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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조선후기 조와 정조 연간을 거치면서 지방의 체계 인 통치를 한 기  자

료로서 다양한 군 지도(郡縣地圖)가 제작되었다. 군 지도는 지방 행정 구역인 

부(府)․목(牧)․군(郡)․ (縣)을 상으로 그린 지도로서 단독으로 는 지도

책이나 지도첩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을 겪은 후 군사 ․행정  목 의 지도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군 지

도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책사업으로 국 는 도 단 로 소속 군 의 지도

를 모아놓은 국 군 지도집(全國郡縣地圖集)이 활발하게 편찬되었다.1)1)

�1872년 군 지도�는 흥선 원군 집권기에 국가 지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 원. 

1) 楊普景, 1995 ｢朝鮮後期 郡懸地圖의 發達｣ �문화역사지리� 7, 5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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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이 지도는 1871년에 국 읍지(邑誌)를 편찬하고 이듬해인 1872년에 

다시 국 으로 군 지도 편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진 (鎭營)과 산성(山城), 

목장(牧場) 등의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방 곳곳을 형의 지도로 기획한 것이다. 

도별로 제작된 �1872년 군 지도�는 지도의 체제와 구성 방식에서 각 도에서 주

한 지도 제작 실정이 반 되었으며 국 각 군 에서 제작된 지도가 원본 그

로 합쳐졌기 때문에 지역마다 표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지

도들은 조선 정부 주도의 국 군 지도집이 갖는 통일성은 부족하지만 19세기 

말 지방사회의 모습과 역사  상황을 종합 으로 담고 있는 귀 한 자료이다.2)2) 

그 가운데 경기도 지도는 조선시  경기도 38개 고을에서 그려 올린 지도 38 과 

진(鎭)이 설치되었던 인천부(仁川府) 할의 종(永宗), 남양부(南陽府) 할의 

부(大阜)를 별도로 그린 진 지도 2 이 포함되어 총 40 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는 고려의 통일 이후 우리 역사의 심지 다. 경기도 지역은 부 지

방의 서쪽에 치하여 지리 으로는 국토의 심에 치해 있고 한강유역을 비

롯하여 왕도(王都)인 한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군사․행

정․경제․문화 등 각 부분에서 요성이 큰 지역이다. 그 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의 지역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한성을 보완하는 구심 ․통합  역할을 하

다.3)3)‘경기(京畿:왕도 주 로 500리 이내의 땅)’라는 지명은 고려시 에 수도 개

경(開京)을 보좌하기 한 경기제(京畿制)를 실행함으로써 1018년(고려 종 9)

에 처음 등장하 다. 경기 지역이 하나의 행정단 로서의 도(道)가 된 것은 

1390년(고려 공양왕 2)으로 44개의 읍이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로 분할되었

다. 1413년(태종 13) 8도 체제를 시행하면서 1414년(태종 14)에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합치고 1434년(세종 16)에는 경기도에 속했던 철원을 강원도에 포함시

키고, 충청도에 속했던 안성을 경기도에 속하게 함으로써 지 의 행정구역과 비

슷한 범 를 가지게 되었다.4)4)이 에서는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에 

주목하여 지도의 구성과 내용  표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김성희, 2015 �1872년 郡縣地圖의 제작과 회화  특징: 라도 지도를 심으로�, 명지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참조.

3) 경기도사료편찬 원회, 1997 �경기도사연구총서 3: 경기도 역사와 문화�.

4)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부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7-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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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의 제작과 구성

�1872년 군 지도�는 지도의 일부 책의(冊衣)에 지도의 완성시기가 1872년 3

월에서 6월로 표기되어 있어 약 4개월이라는 기간에 국 으로 군 지도 제작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5)5)그 가운데 경기도 지도는 유일하게 ｢음죽 지도｣ 

책의에 ‘동치11년3월 일음죽 지도(同治十

一年三月日陰竹縣地圖)’ 라고 표기되어 있

어 경기도 지도를 제작한 시기는 1872년 3

월 후임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1>. 

�1872년 군 지도� 제작에 앞서 1871년

에는 국 읍지(邑誌) 편찬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1871년 경기도 읍지인 �경기읍지

�는 종진지(永宗鎭誌)를 포함하여 35개 

고을의 읍지를 묶은 경기도 도지(京畿道道

誌)이다. 종진, 마 군, 주목, 풍덕도호

부, 안성군, 용이 , 양지 , 통진도호부, 인

천도호부, 과천  등의 서문에는 “동치십년

구월(同治十年九月)”에서 “동치십년십이월

(同治十年十二月)”까지의 작성연 가 확인

되며 각 읍지의 끝에는 지방 의 수결(手

決)이 있는 경우가 있어 1871년에 국 각 

고을의 읍지를 올리라는 “읍지등상지령(邑誌謄上之令)”에 의해 경기지방 수령

(수령)들이 일시에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6)6)

5)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872년 군 지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음죽 지도 책의

에 同治十一年三月, 강원도 울진 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四月, 평안도 평양부보산진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六月, 변부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四月, 자산부지도 책의에 同治十一

年五月, 강서 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四月, 함경도 삼수부지도 책의에 同治十一年三月의 

기록이 확인된다.

6) �加平邑誌�(奎 12177-v.2).

〈그림 1〉�1872년 군 지도�  

｢음죽 지도｣ 책의(冊衣), 

35×25㎝, 감지(紺紙),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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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읍지�는 체로 도(圖), 지(誌), 사례(事例)로 구성되어 이 에 도(圖)와 

지(誌)로 구성된 읍지와는 변화된 형태를 보이며, 내용은 1842~1843년에 편찬

된 �경기지� 이후의 변화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주목할 은 당시 흥

선 원군의 개 정책과 련된 서원철폐, 환곡제도의 개선 내용 등이 반 되었

으며 각 고을의 재정 상황과 군사시설에 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경기읍지�에 

수록된 지도(地圖)는 거리와 방 , 산천, 도로 등이 기록된 채색지도로서 읍지의 

내용을 시각 으로 달한다. �경기읍지�의 지도는 부분 �경기지�에 수록된 

지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읍에서 작성된 읍지가 감 (監營)을 통해서 수

합된 것을 묶은 것이기 때문에 지도를 그린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군 별

로 편차를 보인다.7)7)

�1872년 군 지도�는 1871년 읍지에 수록된 지도와 구도, 필법, 채색 방법 등

의 표  양식이 유사하다. 이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국의 각 지방 

군 을 단 로 하여 읍지와 지도가 연이어 제작되면서 통 인 지도 제작 방식

에 따라 1871년 읍지에 수록된 지도를 바탕으로 �1872년 군 지도�가 확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8)8)�1872년 군 지도�는 1871년 국의 읍지 편찬에 이어서 

국 군 의 지도만을 따로 제작한 것으로, 1871년 읍지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을 지도에 반 하고 있다.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 총 40  가운데 

22 이 1871년에 편찬된 �경기읍지�에 수록된 지도와 구도  표 방식이 유사

하며 거의 동일하게 사(轉寫)된 지도도 8 이 확인된다. 반면 읍지도가 락

되어 새롭게 제작된 지도들은 산수화 구도로 시 을 확 하여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달하고 회화  표  방식을 강조하여 실경산수화 인 지도를 완성

하 다.

�1872년 군 지도�의 제작은 의정부(議政府)의 하달을 받은 각 도의 찰사

(觀察使)가 소속 군 의 수령에게 지도 제작의 지침을 달하고 완성된 지도를 

7) 한국학문헌연구소, 1985 �읍지� 十 경기도①, 아세아문화사, 3-9면.

8) 1871년에 편찬 사업을 시작한 국 읍지는 각 읍에서 읍지를 작성하고 올린 시기가 “同治

十年九月”에서 “同治十一年十五月”까지로 기록되어 있어 1871년 9월에서 1872년 5월까지 

읍지 편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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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에서 수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871년에서 1872년 사이에 �경기읍지�

와 경기도 지도의 제작을 주 한 경기 찰사는 박 보(朴永輔, 1808～?)로 확인

된다. 1869년 8월 22일에 도임하여 1872년 7월 10일에 김재 (金在顯, 1808～

1899)이 도임하기 이 까지 재직하 다. 경기 찰사는 경기도의 행정․사법․군

사 등을 총 하 으며 하(管下) 주 (州縣)의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

다.9)9)조선 후기 경기감 은 다른 도의 감 과 달리 도별 심지에 치하지 않

고 한성부 내에 있었기 때문에 감 의 업무에서 다른 특징이 있으며 찰사의 

업무도 지방행정조직을 총 하는 역할뿐 아니라 국왕과 수도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 다.10)10)이 때문에 1872년에 경기도 지도를 편찬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감

은 지도 제작에 극 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72년 군 지

도�  라도 지도에서 보이는 지도 제작 체제의 통일성이 경기도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지도의 형식과 구성에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다.11)11) 

경기도는 역의 성격이나 수도 방 의 기능에서 다른 도에 비해 특수성을 지

녔다. 찰사는 종2품 이상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경기 찰사는 그보다 

높은 품계로 임명되었고 내직(內職)이 견되는 유수부(四留守府)는 경기도에만 

존치했던 읍격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수도 방 를 목 으로 한

성 북쪽의 개성(開成), 서쪽의 강화(江華), 동쪽의 주(廣州), 남쪽의 수원(水

原)은 각기 1438년, 1627년, 1683년, 1793년에 유수부가 되었다. 경기도의 읍격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縣)의 수는 고 신 도호부(都護府)가 늘어난다. �

회통(大典 通)�에서 경기도는 19개의 이 12개의 으로 었지만 도호부와 

군(郡)은 각기 7개에서 8개와 10개로 늘었으며 주부가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4

개의 목(牧)에서 3개의 목으로 었다<표 1>. 

 9) 경기도박물 , 2010 �경기 찰사: 2010년 경기문화 기획 �, 경기도박물 .

10) 이선희, 2010 ｢18세기 경기도 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畿營狀啓謄 �을 심으로｣ �장

서각� 23, 89-115면.

11) 김성희, 2015 ｢�1872년 郡縣地圖�  全羅道地圖의 회화식 표  분석｣ �미술사학연구�

286, 87-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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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865년 경기도 군 의 읍격12)
12)

유수부(留守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縣)

개성 주 장단 삭령 연천

강화 양주 풍덕 마 성

주 여주 교동 평 포천

수원 통진 교하 양천

부평 김포 시흥

인천 고양 과천

남양 가평 지평

이천 양근 용인

죽산 안산 진

안성 양지

양성

음죽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奎 10342～10379, 10643, 10644)는 38개의 

고을지도(4유수부, 3목, 9도호부, 10군, 12 ) 38 과 종(永宗)과 부(大阜)를 

그린 진 지도 2 을 포함한 채색필사본 40 으로 각각 독립된 형태의 첩(帖)으

로 분책되어 40첩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도첩은 펼치면 낱장으로 

된 단독 군 지도 형태가 되며 크기는 작게는 63.9×59.8㎝에서 크게는 142.1× 

98.4㎝로 일정하지 않으나 었을 때 첩장(帖粧)의 크기는 35.0×25.0㎝로 동일하

다. 재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소장 상태는 1994년에서 1996년에 

걸친 고지도 수리 사업을 할 때 개장된 이후의 모습으로, 지도와 첩(帖)의 표지

가 따로 분리되어 펼쳐진 상태로 두꺼운 보드지를 사방으로 둘러 109.7×80.0㎝ 

크기의 액자 형태를 띠고 있다. 그 가운데 ｢강화부 도｣는 시 목 을 해 다

시 개장되어 족자 형태로 보 되어 있다.13)13)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에 보이는 내용상의 특징  첫 번째는 지

12) �大典 通�.

13) 김성희, 2015 ｢1872년 郡縣地圖의 소장 황과 장황 형태｣ �奎章閣� 46, 149-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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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서해안 해방(海防)과 련된 군사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다는 이

다. 병인양요․신미양요 당시의 지(戰跡地)뿐만 아니라 해로, 해방의 요충지

 등이 상세히 악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교하․교동․강화․통진․김포․

부평․인천․남양 등 서해안 일  군 의 지도들과 종․ 부의 진지도에서 

한층 분명하게 부각된다. 두 번째는 이 지도들에 사창(社倉)․장시(場 )․도로

(道路) 등 사회경제  측면과 련되는 내용들이 보완되었다는 이다. 사창은 

당시 원군 정권의 개 정치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 다. 특히 해방의 

요성이 강조되는 지역들에서도 사창의 존재는 요하게 다루어졌다.14)14)세 번째

는 원군이 시행한 서원 철폐의 결과가 지도안에 표시되어 있다는 도 주목된

다. 령에 따른 서원의 변화상을 기록한 부분이 연천․장단․개성․가평․포

천․용인․ 주 등의 지도에서 확인된다. 네 번째는 한성의 외곽지역으로 경기

도 일 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 능(陵)․원(園)․묘(墓)에 한 내용이 

교하․강화․장단․여주․ 주․개성․양주․수원․고양․김포․ 주․통진․포

천 등에 기록되어 있다<표 2>.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에서 지도의 윤곽과 표 은 1871년 �경기읍

지�에 수록된 채색지도를 사(轉寫)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면서도 내용에서는 당

시의 변화된 사회상을 지도에 구체 으로 시각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읍지에 수록된 지도를 바탕으로 하되 지면을 확 하여 독립된 지도로 제작할 때

는 산(山)과 하천(河川), 도로(路)를 심으로 읍치(邑治), 면(面), 리(里), 동

(洞), 산성(山城), 치(峙), 진(津), 포(浦), 역(驛), 수(烽燧)와 함께 창(倉), 

장시(場 ), 주막(酒幕), (店), 사찰(寺刹), 탑(塔), 제당(祭 ), 못(池)까지 상

세히 기록하여 지역에 한 풍부한 정보가 한 에 악되도록 하 다. 그 구체

인 내용은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14) 배우성, 1997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기도편 해설․색인｣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기도편�, 

서울 학교 규장각,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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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 황15)
15)

15)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에 새롭게 반 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 다. 경기 고을

의 재 치와 범 는 이기 ,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국립 앙도서 , 

92-183면에 수록된 내용을 따랐으며 교하, 가평 등 2011년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곳은 

수정하 다.

번호 지도 고을의 재 치와 범 내용

1
교하군지도

(奎 10342)

주시 시내, 교하동, 운정 1․2․3동, 탄 면, 조

리읍 등원리

사창 2곳, 요충지 2곳, 

수 1곳, 장릉국내(長

陵局內)

2
안산군지도

(奎 10343)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부곡동, 성포동, 수암동, 양

상동, 월피동, 장상동, 장하동, 시흥시 거모동, 석

동, 군자동, 논곡동, 능곡동, 목감동, 물왕동, 산

동, 월곶동, 장곡동, 장 동, 정왕동, 조남동, 죽률

동, 하상동, 하 동

사창 2곳

3
연천 지도

(奎 10344)

연천군 군남면(남계리, 황지리 제외), 연천읍(부곡

리 제외), 왕징면 강내리, 강서리, 면 마거리, 삼

곶리, 거리, 사리, 합수리, 횡산리

사창 5곳, 주막 2곳, 서

원고기(書院古基)

4
성지도

(奎 10345)

양주시 남면, 은 면 운암리, 연천군 백학면 구미

리, 노곡리, 두일리, 동리, 통구리, 학곡리, 곡

읍 늘목리, 주시 성면(장좌리 제외), 평면 

장 리

사창 2곳, 장시 1곳

5
양천 지도

(奎 10346)

서울특별시 강서구(오곡동, 오쇠동 제외), 양천구, 

등포구 양화동
사창 1곳, 주막 1곳

6
종지도

(奎 10347)
인천 역시 구 종도, 용유도, 무의도 일  2곳, 목장

7
교동부지도

(奎 10348)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상리, 하리 사창 2곳, 장시 1곳

8
진 지도

(奎 10349)

평택시 시내 장당동, 고덕면 당 리, 동고리, 여염

리, 율포리, 장동리, 리, 좌교리, 해창리, 서탄

면(황구지리 제외), 진 면

사창 4곳, 주  1곳, 포

구 4곳 

9
강화부 도

(奎 10350)

인천 역시 강화군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불은면, 

서도면, 삼산면(상리, 하리 제외), 선원면, 송해면, 

양도면, 양사면, 하 면, 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진  14곳, 보루 4곳, 

돈  47곳,  7곳, 

목장, 충렬사(忠烈祠), 

곤릉(坤陵), 석릉(碩陵), 

홍릉(洪陵)

10
죽산지도

(奎 10351)

안성시 보개면 남평리, 동평리, 북가 리, 삼죽면, 

일죽면 가리, 고은리, 산리, 방 리, 산북리, 송천

리, 월정리, 장암리, 주천리, 죽림리, 화곡리, 죽산

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 가창리, 근곡리, 

근삼리, 근창리, 백암리, 석천리, 옥산리, 용천리, 

사창 12곳, 장시 3곳, 

주막 1곳, 송문주사우

(宋文胄祠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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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리, 원삼면 가좌월리, 고당리, 두창리, 마성리, 

문 리, 맹리, 미평리, 죽릉리

11
음죽 지도

(奎 10352)

이천시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충주시 생극면 

성리, 도신리, 병암리
사창 4곳, 장시 2곳

12
양성지도

(奎 10353)

안성시 공도면, 양성면, 원곡면, 평택시 시내 가재

동, 도일동, 소시동, 이동, 월곡동, 죽백동, 청룡동,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동청리, 서탄면 황구지리, 

청북면 고념리, 고잔리, 삼계리, 어소리, 율북리, 한

산리, 곡리, 포승읍 내기리, 방림리, 신 리, 원정

리, 희곡리, 화성시 양감면 양리

사창 6곳, 주막 2곳, 덕

서원(德峯書院)

13
남양지도

(奎 10354)

경기도 화성시 시내(신외동, 장 동, 수화동 제외),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 비 면(유포리, 삼화리 제

외), 담읍 상기리, 향남읍 구문천리, 상신리, 하

길리, 안산시 단원구, 남동, 부동, 동동, 북동, 선

감동, 인천 역시 옹진군 흥면, 자월면

사창 13곳, 수 2곳

14
장단부지도

(奎 10355)

*일부 북한과 비무장지 에 속함

장단군 강상면, 군내면, 강면, 장단면, 장도면, 장

남면, 진서면, 진동면(북한-일제강 기 행정구역)/

주시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연천군 백

학면, 갈 리, 고읍리, 두매리, 두 리, 매 리, 백

령리, 사시리, 석주원리, 오음리, 자작리, 항동리, 

부리, 포춘리, 장남면, 왕징면 고왕리, 고잔상리, 

고잔하리, 기곡리, 임강리(남한)

사창 19곳, 임강서원

(臨江書院), 경순왕묘

(敬 王墓), 덕진묘(德

津墓), 여릉(麗陵)

15
여주목지도

(奎 10356)

여주군 가남면, 사면, 능서면, 신면, 북내면 내

룡리, 당우리, 상교리, 신남리, 오 리, 오학리, 외

룡리, 주암리, 천송리, 암리, 산북면, 여주읍, 

동면, 홍천면, 양평군 개군면

사창 13곳, 장시 3곳, 

로사(大 祠; 후에 江

漢祠로 개명)

릉(寧陵), 릉(英陵)

16
주 도

(奎 10357)

주시 시내, 곤지암읍, 남종면 사리, 삼성리, 이

석리, 도척면, 오포읍, 부면, 퇴 면, 군포시 야

미동, 도마교동, 둔 동, 남양주군 와부읍 팔당리, 

조안면(시우리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 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송 구(신천동, 잠

실동 제외), 서 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성남

시 분당구(구미동 제외), 수정구(창곡동 제외), 

원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입북동, 장안구 송죽

동, 정자동, 조원동, 장동, 안산시 상록구, 건건

동, 본오동, 사동, 이동, 일동, 팔곡일동, 의왕시, 하

남시,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야목리, 원리

요해처 12곳, 주막 13

곳, 발 5곳, 역 5곳, 

사(顯節祠), 분원

(分院), 인릉(仁陵), 선

릉(宣陵)․정릉(靖陵) 

성종 왕태실(成宗大王

胎室)

17
개성 도

(奎 10358)

* 재 북한 지역에 속함

개성군 남면, 동면, 북면, 서면, 송도면, 남면, 

북면, 청교면, 토성면

진  3곳, 도산서원(道

山書院), 오 서원(五冠

書院), 숭양서원(崇陽書

院), 제릉(齊陵), 후릉

(厚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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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주지도

(奎 10359)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오 동, 지축동, 효자동, 구

리시, 남양주시 시내, 별내면, 수동면 송천리, 수산

리, 지둔리, 오남읍, 와부읍(팔당리 제외), 조안면 

시우리, 진건읍, 진 읍, 퇴계원면, 화도읍, 동두천

시(탑동 제외), 서울특별시 진구, 노원구, 도

구, 성동구 성수동, 송 구 신천동, 잠실동, 은평구, 

랑구, 양주시 시내, 면, 백석읍, 은 면, 장흥

면, 연천군 곡읍, 청산면, 의정부시, 주시 탄

면 기산리, 장리,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동리, 

덕둔리, 삼정리

사창 31곳

능묘 25곳

장시 4곳, 역 5곳, 릉

(光陵), 사릉(思陵), 온

릉(溫陵), 구릉(九陵)

19
수원부지도

(奎 10360)

수원시 권선구(입북동, 당수동 제외), 통구, 장안

구(하동, 이의동 제외), 팔달구, 오산시, 화성시 옛

동탄면, 매송면, 담읍, 양감면(고렴리, 양리 제

외),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옛태안읍, 팔탄면, 향

남읍(구문천리, 상신리, 하길리 제외), 평택시 고덕

면 궁리, 당 리, 두룽리, 문곡리, 방축리, 안 읍

(안 리 제외), 오성면 길음리, 양교리, 죽리, 청북

면 백 리, 어소리, 어연리, 옥길리, 토진리, 한산

리, 후사리, 포승읍 도곡리, 석정리, 홍원리, 덕면

(황산리 제외),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사창 25곳

장시 5곳

륭원(顯隆園), 

건릉(健陵)

화성행궁(華城行宮)

20
부지도

(奎 1036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동동 진  2곳, 수 1곳

21
안성지도

(奎 10362)

안성시 시내, 면, 덕면, 미양면, 서운면, 보개

면(남풍리, 동평리, 북가 리 제외)

사창 14곳, 사기막(沙

器幕)?

22
고양군지도

(奎 103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오 동, 지축동, 효자동 제

외), 일산구

사창 3곳, 수 3곳, 서

사릉(西四陵), 서육릉

(西六陵)

23
통진부지도

(奎 10364)
김포시 곶면, 양 면,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진보 6곳, 돈  2곳, 나

루 7곳, 장시 2곳

경창군묘(慶昌君墓)

24
평군지도

(奎 10365)

포천시 북면, 면, 이동면, 일동면, 창수면, 

인면 사정리, 가평군 북면 목리

사창 6곳, 장시 3곳, 주

 2곳, 익종 왕태실

(翼宗大王胎室)

25
마 군지도

(奎 10366)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황지리, 미산면, 왕징면 노

동리, 동 리, 무등리, 북삼리, 작동리

사창 2곳, 장시 1곳, 나

루 5곳

26
가평 지도

(奎 10367)

가평군 가평읍, 북면( 목리 제외), 상면, 청평면

(삼화리 제외), 조종면,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외방리, 입석리 

사창 7곳, 잠곡서원고

지(潛谷書院古址), 종

왕어태 산(中宗大王

御胎 山)

27
시흥 지도

(奎 10368)

서울특별시 천구, 악구, 등포구(양화동, 여의

도동 제외), 동작구 방동, 상도동, 신 방동, 경

기도 명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둑 4곳, 주막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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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포천 지도

(奎 10369)

포천시 시내,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가채리, 고일

리, 기지리, 만세교리, 삼성당리, 심곡리, 신평리, 

소홀읍, 화 면, 동두천시 탑동

사창 9곳, 장시 2곳, 용

연서원(龍淵書院), 백사

서원구지(白沙書院

址), 인평 군묘소(麟坪

大君墓所), 계 원군

묘소(全溪大院君墓所)

29
과천지도

(奎 10370)

과천시, 군포시 군포동, 정동, 당정동, 부곡동, 산

본동,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박달동, 석수동 제

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동, 본동, 

사당동, 서 구 반포동, 방배동, 서 동, 신원동, 양

재동, 우면동, 원자동, 잠원동

사창 2곳, 나루터 3곳, 

노강서원(鷺江書院), 

사충서원(四忠書院), 

행궁, 행궁기(行宮基)

30
풍덕부지도

(奎 10371)

* 재 북한 지역에 속함

개풍군 덕면, 성면, 상도면, 임한면, 면, 풍동

면, 홍교면(일제강 기의 행정구역)

진  4곳

31
지평 지도

(奎 10372)
양평군 단월면, 양동면, 용문면, 지제면, 청운면 사창 8곳, 장시 3곳

32
부평부지도

(奎 10373)

인천 역시 계양구, 부평구(십정동 제외), 서구 가

정동, 가좌동, 검암동, 경서동, 공 동, 백석동, 석

남동, 시천동, 신 동, 심곡동, 연희동, 원창동, 부

천시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 동, 고척동, 궁동, 오류동, 온수동, 천왕동, 항

동, 강서구 오곡동, 오쇠동

사창 10곳, 장시 1곳, 

방축 3곳

33
김포지도

(奎 10374)

김포시 시내, 고 읍, 인천 역시 서구 곡동, 

곡동, 당하동, 마 동, 불로동, 오류동, 왕길동, 원

당동

사창 2곳, 수 2곳, 우

서원(牛渚書院), 

장릉(章陵)

34
인천부지도

(奎 10375)

인천 역시 남구, 남동구, 동구, 연수구, 구, 부평

구 십정동, 옹진구 덕 면, 명시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계수동, 이동, 야동, 도창동, 매화동, 

무지동, 미산동, 방산동, 신천동, 신 동, 안 동, 

은행동, 포동, 화성시 신외동, 장 동, 비 면 삼화

리, 유포리

사창 9곳, 장시 2곳, 포

구 8곳

35
용인 지도

(奎 10376)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시내(마평동, 운학

동, 해곡동 제외), 남사면, 모 면, 이동면, 포곡읍,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하동

사창 16곳, 주막 2곳, 

정암서원(靜庵書院)

36
주지도

(奎 10377)

주시 탄면(기산리, 장리 제외), 문산읍, 법원

읍, 월롱면, 조리읍, 주읍, 평면(장 리 제외)

사창 2곳, 진  2곳, 돈

 1곳, 장시 3곳, 주  

2곳, 산서원(坡山書

院), 공릉(恭陵), 순릉

( 陵), 릉(永陵), 소

령원(昭寧園)

37
이천부지도

(奎 10378)

이천시 시내, 월면,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부발

읍, 신둔면, 호법면

사창 15곳, 장시 3곳, 

행궁(行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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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의 내용과 표  방식

1) 서해안 해방과 련된 요충지

서해안 해방과 련된 군사  내용은 교하․교동․강화․통진․김포․부평․

인천․남양․ 종․ 부 등 서해안 일  군 의 지도들에서 한층 분명하게 부각

된다. 

｢강화부 도｣와 ｢통진부지도｣는 서로 인 한 지역의 지도로 지역에 한 설명

이나 지형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보아 동일한 제작자에 의해서 그려진 것으로 보

인다. 강화부는 인천 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통진부는 김포

시 통진면, 월곶면, 곶면, 하성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양에서 강화로 가는 

요한 길목이 되는 곳이다. 

강화는 경기도 유수부로서 ｢강화부 도｣에는 장성과 돈   수  등의 군

사시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이후의 국방에 

한 심도를 엿볼 수 있다. 도로망뿐만 아니라 강화 본섬과 주변의 섬,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해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강화 동쪽으로 해안의 방어를 

해 쌓은 장성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데 성보(廣城堡)는 용진진(龍津鎭), 

덕진진(德津鎭), 지진(草芝鎭) 등과 더불어 강화해 을 지키는 요한 요새이

38
양지 지도

(奎 10379)

용인시 처인구 시내 마평동, 운학동, 해곡동, 양지

면, 백암면, 고안리, 박곡리, 백 리, 원삼면 목신

리, 학일리, 안성시 고삼면, 양성면 노곡리, 미산리, 

일죽면 능국리

사창 9곳

39
양근군지도

(奎 10643)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양평읍, 옥

천면, 가평군 설악면, 청평면 삼회리, 주시 남종

면 검천리, 귀여리, 분원리, 수청리, 우천리

사창 10곳, 주막 7곳

40
삭령군지도

(奎 10644)

* 재 연천군 왕징면, 면을 제외하고는 북한 지

역에 속함

연천군 면 도연리, 어 산리, 동산리, 음리, 

진곡리, 왕징면 가천리, 고장리, 귀존리, 냉정리, 석

둔리, 솔빈리, 오탄리, 장학리/북한: 북면, 철원군 

내문면, 인목면, 마장면

사창 1곳, 장시 1곳, 방

축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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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미양요에서 어재연(魚在淵, 1823～1871) 장군과 조선군이 미군 군함의 함

포사격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사한 마지막 격 지이기도 하다. 섬 주 에 설

치된 용당돈(龍 墩), 성돈(光城墩), 손돌항돈(孫乭 墩), 용두돈(龍頭墩), 덕

진돈(德津墩), 지돈(草芝墩) 등의 돈 와 수 에 한 정보도 매우 상세하

다. 길상면(吉祥面)에는 정족산성이 그려져 있는데 산성 내부에는 등사와 사

고(史庫)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그림 2, 3>.

<그림 2>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의 강화성

(출처: 경기문화재단, 2014 �육백년 경기도�)

  <그림 3>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강화부 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통진부지도｣에도 육로와 해로의 교통망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한양으로 

통하는 로뿐만 아니라 내 지역 간의 연결로나 강을 건 는 길까지도 모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문수산성은 연맥식으로 표 된 주변의 산세보다 사실

이고 입체 으로 묘사했으며 각종 건물과 성곽, 문루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

되어 있고 나루터로 이어지는 계단의 모습까지 매우 자세하다. 남산(南山)과 수

안산(守安山)의 에는 화 표시가 되어 있다.

｢교하군지도｣의 심악산(深岳山)과 오두산(鰲頭山) 자락에 각각 “해수요충 방

애구(海水要衝關防隘口)”라는 기록은 이곳이 해방의 요충지임을 보여 다. 오두

산에는 옛 성터가 그려져 있고 형제  수(兄弟峯烽燧)도 악되어 있다<그림 

4>. 교동부는 수군통어사(水軍統御使)가 주둔한 수 (水營)으로서 서해안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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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축으로 기능했던 지역이다. 군사  요충지답게 지와 수 등이 강조

된 ｢고양군지도｣에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을 감시하고 방어했던 이산

(二山)이 서쪽 한강변에 표시되어 있다<그림 5>. ｢교동부지도｣에는 수 가 상

세하게 그려져 있고 선(戰船)을 정박하던 어변정(禦邊亭)의 모습도 보인다. ｢김

포지도｣에도 백석산(白石山)과 냉정산(冷井山) 자락에 수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4>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교하군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5>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고양군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평부지도｣는 읍내의 건물배치 등은 모두 생략되고 산 기, 물 기 그리고 

교통로를 심으로 그리고 있다. 서해안에 치한 섬들은 섬마다 사람들이 사는

지의 유무(人居)를 표시하고 사람이 사는 섬 주변을 지나는 뱃길을 바다보다 진

한 색으로 표시하 다. ｢남양지도｣ 역시 읍치에는 아사(衙 ) 건물만 그려 넣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부도에는 방(關防) 

이라는 표시가 있어 군사  요충지로서 서해안 해방에 한 지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인천부지도｣에 그려진 읍치의 남쪽 문학산(文鶴山) 고성(古城) 

터에는 “임진왜란 때 부사 김민선이 사민을 거느리고 왜 을 물리쳤다(壬辰倭變

府使金敏善率士民屢摧賊鋒)”는 주기가 기재되어 있다.

｢ 종지도｣는 성곽으로 이루어진 진 (鎭營)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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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庚午年)에 신축되었다는 토성은 굵은 먹선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경기읍

지�의 종지도에는 없는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백운산(白雲山)에 있는 는 

화 를 세 개나 그려 넣어 군사기지의 요성을 강조하 다. 바다에는 선으로 

해로가 표시되어 있다. ｢ 부지도｣에는 서남쪽의 풍도(楓島)와 오배도(五拜島)

에 “서양 선박들이 닻을 내려 머무른 이 있다(洋船下碇逗遛)”고 기록되어 있

으며 해로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사창(社倉)․장시(場 )․도로(道路)

경기도 지역은 국토의 심에 치해 있고 한강을 비롯한 수로교통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제 으로 물자유통의 심지 다. 장시․도로 등 사회경

제  측면과 련되는 내용들이 지도에 보완되었으며 특히 원군 정권의 개

정치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사창은 �경기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1872년

에 지도를 제작하면서 지면에 그려 넣었다.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

에 사창이 표시된 지역은 38개의 고을  32곳이다.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정조 에 계획도시로 건설된 수원은 18세기 말 이후 상

업유통의 심지로 성장하 다. 특히 노량진과 수원 사이에 개설된 신작로(新作

路)로 수원의 상업화가 진되었다. ｢수원부지도｣에는 정조의 화성(華城) 경

에 따른 변화된 수원의 모습이 잘 반 되어 있으며 화성 내부의 행궁(行宮), 

(中營), 화령 (華寧殿) 등의 건물이 묘사되어 있다. 수원의 시장권은 화성 남

문 밖의 장시(場 )를 비롯하여 공향면(貢鄕面)의 발안장(發案場), 오정면(梧井

面)의 안 장(安仲場), 장면(草長面)의 사살곶장(沙㐊串場), 청호면에 들어선 

장시 등을 통해서 당시 수원 지역의 상품 유통 발달을 악해볼 수 있다. 사창

은 노란 사각형으로 기호화해서 표시하 는데 각 면에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니

라 두 개 는 세 개가 있는 곳도 있어 총 25곳이 확인된다<그림 6>.

조선 기부터 한성을 심으로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정비되었는데, ｢양주지

도｣에는 붉은 실선으로 도로망이 그려져 있다. 인왕산 으로 조선 제1 로인 

의주 로(義州大路)의 경로가 되는 홍제원(弘濟院), 검암발소(黔巖撥所) 등의 

여행객 시설이 보이고 그밖에 도로 주변에는 평구역(平丘驛), 녹양역(綠楊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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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운역(屈雲驛), 연서역(延曙驛), 풍양역(豐壤驛) 등이 표시되어 있다. 지 의 

의정부시인 시북곡면(柴北谷面)에서 한성 방향으로 가다보면 한성 입에 원

(樓院店)이 보인다. 양주의 원 과 함께 주의 송 장은 한성이 18세기 이

후 국  시장권의 심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 외곽에 새로운 상품유통의 거

으로 생겨난 표 인 곳이다. 이곳은 난 권(禁亂廛權)의 통제를 받지 않

고 자유로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자유상인인 사상(私商)들에 의한 상업

체제가 자리를 잡고 번창했던 장터거리이다.16)16) 한 ｢양주지도｣는 �경기읍지�에 

수록된 양주목의 지도와 표 방식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단 �경기읍지�  

양주목의 내용에 30여개의 사창(社倉) 시설이 있다고 기록된 부분을 1872년 ｢양

주지도｣에는 31곳에 사창건물을 직  그려 두었다<그림 7>.

<그림 6>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수원부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7>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양주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철폐령으로 훼철된 서원 

흥선 원군은 1865년부터 1871년까지 서원철폐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어필

(御筆)을 받은 사액서원(賜額書院)이나 란 에 순 한 이들을 기리기 해 

나라에서 자주 치제(致祭)를 한 사우(祠宇)를 우선으로 경기도 지역은 12개소만

16) 경기도사료편찬 원회, 앞의 책, 240-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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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서원  사우가 모두 훼철되었다.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

도에는 그 결과가 고스란히 반 되어 남은 12개소 가운데 11개소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령에 따른 서원의 변화상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미 훼철

된 서원이 지도에 여 히 표시된 경우도 있어 지역에 따라 그 변화상이 정확하

게 악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주목의 경우, 김상용(金尙容, 1561～1637)과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기리기 해 1656년에 창건된 석실서원(石室書院)과 조 조(趙光祖, 1482～

1519)를 추모하기 해 1573년에 창건한 도 서원(道峰書院)은 각각 1868년과 

1871년에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경기읍지�  양주목읍지에 수록된 부도

에는 “석실서원 폐(石室書院今廢)”, “도 서원 폐(道峰書院今廢)”라고 표시

되었기 때문에 이후 1872년 ｢양주지도｣에서는 서원 자체를 그려 넣지 않았다<그

림 8, 9>. �1872년 군 지도�  양주지도는 �경기읍지�에 수록된 양주지도를 바

탕으로 표 방식과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제작하면서도 지역의 변화된 내용을 

충실하게 반 하고 있는 을 알 수 있다. 철폐령으로 없어진 석실서원의 모습

은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이 1740∼1741년에 그린 �경교명승첩� 가

운데 미호(渼湖)를 그린 풍경에서 석실서원과 주변 풍 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림 8> 1871년 �경기읍지� 양주목 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9>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양주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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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도｣에는 정몽주(鄭夢周, 1337～1392)와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충 과 덕행을 추모하고자 1573년에 선죽교 쪽에 창건한 숭양서원(崇陽書院)

이 서원 건물과 함께 ‘숭양’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선죽교(善竹橋)가 묘

사되어 있다. 내성 진언문(進 門) 안쪽에 박상충(朴尙衷, 1332～1375)을 추모하

기 해 1682년에 창건된 오 서원(五冠書院)과 북쪽에 소남면( 南面)에 이제

(李齊賢, 1287～1367) 등을 배향한 도산서원(道山書院)은 건물 묘사 없이 서

원 명칭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871년 서원철폐령에서 남은 서원과 훼철된 서

원을 구분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0>.

장단부의 임강서원(臨江書院)은 안유(安裕, 1243～1306), 이색(李穡, 1328～

1396), 김안국(金安國, 1478～1543), 김정국(金正國, 1478～1543) 등을 추모하기 

해 창건되었으며 장단도호부를 표했던 서원이었으나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장단부지도｣에는 고남면(古南面) 임강서원(臨江書院)자리에 임강

서원이 신미년(辛未年)에 훼철(毁撤)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1868년에 된 

충 사(忠賢祠) 터는 표시되지 않았다<그림 11>.

<그림 10>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개성 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1>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장단부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밖에 ｢가평 지도｣에는 외서면(外西面) 잠곡천변에 “잠곡서원고지(潛谷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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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址)”라는 기록으로 1705년 김육(金 , 1580～1658)을 추모하기 해 창건한 

잠곡서원(潛谷書院)이 1870년에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사실이 충실하게 반 되

어 있다. ｢연천 지도｣에는 무이산(武夷山) 아래 서원고기(書院古基)라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1700년 주자(朱子)를 추모하기 하여 서원을 창건하 다가 1713년

에 임장(臨漳)이라 사액된 임장서원이 1868년에 된 사실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포천 의 화산서원(花山書院)은 1631년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을 

추모하기 해 창건되었으나 1968년 서원철폐령으로 되었다. ｢포천 지도｣

에는 가산면(加山面) 화 (華峰) 아래 “백사서원구지(白沙書院 址)”라고 기록

하고 있어 그 사실이 충실히 반 되어 있다. 용인 에는 1650년 조 조(趙光祖, 

1482~ 1519)를 추모하기 해 창건한 정암서원(靜庵書院)과 정몽주(鄭夢周, 

1337~ 1392)를 추모하기 해 창건한 충렬서원(忠烈書院)이 있는데 정암서원은 

설립과 동시에 심곡(深谷)으로 사액되었으며 흥선 원군의 서원철폐 시 훼철되

지 않고 남아 ｢용인 지도｣ 지내면(枝內面)에 서원과 함께 표시되어 있으나 충

렬서원은 1871년 훼철되어 지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4) 왕릉

경기도 일 에는 조선 왕실의 능(陵)․원(園)․묘(墓)가 자리하고 있다. 능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을 

낳은 후궁의 무덤이며 묘는 군, 군, 공주, 옹주, 후궁 등의 왕족과 폐왕의 무덤

을 말한다. 조선 왕릉은 유교의 심사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성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조성했다. 왕궁과의 근성이 왕릉의 요한 입지 조건

이 되는 것은 후왕들이 자주 선왕의 능을 참배하고자 하는 효(孝)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 왕릉의 입지는 왕실의 권 를 살리기 한 풍수사상을 기

로 주변의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수 인 사항이었다. 따라서 

뒤로는 주산(主山)을 두고 앞에는 물이 있는 배산임수(背山臨水)의 터로서 풍수

으로 명당의 상징이다.17)17)교하, 주, 양주, 고양, 김포, 수원, 주, 여주 등의 

지도에는 조선 왕릉에 한 내용이 그려져 있다. 

17) 문화재청 조선왕릉(http://royaltombs.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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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여주목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3>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교하군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4>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 주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5>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수원부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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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는 세종과 세종의 비 소헌왕후의 합장릉인 릉(英陵)과 효종과 효종의 

비 인선왕후의 릉인 릉(寧陵)이 있다. 릉(英陵)과 릉(寧陵)의 입지는 

풍수사상에 따라 주산을 뒤로 하고 산의 허리에 분을 조 하 으며 좌우측

에는 청룡, 백호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멀리 안산인 북성산(北城山)을 바라보고 

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곳을 회룡고조 (回龍顧祖穴)이라 한다. �신증동국여지

승람�과 �여지도서�에는 북성산을 여주의 진산(鎭山)이자 두 왕릉의 풍수상 주

산(主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1872년 ｢여주목지도｣에는 북성산을 주맥으로 자리

한 왕릉이 풍수  명당임을 나타내기 해 풍수지리  념에 따라 묘지를 그린 

산도(山圖) 형식의 환포형(環抱形)으로 강조해서 그렸다. 한 북성산 아래에는 

“ 릉주산회룡고주(英陵主山回龍顧主)”라고 어 놓았는데, 이는 릉은 주산에

서 내려온 용이 선회하여 다시 조종산(祖宗山)을 돌아보고 을 맺은 곳이라는 

뜻으로 풍수  명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그림 12>.

도성의 북쪽 문이 되는 주에는 종의 왕비 장순왕후 한씨의 단릉인 공릉

(恭陵),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 한씨의 단릉인 순릉( 陵), 추존 진종소

황제와 효순소황후 조씨의 릉인 릉(永陵) 3기의 능이 있다. ｢ 주지도｣에는 

읍치로부터 남쪽 30리 지  장산(獐山) 자락에 공릉․순릉․ 릉이 표시되어 있

는데 삼릉(三陵)을 감싸는 산도 형식의 환포형을 띠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앞에는 일천(奉日川)이 흐르고 있어 풍수의 형 인 명당 형국을 이루고 있

다. 운천리(雲泉里)에는 인조와 인조의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의 합장릉인 

장릉(張陵)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1713년에 교하로 이장(移葬) 하 기 때문에 구

장릉( 張陵)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장된 장릉으로 가는 길이 장릉 로(張陵大

路)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에서 교하로 이장된 장릉은 ｢교하군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릉국내(長陵局內)로 장릉의 치를 표시하고 붉은색으

로 원을 그려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뒤쪽에서 환포형으로 감싸는 산 기와 앞에

는 공릉천이 지나가는 명당 형국이다<그림 13, 14>. 

｢수원부지도｣는 남쪽 화산(花山) 아래 륭원(顯隆園)과 건릉(健陵)을 표시하

고 정자각이 함께 그려져 있다. 추존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 사도세자)와 헌경

의황후(獻敬懿皇后) 홍씨(洪氏)의 능인 륭원은 수원에 화성(華城)을 축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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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789년에 양주 배 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자리로 옮기면서 륭원(顯隆園)으

로 이름을 바꾸고 원을 조성하 다. 1899년에 사도세자가 장조의황제로 추존되

면서 능으로 격상되어 재 융릉(隆陵)이라 칭한다. 륭원 서쪽에 치한 건릉

은 정조선황제와 효의선황후 김씨의 합장릉이다. 1800년 륭원 동쪽에 정조의 

능을 조성하 다가 1821년에 효의선황후 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륭원 서쪽으로 

이장하면서 합장릉의 형태로 조성하 다. 륭원과 건릉은 뒤로 화산이 감싸고 

앞에는 황구지천(黃口池川)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에 자리하고 있음이 강조

되어 있다<그림 15>.

5) 회화  표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의 제작은 부분 �경기지�에 수록된 지도

를 바탕으로 사되고 있지만 읍지도가 락되어 새롭게 그려진 지도들은 산수

화 구도로 시 을 확 하고 회화  표  방식을 강조하여 실경산수 인 지도를 

완성하 다.

｢마 군지도｣는 1872년에 제작된 경기도 군 지도 가운데 가장 실경산수화  

성격이 두드러지

는 지도이다. 경

기도 연천군 군남

면 남계리, 황지

리, 미산면, 왕징

면 노동리, 동

리, 무등리, 북삼

리, 작동리에 해

당하는 작은 고을

이 남쪽에서 조망

한 시 으로 한

에 펼쳐진다. 반

 <그림 16>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마 군지도｣ 부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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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을의 남쪽을 지나는 한탄강 건 편 산지는 북쪽에서 바라본 시 으로 그려

져 있다. 지도를 그린 먹선은 실경을 스 치하듯 담담하게 구사한 필법으로 산

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을의 읍치 뒤로 주산(主山)이 뚜렷하게 그려지고 조산

(祖山)으로 이어지는 산 기 표 은 풍수 공간의 산 기 체계를 드러낸다. 읍치 

공간에는 아사․객사․향교 등의 건물과 민가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고, 민가 

주변으로는 수목을 표 하 다. 읍치 주변의 동리(洞里)에 들어선 민가의 모습

도 그려져 있으며 숭의 (崇義殿), 반륜정(半輪亭), 공세창(貢稅倉) 등 마을 시

설의 치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임진강변을 따라 임진강 상류의 요한 

나루 던 징 나루에는 징 리(澄波里)라는 마을이 보이고 임진강변을 따라 남

쪽으로 더 내려온 나루터에는 유림장(楡林場)이 들어서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장시가 발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그림 16>.

진 은 평택시 시내 장당동, 고덕면 당 리, 동고리, 여염리, 율포리, 장동리, 

리, 좌교리, 해창리, 서탄면(황구지리 제외), 진 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진

지도｣ 역시 고을을 조망한 산수화 구도로 실경산수화  성격에 가깝게 그려

졌다. 반면 고을의 주산이 되는 무 산(舞鳳山)의 산맥이 이어지면서 읍치 공간

을 감싸는 모습으로 산세가 강조된 것은 풍수 으로 명당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읍치가 권  있는 공간임을 상징한다. 읍치 공간은 주변보다 축척으로 확 해

서 내아․동헌․책실․군기고․ 청․작청․객사․장청․향청․사창(司倉)․좌기

청 등 아건물의 배치가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마 군지도｣와 다르게 각 면마

다 민가를 그리는 신 지명과 읍치로부터의 거리를 기재하고 있다. 지도 상단에

는 각 면까지의 거리를 기재하여 산수화성격의 지도를 보완하 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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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진 지도｣, 58.5×92.8㎝,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삭령군지도｣와 ｢양지 지도｣의 표 방식을 비교해보면 같은 사람이 제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두 지도의 제

작 과정에 한 상 계를 알 수는 없으나 지도 제작을 명한 주체가 따로 있었

을 것으로 단된다. ｢삭령군지도｣는 재 연천군 왕징면, 면을 제외하고는 북

한 지역에 해당한다. 연천군 면 도연리, 어 산리, 동산리, 음리, 진곡리, 

왕징면 가천리, 고장리, 귀존리, 냉정리, 석둔리, 솔빈리, 오탄리, 장학리와 북한 

지역은 북면, 철원군 내문면, 인목면, 마장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린 것으로 동

북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읍치는 주변 지역에 비해 확 되어 

청건물이 크게 그려져 있지만 산 뒤로 건물들이 일부 가려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읍치 공간은 실경을 찰한 시 으로 그려져 있고 건물 주변으로는 수목이 표

되어 있다. 

｢양지 지도｣는 용인시 처인구 시내 마평동, 운학동, 해곡동, 양지면, 백암면, 

고안리, 박곡리, 백 리, 원삼면 목신리, 학일리, 안성시 고삼면, 양성면 노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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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리, 일죽면 능국리 지역을 그린 것이다. 읍치 내에 있는 내아, 책실, 형리청, 

동헌, 작청, 객사, 향교 등 각종 건물의 구조  배치가 매우 입체 이고 자세하

게 그려져 있으며 주변에 심어진 수목까지도 모두 묘사되었다. 회화성이 강조된 

표  방식은 읍치 공간을 더욱 상세하게 보여 다. 수령이 집무를 보는 동헌과 

문서를 보 하는 책실, 숙소인 내아 등이 안쪽 공간에 치하고 향리들이 근무

하는 질청, 노비들의 숙소인 노방 등은 바깥 공간에 치해 있다. 객사 건물은 

별도로 떨어져 있다. 두 지도의 표 방식은 산 우리가 겹겹이 겹쳐져 사방으로 

펼쳐지는 구도로 배치했으며 산형의 묘사에서 먹선의 변화와 푸른색과 갈색의 

담채를 번갈아가며 구사한 채색기법  건물 묘사 등은 회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지명을 기록하고 도로와 물길을 강조하여 그려 넣은 부분은 

지도  성격을 갖추고 있다<그림 18, 19>.

<그림 18>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삭령군지도｣, 100.0×67.0㎝,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9>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양지 지도｣, 109.0×67.3㎝,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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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는 고을지도 38 과 진 지도(鎭營地圖) 2

을 포함한 채색필사본 지도 40 이 각각 40첩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지도집으로 편찬되었지만 각 장이 첩(帖)으로 분책되어 단독지도의 형식을 띤

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이후에 제작된 �1872년 군 지도�는 1871년 

국 읍지 편찬에 이어서 별도로 국 군 지도와 진 , 산성 등 군사시설에 한 

지도를 기획한 것으로, 지면이 확 된 형 지도에 1871년 읍지의 내용을 구체

이고 시각 으로 반 하 다. 따라서 지역을 상징하는 경 이나 역사  정보

가 지도를 펼쳤을 때 한 에 들어오도록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내용 으로 당

시 사회 , 정치  상황을 반 하는 군사 정보와 정책  개 조치 등이 강조되

어 �1872년 군 지도�의 제작 목 이 흥선 원군 정부가 새롭게 시도한 정책에 

한 확인과 지방사회를 악하고 군사시설과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72년 군 지도� 가운데 경기도 지도 역시 이 에 편찬된 읍지의 내용과 수

록된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 당시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 하며 수정하고 보완하

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지도들은 특히 19세기에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한 

국읍지 가운데 경기도에 해당하는 1871년에 편찬된 �경기읍지(京畿邑誌)�의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는 2 의 진

지도를 제외한 38 의 군 지도 가운데 22 이 1871년 �경기읍지�에 수록된 지

도와 구도, 표  방식 등이 유사하다. 반면 ｢마 군지도(麻田郡地圖)｣나 ｢진

지도(振 縣地圖)｣와 같이 새롭게 제작된 지도들은 산수화 구도로 시 을 확

하여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달하고 회화  표  방식을 강조하여 실경산수

화 인 지도를 완성하 다.

경기도는 지리 으로 도성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행정 으로는 정치․군사․

경제의 심 역할을 담당하며 도성과의 한 계를 지녀왔다.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에는 이러한 에서 몇 가지 특징 인 내용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지도에 서해안 해방(海防)과 련된 군사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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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양요․신미양요 당시의 지뿐만 아니라 해로, 해방의 요충지  등이 상

세히 악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사창(社倉)․장시(場 )․도로(道路) 등 사회경

제  측면과 련되는 내용들이 보완되었다는 이다. 특히 사창은 원군 정권

의 개 정치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 으며 1871년 �경기읍지�에 기록된 내

용이 1872년 경기도 지도에 시각 으로 표 되었다. 세 번째는 흥선 원군이 강

행한 서원 철폐의 결과가 지도에 반 되어 령에 따른 서원의 변화상을 기록

한 부분도 주목된다. 네 번째는 경기도 일 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 능

(陵)․원(園)․묘(墓)에 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1872년 군 지도�  경기도 지도는 당시 경기도 각 지역에서 인식한 경기도

의 모습을 구체 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 군 지도집으로서 체제의 통

일성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화가의 참여에 따른 지도 제

작 역량과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의 상

황을 살펴볼 수 있는 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1872년 군 지도, 지방지도, 경기도지도, 회화식 지도, 흥선 원군

투고일(2019. 1. 3),  심사시작일(2019. 1. 10),  심사완료일(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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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ps of Gyeonggi Province of the 

county and prefectural maps of 1872
18)

Kim, Sung-hee *

The maps of Gyeonggi province of the county and prefectural maps of 1872 consist 

of 40 colored maps including 38 county and prefectural maps and 2 camp maps (鎭營

地圖). These maps were completed in 1872 based on the contents of �Gyeonggieupji 

(京畿邑誌)� compiled in 1871. The maps of Gyeonggi province of the county and 

prefectural maps of 1872 consist of 38 county and prefectural maps and 2 camp maps 

and 22 maps of them are similar with maps, composition, expression modes included in 

�Gyeonggieupji�. On the other hand, maps newly produced like ｢Majeon-gun Map (麻田

郡地圖)｣ or ｢Jinwi-hyeon Map (振 縣地圖)｣ delivered the regions vividly by zooming 

in using points of view with composition of landscape paintings and completed the maps 

like landscape paitings with the actual views by emphasizing the pictorialization method. 

 Gyeonggi-do plays a role of a fence of the capital city geographically and a center 

of politics, the military, and economy administratively and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it. In this respect, several things of characteristic contents are found in the maps of 

Gyeonggi province of the county and prefectural maps of 1872. First, the military 

contents related to protecting the sea of the west coast (海防) were faithfully reported 

so that the important spots for protecting the sea routes (海路) and the sea (海防) as 

well as the battlefields during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and United States 

expedition to Korea can minutely be grasped. Second, the contents related to 

socio-economic aspects including Sachang (社倉), markets (場 ), roads (道路), etc. 

Especially, Sachang was one of the things which symbolized Heungseon Daewongun 

Regime's reforming politics. The contents recorded in  �Gyeonggieupji (京畿邑誌)� in 

1871 were visually expressed in the maps of Gyeonggi province in 1872. Third, it is 

* Connoisseur of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Connoisseu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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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d that the changing aspect of Seowon (Private academies) according to the 

reformation ordinance as the result of the abolition of Seowon enforced by Heungseon 

Daewongun was reflected in the maps. Fourth, all the contents of royal tombs (陵),  

graves(園), and tombs (墓) of the royal families of the Joseon Kingdom located in the 

whole area of Gyeonggi-do were recorded.

The maps of Gyeonggi province of the county and prefectural maps of 1872 

concretely shows Gyeonggi-do which recognized each region. Therefore, they cannot 

accomplish the unity of the system as the national district maps. However, they can be 

the important materials which can examine the situations of the regions from the 

viewpoint of those days as well as can check the local painters' capabilities and 

variations in Gyeonggi-do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Key Words : county and prefectural maps of 1872, provincial map, maps of Gyeonggi 

province, pictorial map, Heungseon Daewong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