서�

+α 유형이 압도 이었다.

(5) 1793년(정조 17) 계축년에는 �호남읍지�라는 새로운 유형의 읍지가 개발

되었다. �호남읍지�에는 9개 읍지가 다른 유형이고, 6개 읍지가 분실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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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규장각의 2차 필사본에서는 순천부․무안 과 진안 ․동복 ․해남 의 5

개 읍지에서 �호남읍지� 유형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앙정부로 상송할 당

시 라도 56개 고을은 부분 동일한 유형의 읍지를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3) 읍지 편찬 사업에 한 지역사회의 응

정조 에 추진된 �해동읍지� 편찬사업의 결과물은 어떠한 유형이었을까? 동일

한 유형의 개별읍지들을 망라한 �해동여지통재�로 완성하 을까? 가 주도하

을까? 국왕, 앙 료, 재지사족, 혹은 향리집단. 정조는 “8도의 각 군 들에 

해 그 지명의 연 과 산천․ 애․인물․ 부․형승․제 을 자세히 기록하

다.”고 했다.31)31)그 동안 학계에서는 정조의 역할을 강조하여 �해동여지통재�가 

실용 인 항목들과 아울러 �여지도서�에서 제외되었던 시문․제  등의 항목을 

함께 수록하여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항목이 가진 장 들을 모두 취합하

고자 했다고 보거나,32)32)�해동여지통재� 편찬 의도를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

지도서�의 체제를 크게 무 뜨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지리지와 다른 형태의 지리

지를 계획한 것으로 보아왔다.33)33)�호남읍지�가 정조의 �해동여지통재� 편찬 의

도에 가장 부합한 것은 사실이나, �호남읍지� 유형이 라도 이외의 다른 지방

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호남읍지�에는 인물 정보가 풍

부하며 정에 제 이 부기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호남읍

지� 유형과는 다른 몇몇 유형의 읍지가 편찬되고 있었다.34)34) 

사실 통치 자료의 확보라는 실용성을 강화하자면 �여지도서� 유형으로 충분하

다. 그런데 �여지도서� 편찬 당시에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고례를 수용하여 제  등 시문을 보강하 다. 1768년 개발된 �경상도읍지�

유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 이자 스승인 군사(君師)를 자칭하던 조의 작품이

31) �홍재 서� 권184, 羣書標記 6 命撰 2 海東輿地通載 권60 사본;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 과 천하 의 변화�, 일지사, 159면.

32) 의 책, 159-160면.

33) 양진석, 앞의 논문, 38면.

34) 이재두, 2016 앞의 논문, 347면;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2018b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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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5)35)그런데 다양한 인물을 체계 으로 수록하기 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읍

지유형이 필요하 다. 정조 에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선 들의 제 ․기문․

행 (비문)을 주로 하여 읍지를 편찬하 으며, 라도 지역에서는 부세 정보

를 비롯하여 인물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 다. 경상도 지역의 읍지가 교화 

주 다면, 라도 지역의 읍지는 비문과 기문을 제외시킨 실용 인 읍지 다. 사

실에 충실한 읍지를 만들자고 한 �해동읍지� 편찬 담당자들의 입장이 반 되었

다. �호남읍지�는 80%가 넘는 고을이 동일한 형식에 따라 읍지를 편찬하 다. 

고을의 연 과 산천․ 애․ 정(부 제 )․형승․부세․인물을 체계 으로 정

리하 다. 과환에는 문과만이 아니라, 무과․음사․생진․행의 련 인물을 모두 

수록하여 재지사족의 요구도 반 되었다. 한 상납, 노비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고을에 한 부세 정보만이 아니라 인 자원을 악하기 한 

조치 다. �경상도읍지� 유형과 구분되는 �호남읍지� 유형이 출 한 것이다. 읍

지의 항목이름이나 수록순서 등을 고려할 때, �경상도읍지� 유형은 �신증동국여

지승람�의 통을 계승․발 시킨 것이라면, �호남읍지� 유형은 �여지도서�의 

통을 계승․발 시킨 것이다.

라도 흥덕 에 살던 노론 지식인 황윤석(黃胤錫)은 경향분리(京鄕分離)가 

심화되는 속에서 호남의 학풍을 드러내고 호남의 선비를 등용하는 것을 고민하

다. 조선 시  삼남은 국가 재정의 보루이며 인재의 산실이라고 말하지만, 사

족의 청 직 진출 사례를 보면, 호서가 가장 활발하고 남은 쇠퇴했으며, 호남

은 가장 쇠퇴하 다고 보았다. 호서의 ‘세가 족(世家大族)’들은 서울에 집을 마

련해 두고 일 년의 반은 서울에서 지내기 때문에 호서지방을 서울과 다름없는 

곳으로 여기며, 남에도 남인 명문가들이 있어서 풍기(風氣)가 강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들을 가볍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호남이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못내 안타까워했다.36)36)1788년

(정조 12) 규장각의 공문이  다시 흥덕 에 하달되었을 때, 황윤석은 고한성

(高漢聖)이 읍지 수정․증보 작업을 주도할 경우 기꺼이 돕겠다고 답장을 보냈

35) 권연웅, 2015 �경연과 임  길들이기�, 지식산업사, 261-264면.

36) 배우성, 2006 앞의 논문, 4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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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37)황윤석을 비롯한 재지사족들은 지역사회의 공의(公議)를 바탕으로 가  

많은 인물들을 읍지에 반 하고 싶어 했다.

�호남읍지�는 다양한 인물을 수록하 다는 에서 인명록과 같다. 그 과정에

서 라도의 재지사족들이 극 참여하 다. 국가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면서

도 차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던 라도 재지사족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출한 훌

륭한 인물을 발굴하여 수록하고자 하 다. 그들은 유명한 인물만이 아니라 문․

무․생진과 제자와 음사․행의자 등을 모두 수록하여 통 으로 라도 지역

에 료 기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따라서 �호남읍지� 유형은 앙

정부의 �해동읍지� 편찬의도를 반 하면서, 앙의 요구를 지역사회에서 집행해

야 하는 지방감 과 다양한 지역인물을 수록하고자 한 재지사족의 향 사회 주

도 욕구가 히 조율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호남사족의 노력은 1799년(정조 23) �호남 의록(湖南節義 )�의 간행

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호남 의록�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으로 거병

하여 산 투에서 순 한 고경명의 7 손인 고정헌(高廷憲)이 편집 간행한 것

으로 1,60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 (李 )

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인좌(李麟佐)의 난 등과 을묘왜변(1555), 정사년 

야인( 野人) 투, 무오출병(1618)에서 호남인물들이 거의(擧義)한 국난 극

복 사 을 정리한 것이다.38)38) 

5. 맺음말

1990년  말 이래 국가 주도의 정보화사업으로 많은 고서자료들이 산화되었

다. 조선 후기 각 고을 읍지는 해제 작업 결과만이 아니라 원문 이미지까지 인

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기 와는 달리 해제 작업만 활발할 뿐 읍지 

반에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연구는 부족하다. 시․군청이나 문화원에서 발

37) 의 논문, 51면.

38) 김동수, 2011 ｢호남 의록의 사료가치 검토 (1)｣ �역사학연구� 4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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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 자료들은 제 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말 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각 고을 읍지는 부분 사

본(2차 필사본)이다. 이들 읍지의 본은 도별로 모아 올려진 ‘도지’ 다.

이 은 일종의 조선 후기 찬읍지의 계보․족보 찾기의 일환으로 개별읍지

의 유형화를 시도하 다. 각각의 유형은 항목이름과 목차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

며, 이러한 유형분류를 통하여 개별읍지의 편찬시기나 지방 ․재지사족․향리

의 읍지편찬 참여 정도 등을 악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국 인 규모의 읍

지 편찬 사업은 조 인 1757년( 조 33), 1759년( 조 35), 1768년( 조 44), 

1775년( 조 51) 네 차례 있었다. 정조 에는 �경상도읍지�와 �호남읍지�를 통

해 읍지 편찬 사업이 1786년(정조 10) 경상도와 1793년(정조 17) 라도에서 실

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도에서는 1786년경뿐만 아니라, 1793년에도 도 

단 의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는 모두 여섯 종류의 읍지유형을 남기게 되었다. 1) 

1485년(성종 16) 간되고 1531년( 종 26) 신증된 �동국여지승람� 유형을 비롯

하여, 2) 1760년( 조 36) 성책된 �여지도서� 유형, 3) �여지도서� 경상도 유형, 

4) 1768년( 조 44) �경상도읍지� 유형, 5) 1775년( 조 51) �여지도서�+α 유

형, 6) 1793년(정조 17) �호남읍지� 유형이 그것이다.

�호남읍지�는 �여지도서�의 통을 계승한 것으로, 앙정부나 지방감 의 �해

동읍지� 편찬의도를 반 하면서, 다양한 지역인물을 수록하고자 한 재지사족의 

이해 계가 수렴되었다. �호남읍지�는 지 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유일본이 많고, 

18세기 말 라도 각 고을의 사정을 잘 반 하고 있는 도지(道誌)라는 에서 

그 가치가 크다.

주제어 : 읍지 유형, �호남읍지�, �해동읍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 구읍지�, �경상도읍지�

투고일(2018. 10. 31),  심사시작일(2018. 11. 9),  심사완료일(2018. 11. 26)



282·한국문화 84

<부표> �호남읍지� 각 고을 읍지의 수록항목

책의

순서
읍지 수록항목

1-1 全羅道 全羅道‘疆域’, 建置沿革, 觀察使營, 官職, 戶口, 田賦, 軍兵, 公廨, 倉庫, 驛院, 牧

場, 進貢, 方物, 糶糴, 宦蹟, 都事, 中營

1-2 全州府 全州府'地圖', 全州府‘鎭所屬邑’, 建置沿革, 郡名, 官職, 公廨, 姓氏, 山川, 風俗, 坊

里, 元戶, 田賦, 稅米, 軍額, 城池, 倉庫, 鎭堡, 學校, 壇廟, 佛宇, 宮室, 肇慶廟, 樓

亭, 道路, 橋梁, 堤堰, 場 , 驛院, 形勝, 古蹟, 土産, 進貢, 貢物, 冊板, 俸廩, 宦蹟, 

官案, 科擧文科, 武科, 生進, 蔭仕, 人物名臣, 忠節, 名儒, 孝子, 孝女, 烈女, 事實, 

題詠

1-3 羅州牧

輿地勝覽
羅州牧'地圖', 羅州牧輿地勝覽, 建置沿革, 郡名, 官職, 姓氏, 山川, 風俗, 坊里, 戶

口, 田結, 田賦, 軍額, 城池, 倉庫, 糶糴, 冊板, 船滄, [屬邑], 望雲牧場, 烽燧, 學

校, 壇廟, 塚墓, 佛宇, 宮室, 島嶼, 堤堰, 場 , 驛院, 形勝, 古蹟, 土産, 進貢, 俸廩, 

均稅, 宦蹟, 科擧, 人物, 名宦, 題詠, 碑板, 笠巖山城

2-1 南原府
南原府地圖, 南原府‘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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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關阨, 樓亭, 寺刹, 古

跡, 鎭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冊板, 府先生

2-2 長 都

護府
長 都護府‘地圖’, 長 都護府, 邑基方向, 道里, 地廣, 坊里,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수령 명단 포함), 山川, 姓氏, 風俗,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産, 橋

梁, 驛院, 鎭堡, 關阨, 烽燧, 樓亭, 寺刹, 古蹟, 人物, 進貢, 山, 軍兵, 冊板, 旱田, 

水田,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2-3 天府 天‘地圖’, ‘重刊昇平誌跋’, 天府邑誌, 邑號, 建置沿革, 疆界道里, 官員, 鎭管, 風

俗, 姓貫, 山川, 土産, 花木, 藥材, 城郭, 關防, 烽燧, 壇祠, 校院, 舘 , 樓館, 驛院, 

津路, 橋梁, 寺刹, 古跡, 屬縣, 堤堰, 面閭, 場 , 戶口, 鄕仕, 儒額, 武班, 官屬, 軍

丁, 田結, 稅大同, 官田, 大同規例, 進上, 進貢, 倉庫, 糶糴, 俸廩, 陸軍器, 水軍器, 

船隻, 戰船所屬, 書板, 人物(附 科宦, 寓居, 遷謫, 孝子, 烈女), 官案, [前營], 前營

‘建置沿革’, 把營, 鎭營屬, 館 , 營 案, [左水營] 左水營‘建置沿革’, 中營屬, 屬邑

鎭, 程道, 城堞, 官 , 倉庫, 進上, 時例, 進貢, 船隻, 戰船屬校卒, 軍器, 守城新例, 

守城軍器, 穀簿, 俸廩, 休畓田木 , 水使案, 虞侯案, [防踏鎭] 防踏鎭‘建置沿革’, 

鎭屬, 程道, 館 , 倉庫, 穀簿, 船隻, 軍器, 諸島, [古突山鎭] 古突山鎭‘建置沿革’, 

鎭屬, 程道, 城堞, 館 , 倉庫, 穀簿, 船隻, 軍器, 諸島 [曲華牧] 曲華牧‘建置沿革’, 

牧屬, 程道, 館 , 倉庫, 諸島, 穀簿, 田結, 事實, 題詠, 雜著, 凡例

3-1 光州牧 光州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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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樓亭(付題詠), 寺刹, 古跡, 名宦, 人物, 烈女,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冊板, 先生案

3-2 綾州牧 綾州牧‘地圖’, 綾州, 目 , 綾州牧, ‘四界’, 坊里, 道路, 建置沿革, 形勝, 官職, 山川, 

姓氏, 風俗,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樓亭(‘付題詠’), 寺刹, 古

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冊板, 先生案

3-3 陽誌 陽縣‘地圖’, 陽誌, 陽縣 天鎭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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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牧場, 烽

燧, 樓亭, 寺刹, 古跡, 鎭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官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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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務安縣 務安縣‘地圖’, 乾隆, 務安縣羅州鎭管, ‘四界’,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城池,  

城池, 官職, 山川, 姓氏, 壇廟, 公廨, 堤堰, 風俗, 庫 , 物産, 橋梁, 驛院, 烽燧, 樓

亭, 寺刹, 古跡, 鎭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稅錢, 結

錢, 選武 ), 俸廩, 軍兵, 冊板, 邑宰先生

4-1 長城府 長城府‘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無, 驛院, 寺刹, 樓亭(‘付’題

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

糴, 軍器, 軍額, 奴婢, 塚墓, 先生案, 人物儒賢, 忠臣, 孝子, 義士, 烈女, ‘科宦’文

科, 武科, 蔭仕, 生進, 行誼, 古蹟, 冊板, 崇禎 紀元後 3 癸丑 4月 28日 鄕校 

執綱 金敬徹, 金位寶, 修正有司 金敬徹, 奇逸相

4-2 潭陽府 潭陽府‘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堤堰,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付題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

婢, 先生案, 人物(忠臣, 孝子, 孝女, 烈女), ‘科宦’, 古蹟, 烽燧․冊板 無

5-1 茂朱府

邑誌
茂朱府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史閣,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付’題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

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無, 古蹟, 冊板

5-2 礪山府 礪山府‘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物産, 進

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無, 古蹟, 冊板 無

5-3 寶城郡 寶城郡‘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城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

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孝子, 忠臣, 烈女, 科宦, 古蹟, 冊板 無

5-4 益山郡

邑誌
益山郡邑誌‘地圖’, 益山郡邑誌,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寺刹, 樓

亭 無,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邑先生,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5-5 古阜 古阜‘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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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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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忠臣, 孝子, 孝女, 烈女, 義士), 科宦, 古蹟, 冊板

5-6 靈巖郡 靈巖郡‘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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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鎭堡(梨津鎭),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付’題詠), 形勝,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

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忠臣, 孝子, 烈女, 義士, 儒賢), 科

宦, 古蹟, 冊板

5-7 靈光郡

邑誌
靈光郡邑誌‘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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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牧場, 寺刹, 

樓亭(‘付’題詠),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無, 冊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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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珍島

邑誌
珍島邑誌‘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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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牧場, 寺刹, 樓亭(‘付’

題詠), 形勝,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6-2 樂安

邑誌
樂安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無, 壇廟, 公廨, 關防 無,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牧場, 寺刹, 

樓亭(‘付’題詠), 形勝,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付’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6-3 淳昌郡

邑誌 淳昌郡邑誌‘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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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塚墓 無, 公廨, 關阨, 烽燧 無, 場 , 堤堰, 橋梁, 驛院, 寺刹, 樓

亭(‘付題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付’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跡, 關防 無, 冊板 無

6-4 錦山郡 錦山郡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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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塚墓, 公廨, 關阨,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總,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

生案, 人物, 古蹟, 冊板 

6-5 珍山

邑誌
珍山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胎

峯, 學校, 書院 無, 壇廟, 公廨, 關阨, 烽燧 無, 堤堰 無, 場 , 橋梁 無, 寺刹, 樓

亭 無,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總, 田稅, 大同, 捧廩, 徭役, 均稅,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6-6 金堤郡
金堤郡‘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付’題

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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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臣, 孝子, 烈女, 孝女), 科宦, 古蹟, 冊板 無

6-7 昌平縣
昌平縣‘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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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寺刹, 樓亭(‘付’題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人口, 田總,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

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孝子, 烈婦, 忠臣, 科宦, 古跡, 冊板

7-1 龍潭 龍潭‘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付’題

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

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績

7-2 臨陂縣

邑誌
臨陂縣邑誌‘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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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無, 形

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邑先生,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7-3 萬 縣

邑誌
萬 縣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

校, 壇廟, 公廨, 關阨 無, 鎭堡, 堤堰, 場 , 橋梁, 寺刹, 樓亭 無, 形勝, 島嶼, 物

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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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金溝縣 金溝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寺刹, 樓亭(‘付’題詠), 物

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7-5 光陽縣

邑誌
光陽縣邑誌‘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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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形勝,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

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7-6 龍安縣

邑誌
龍安縣邑誌‘地圖’, 龍安縣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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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烽燧, 堤堰, 場 , 橋梁, 寺刹, 樓亭

(‘付’題詠),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

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7-7 咸悅縣

誌
咸悅縣誌‘地圖’, 建置沿革, 縣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壇廟, 公廨,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

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7-8 扶安縣 扶安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鄕

賢祠, 壇廟, 公廨, 關阨 無,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付題

詠’), 形勝,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

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8-1 咸平縣 咸平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 物産, 

進貢, 上納, 戶摠,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陸軍器, 水軍

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8-2 康津縣 康津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防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

院, 壇廟, 公廨, 關阨(兵營), 鎭堡, 烽燧,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題詠

並附), 形勝,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8-3 玉果縣

邑誌
玉果縣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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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糶糴, 軍器, 

軍額, 先生案, 奴婢, 人物, 科宦, 古蹟, 冊板 無

8-4 高山縣 高山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壇廟, 公廨, 關防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無, 形勝, 物

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孝子, 烈女, 孝婦), 科宦, 古蹟, 冊板 無

8-5 泰仁縣 泰仁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防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付’題

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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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冊板

8-6 沃溝縣 沃溝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防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壇

廟, 公廨, 關阨 無, 鎭堡, 烽燧, 堤堰, 場 , 寺刹, 形勝, 島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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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孝婦, 烈婦), 科宦, 冊板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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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南平縣 南平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內,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

院, 壇廟, 公廨, 關防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樓亭(‘付’題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總,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

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9-1 德縣
德縣‘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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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寺刹, 樓亭(‘付’題詠),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付’

笠巖山城軍器汁物)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孝子, 烈女), 科宦, 古蹟, 冊板 無

9-2 井邑縣 井邑縣‘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防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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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孝子, 烈女), 科宦, 古蹟, 冊板 無

9-3 高敞縣
高敞縣‘地圖’, 建置沿革, 縣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校, 書

院, 壇廟, 公廨, 關阨 無,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寺刹, 樓亭(‘付題詠’),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

生案, 人物(忠臣, 孝子, 烈女, 義士, 科宦), 古蹟, 冊板 無

9-4 茂長 茂長‘地圖’, 茂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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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烽燧, 堤堰, 場 , 橋梁 無, 驛院, 寺刹, 樓亭, 形勝, 島

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名宦, 先生案, 人物, 孝子(‘付’烈女․孝婦), 科官文科, 武科, 蔭仕, 生

進, 古蹟

9-5 求禮縣

邑誌
求禮縣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風俗, 學

校, 壇廟, 公廨, 堤堰, 場 , 驛院, 寺刹,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孝子, 烈女), 

科宦

9-6 谷城縣

邑誌
谷城縣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胎峯, 學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付題詠’), 形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捧廩, 徭役, 倉

庫, 糶糴, 軍器, 軍額(‘付’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蔭仕, 古蹟, 冊板 無

9-7 雲峯

邑誌
雲峯邑誌‘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城池 無, 山川, 姓氏, 風俗, 學

校, 書院, 壇廟, 公廨, 關阨, 烽燧 無, 堤堰, 場 , 橋梁, 驛院, 寺刹, 樓亭 無, 形

勝,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0-1 임실

0-2 長水縣

邑誌
長水縣邑誌, ‘疆界’,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形勝, 官職, 山川, 姓氏, 風

俗,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關阨, 樓亭, 寺刹, 古跡, 人物, 

孝子, 烈女, 旱田結, 水田結,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長水

縣邑誌�(奎17405)

0-3 鎭安縣

邑誌
鎭安縣邑誌,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姓氏, 風俗, 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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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

案, 人物, 科宦, 古蹟, 冊板 �鎭安縣邑誌�(奎1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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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지 제목은 지도에 표시된 고을 이름이나 내제를 심으로 함.
** 락읍지는 비슷한 시기의 읍지로 보완한 것이며, 분석에는 이용하지 않음.

0-4 同福縣

邑誌
同福縣邑誌, 建置沿革, 郡名, 官職, 坊里,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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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物, 科宦, 古跡,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先生案 �同福縣邑誌�(奎17432)

0-5 海南

邑誌
海南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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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蹟, 冊板 �海南邑誌�(想白古

915.14-H118) ｢海南｣

0-6 和 縣

邑誌
和 縣邑誌, ‘地圖’,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官職, 山川, 姓氏, 風俗, 壇

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産, 驛院, 樓亭, 寺刹, 古跡,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糴糶,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海南邑誌�(想白古915.14-H118) ｢和 縣

邑誌｣

10-1 濟州

邑誌
濟州邑誌‘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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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鎭堡, 烽燧(烟臺幷付), 堤堰 無, 場  無, 橋梁, 牧場, 

寺刹 無, 樓亭(‘付’題詠), 形勝, 島嶼, 物産,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無,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孝子, 孝婦, 烈

女), 科宦, 古蹟, 冊板

10-2 大靜縣 大靜縣, 建置沿革, 郡名(屬濟州), 官職(附濟州),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濟州同), 風俗( 濟州同), 學校, 壇廟, 公廨, 關阨, 鎭堡, 烽燧(烟臺幷附), 堤堰, 

場  無, 橋梁, 驛院, 牧場, 寺刹 無, 樓亭 無, 形勝, 島嶼, 物産( 濟州同), 進貢, 

上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無,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烈女), 科宦, 古蹟(幷附濟州), 冊板

10-3 旌義縣 旌義縣, 建置沿革, 郡名(屬濟州), 官職(附濟州), 坊里, 道路, 城池, 山川, 姓氏(

濟州同), 風俗( 濟州同), 學校, 壇廟, 公廨, 關阨 無, 鎭堡, 烽燧(烟臺幷附), 堤

堰, 場  無, 橋梁, 牧場, 寺刹 無, 樓亭, 形勝, 島嶼, 物産( 濟州同), 進貢, 上

納, 戶口, 田摠, 田稅, 大同, 均稅 無, 俸廩, 徭役, 倉庫, 糶糴, 軍器, 軍額, 奴婢, 

先生案, 人物, 科宦, 古蹟(幷附濟州), 冊板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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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iling of Honam-eupji and its Meaning in 1793

39)

Lee Jae-doo *

Since the late 1990s, many ancient books have been computerized with state-led 

information service projects. The site of each eupji(local gazette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provided not only with the lifting work but also with the original image. 

Contrary to expectations, however, the government lacks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into the entire town area, and the materials published by the city government or 

cultural center are not properly utilized. No study noted that most of eupji of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in the late 18th century, housed by G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originally a second-class manuscript.

This article attempted to be tangibleized as part of a search for a genealogy of eupji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ere four projects to compile nationwide eupji in the 

late 18th century, 1759(Yeongjo 33), 1768(Yeongjo 44), and 1775(Yeongjo 51). Some 

municipalities were organized in 1786(Jeongjo 10) and 1793(Jeongjo 17) through 

Gyeongsangdo-eupji and Honam-eupji. Around 1786 a project was carried out to compile 

provincial-level supports in Jeolla Province.

So in the late 18th century, there were six different types of eupji left behind. There 

were Yeojidoseo types, Yeojidoseo types of Gyeongsang Province, and Daegu-eupji types, 

Yeojidoseo+α types, Honam-eupji types as well as Dongguk-Yeoji-Seungram types. 

Honam-eupji is a type of town that comes out as a result of harmonizing interes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elite, reflecting the intention of compiling Haedong- 

eupji. Honam-eupji has many unique texts that have not been identified so far, and it is 

worth its value in that it reflects the situation of each town in Jeolla-do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Key Words : Eupji(local gazetteer, 邑誌), Eupji types(邑誌 類型), Honam-eupji(�湖南

邑誌�), Haedong-eupji(�海東邑誌�), Dongguk-Yeoji-Seungram(�東國輿地

勝覽�), Yeojidoseo(�輿地圖書�), Daegu-eupji(�大丘邑誌�), Gyeongsangdo- 

eupji(�慶尙道邑誌�).

* Teacher, Yeungnam High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