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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확산과 정착

1)

이 재 두 *

1. 머리말

2. �경상도읍지� 유형의 개발과 반발

3. 1786년(정조 10) �경상도읍지�의 실상

4. 1832년(순조 32) �경상도읍지�의 완성

5. �경상도읍지� 유형의 성격

6. 맺음말

록: 1768년( 조 44) 경상도에서는 � 구읍지�․�의흥읍지�․�기천지�가 편찬되었다. �여지

도서�와는 다른 새로운 읍지 수록규정이 개발되어 용된 것이다. 당시 개발한 규정은 국의 각 

고을에 하달되었다. 그러나 �여지도서�처럼 모든 고을 읍지에 일률 으로 용되지는 못했다. 경

상도 지역에서는 1768년 목차의 개발, 1775년( 조 51) 용의 기, 1786년(정조 10) 확산 단계

를 거쳐 1832년(순조 32)에 모든 고을에 일률 으로 용하 다. 1831년 경상도에서는 도지를 편

찬하면서 모든 고을이 수록규정(규식)을 따르도록 하 다. 규정을 어긴 읍지는 수정․보완하도록 

하 으며, 최종 으로 경상감 에서는 수정․보완․정서하여 각 고을별로 개 40개 항목으로 구

성된 도지를 완성하 다. 1768년 개발한 읍지 수록규정이 경상도내 모든 고을 읍지에 용된 것

이다. 따라서 1768년의 규정이 용된 읍지를 �경상도읍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경상도읍지� 유형은 �여지도서�에 비하여, 독립항목으로 장시․환 ․과거․비 ․임수, 부속

항목으로 화세․요역을 신설하 으며, 호구․도서․군기․ 부는 분리하거나 통합한 항목이다. 

해읍에는 장시 다음에 어염을 두었다. 다만, 1831년에는 인공림인 임수를 신설하 고, 이때 창고

의 부속항목인 군기를 독립항목으로 분리하 고, 방은 애로 바로잡았다.

1768년 개발한 읍지양식은 �여지도서� 경상도편을 창조 으로 계승하 으며, 선 의 행 과 

시문을 요하게 여긴 조와 정조의 읍지 편찬의 이상이 반 된 것이다. 성리학의 수용과 그 실

천에 모범 인 선 이 많았던 경상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유형의 수용에 극 이었다. 

그 결과 경상도 고유의 읍지양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핵심어 : �경상도읍지� 유형, � 구읍지�, �경상도읍지�, �여지도서�, 1768년( 조 44)

* 남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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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7세기 말부터 조선에서는 앙정부가 주도하는 읍지 편찬 사업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하는 �여지도서�(1760)는 미완이지만 국 규모의 읍지 편찬 사

업을 집 성한 것이다. 그동안 읍지에 한 연구와 해제 작업은 여러 차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읍지 편찬 사업을 시기별로 구분하거나, 국의 개별읍지를 일정한 

기 에 따라 분류하거나 유형화하여 살핀 연구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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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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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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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사업이 추진되었다.1)1)  

� 구읍지(大丘邑誌)�(계명  벽귀951.984 구부ㄷ)는 1768년 편찬한 것으로 �여

지도서�와는 다른 유형이다. 1980년 인되었고, 1997년 국역되었다.2)2)이 읍지 유

형은 경상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앙정부에서 �여지도서�를 

체하기 하여 개발한 새로운 유형이다. 1768년은 �여지도서�(1760)를 편찬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시 이다. 

양보경은 �청하 읍지� 서문을 통해 1768년( 조 44) 무자년 경상도 71개 고을

에 읍지 편찬 사업이 있었으며, 당시 편찬한 �기천지�가 �경상도읍지�(1832) 풍기

군편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3)3)이재두는 � 구읍지�(1768)를 비롯한 

1) 배우성과 정 은 1768년의 국 읍지 편찬 사업을 간과하 다. 정 은 배우성의 연구

를 바탕으로 �여지도서�의 제작이 조연간에 3차례(1757년, 1759년, 1775년) 진행된 것으

로 단하 다.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 과 천하 의 변화�, 일지사, 139면, 정 , 

2016, ｢ 조연간 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  연구｣, �서지학연구� 68, 397면, 406면.

2) 한국도서 정보학회, 1980, �大丘邑誌�, 태학사; 김택규․박  편역, 1997, �大丘邑誌�, 

구 역시.

3) 양보경, 1982, ｢경상도 읍지 편찬의 추이｣, � 국지리지총서 읍지� 1(경상도편 1), 아세아

문화사,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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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 읍지들을 통해 재지사족들이 읍지 편찬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조를 수록하기 

해 노력한 사실을 밝혔다.4)4)그는 � 구읍지�(1768)와 �경상도읍지�(1832) 구

부편의 수록항목이 유사한 , 1786년(정조 10) 병오년의 구부 읍지 편찬, �경상

도읍지�(1832) 고본의 인물들이 완성본에서는 선별된 사실도 실증 으로 밝혔다. 

배우성은 황윤석의 기록을 심으로 1775년( 조 51) 을미년의 국 읍지 편찬 

사업을 �여지도서�의 후속작업으로 인식하여 문제가 있거나 락읍지의 수합 정

도로 악하 다.5)5)이건식은 황윤석의 ‘의홍문 증수동국여지승람례(擬弘文館增修

東國輿地勝覽例)’를 통해 홍문 의 국지리지 편찬 례(關例)의 복원을 시도하

다.6)6) 

18세기 말 정조 에는 �해동읍지�, �해동여지통재�, �동국팔도군읍지지�라고 불

리는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 양보경, 배우성, 이노우에 카즈에(井上和枝), 

양진석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정조 의 읍지 편찬 사업의 실상 확인에는 성공 이

지 못했다. �여지도서�처럼 국 규모로 성책된 읍지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보경은 정조 의 읍지에는 군사에 계된 성지․ 수․군기, 경제․재정에 

계된 장시․요역, 인물․행정 계의 선생안이 신증되었음을 밝혔다.7)7)그는 규장

각의 사본(傳寫本, 2차 필사본) 읍지들을 바탕으로 �여지도서�와 비교하여 라

도 곡성과 남평 읍지에서 지도가 락된 것으로 악하 으며, 경상도 함안의 경

우 장시, 능묘, 비 , 도서가 신증되고 선생안이 상세해졌으며, 고 이 간략해진 

도 밝혔다. 

배우성은 정조의 실용  지리 과 새로운 안이라는 에서 �해동여지통재�

편찬 사업을 본격 으로 살폈다.8)8)그는 정조가 1782년(정조 6) 이만운에게 �동국

4) 이재두, 2016b, ｢조선후기 � 구읍지� 편찬과 사족의 응-과거편과 인물편의 인물 수록 

시기 분석을 심으로-｣, � 남학� 29, 341-375면.

5) 배우성, 앞의 책, 137-139면.

6) 이건식, 2008, ｢黃胤錫의 1775년 全國 地理誌 編纂 凡例의 특징 분석-1775년 무렵 弘文館

의 국지리지 편찬 關例의 復元 시도｣, �地名學� 14, 101-150면.

7) 양보경, 1987, ｢조선시  읍지의 성격과 지리  인식에 한 연구｣, �지리학논총별호� 3, 

110-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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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비고� 개정을 명하 고, 1788년(정조 12)부터 �해동여지통재� 편찬을 본격화

하 으며, 1789년에는 규장각에 일임하면서 역할을 분담시킨 사실과 1790년경 �해

동읍지� 46책, 1796년경 60권 정도의 편찬이 마무리된 것으로 악하 다. 재 

해오는 �호구총수�는 �해동여지통재� 편찬 의도가 반 된 것이며, 서명응의 아들

인 서호수 집안의 �여지승람�은 �여지도서�로 �동국문헌비고� 개정과 �해동여지

통재� 편찬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한 정조 의 읍지에서 시문과 제

이 함께 수록된 것을 통해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장 들을 모두 취합

하면서 국토 재편성이라는 자신의 통치이념에 맞는 국지리지를 편찬한 것으로 

악하 다. 

이노우에 카즈에는 역  지리지에 나타난 단성 의 모습을 구체 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일본 국립국회도서  육군문고 �경상도읍지�(이하 일본국회도서 본)와 

텐리  이마니시문고 ‘경상도 읍지’(이하 텐리 본)의 서지정보를 제공하 다.9)9) 

일본국회도서 본에는 경상도 62개 고을의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10)10)호구의 식년

은 체로 병오식(1786, 정조 10)이며, 병자식(1756, 조 32), 갑오식(1774, 조 

50), 계묘식(1783, 정조 7)도 있다. 구 환 의 정조 병오래 정미 직(1786- 

1787), 고성 선생안의 건륭 갑진(1784), 안동 과거의 정조 계묘(1783) 등을 제시하

여 읍지 편찬시기를 알 수 있는 주요정보를 제공하 다. �여지도서�․텐리 본․

일본국회도서 본에 수록된 의흥․신녕․진보․군 의 항목을 비교하는 도표는 

읍지 비교 연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부록으로는 단성 의 지리지를 인해 두었

다. 그의 연구와 가쿠슈인 학 동양문화연구소 인자료는 정조 의 읍지 편찬 사

업의 구체 인 양상을 살피는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양진석은 �해동여지통재�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제작진의 구성  내용추정을 

 8) 배우성, 앞의 책, 145-160면.

 9) 井上 和枝, 1997, ｢丹城邑誌の編纂とその特色｣, �調査硏究報告� 33, 学習院大學 東洋文化

硏究所, 33-77면, 影印 �丹城邑誌� 集成, 앞의 책 부록 1-94면.

10) 이노우에 카즈에는 남 61읍의 읍지라고 하 으나, 함안군과 곤양군이 수록되어 있는 35

책에서 곤양군을 락시켰다. 井上 和枝, 앞의 논문,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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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해동여지통재�에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도 각 고을 읍지의 목록을 

제시하 다.11)11)그는 정조가 원한 지리지 형태는 명승고 의 시․부․서․기 등을 

실은 �여지승람� 계통이 아니라 산천․도리․ 애․험요 등을 자세히 기록한 �원

풍구역지�를 이상 인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하 다.12)12)김지 은 지리지의 풍속(風

俗)을 통해 교의 확산으로 조선 기 경상도 각 고을의 사납고 다투는 이미지가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사라져 간 사실을 밝혔다.13)13) 

1990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고서 자료들을 산화하고 웹서

비스하여 실물(實物) 자료에 한 심과 요성을 환기시켰으며, 보존․열람에 

소모되는 기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 으로 감시켰다.14)14)규장각, 국립

앙도서 , 장서각 자료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지리지들도 원본 이미지나 

해제를 확인할 수 있다.15)15)원본 이미지와 해제들은 조선후기 편찬한 개별읍지들에 

한 기 인 이해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원본 상태나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각 읍지의 편찬시기 추정과 련하여 해당고을 지방 의 부

임시기나 인물정보가 요한데, �승정원일기�나,16)16)한국역 인물정보 종합시스템이 

어느 정도 해결해 다.17)17)그러나 이들 기 이 모든 읍지 자료를 소장하 거나 읍

지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1786년(정조 10) 병오년 읍지 편찬 사업으로 

추진된 �경상도읍지�(1786)나, 1793년(정조 17) 계축년 라도에서 편찬한 �호남

11) 양진석, 2013, ｢18세기말 국지리지 �해동여지통재�의 추 ｣, �규장각� 43, 31-71면.

12) 양진석, 앞의 논문, 44-45면.

13) 김지 , 2018, ｢禮敎의 가늠자-조선시  경상도 지역 지리지 ‘風俗’조의 검토｣, �奎章閣�

52, 1-39면. 

14) 허태구, 2014, ｢규장각 소장 古地圖․邑誌類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황｣, �韓國古地圖硏

究� 6-2, 5면 참고.

15)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geo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국립 앙도서  http://www.nl.go.kr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고려 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kostma.korea.ac.kr

16) http://sjw.history.go.kr/

17) http://people.aks.ac.kr/index.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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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1793)는 이들 기 의 소장 자료가 아니다. 그리하여 정조 의 읍지 편찬 사

업을 연구하면서도 이들 두 도지(道誌)의 존재를 제 로 주목하지 못했다.  �경상

도읍지�(1786)는 �호남읍지�(1793)와 함께 앙정부에서 주도한 정조 의 읍지 

편찬 사업을 이해하는데 필수 이다. 

이 에서는 우선 � 구읍지�와 �용만지�를 통해 1768년( 조 44) 무자년에 개

발한 새로운 읍지 유형의 목차와 신설항목을 확인하면서, 이 유형이 당시 국 각 

고을에 하달된 규정에 따라 편찬한 사실을 확인하겠다. 그러나 1775년( 조 51)에

는 �여지도서� 계통으로 돌아가면서 일부항목을 추가한 사실도 밝히겠다.

1786년(정조 10)부터 편찬 사업이 추진된 �경상도읍지�(1786)에 수록되어 있는 

각 고을 읍지의 서지 정보를 확인하고, 개별읍지를 1760년, 1768년, 1775년 개발한 

읍지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확인하겠다. 1831년(순조 31) �경상도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1768년 개발한 읍지양식을 모든 고을에 강제하면서 각 

고을에서 작성한 읍지 고본이 완성본으로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 읍지 유형이 가지는 의미를 �여지도서� 경상도편에서 그 실마리

를 찾아보고, 조와 정조가 구상한 읍지가 �경상도읍지� 유형에 가까우며, 경상도 

지역 읍지 유형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2. �경상도읍지� 유형의 개발과 반발

1) 1768년( 조 44) 새로운 읍지 유형의 개발

1768년( 조 44) 무자년 경상도에서는 찰사 이은(李溵, 1722-1781)의 주  아

래 71개 고을의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18)18)이때 편찬한 읍지는 구․의

18) �청하 읍지�(규10813, 1899년) 洪沃輔의 서문. 今 政使李公溵按察本道 ( 략) 按治平之

初令七十州之牧守 各修其邑之地誌揭圖其上; �청하 읍지�(미국 버클리 학교 동아시아도

서  청구기호 20.26)에도 홍옥보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乙卯冬修正校西藏’을 보면 1855

년 편찬한 것이다.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kostma.korea.ac.kr/riks/) �청하 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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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풍기의 것이 남아 있다.19)19)이은은 1760년( 조 36) 홍문 에서 �여지도서� 편

찬 사업을 주도하 으며, 강화유수 시 에는 읍지 편찬 경험까지 있었다. 

� 구읍지�는 1768년 읍지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다. 그 동안 이 읍지가 �경상도

읍지�(규666, 1832)와 동일한 유형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20)20)1768년 국 으로 

시행된 읍지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주목하지 못하 다. �경상도읍지�

(1832) 편찬 당시 각 고을에서는 감 의 수록규정에 따라 읍지를 편찬하 으며, 

목차는 �여지도서� 경상도편과 다르다. 1831년(순조 31) 6월 3일 경상감 에서 각 

고을에 내려 보낸 읍지 수록규정은 다음과 같다.21)21)

규식 장 지도, 제2장  행서 모부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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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부  시기결, 세, 동, 화세, 균세, 요역을 함께 쓸 것), ⑩군액, ⑪성지, ⑫임

수, ⑬창고, ⑭군기, ⑮ 애, ⑯진보(산성을 함께 기록할 것), ⑰ 수, ⑱학교, ⑲단묘, 

⑳능묘(능침과 선 의 묘를 함께 되 능침이 없으면 총묘를 쓸 것), ㉑불우, ㉒궁실

(없으면 공해를 쓸 것), ㉓ 정, ㉔도로(경   각 , 인근 고을까지의 거리를 수치

로 표시하고 방향도 함께 기록할 것), ㉕교량, ㉖도서, ㉗제언, ㉘장시, ㉙역원(역원의 

명칭과 상호간의 거리를 함께 쓸 것), ㉚목장, ㉛형승, ㉜고 , ㉝토산, ㉞진공, ㉟ 름, 

이미지  해제.

19) �大丘邑誌�(벽귀951.984 구부ㄷ), �기천지�(서울  고 4799-5), �의흥읍지�(규10817).

20) 이재두, 2016b, 앞의 논문, 369면; 이재두, 2017,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 남학� 60, 263면 주 55); 계명 학교 동산도서  홈페이지 김무진 해제.

21) 본 논문에서는 다른 지리지나 읍지에도 목차의 각 항목 앞에 원번호를 붙여 수록순서상 

해당항목의 치를 악하도록 한다. 원번호 다음에 숫자 1, 2를 이어 붙인 경우는 다른 

읍지들에 비하여 항목이 추가되거나 부기된 경우로 앞 항목 다음에 치함을 의미한다. 

規式 初張地圖 第二張初 行書 某府邑誌 一建置沿革 一郡名 一官職 一姓氏 一山川 一風俗 

一坊里 一戶口 一田賦(元帳付 及 時起結田稅 大同 火稅 均稅 徭役 幷書次) 一軍額 一城

池 一林藪 一倉庫 一軍器 一關阨　一鎭堡(山城 幷 ) 一烽燧 一學校 一壇廟 一陵墓(陵寢 

先賢 墓 幷書 而陵寢無 則以塚墓 書之次)一佛宇 一宮室(無 則以公廨 書之次) 一樓亭 

一道路(京中 及 各營 隣邑 相距里數 方向 幷書次) 一橋梁 一島嶼 一堤堰 一場  一驛院

(驛院名 及 相距里數 幷書次) 一牧場 一形勝 一고蹟 一土産 一進貢 一俸廩 一宦蹟 一科

擧 一人物( 誌 無得釐改 新增 亦勿濫雜次) 一題詠 一碑板(先賢碑文 及 冊板 幷書次) �

양 읍지�(1845, 장서각 귀 K2-4271); 노상복, 1993,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지리류

(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7-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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㊱환 , ㊲과거, ㊳인물(구지의 것을 고치지 말 것이며, 신증 한 남잡하게 하지 말 

것), ㊴제 , ㊵비 (선 의 비문과 책 을 함께 을 것).

이 수록규정은 1768년( 조 44) 국 인 읍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 으로 읍지 편찬 명령이 내려진 것은 황윤석

의 기록이나,22)22)의주부 읍지인 �용만지� 서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23)23)‘용만지 서’

에는 당시 찰사인 정공(정실, 鄭宲-필자 주)이 각 고을에 읍지를 올리라는 명령

을 내렸지만, 의주에는 구지( 誌)가 없었기 때문에 의주부윤 서명선(徐命善)이 

진사 익규(田益圭)를 시켜 하달된 규정 로 읍지를 편찬하게 하 다. 서문에는 

읍지 작성일이 1768년( 조 44) 9월 1일(戊子 九秋 朔日)로 되어 있다. 구익(具

㢞)의 세주 ‘문 가선 무술래(文嘉善戊戌來)’를 보면, 1778년(정조 2)까지 의주에 

부임해온 지방  명단을 환 에 추가하 다. 

� 구읍지� 목차는 �경상도읍지�(1832) 구부편과 거의 동일하며, �용만지�는 

수록항목이 거의 동일하다. �경상도읍지� 규식의 수록순서를 나타내는 원번호를 

바탕으로 이 두 읍지의 목차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구읍지�와 �용만지�의 항목 비교

� 구읍지� �용만지�

‘지도’, ①건치연 , ②군명, ③ 직, ④성씨, ⑤

산천, ⑥풍속, ⑦방리, ⑧호구, ⑨ 부, ⑩군액, 

⑪성지, ⑬창고(군기 포함), ⑮ 방, ⑯진보, ⑰

수, ⑱학교, ⑲단묘, ⑳능묘, ㉑불우, ㉒궁실, 

㉓ 정, ㉔도로, ㉕교량, ㉖도서, ㉗제언, ㉘장

시(어염 포함), ㉙역원, ㉚목장, ㉛형승, ㉜고 , 

㉝토산, ㉞진공, ㉟ 름, ㊱환 , ㊲과거, ㊳인

물, ㊴제 , ㊵비 , ㊵1책

‘강역’ ①건치연 , ②군명, ③ 직 附 任屬, ④성씨, 

⑥풍속, ㉝토산, ㉛형승, ⑤산천, ㉖도서, ⑦방리, ⑧

호구, ⑨ 부 附 官屯 火田, ⑨1요역, ⑪성지, ⑮

방, ⑯진보, ⑩군액, ⑰ 수 附 把守, ⑱학교, ⑲단

묘, ㉑불우, ㉒館廨, ㉓ 정, ⑬창고 附 조 , ㉔도

로, ㉕교량, ㉕1津船, ㉗제언, ㉘장시 附 開 , ㉘1

어염, ㉙역원, ㉜고 , ㉞진공, ㉟ 름, ㊱환 , ㊲과

거, ㊳인물, ㊴제 , ㊵비

22) 士謙曰 此固好矣 昨年聞李監司已留意此事囑 今方伯金令遍收五十三邑志 補以所睹聆 成

一大帙 雖未知其凡例如何 而要之此意 亦不草草矣. �이재난고� 1769년 3월 4일 정해.

23) �용만지�(장서각 K2-4280) 용만지 서; 金田培, ｢朝鮮王朝의 邑誌硏究｣, �한국비블리아�

2(1974), 229면; 노상복, 앞의 책, 415-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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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경상도 각 고을에 내려진 수록항목과 조해 보면, � 구읍지�에는 ⑫임

수와 ⑨ 부의 부속항목인 화세만 빠져 있다. ⑭군기는 ⑬창고, 어염은 생산되지 

않지만 ㉘장시에서 그 유무를 기록하 다. ⑮ 방은 ⑮ 애에 해당하며, ㊵1책 은 

㊵비 에서 분리된 것이다. � 구읍지�와 �용만지�의 각 항목을 비교해 보면, �용

만지�는 ⑨1요역이 독립항목이며, ㉕교량 다음에 ㉕1진선, ㉘장시 다음에 ㉘1어염

이 수록되어 있다. ㉒궁실 혹은 공해를 ㉒ 해라 하 고, ‘지도’와 ⑳능묘, ㉚목장, 

㊵1책 이 없으며, 수록순서가 조  다르다. � 구읍지�와 달리 �용만지�는 ③

직, ⑨ 부, ⑬창고, ⑰ 수, ㉘장시 5개 항목에 함께 수록할 내용을 명시하 다. 

구와 의주의 두 읍지 목차를 통해 1768년 이후 1831년 추진된 �경상도읍지�

(1832) 편찬 사업 당시의 신설항목은 ⑫임수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지도서�

경상도편과 �경상도읍지�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24)24)

<표 2> �여지도서�(1760) 경상도편과 �경상도읍지�(1832)의 항목 비교

�여지도서�(1760) 경상도편 �경상도읍지�(1832)

분리

방리 호구

산천 도서

창고 군기

통합

창고+조 창고

능침+총묘 능묘(능침 없으면 총묘)

궁실+공해 궁실(없으면 공해)

‘강역’+도로 도로

한 +수 + 세+ 동+균세
부(한 +수 + 세+ 동+화세+균세+요

역) *화세와 요역은 신설

확 명환 환

신설
독립항목 임수, 장시, (어염), 과거, 비 (비문+책 )

부속항목 화세, 요역

24) 양보경, 앞의 책, 1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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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읍지�의 호구는 무자식(戊子式, 1768)이다. 읍지 권말의 추록(追 )에는 

1768년 찰사 이은이 쓴 팔달헌과 경우각의 기문이 실려 있어 이 책의 편찬시기

를 알려 다. 1768년은 경상도 각 고을에서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된 시기와도 일

치한다. �여지도서� 구부편은 29면이었던 반면, � 구읍지�는 200면에 이를 정

도로 내용이 풍부해졌다. 경상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읍지에서도 1768년 규정이 

용된 읍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읍지� 유형의 읍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표 3> �경상도읍지� 유형의 읍지

도 해당 고을 합계

경기도 �경기지�(규12178) 죽산부(2-1책), 남양부(2-2책), 음죽 (3-7책), 양성 (4-9책) 4

충청도

�충청도읍지�(국립 앙도서  한고조62-188) 청풍군(2책), 연풍 (4책), 회인

(14책), 황간 (19책), 정산 (25책), 홍주목(33책), 청양 (42책), 남포 (44책), 

산 (49책), 해미 (50책), �진천읍지�(규17393)

11

경상도
� 구읍지�(벽귀951.984 구부ㄷ), �기천지�(서울  고 4799-5), �의흥읍지�(규

10817)
3

라도
�호남읍지�(1793) ｢ 주부｣(1-2책), ｢나주목여지승람｣(1-3책), �흥덕 읍지�(국

립 앙도서  고2744-29)
3

강원도
� 동지�(국립 앙도서  고2780-1) 춘천부(6-3책), � 동읍지�(규12172) 춘천부

(5-1책), 평강 (3-3책), �원주읍지�(장서각 K2-4284)
3

함경도 �경성도호부읍지�(국립 앙도서  고2797-2) 내 ｢경성도호부읍지｣ 1

평안도
�용만지�(장서각 K2-4280), � 서읍지�(규12168) ｢박천군읍지｣(13책), �덕천군읍

지�(규17498)
2

합계 27

2) 1775년( 조 51) �여지도서�로의 회귀와 보완

라도 흥덕 에 살던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은 숙종 기묘년(1699), 당  

무인년(1758)과 경진년(1760), 무자년(1768)  을미년(1775)에 국 인 읍지 편

찬 사업이 추진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25)25)그는 1760년 읍지를 개정하면서 인물 수

25) 배우성, 2006,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 의식｣, �한국사연구� 135, 50면 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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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 이 엄격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지도서� 흥덕 편을 직  보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15년 뒤인 1775년 각 고을에 하달한 홍문  례(關例)를 보고

는 문목(門目, 항목)의 치가 매우 뒤집어지고 복잡한 것으로 악하 다. 이에 

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수록항목을 기 으로 읍지의 목차모델을 제시하 다.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수록항목을 먼  서술하고, 참고로 례의 항목을 제

시하면서 일부항목을 보충하 다. 황윤석의 례는 3부(三府 : 한성부, 개성부, 강

화부)와 열읍(列邑)의 항목이 동일한데 43개이며 수록항목마다 1부터 43까지 번호

를 붙 다. 황윤석이 제안한 읍지 목차는 다음과 같다.26)26) 

①건치연 , ②군명, ③성씨, ④풍속, ⑤형승, ⑥산천, ⑦ 애, ⑧제언, ⑨ 무(田畝), 

⑩목장, ⑪토산(今目 물산), ⑫진공, ⑬ 세, ⑭ 동, ⑮균세, ⑯환곡( 목 조 ), ⑰

름, ⑱성곽( 목 성지), ⑲ 방( 목 진보), ⑳ 수, ㉑군병, ㉒군향(軍餉), ㉓군기, ㉔

궁실, ㉕ 정, ㉖학교, ㉗역원, ㉘도로, ㉙교량, ㉚부방(部坊), ㉛공해, ㉜창고, ㉝시가

( 街), ㉞사묘, ㉟능침, ㊱고 , ㊲ 안(官案), ㊳명환, ㊴인물[附 학행, 효자, 충의, 열

녀, 유우], ㊵불우, ㊶도석(道釋), ㊷제 , ㊸잡기

황윤석이 제안한 목차는 �여지도서�보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가깝다. 이것

은 황윤석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 으로 읍지의 항목순서를 재구성하 기 때

문이다. 그는 ⑪토산․⑯환곡․⑱성곽․⑲ 방이 각각 물산․조 ․성지․진보로 

바 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항목이름이고, 후자는 

1760년 2월 16일; 擬增修東國輿地勝覽例引(乙未)(1775년 윤10월 1일 을사), 51면 주 58) 

1769년 3월 4일 정해 士謙曰 此固好矣 昨年聞李監司已留意此事囑 今方伯金令遍收五十三

邑志…….

26) �이재난고� 1775년 윤10월 1일, 황윤석, 1998, 의홍문 증수동국여지승람례, �이재난고�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46-258면; 배우성, 앞의 책, 137-138면; 이건식, 앞의 논문, 113-127

면 참고. 배우성은 �여지도서� 보유편의 6개 고을 읍지의 호구 기 인 신묘년 장 을 

1771년( 조 47)으로 보고 1775년 �동국여지승람� 개정이 추진되었던 분 기와 불가분의 

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읍지는 �여지도서� 범례와 형식면에서 매우 유

사하다고도 하 다. 그러나 �여지도서� 보유편의 해당 읍지는 �경상도읍지�(1832)에 수

록된 것으로 신묘년은 1831년이며, �경상도읍지� 유형이다. 양보경, 앞의 책, 12면, 이재

두, 2017, 앞의 논문, 263면 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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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 항목이름이다. 43개 항목   친 17개 항목과 1개의 부속항목(㊴1

학행) 앞에는 ‘신보(新補)’라 표시하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던 항목으로 

주로 �여지도서� 편찬 당시 신설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㉒군향, ㉓군기, ㉝시가, 

㊴1학행, ㊶도석, ㊸잡기는 홍문  례에 빠져 있었는데, 황윤석이 보충한 항목이

다.27)27)목차에서 황윤석이 보충한 것을 제외하면, 당시 내려진 홍문  례는 35개 

항목으로 구성된 �여지도서� 유형에 ㊲ 안을 추가한 정도이다. ㉔궁실․㉖학교․

㊳명환․㊷제 은 주로 �여지도서� 경상도편에만 수록하 다는 을 고려하면, �여

지도서� 경상도 유형은 아니었다.

상주목 읍지인 �상산읍지(商山邑誌)�(상백고 915.15-sa58s)는 호구가 갑오식

(1774)이고, 정에 실린 수루의 1733년( 조 9) 개수 기록(當宁 癸丑 牧使 金

泰衍 改修)을 보면 1775년경에 편찬한 읍지이다. 궁실에서는 ‘신증(新增)’이라 표

시한 후 을미년(1775, 조 51)에 목사 정석달(鄭錫達)이 수하고 단청하 다고 

부기하 다. 선생안에는 정석달의 성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1775년 말 남어

사 유의양(柳義養)이 복명할 때 포상을 건의하기도 하 으나,28)28)1776년 정조가 즉

하면서 직되어 귀양 간 인물이다.29)29)그는 화완옹주의 양자가 된 정후겸(鄭厚

謙, 1749-1776)의 생부이다. 정후겸은 1775년 세손의 리청정을 극력 반 하며, 

세손의 비행을 조작하고, 심상운(沈翔雲)을 시켜 세손을 보호하는 홍국 (洪國榮)

을 탄핵한 인물로 정조 즉  뒤 경원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30)30)선생안에는 

정석달 이후 이화(李禾)부터 1832년 부임한 유병주(兪秉柱)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마지막 장은 인찰정간이 붉은 색이며, 앞 장의 먹색과 다르다. 조말년에 편찬한 

읍지원본에 선생안의 지방  명단을 추가한 것이다. 

�여지도서� 경상도편의 목차를 바탕으로 �상산읍지�의 목차를 나열해 보면 다

음과 같다.31)31)

27) 이건식, 앞의 논문, 118면.

28) � 조실록� 권126, 조 51년(1775) 12월 23일 병인.

29) �정조실록� 권1, 정조 즉 년(1776) 4월 15일 병진.

30)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정후겸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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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역’,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 ,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 직,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2궁실, ⑪+1학교, ⑫단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장, ⑳ 애, ㉑ 수, ㉒ 정제 , ㉓사찰, ㉔고 , ㉖인물, ㉗한 , ㉘수 , ㉙진공, 

㉚조 ,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군병, ㊱책 , ㊲선생안

원래 �여지도서� 상주목편에는 ‘지도’가 수록되어 있었고, ㉕+1명환과 ㉖+1제

에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⑪능침, ⑫+2총묘, ㉕진보는 없었다. �상산읍

지�는 ㉕+1명환과 ㉖+1제  항목을 생략하면서 �여지도서�에 수록하 던 많은 

내용들을 제외시켰다. ㉒ 정을 ㉒ 정제 으로 변경하고 ㊱책 과 ㊲선생안을 추

가하 다. �여지도서� 유형을 보완한 �여지도서�+α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상산읍

지�에는 비록 ⑪+2궁실과 ⑪+1학교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지도서� 경상도 유

형을 보완한 것이라기보다는, 명환과 제 이 생략된 것을 기 으로 삼아 �여지도

서� 유형을 보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75년 황윤석이 항목 치가 매우 

뒤집어지고 복잡한 것으로 악한 홍문  례는 바로 이 유형이었다. �여지도서�

+α 유형의 읍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여지도서�+α 유형의 읍지

31) �헌산지� 범례, 추입 범례,  첨입 범례; 원 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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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두, 2017, 앞의 논문, 256면.

도 해당 읍지 합계

경상도
�상산읍지�(상백고 915.15-sa58s), �산청 읍지�(규17460), � 양 지�(국립 앙

도서  고2754-29), 
3

충청도

�충청도읍지�(국립 앙도서  한고조62-188) 내 ｢ 춘 읍지｣(6책), ｢청산 읍

지｣(20책), ｢임천군읍지｣(22책), ｢한산군읍지｣(23책), ｢이성 읍지｣(29책), ｢서천

군읍지｣(34책), ｢서산군읍지｣(35책)

7

라도

�호남읍지�(1793) 내 남원부․장흥부(2책), 주목․능주목․흥양 ․무안 (3

책), �남원읍지�(규17401), �능주목읍지�(규17429), �운 읍지�(규17438), �

구읍지�(규17398), �낙안읍지�(규17430), �고산읍지�(규17399), �제주읍지�(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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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86년(정조 10) �경상도읍지�의 실상

1) �경상도읍지�(1786)의 서지 정보

1768년( 조 44) 개발한 읍지의 유형은 구․풍기․의흥 3종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리하여 당시 새로 개발한 읍지 수록규정이 경상도내 각 고을에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786년(정조 10)  홍문 의 지시로 읍

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에는,32)32)62개 고을의 읍지가 남아 있어 당시 읍지 

편찬의 실상을 제 로 확인할 수 있다.33)33)9개 고을의 읍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1789년(정조 13)까지도 읍지를 편찬하지 못하 거나, 편찬하 더라도 보 과정에

서 분실하 기 때문이다.

규장각은 이 시기에 편찬한 경상도 30개 고을 읍지 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울

산부여지도신편읍지�(규17441)와 � 계군읍지�(규17459)의 내제가 각각 ‘울산부여

지도신편읍지 건륭 51년 병오 4월 일’, ‘건륭 51년 월 일 계군읍지’인 것을 보면 

1786년 추진된 �경상도읍지� 편찬 사업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 계군읍지�는 

첫 항목에 지도(地圖)라 표시한 뒤, 행을 바꾸어 건치연 부터 사하 다.34)34)이 

두 읍지처럼 이 무렵 편찬한 경상도 읍지  다수가 1786년에 편찬하 기 때문에, 

32) 우재악, 1999, 읍지수정기, �국역 인 문집� 상, 열락당, 238-242면(이재두, 2016b, 앞의 

논문, 347면).

33) 井上 和枝, 앞의 논문, 59면.

34) � 계군읍지�의 원본에는 지도가 실려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국립 앙도서

의 텐리 학 인본 24종에는 하나같이 지도가 실려 있지 않다.

10796, 제주목․ 정 ․정의  수록), �해남읍지�(상백고 915.14-H) 내 ｢옥과

읍지｣

함경도 �북 읍지�(규12170, 1872) 내 ｢함경북도길주목읍지｣(2-1책) 1

합계 *진하게 표시한 두 읍지는 각각 2종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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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년( 조 44)과 1832년(순조 32)의 도지(道誌)와 구분하기 하여 �경상도읍지�

(1786)로 부르기로 한다. 정조시기 �경상도읍지� 편찬 사업 당시의 경상도 찰사

는 정창순(鄭昌 ), 김상집(金尙集), 홍병찬(洪秉纘)이었다.35)35)

일본국회도서 의 �경상도읍

지�에는 경상도 71개 고을  

62개 고을의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1786년경(정조 10) 편찬

한 읍지 등을 원본으로 하여 

내용 주로 무원칙하게 사

(傳寫)한 것이다. 일본국회도서

본 33책은 단성․군 ․의

흥․신녕의 읍지이다. 이 가운

데 ｢단성 읍지｣는 호구가 병

오식이고, 환 에 마지막으로 

수록된 한익상(韓翼商)이 병오년에 부임한 것으로 보아 1786년경에 편찬한 읍지이

다.36)36)텐리 학에 소장되어 있는 �단성지(丹城誌)�는 정 본이다.37)37)�단성지�에서

는 군병이 군액, 묘소가 능묘로 나오며, 조 이 창고 부속항목인 것을 제외하면, 

한두 자가 들어가거나 빠진 정도이다.38)38) 

35)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2월 6일 병술 鄭昌 爲慶尙監司,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786) 8월 21일 신유 金尙集爲慶尙監司, �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5월 7일 계유 

洪秉纘爲慶尙監司.

36) 원본 이미지는 ｢影印 �丹城邑誌� 集成｣, �調査硏究報告� 33,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6-28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37) 원본 이미지는 ｢影印 �丹城邑誌� 集成｣ 10-15쪽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부 조사에서는 �단

성지�의 필사시기를 과거 박재기(朴在冀)에 부기된 ‘當宁癸卯登科 前正字’를 근거로 1843

년경의 헌종연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계묘년은 1783년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해외 문화재조사목록 일본 천리 학 천리도서  소장 한국본�, 국립문화재연구소, 

156면 참고.

38) 井上 和枝, 앞의 논문, 60면.

<그림 1> �단성 읍지�와 �단성지�(진주진  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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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본이나 일본국회도서 본은 원본을 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자를 보태

고 일부항목이나 내용을 제외시키거나 목차를 변경하 을 가능성이 있다. �하양

지�(규17463)에는 환 의 마지막 인물인 임희택(任希澤) 뒤에 김 화 무오임임(金

大澕 戊午荏壬)이 수록되어 있는데 하양 감 에는 김 화가 없으며, 사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청도군읍지�(규17445) 읍재(邑宰)에도 이의기(李宜 ) 다

음에 임의로 이석(李䄷)을 추가하 다.

규장각본이나 일본국회도서 본은 텐리 학 이마니시문고[天理大學 今西文庫] 

‘경상도읍지’나 동종의 이본을 본으로 한 것이다. 규장각본 30종과 일본국회도서

본 62종은 텐리 본에서 모두 확인된다. 일본국회도서 본은 37책이고, 텐리 본

은 20책이다. 규장각, 텐리 학, 일본국립국회도서  모두 동래․사천․선산․

산․ 일․ 안․인동․장기․칠곡 9개 고을의 1786년경 읍지를 소장하고 있지 않

다. 이들 세 기  읍지의 서지사항을 일본국회도서 본의 책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인본은 국립 앙도서 의 청구번호를 

고, 그 지 않은 경우는 �해외 문화재조사목록 일본 천리 학 천리도서  소

장 한국본�에 수록된 책명을 따랐다.

<표 5> �경상도읍지�(1786)의 서지 정보

책순
일본국회

도서

텐리도서

(국립 앙도서 )
규장각 환 부임연도 호구식년 호구식년

1 경주부지상 경주부읍지 임제원 [1789] [정조 13] 계묘식 1783

2 경주부지하 경주부읍지 　 　 　 병오식 1786

3-1
울산부여지

도신편읍지
성주지-2 규17441 이동빈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3-2
김해진김해

도호부
성주지-3 규17442 열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4 천군지 계군읍지-2 심진 1782 정조 6 　 　

5-1 기장 읍지 기장지-1 이경렬 [1783] [정조 7] 병오식 1786

5-2 삼가 읍지 기장지-2 규17456 김계순 1786 정조 10 병오식 1786

5-3
김해진 웅

천 읍지
기장지-4 장기윤 [1783] [정조 7] 　 　

6 안동부지상 안동지 　 　 　 　 　

7 안동부지 안동지 신익빈 1787 정조 11 　 　

8 안동부지하 안동지 　 　 　 　 　

9-1 해부 고2754-25 홍언철 [1780] [정조 4] 갑오식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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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양도호부 고2754-25 규17444 홍병은 1780 정조 4 갑오식 1774

10-1 양 읍지 자인 지-2 규17468 이명규 1781 정조 5 병오식 1786

10-2 비안 읍지 기장지-3 규17454 　 　 　 병오식 1786

11-1 청송부읍지 고2754-25 규17467 정계순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11-2
안동진 진

보
고2759-23 규17466 이수 1781 정조 5 　 　

11-3 문경 지 문경 지-1 　 　 　 병오식 1786

12-1 천군읍지 천군읍지-1 규17451 　 　 　 　 　

12-2 榮川郡邑誌 천군읍지-2 규17465 홍 용 1779 정조 3 병오식 1786

12-3 흥해군읍지 흥해지-1 윤언철 1781 정조 5 병오식 1786

13-1 풍기군읍지 흥해지-2 윤극임 1784 정조 8 병자식 1756

13-2 양산군읍지 흥해지-3 규17439 이사렴 1780 정조 4 병오식 1786

14-1 순흥부지 순흥부지-1 박종후 1782 정조 6 병오식 1786

14-2 하동부읍지 순흥부지-2 장 좌 [1785] [정조 9] 병자식 1756

15-1 의성 지 의성 지-1 규17453 김반 [1784] [정조 8] 　 　

15-2
경상도경산

읍지
의성 지-2 규17440 이명우 [1783] [정조 7] 　 　

16-1
안동진

덕
합천군지-3 윤기동 [1783] [정조 7] 병오식 1786

16-2
김해진 고

성
합천군지-4 규17462 이우진 [1782] [정조 6] 병자식 1756

17-1 화 읍지 고2754-28 윤정렬 1781 정조 5 병오식 1786

17-2 청하 읍지 고2754-28 윤형철 1777 정조 1 병오식 1786

17-3 언양 읍지 고2754-28 권정우 [1785] [정조 9] 　 　

18 구부지상 구부지 　 　 　 병오식 1786

19 구부지 구부지

김상집

이복섭

1786

-1787

[1784]

정조 10

-정조 11

[정조 8]

　 　

2- 구부지하 구부지 　 　 　 　 　

21-1
구진 청

도군지
고2759-25 규17445 이의기 1781 정조 5 　 　

21-2 계군지 계군읍지-1 규17459 김노직 [1785] [정조 9] 병오식 1786

22-1 자인 읍지 자인 지-1 이 채 1783 정조 7 병자식 1756

22-2
창녕 구

진
자인 지-3 김사의 1779 정조 3 병오식 1786

23-1 풍 읍지 고2754-27 규17446 류환성 [1783] [정조 7] 병오식 1786

23-2 산청 읍지 고2754-27 규17460 　 　 　 갑오식 1774

24 상주목지 고2757-9 규17447 김이신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25 성주목읍지 성주지-1 정화순 [1786] [정조 10] 병오식 1786

26-1
상주진 함

창
문경 지-2 규17449 이정형 1782 정조 6 병오식 1786

26-2 지례 읍지 문경 지-3 이성 1782 정조 6 병오식 1786

27 진주목읍지 고2757-8 이백규 [1785] [정조 9] 병오식 1786

28-1 합천군읍지 합천군지-1 규17458 박인 [1784] [정조 8] 병자식 1756

28-2 김산군읍지 합천군지-2 이동 1783 정조 7 병오식 1786

29 함양군지 고2759-25 이엽 1774 조 50 갑오식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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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과 부임연도는 学習院大學 디지털도서  東洋文化研究所 慶尚道邑誌(国立国会図書館蔵のゼロック

ス 複製) 内容注記를 바탕으로 함. ‘慶州府誌上(宦蹟は高麗時代の安院から朝鮮後期の林濟遠まで記載)’, 

‘永川郡誌(宦蹟は高麗時代の安習から正組6(1782)年任命の沈●まで記載)’와 같이 되어 있으며, 부임연도

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승정원일기�([]로 표시)를 통하여 확인함.

   (http://glim-els.glim.gakushuin.ac.jp/webopac/catsrr.do 2017. 9. 8. 검색)

** 호구식년은 井上 和枝, 1997, ｢丹城邑誌の編纂とその特色｣, �調査硏究報告� 33,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

究所, 59면.

*** 국립 앙도서  소장 텐리 학본

  1) �고령 읍지�(古2754-27) : ｢고령 읍지｣, ｢ 풍 ｣, ｢진주진 산청 읍지｣

  2) �안동진 해도호부지� : 부 양․청송�(古2754-25) *�경상도청송도호부�(古2754-26)

  3) �용궁 읍지�(古2754-28) :  ｢용궁 읍지｣, ｢ 화 읍지｣, ｢청하 읍지｣, ｢언양｣, ｢김해진 칠원 ｣, ｢진해｣

  4) �진주진 단성 �(古2759-23) :  ｢진주진 단성 ｣, ｢군 ｣, ｢의흥 ｣, ｢신녕 읍지｣, ｢안동진 진보 ｣

  5) �진주진 함양부읍지�(古2759-25) 부 ｢ 구진 청도군｣

  6) �진주진진주목[읍지]�(古2757-8)

  7) �창원 도호부[지]�(古2757-9) : ｢창원 도호부｣, ｢상주진상주목｣

  8) �함안군[지]�(古2759-24) 부 진주진 곤양군 : ｢함안군[지]｣, ｢진주진 곤양군｣

**** 이외에도 텐리  목록에는 1) �건륭51년월일 계군읍지� 부 천, 2) �경주부읍지�, 3) �기장지�

부 삼가․비안․웅천, 4) � 구부지�, 5) �문경 지� 부 함창․지례․안의, 6) �성주지� 부 울산․

김해, 7) �순흥부지� 부 하동․거제, 8) � 천군읍지� 부 榮川․거창, 9) �의성 지� 부 경산 ․남

해 ․개령 , 10) �자인 지� 부 양․창녕․의령․하양, 11) �합천군지� 부 김산․ 덕․고성, 

12) �흥해지� 부 풍기․양산, 13) �안동지� 등이 더 보인다.39)39)

30-1
진주진 남

해
의성 지-3 규17464 이신경 1785 정조 9 병오식 1785

30-2
진주진 개

령
의성 지-4 이 정 1785 정조 9 병오식 1786

31-1 의령 읍지 자인 지-4 규17461 홍선양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31-2 하양 읍지 자인 지-5 규17463 임희택 1783 정조 7 병오식 1786

31-3 용궁 읍지 고2754-28 규17450 　 　 　 　 　

32 안의 읍지 문경 지-4 이세택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33-1 단성 읍지 고2759-23 한익상 1786 정조 10 병오식 1786

33-2 군 읍지 고2759-23 규17448 박수원 1779 정조 3 　 　

33-3 의흥 읍지 고2759-23 　 　 　 병오식 1786

33-4 신녕 읍지 고2759-23 김복순 1785 정조 9 병오식 1786

34 창원부지 고2757-9 정언형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35-1 함안군읍지 고2759-24 규17452 김처한 1784 정조 8 병오식 1786

35-2 곤양군읍지 고2759-24 규17457 조운리 [1785] [정조 9] 　 　

36-1 거제부읍지 순흥부지-3 신 [1785] [정조 9] 병오식 1786

36-2 거창부읍지 천군읍지-3 김경렴 1780 정조 4 병오식 1786

37-1 칠원 읍지 고2754-28 규17443 황격 [1783] [정조 7] 병오식 1786

37-2 진해 읍지 고2754-28 규17455 고석륜 1785 정조 9 병오식 1786

37-3 고령 읍지 고2754-27 김계한 1779 정조 3 병오식 1786

계 62
24( 앙도서  

인본)+38=6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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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을 읍지의 호구 악 연도는 부분 병오식(1786)이다. 풍기․하동․고

성․자인․합천 5개 고을의 호구식년은 �여지도서� 편찬 이 에 조사된 병자식

(1756)이지만, 지방  명단  마지막 인물들의 부임시기는 1782년에서 1785년 사

이이다.40)40)안동과 함양의 호구는 갑오식(1774)이며, 경주는 계묘식(1783)과 병오식

이 함께 나온다. 마지막에 수록된 지방 들의 부임시기는 ｢함양군지｣가 1774년(

조 50)인 것을 제외하면, 1779년(정조 3)부터 1789년(정조 13) 사이이다.41)41)경주와 

천( 주)의 지방  부임시기가 1789년인 것을 보면, 1786년의 경상도내 읍지 편

찬 사업은 이때까지도 계속하고 있었다.42)42)텐리 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상도 읍

지’(1786) 21책 62개 읍지는 �해동읍지�로 묶여졌던 것인지, 동종의 이본인지는 확

인할 수 없다. 다만, 1790년경(정조 14)에 편찬한 �서고장서록(西庫藏書 )�(규

7717) 지지류에는 ‘�해동읍지� 1건 46책’이  있다.43)43) 

2) �경상도읍지�(1786)의 유형별 분포

텐리 학 읍지  24종은 국립 앙도서 에서 인본을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본 30종, 텐리 본 24종, 일본국회도서 본 2종( 구, 단성)  복된 경우를 제

외하면 모두 42종이다. �경상도읍지�(1786)에 수록된 읍지의 유형 분류에 앞서 읍

지의 유형별 항목순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39) 天理大学附属天理図書館 : 慶州誌(292.1-タ267), 機張誌(292.1-タ277), 大丘府誌(292.1-タ

133), 聞慶県誌(292.1-タ289), 星州誌(292.1-タ177), 誌(292.1-タ231), 醴泉誌(292.1-タ

97), 義城誌(292.1-タ91), 慈仁県誌(292.1-タ293), 草渓誌(292.1-タ255), 陜川誌(292.1-タ

239), 海誌(292.1-タ287), 安東誌(292.1-タ185).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51-178면, 

186면.

40) 풍기 1784년, 하동 1785년, 고성 1782년, 자인 1783년, 합천 1784년.

41) 고령 감 金啓漢은 1779년(정조 3), 경주부윤 林濟遠과 榮川郡守 沈喜永은 1789년(정조 

13) 부임하 다.

42) 이노우에는 구의 환 을 참고하여 ‘확정할 수 있는 가장 새로운 연 는 정조 병오

(1786)부터 정미(1787)’라고 보았다. 井上 和枝, 앞의 논문, 59면.

43) 배우성, 앞의 책, 157면; 南權熙, 1983, ｢奎章閣 西庫와 그 書目分析｣, �奎章閣� 7,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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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읍지의 유형별 항목구성44)
44)

유형 항목구성

�신증동국여지승람�

(1485, 1531)

‘강역’, ①건치연 [속 , 진 , 원 포함], ②군명, ③성씨, ④풍속, ⑤형승, ⑥

산천, ⑦토산, ⑧성곽, ⑨ 방, ⑩ 수, ⑪궁실, ⑫ 정, ⑬학교, ⑭역원, ⑮창고, 

⑯교량, ⑰불우, ⑱사묘, ⑲능묘, ⑳총묘, ㉑고 , ㉒명환, ㉓인물(우거․효자․

열녀 포함), ㉔제

�북 지�(1693)

①건치연 , ②군명, ③ 원, ④강계, ⑤산천, ⑥ 방, ⑦해진, ⑧성곽, ⑨ 수, 

⑩ 우, ⑪학교, ⑫이사, ⑬역원, ⑭사묘, ⑮불우, ⑯고 , ⑰성씨, ⑱인물, ⑲토

산, ⑳풍속, ㉑ 안, ㉒호액, ㉓ 안, ㉔재곡, ㉕공안, ㉖진상, ㉗약재, ㉘병안, ㉙

이안, ㉚천안, ㉛제 , ㉜잡기

�여지도서�

(1760)

‘지도’, ‘강역’,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 ,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 직, ⑧

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⑫단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장, ⑳ 애, ㉑ 수, ㉒ 정․제 , ㉓사찰, ㉔고 , ㉕진보, ㉖인물, 

㉗한 , ㉘수 , ㉙진공, ㉚조 ,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군병

�여지도서�

경상도(1760)

‘지도’, ‘강역’,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 ,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 직,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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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장, ⑳ 애, ㉑ 수, ㉒ 정, ㉓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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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군병

‘�경상도읍지�’

(� 구읍지�,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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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⑩군액, ⑪성지, ⑬창고, ⑮ 방, ⑯진보, ⑰ 수, ⑱학교, ⑲단묘, ⑳능묘, 

㉑불우, ㉒궁실, ㉓ 정, ㉔도로, ㉕교량, ㉖도서, ㉗제언, ㉘장시, ㉙역원, ㉚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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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 ㊵1책

�여지도서�+α

(1775)

‘지도’, ‘강역’,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 ,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 직, ⑧

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⑫단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장, ⑳ 애, ㉑ 수, ㉒ 정제 , ㉓사찰, ㉔고 , ㉕진보, ㉖인물, 

㉗한 , ㉘수 , ㉙진공, ㉚조 ,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군병, ㊱책

, ㊲선생안

�경상도읍지�

(1832)

장 지도, 제2장  행서 모부읍지 ‘지도’, ①건치연 , ②군명, ③ 직, ④성씨, 

⑤산천, ⑥풍속, ⑦방리, ⑧호구, ⑨ 부, ⑩군액, ⑪성지, ⑫임수, ⑬창고, ⑭군

기, ⑮ 애, ⑯진보, ⑰ 수, ⑱학교, ⑲단묘, ⑳능묘, ㉑불우, ㉒궁실, ㉓ 정, ㉔

도로, ㉕교량, ㉖도서, ㉗제언, ㉘장시, ㉙역원, ㉚목장, ㉛형승, ㉜고 , ㉝토산, 

㉞진공, ㉟ 름, ㊱환 , ㊲과거, ㊳인물, ㊴제 , ㊵비

44) �헌산지� 범례, 추입범례, 첨입범례; �北關誌�(고4790-18, 규1261); � 양 읍지�

(1845, 장서각 귀 K2-4271); 이재두, 2017, 앞의 논문, 249면 주 32) �동국여지승람� 유

형, 251면 주 33) �여지도서� 유형, 256면 �여지도서� 경상도 유형; 이재두, 2018a, ｢�여

지도서�의 락읍지 보완과 수록순서 보정｣, � 북사학� 54, 105면 주 9) �여지도서�+α 

유형, 112면 주 23) �경상도읍지� 유형; 이재두, 2018b, ｢1793년 �호남읍지�의 편찬과 그 

의미｣, �韓國文化� 84를 보완하여 재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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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고령, 곤양, 군 , 단성, 구, 비안, 양산, 언양, 해, 의흥, 진보, 진주, 창

원, 청송, 청하, 계, 하양, 함안, 함양, 풍의 21개 읍지는 비록 항목이름을 다르

게 표 하거나, 순서를 뒤바꾸고, 항목의 출입이 다소 있지만 모두 �경상도읍지�

유형이다. �여지도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읍지를 만들려는 의지가 담긴 1768년 읍

지양식이다. 곤양과 양산에는 어염, 창원에는 자여찰방 선생안이 보인다. 다만, �하

양 지�(규17463)는 형 인 �경상도읍지� 유형은 아니다. �여지도서� 계통을 벗

어나 �경상도읍지� 유형의 항목을 반 한 읍지이다. 환 , 과제(科第, 과거), 서

(書籍, 책 ), 비문(碑文)은 그러한 흔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항목이름이 정제

(樓亭題詠), 부는 결과 부역, 창고는 창고와 조 , 불우는 사찰, 군액은 군병

으로 나오는 것은 �여지도서�+α 유형의 유습이다. 그밖에도 군명은 명, 학교는 

교원으로 나오며, 제 은 제외하 다. �비안 읍지�(규17454)에서는 공안(貢案), 

천안(賤案)이 보이는데, 숙종 의 읍지 유형인 �북 지�(1693)의 유습이다.

�함창 읍지�(규17449)는 �여지도서� 경상도편의 목차를 바탕으로 항목이름을 

�경상도읍지� 유형으로 변경하면서 신설항목을 반 하 다. 토산․불우․ 방은  

�여지도서�의 물산․사찰․ 애를 신하는 항목이름이며, ․과거․장시․도

서는 �경상도읍지� 유형의 신설항목이다. 

�상주목읍지�(규17447)와 � 천군읍지�(규17451)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목차

를 바탕으로 �경상도읍지� 유형의 항목을 간 간에 추가하 다. �상주목읍지�

는 도서, 장시, 환 , 과제, 책 을 수록하 으며, � 천군읍지�에는 장시는 있으나, 

환 , 과거, 제 , 비 은 없다. 상주박물 에서 탁 리하는 �상산지 병오 책�

은 규장각의 사본 �상주목읍지�와 내용이 동일하다.45)45)지 까지 언 한 24개 읍

지는 1768년( 조 44) 개발한 읍지양식을 용하 거나 당시 내려진 수록규정을 

반 하여 읍지를 편찬한 것이다. 이들 읍지가 1768년 당시부터 �경상도읍지� 유형

이었는지, 1786년(정조 10)에 와서 읍지양식을 변경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성, 김해, 남해, 화, 산청, 삼가, 신녕, 양, 용궁, 진해, 청도, 칠원의 12개 

45) 상주박물 , 2015, �상산지 병오 책�, 민속원, 198-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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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는 비록 항목이름이 다르게 표 되고, 순서가 뒤바 거나, 항목의 출입이 다소 

있지만 모두 �여지도서�+α 유형이다. 이들 읍지는 �여지도서� 35개 항목에 ㊱책

과 ㊲선생안을 수록하면서 ㉒ 정에 제 을 통합하여 ㉒ 정제  항목으로 한 

경우가 일반 이다. 1775년 �여지도서� 보완책으로 등장한 읍지양식이다. 

� 주군읍지�(규17465)는 ㉖인물의 앞뒤로 ㉕+1명환과 ㉖+1제 을 두었으며, 

㊱책 과 ㊲선생안을 추가하 다.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규17441)는 항목의 수

록순서가 혼란스러우나 ⑪+1학교와 ㉕+1명환, ㉒ 정제 을 두었으며, ㊲ 안(官

案)을 추가하 지만 ㊱책 은 없다. �의령 읍지�(규17461)에는 ⑪+1학교, ㉖+1

제 이 수록되어 있으며, ㉕+1명환 신 역  지방 의 명단인 환 을 수록하고 

있다. 모두 �여지도서� 경상도+α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양부읍지�(규17444), �의성 지�(규17453), �합천군읍지�(규17458)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α 유형이다. 이 세 읍지는 항목이름이 일부 다르고, 

다수의 항목이 간 간에 들어오기도 하 으나, 체로 반부는 �신증동국여지

승람�, 후반부는 �여지도서� 수록순서를 따랐다. � 양부읍지�에는 책 이 없으며, 

안(官案), 유 고사(流傳古事)가 추가되었다. �의성 지�에는 정제 , 책 , 지

안(知縣案)이 수록되어 있다. �합천군읍지�는 환 ․책 ․과거․유품(儒品)도 

수록하 고, 정에는 제  해당 내용을 포함하 다. 납포(納 )․장교( 校)․원

역(員役)은 다른 읍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항목이다. 지 까지 언 한 18개 읍

지는 1775년( 조 51) 보완한 읍지양식을 용하 거나, 당시 내려진 수록규정을 

반 한 것이다. 이들 읍지는 1775년의 수록규정을 용한 �여지도서�+α 유형을 

본으로 한 것이다.

�경상도읍지�(1786)는 1786년(정조 10)부터 추진된 읍지 편찬 사업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성책한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도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읍

지가 확인된다.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이 57%이고, 1775년에 보 된 �여

지도서�+α 유형이 43%이다. �경상도읍지�(1786)에 반 된 읍지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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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상도읍지�(1786)에 반 된 읍지의 유형

                     고을

 유형

읍지 유형의

등장 시기
해당 고을 읍지 합계

경상도

읍지

�경상도읍지� 1768년

경산, 고령, 곤양, 군 , 단성, 구, 비안, 양

산, 언양, 해, 의흥, 진보, 진주, 창원, 청

송, 청하, 계, 하양, 함안, 함양, 풍

21

24�여지도서� 경상도

+�경상도읍지�
1768년 함창 1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읍지�
1768년 상주, 천 2

여지도

서

+

α

�여지도서�+α 1775년
고성, 김해, 남해, 화, 산청, 삼가, 신녕, 

양, 용궁,46)46)진해, 청도, 칠원
12

18�여지도서� 경상도+α 1775년 주[榮川], 울산, 의령 3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α
1775년 양, 의성, 합천 3

합계

*진하게 표시한 고을은 국립 앙도서  소장 텐리  인본

(24), 은 규장각 사본(30), 구와 단성은 일본국회도

서 본(2).

**14개 읍지는 복됨.

42

일본국회도서 본 18․19․20책은 ｢ 구부지(大邱府誌)｣(상․ ․하)인데 �

구읍지�(1768)와 목차가 유사하다. 원본을 사하는 과정에서 인물 련 내용들을 

모아 ‘｢ 구부지｣ ’을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의 � 구읍지�와는 수록순서

가 달라졌다. 목차를 �경상도읍지�(1832)의 항목 수록순서를 드러내는 원번호를 

용하여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부지｣ 상 : ①건치연 , ②읍호, (감 ), ③ 직, ④성씨, ⑤산천, ⑥풍속, ⑦방

리, ⑧호구, ⑨부세, ⑨1요역, ⑩군액, ⑪성지, ⑬1조 , ⑬창고, ⑰

수, ⑯교원, ⑲단묘

｢ 구부지｣  : ㊱환 , ㊲과거, ㊳인물, ⑳능침, ⑳1명 분묘

｢ 구부지｣ 하 : ㉔도리강계, ㉑불우, ㉒궁실, ㉓ 정, ㉗제언, ㉘장시, ㉙역원, ㉛형

승, ㉜고 , ㉝토산, ㉞진공, ㉟ 름, ㊴제 , ㊵비 , ㊵1책

46) �용궁읍지�(규17450)는 �용궁 읍지�(고2754-28)와 달리 건치연 , 군명, 형승, 성지, 

직이 방리 앞에 치해 있으나, 베껴 는 과정에서 변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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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읍지�(1768)와 비교해 보면, 요역과 조 이 독립항목이고, 군명은 읍호, 

부는 부세, 학교는 교원, 도로는 도리강계로 변경하 다. 능묘는 능침과 명 분묘

로 분리하 으며, 추가한 항목은 없다. 환 ․과거․인물 등에 해당인물들을 추가

하 고, ‘지도’․ 방․진보․교량․도서․목장은 항목을 생략하 다. ㊱환 의 마

지막 인물은 찰사 김상집(金尙集)이며 1786년(병오) 9월 부임하여 1787년(정미

년) 5월 직되었다고 기록하 다. 이복섭(李復燮)은 1784년 구 으로 부임하

으며, 최 규(崔重圭)는 1786년 경상도 도사가 되었다.47)47)㊲과거에서는 구성옥을 

추가하고, 은몽상을 제외시켰다.48)48)㊳인물에서는 ‘인물’에 극태, 효자에 창정과 

허 흥, 열녀에 신씨와 류씨를 추가하 으며, ‘인물’에 실렸던 정 천과 손석태는 

효자로 옮겼다.49)49)⑳1명 분묘에서는 모당 손처 의 호를 모재(慕齋)로 다르게 표

기하 다. 1786년 병오년 우재악(1734-1814)이 서발, 도술모와 함께 수정한 읍지이

다.50)50) 찰사 김상집이 정미년에 직된 사실까지 기재한 으로 보아 1786년 병

오년 여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87년에 완성한 것이다. 일본국회도서 본 ｢

구부지｣는 이때 편찬한 읍지를 사하 다.

｢ 구부지｣ 편찬 당시 엄격한 기 은 구 속 인 화원 지역 사족들을 불편하

게 하 다. 이들은 화원 8방 련 내용이 소략한 것에 해 반발하 다. 화원 사족

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들의 선조 양과 향력 확 를 모색하며, 자신

들이 속한 지역의 인문․자연 경 을 과시하기 해 속  단 의 읍지인 � 성집

언�(錦城輯 , 1788)을 편찬하 다.51)51)화원은 조선 기 성주목 소속이다가 구도

47) �승정원일기� 책1558(탈 본 84책) 정조 8년 5월 10일 갑자; �승정원일기� 책1608(탈

본 86책) 정조 10년 8월 5일 을사. 

48) 이재두는 과거에서 백인 , 채륜, 이재, 채수, 서도, 서섭, 곽분, 서인원, 석지형, 박기정이 

이 시기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하 다. 이재두, 2016b, 앞의 논문, 347면, 359면 참고; ｢

구부지｣(1787)를 보면 이들 인물 10명은 1832년 �경상도읍지� 고본과 1832년 �경상도

읍지�에 처음 수록된 것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49) 이재두, 2016b, 앞의 논문, 364면.

50) 우재악, 읍지수정기, �국역 인 문집� 상, 열락당, 1999, 238-242면.

51) 이재두, 2016c, ｢조선후기 속  단  읍지 편찬의 배경과 목 - 구 화원  읍지 � 성집

언�(1788)을 심으로-｣, � 구사학� 125, 129-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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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에 편입된 지 100여년이 지난 시 이었다. 

텐리 학의 �진주진 단성 �(국립 앙도서  고2759-23)에 수록된 ｢의흥 ｣과 

1768년 편찬한 �의흥읍지�(규10817)는 모두 1면에 10행 20자씩으로 잘 정서된 정

본이다. ｢의흥 ｣(1786)은 12면으로, �의흥읍지�(1768)가 ‘지도’ 1면을 포함하여 

18면이었던 것에 비하면 내용이 소략하다. 항목이름이나 수록순서도 이 에 비하

여 뒤바  경우가 많다.52)52)�의흥읍지�에 있던 ‘지도’, ㉕교량, ㉖도서, ㊱환 , ㊲과

거는 항목자체를 아  제외시켰으며, ⑳능침과 ㉜고 도 ‘무’라고 표시한 뒤 이  읍

지에 있던 내용을 생략하 다. 다만 조 에는 각양 환곡을 구체 으로 수록하 다. 

｢의흥 ｣은 첫 장 1행의 내제 의흥  에 항목이름 없이 이  읍지의 ㉔도로 

내용을 거의 그 로 수록하 으며, 이어서 ⑦방리를 두었다. ⑦방리 서술방식도 

‘ 리면 거 문 5리’로 이 의 ‘ 리면 즉 읍내 범6방’과 다르다. ㊳인물에서는 이

에 수록된 인물들 앞에 공양왕 에 마도 첩으로 구산군(龜山君)에 해진 박

석보(朴碩輔)와 1390년 문과에 제하여 사인에 이른 홍로(洪魯)를 추가하 다. 

⑳능침은 무라고 되어 있으나, 이 의 �의흥읍지�(1768)에서는 ⑳능묘에 능은 없

다고 하면서 구산군묘와 홍사인묘를 수록하 다. 이 두 인물은 ｢의흥 ｣에서는 ㊳

인물에 수록하 다. ㊴제 도 세 편만을 수록하 으나, 이 의 �의흥읍지�에는 10

편이었다. ㊵비 에서는 이 에 수록한 손기남비를 생략하 다. 

4. 1832년(순조 32) �경상도읍지�의 완성

1) 경상도 역에 동일한 읍지 유형 용

1831년(순조 31) 6월 3일 경상감 은 6월 그믐까지 도내 모든 고을에게 읍지를 

52) ｢의흥 ｣ 목차 : ㉔도로, ⑦방리, ①건치연 , ②군명, ⑤산천, ④성씨, ⑥풍속, ③ 원(

직), ⑧호구, ⑨ 부, ⑩군액, 조 , ⑪성지 무, ⑯진보 무, ⑮ 방, ⑰ 수, ㉗제언, ⑱학교, 

⑲단묘, ⑳능침(능묘) 무, ㉛형승, ㊳인물, ㉝토산, ㉞진공, ㉟ 름, ㉒공해(궁실), ㉓

( 정), ⑬창고, ㉚목장, ㉑사찰(불우), ㉙역원, ㉘장시, ㉜고  무, ㊵비 , ㊴제  *()는 

�의흥읍지�(규10817)의 항목이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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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올리도록 하 다. 이는 규장각에서 락읍지를 보충하여 완질을 소장하

기 한 조처 때문이었다. 감 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종이를 구하여, 능력 있는 서

사(書寫)를 뽑아 잘 베끼도록 하 다. 인찰정간(印札井間)은 장마다 20행, 행마다 

20자식으로 하 다. 당시 경상감 에서 내려 보낸 공문은 다음과 같다.53)53)

도착한 규장각의 문에, 본각에 소장된 각도의 읍지 에서 락된 것을 다시 작성

하여 숫자를 채워 완질을 보 해 두려는 일.

하교하신 교 안의 사의(辭意)를 받들어 살펴서 시행하라 하 다. ‘도착하는 날짜

에 즉시 알려서 각 해당 고을에서 신속히 수정한 뒤 본 에서 모아 책으로 만들어 올

려 보내도록 한다. 책지는 깨끗하고 두터운 장지로 하며, 인찰은 길이와 비를 일정하

게 하여 장단 의 폐단이 없도록 한다. 거행한 황은 마땅히 먼  보고할 것’이라

는 공문이었다.

지  이 읍지를 수정하여 올리라는 특별한 교를 이미 받아 거행하는 것과 계하

여 어람용 책자는 실로 마땅히 더욱 조심하여 삼가고, 모든 고을에 명하여 각자 잘 베

끼도록 한다. 종이의 색과 자의 획이 가지런하지 못하므로 지  감 에서 한 종류의 

종이를 구하여, 지역에서 서사의 능력을 비교하여 가려 뽑아 서사로 하여  한 통을 

잘 베끼도록 할 계획이다. 부본은 각각 그 고을로 신속히 잘 베껴 반드시 이번 달 그

믐 에 모두 올려 보내라. 이미 감 으로부터 수정한 정본은 합하여 책으로 묶도록 

하라. 정본에 들어갈 종이는 부본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당연히 마련하라고 명하 으니 

그 게 알고 다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 인찰정간은 장마다 20행, 행마다 20자식으로 

하여 쓴다. 신묘년 6월 3일. 감 에서.

당시 경상도 찰사는 박기수(朴岐壽, 1792-1847), 도사는 송지양(宋持養)이었

으며, 송지양의 외조부는 서명응이다.54)54)1831년 5월 경상감사 박기수는 흥해군에서 

53) 英陽縣邑誌 卽到付 奎章閣關內 本閣所在 各道邑誌 漏落  更爲充數 完帙藏置事. 

    下敎亦敎是置 傳敎內 辭意奉審施行爲有矣. 開到日時卽爲知委 各該邑星火修正後 自本營取

聚粧䌙上 爲有矣. 冊紙以潔厚壯紙爲之爲旀 印札長廣務從齊一 毋或有長短廣狹之弊爲旀 擧

行形止爲先牒報宜當向事 關是置有亦. 今此邑誌修上 旣因特敎擧行係是 御覽冊子則固當十分

審愼 若令列邑各自善寫 則紙色 字畫必當 參差不齊 故今方自營下貿取一色紙 地擇出比手

書寫 使之一通繕寫計料爲去乎 副本段自各其邑從速繕寫必趂今月晦前一齊輸上 以爲自營門

修正正本合部結冊之地爲旀 正本所入紙地待副本上來 當磨鍊知委 以此知悉擧行宜當向事 此

亦中印札井間段每張二十行每行二十字式書次 辛卯年六月初三日在營. � 양 읍지�(1845, 한

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귀 K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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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업[改量之役]이 끝났는데 답의 원장부에는 2,696결이며, 각종 면세지와 

묵은 답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지[時起實摠]는 2,128결이라는 사실을 보고하

다.55)55)�경상도읍지�(1832) ｢흥해군읍지｣(14-3책) 부에 수록된 밭과 논의 실제 

경작지가 2,128결 66부 2속인 것으로 보아 이 무렵 행해진 양 의 결과이다. 

1768년( 조 44)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수록규정은 1786년(정조 10)을 

거쳐 1831년(순조 31)에 이르러 경상도 모든 고을에 일률 으로 용하 다. 1768

년에 편찬한 � 구읍지�․�의흥읍지�․�기천지�에서는 �경상도읍지�(1832) 규정

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읍지�(1768) 항목과 비교해 보면, �신증동국여지

승람�의 산천이나 고 에 수록되던 ⑫임수(林藪)가 독립항목으로,56)56)⑨ 부의 부

속항목으로 화세가 신설되었다. ⑬창고의 부속항목이던 ⑭군기가 독립항목으로 분

리되었고, ⑮ 방을 ⑮ 애로 바로 잡은 정도이다. 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1485, 1530)를 비롯하여, �경상도지리지�(1425), �세종실록지리지�(1432, 1454),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서는 모두 ㉕진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 다. 따

라서 1768년 수록규정에서는 ⑮ 방이라 표시하던 것을 �여지도서�에서처럼 ⑮

애로 수정한 것이다. 애는 험조(險阻)․요해(要害)에 해당하며, �신증동국여지승

람�에서는 산천에 수록하 다. 1768년 당시 �용만지�에서는 화세도 ⑨ 부의 부속

항목이었다. 임수는 홍수․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고을의 주택과 논밭을 

지켜주는 인공림이었다.57)57) 

그러나 모든 고을에 걸쳐 모든 항목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천편일률 으로 

54)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2005, �증보 경상도 선생안(상)�, 한국국학진흥원, 827-828면.

55) �순조실록� 권32, 순조 31년(1831) 5월 25일 병자.

56)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편에는 산천에 榮川郡 방하수와 덕산수, 안  조산수, 양

도호부 운례수, 선산도호부 동지수가 실려 있고, 고 편에는 경주부 왕가수, 안  왕

수가 실려 있다. 榮川郡의 방하수와 덕산수는 河崙이 군수가 되었을 때, 고을의 수재를 

방하기 하여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만든 것이다; �경상도읍지�(1832)에는 30개 고

을 66개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장동수․이규목․김학범, 1993, ｢경상도 지방에 조성된 

임수의 경향과 특징에 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1-2, 78면.

57) 장동수 외, 1993, 앞의 논문, 7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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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는 않았다. ㊱환 의 경우 명단만 은 경우, 부임연도만 표시한 경우, 부임

연월과 퇴임연월  사유까지 명기한 경우 등 다양하다. ㊵비 의 경우 경주부․

상주목․하동부․개령 은 비 자체가 없다. 비문 수록 원칙이 불분명하여서인지 

도 체 으로 명확한 기 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문은 67개 고을 

읍지  46개 고을 읍지에 어도 141건이 수록되어 있다. 합천군이 19건으로 가

장 많고, 함양군 16, 구부 15, 계군 13, 창녕  11, 선산부 10, 안동부․진주

목․동래부 각 7, 천군 6, 천군 5, 성주목․인동부․ 양부․남해 ․ 풍  

각 4, 칠곡부․거창부․청도군․ 안 ․문경 ․용궁  각 3건 순이다. 14개 고을

은 ‘비  무’로 표시하 고, 경산 은 비 에 책 만 수록하 으며, 풍기군과 군

은 책 만 두었다. 웅천 에서는 감 서명빈 사 비와 감 고도성 선정철비를 

수록하면서, 선 비문과 책 은 없다고 하 다. 풍 은 시호를 받거나 서에 증

직된 4명의 신도비문만을 수록하여 엄격한 기 을 용하 다.

읍이며 사찬읍지 편찬의 통이 있던 경주부와 상주목 읍지는 비 자체를 두

지 않았으며, 안동부의 경우도 비문 수록에 소극 이었다.58)58)이들 고을에 비해 

구부의 경우 1768년에는 표충사, 증좌부승지 문경 감 신길원 묘갈명, 채소감묘명, 

낙재서선생묘갈, 구암서원비, 오졸재박선생유허비, 상덕사유애비, 석가여래비 모두 

8건이었다. 1786년에는 축성비문과 평 남비문 2건이 추가되었으나 찬자만 명시되

고 비문은 이 의 오졸재박선생유허비․상덕사유애비문․석가여래비문과 함께 비

문 자체를 생략하 다. 일본국회도서  �경상도읍지� ｢ 구부지｣의 원본에 원래 

생략되어 있던 것인지 사 과정에서 생략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832년에는 구

계서선생묘갈, (상덕사) 묘정비, 국담박선생묘갈, 암최공유허비, 효자 증좌랑 북

곽 서공묘갈명 모두 5건이 추가되었다. 이때는 15건 모두 비문 체가 수록되었다.

읍지 수록규정에는 ㊵비 에 선 의 비문과 책 을 아울러 게 하 으나, 구

의 경우 경상감  소재 고을로 ㊵1책 이 많았기 때문에 1768년부터 독립항목으로 

분리하 다. �경상도읍지�(1832) 내 양․청도․ 안․ 풍․산청․의흥․언양․

58) 고려 삼공신 묘정비․ 왕묘비․송항제비․포항제비는 비문을 싣고, 태사 권행묘 신도

비․문충공 김성일묘 신도비․숭정처사 김시온 유허비는 비문을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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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의 읍지에서도 ㊵비 으로부터 ㊵1책 을 분리하 다.

함양․거제․장기․ 산․곤양처럼 ㉒궁실은 없다고 표시한 뒤 ㉒1공해를 두기

도 하 다. 고을에 따라서는 성주처럼 ⑨1요역을, 인동처럼 ⑬1조 을 별개의 독립

항목으로 분리하 다. 수록규정에는 없지만, 동래․하동․양산․곤양과 같은 해읍

(海邑)에서는 장시 뒤에 ㉘1어염(魚鹽)을 두었다. 청하는 이후에 나온 읍지와 달

리 어염이 없다. 어염은 1768년부터 수록 상이었다.

�경상도읍지�(1832, 규 666)에는 재 경상도 71개 고을  67개 읍지만 실려 

있다. �경상도읍지�(1832) 8책의 김산․의성․ 덕․고성 읍지는 � 남읍지�(1872)

에서 사한 것이다.59)59)�조선총독부 고도서목록�에 의하면 �경상도읍지�는 모두 

20책으로 71개 고을을 망라하고 있었다.60)60)8책의 사본이 1920년  당시의 것인

지, 이후에 8책 원본을 분실한 뒤 보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831년 당시 

경상감 이 모든 고을 읍지에 일률 으로 수록규정을 강제하고, 읍지를 수합하려

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네 고을에서도 수록규정에 맞게 읍지를 편찬하 을 

것이다. 그러나 김산을 제외하고는 당시 편찬한 읍지의 고본마  해당 고을에 

제 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읍지를 상송할 경우에는 그 이 에 편찬한 

�여지도서� 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61)61)

2) �경상도읍지� 고본의 정본화 과정

1831년부터 추진된 �경상도읍지� 편찬 사업 당시 경상감 에서는 일부항목의 

59) 양보경, 1982, ｢경상도 읍지 편찬의 추이｣, � 국지리지총서 읍지� 1(경상도편 1), 14면.

60) 조선총독부, 1921, �조선총독부 고도서목록�(국립 앙도서  朝92-4), 119면.

61)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 의 �金山郡邑誌�(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  韓10- 

42)도 � 남읍지�(1872) 8책에 실린 읍지와 내용이 동일하다. 고려 학교 해외한국학자

료센터에서는 � 산군읍지�로 잘못 표기하 을 뿐만 아니라 발행 지역도 나주로 보았다. 

2018. 5. 18. 검색; �固城縣邑誌�(규17462)는 �여지도서�+α 유형이며, �義城縣誌�(규

17453)와 �義城郡誌�(규10828, 1899)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

도서�+α 유형이다. �固城郡邑誌�(규10870, 1899)와 �盈德郡邑誌�(규10812, 1899)는 �여

지도서� 유형을 벗어나 있으나, �경상도읍지�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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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록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 지만, 모든 고을에 읍지 수록규정

을 수하도록 강제하 다. 각 고을에서 올려 보낸 읍지 가운데 미흡하거나 지나

친 경우는 수정 사항을 어 되돌려 보냈다. 감 에서는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뒤 사서로 하여  잘 정서하게 하여 경상감  차원의 정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상도읍지�(1832)는 다른 도 지역의 읍지들과 달리 항목구성이 일정하고 잘 정

서된 선본(善本)이 되었다.62)62) 

국립 앙도서 의 �상산읍지�와 �상주목읍지�는 환 의 마지막 지방 인 오치

성(吳致成)이 1831년 출된 것으로 보아,63)63)�경상도읍지� ｢상주목읍지｣(6-2책)의 

지역사회에 보 되어 오던 고본을 사한 것이다. 이 두 읍지에 수록된 ｢상산읍

지 말(商山邑誌顚末)｣에는 읍지를 수정할 때 인물 수록 기 을 놓고 향론이 갈려 

고을에 보존하는 것과 감 에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있었던 다

툼을 잘 기록하고 있다.64)64)결국 둘 다 일치시키기로 결의하면서 바로 잡은 곳이 

62) 양보경은 ‘도지는 각 읍에서 작성, 찰부에서 상송한 읍지를 수집하여 그 로 성책하거

나, 혹은 단지 정서한 경우와, 감 에서 다시 재편집하면서 가감하는 경우로 나 어진다. 

양자 모두 도 단 로 일률  수록규정과 체제를 달하여 읍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자의 경우에는 읍에 따라 기재 내용의 범 나 형식, 정돈 상태 등에

서 차이가 나는 반면, 후자는 일정한 체제하에서 재작성하므로 부분의 읍이 일 된 형

태를 취하게 된다.’고 지 하 는데(양보경, 앞의 논문, 42-43쪽), �경상도읍지�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19세기의 도지들을 분석해 보면, 도 

단 로 일률  수록규정과 체제를 달하여 읍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63) �승정원일기� 순조 31년(1831) 3월 10일 임술 尙州牧使吳致成 ( 략) 竝罷黜 何如. 傳曰, 允.

64) 김자상 역, 2003, �상산지� 상주문화원, 444-448면. �商山邑誌�(국립 앙도서  古2753 

-22), �尙州牧邑誌�(국립 앙도서  한고조62-198); �商山邑誌� 권말에 실린 목을 기

으로 목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輿地, 建置沿革, 本朝因之, 屬縣, 部曲, 彊域, 州名, 

坊里, 古都, 山川, 官職, 姓氏, 風俗, 形勝, 關阨, 烽燧, 鎭管, 戶口, 田賦, 俸廩, 軍兵, 進貢, 

土産, 城池, 林藪, 倉庫, 軍器, 道路, 橋梁, 島嶼, 邑場 , 公廨, 學校, 壇廟(‘附’書院), ‘書 ’, 

亭觀(附古蹟), 驛院(附撥站), ‘佛宇’, ‘宦蹟’(韓沖부터 吳致成까지), 科擧人物, 忠節, 孝子, 

商山邑誌顚末, 節目. �商山邑誌�는 표지에 商山誌 丁巳 7月 12日 抄한 것으로 되어 있으

며, 뒤표지에는 尙州郡 化東面 盤谷이라  있다. 정사년은 1857년, 1917년에 해당한다. 

역원부터 환  사이에 수록되었을 한 장을 분실하여 驛院의 일부와 佛宇  환  韓沖 

앞의 金庾信, 伊登, 李周佐, 金富佾이 빠져 있다. 軍器와 道路 사이에 치한 堤堰도 생략



․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확산과 정착 285

34곳에 이르 다. 이 에서는 옛 읍지의 에 따라 생원도 171명이나 수록하 다

는 것을 밝혔으나 �경상도읍지�에는 문과 제자만 실려 있다. �상산읍지�와 �상

주목읍지�는 감 의 수록규정을 제 로 반 하지 않은 것으로 �경상도읍지�와는 

많이 다르다. 상주에서는 임진년(1832) 6월 감 의 지시에 따라 읍지제작에 들어

가 9월에 읍지를 확정한 이후에도 다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상주목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사찬읍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었다. 상주 사족들은 

�경상도읍지� 수록규정을 처음부터 그 로 수용하지 못하 다. 1775년경에는 다른 

고을에서처럼 �여지도서� 상주편의 ㉕+1명환과 ㉖+1제 을 생략하고 �여지도서�

수록 내용들도 많이 제외시키면서, ㉒ 정을 ㉒ 정제 으로 변경하고 ㊱책 과 

㊲선생안을 추가한 �여지도서�+α 유형의 읍지를 편찬하 다. 1786년경에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목차를 바탕으로 �경상도읍지� 유형의 항목을 간 간에 추가

하는 형태 다. �신증동국여지승람�+�경상도읍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1831년 

읍지 편찬 사업 당시에도 �경상도읍지� 유형으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경상감 의 지도와 간섭을 받으면서 �경상도읍지� 규정에 맞게 ｢상주목읍

지｣ 완성본을 편찬하 다. 완성본에서도 비록 책 은 있으나, 제 의 흥암서원에 

‘어제비각’ 문을 수록하긴 하 지만, 비 은 항목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

� 구진  하양 지�(상백고 915.15-H321)는 �경상도읍지� ｢하양 읍지｣(20-2

책)의 고본이다. 이 읍지는 내제를 ‘ 구진  하양 지’라 하 으나, �경상도읍지

�에서는 다른 고을처럼 ｢하양 읍지｣로 통일시켰다. 명(縣名)이나 과제(科第)는 

군명과 과거로 일치시켰으며, 독립항목이었던 공역(貢役)과 요역(徭役)은 부에 

포함시켰다. 성지․임수․ 애․진보․능묘․궁실․도서․목장은 항목을 은 뒤 

‘무호사(無乎事)’라 쓴 것을 ‘없다[無]’로 고쳤다. 궁실은 공해로 바꿔 객사․향

청․군 청․장 청․인리청․ 사를 나열하 다. 정제 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리시켜 ‘제  무’라 표시하 다. 비 에서는 통제사 김시성(金是聲)의 신도비를 

되어 있다. �尙州牧邑誌�에는 堤堰과 佛宇는 수록되어 있으나, 忠節, 孝子, 節目은 락되

어 있다. 두 읍지 모두 과거(문과, 무과, 생진, 음사)와 인물을 수록한 科擧人物이 각각 

163면  87면, 155면  90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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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만 해두었으나, �경

상도읍지�에서는 비문 

체를 수록하 다. 책

에서도 �경암집�․�정

간유사�․�수색집�․�

재집�이 환성사에 있다

고만 밝혔으나, �경상도

읍지�에서는 구의 문

집이며 몇 권인지를 구

체 으로 드러내었다. 

�안의 읍지� (고

4799-3)는 �경상도읍지�

｢안의 읍지｣(16-5책)의 고본으로 교정의 흔 이 그 로 남아 있다. 첫 장에 수

록된 ‘안의 읍지 목차’를 보면, 지도를 포함하여 경상감 의 수록규정을 잘 지켰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읍지의 말미에 ‘도  17년 임진(1832) 7월 일’과 함께 수정

유사(修正有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도읍지�는 이 읍지를 바탕으로 완

성되었다. �안의 읍지� 성씨에서 이안․감음․안음으로 구분시켜 놓은 것은 제외

시켰으며, 감음의 서문(西門)씨도 빠져 있다. 호구 기록 방식도 �안의 읍지�는 

‘신묘식’이라는 문구를 앞에 었는데 �경상도읍지�에서는 마지막에 치해 있다. 

무엇보다도 �안의 읍지�에는 붉게 네모 친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내

용은 �경상도읍지�에서 모두 빠졌다. 풍속의 구증에는 ‘구’자에 네모 친 뒤 ‘신’자

를 어두었는데 �경상도읍지�에는 신증으로 되어 있다. 정의 제월당 기록 에 

별도의 종이를 붙여 수정해 둔 내용이나, 역원의 임수역 에 어둔 내용은 �경

상도읍지�에 모두 실려 있다. 형승에서는 풍  말미의 빈 공간에 붉은 씨로 

‘고유루 폐(古有樓今廢)’라 써두었는데, �경상도읍지�에 그 로 실려 있다. 과거의 

생진․무과․음사는 모두 제외시켰다. 인물에서도 11명을 제외시켰다. 결국 고을 

단 에서 수록하기를 바라는 인물과 도 단 에서 수록할 만한 인물의 기 이 달랐

<그림 2> �하양 지�와 �경상도읍지� 하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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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시켜 다. 

�경상우도의령 여지승람�(고2759-27)은 �경상도읍지� ｢의령 읍지｣(20-1책)의 

고본이거나 의령  자체 보 용이었다. 수록내용  일부가 다르고, 무과․음

사․사마 등 훨씬 더 많은 인물을 수록하 다. 애․진보․임수․제 ․비 ․목

장은 책 말미에 모아서 없다는 표시를 하 다.

구의 경우도 읍지의 고본과 완성본의 일부내용이 다르다. � 구부읍지�에서

는 인물․효자․효부․열녀로 구분하지 않고 신증한 순서 로 싣고 있다.65)65)그러

나 �경상도읍지� ｢ 구부읍지｣(1책)에서는 인물․효자․효부․열녀로 분류한 뒤 

다시 편집하여 잘 정서하 다. 이때 고본에서 신증한 효자․효부․열녀는 모두 

실었으나, 인물은 신증한 31명  5명만 수록하 다. 감 에서 개별읍지를 검토하

면서 수록 여부를 다시 평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지역 사회에는 ‘�경상도읍지� 완성본’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71년과 

1895년 � 남읍지�의 ｢ 구부읍지｣와 1899년의 � 구부읍지�는 ‘�경상도읍지�

고본’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66)66)결국 고본에 실린 인물을 그 로 옮겨 

었을 뿐 더 이상 추가하지는 않았다.67)67)

5. �경상도읍지� 유형의 성격

1) �여지도서�(1760) 경상도편의 창조  계승

18세기 후반 국 인 규모의 읍지 편찬 사업은 조 인 1757년( 조 33), 

1759년( 조 35), 1768년( 조 44), 1775년( 조 51) 네 차례 있었다. �여지도서�

65) 국립 앙도서  �大丘府邑誌�(한고조62-85)와 �大邱府邑誌�(M고3-2002-7), 표제는 大邱

府誌, 권수제는 大丘府邑誌로 다른 책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66) �嶺南邑誌� 구편(규12173-6), �嶺南邑誌� 구편(규12174), �大邱府邑誌�(상백고 915.15 

-D13; 奎10838)

67) 이재두, 2016b, 앞의 논문, 365-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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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를 편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68년과 1775년 각기 다른 수록규정에 따

라 읍지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조 에는 �경상도읍지�와 �호남읍지�를 통해 

1786년(정조 10) 경상도와 1793년(정조 17) 라도에서 도 단 의 읍지 편찬 사업

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엽 유형원(柳馨遠, 1622-1673)은 � 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근거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문이나 제  등을 삭제하여 당시 실에 당한 사실

인 국지리서를 편찬하 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가지고 있는 시문․ 속․문화의 성격을 비 하면서, 세종  지리지의 장 인 정

치․군사․재정․행정 심의 지리지로서 성격을 덧붙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제 ․ (樓館) 등 속 련 항목은 제외시키고, 토지 련 항목인 한

․수 을 설정하 다. 성곽․공서․우역․ 량 등 군사 련 항목을 늘리거나 

상세하게 하 으며, 인물은 본 이 아니라 거주지 심으로 기록하 다.68)68)

18세기 엽 조선정부에서는 �여지도서�(1760) 편찬을 기획하면서 유형원이 가

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많이 수용하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던 ‘지도’․방

리․호구․도로와 조세 련 항목을 추가하고, 산천에서 제언․목장․ 애를 분리

시켰다. 특히 ‘지도’․방리․제언․창고․조세는 모든 고을에 걸쳐 련 내용을 세

하게 악하 다. 경상도를 제외하고는 국정 운 에 크게 도움 되지 않고 비실

용 인 궁실․학교․총묘․명환․제 을 과감히 제외시켰다. 조선후기 지방 통

치․민생 안정․재정 확보․국방력 강화 등에 한 앙정부의 심이 반 된 결

과 다. 

�여지도서�는 이 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사찬읍지와 다른 매우 독특하고 

이질 인 지리지 다. �여지도서�에서는 읍지의 앞뒤에 부록처럼 배치된 11개 항

목을 매 행마다 를 몇 자씩 띄우도록 하여 본문과 구분하 다. 부록처럼 들어 

있던 방리(호구 포함)․도로  조세 련 항목을 읍지 내부에 히 배치할 필

요가 있었다. 서거정은 한 고을의 흥폐를 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 (沿革)을 

첫머리에 쓴다고 하 다.69)69)�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 명일통지�․� 청일통지

68) 朴仁鎬, 1989, ｢柳馨遠의 東國輿地志에 한 一 察｣, �淸溪史學� 6, 54-55면,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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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淸一統志)�에서는 건치연 이 첫 항목이다. 16, 17세기에 활발히 편찬한 사찬읍

지들도 건치연 부터 수록하 다. �여지도서�를 보완할 새로운 형식의 수록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지도서� 수록규정은 읍지 편찬 사업 당시부터 반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하나의 편집 규정에 따라 실용 인 국지리지를 편찬하고자 한 앙정부의 방침

에 균열이 일어났다. 경상도편에 5개 항목이 더 들어간 것은 경상감 의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앙정부의 명령이었던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경상도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읍지들은 지방 통치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효

율 이었다. 그러나 교화라는 에서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제 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환과 총묘를 수록해야 하지 않을까, 단묘와 구분하

여 학교를, 공해에서 분리하여 궁실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궁실과 정의 기문과 

시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반 한 것이 �여지도서� 경상도편이

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례(古例)를 들어 제 을 비롯한 시문과 인물 련 

항목 수록을 고수한 것이다. 그 결과 경상도편은 궁실․학교․총묘․명환․제 까

지 포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던 모든 내용을 반 하면서 변화된 내

용을 보충하 다.70)70)방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면별, 혹은 동리별 거리와 호구를 

악한데 비해, 면별로 문까지의 거리 정도만 기록하고 호구는 고을 체로 악하

여 방리 분량을 폭 다. �여지도서� 수록규정과 구분되는 �여지도서� 경상도 

수록규정이라 할 만하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내용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다.

1768년( 조 44) 무자년에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은 �여지도서� 경상도편의 

수록항목 취지를 수용한 결과이다. 1768년 개발한 규정은 항목의 수록순서는 다르

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항목들을 모두 다 수록하 으며, 특히 �신

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이름과 수록순서를 존 하 다. 이는 조선 기 이래 찬

지리지는 물론 사찬읍지 등 지리지의 통, 즉 고례를 계승하고 발 시킨 것이다. 

다음은 1768년 편찬한 � 구읍지�와 국지리지의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69) 서거정, �동국여지승람� 서문,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수.

70) 이재두, 2017, 앞의 논문, 255-259면.



290 奎 章 閣 53  ․

<표 8> � 구읍지�(1768)와 국지리지의 항목 비교

유사 항목 추가 항목

신증동국

여지승람

(1530)

여지도서

(1760)

여지도서

경상도편

(1760)

구읍지

(1768)

신증동국

여지승람

(1530)

여지도서

(1760)

여지도서

경상도편

(1760)

구읍지

(1768)

①연 ③연  ③연  ①연 ‘지도’ ‘지도’ ‘지도’

①1 원 ⑦ 직 ⑦ 직 ③ 직 ①방리 ①방리 ⑦방리

②군명 ④군명 ④군명 ②군명 ①1호구 ①1호구 ⑧호구

③성씨 ⑨성씨 ⑨성씨 ④성씨

　

㉗한

㉘수

㉛ 세

㉜ 동

㉝균세

㉗한

㉘수

㉛ 세

㉜ 동

㉝균세

⑨ 부

(요역포함)

⑥산천 ⑧산천 ⑧산천 ⑤산천

④풍속 ⑩풍속 ⑩풍속 ⑥풍속

⑧성곽 ⑥성지 ⑥성지 ⑪성지 ㉟군병 ㉟군병 ⑩군액

⑮창고
⑮창고

㉚조

⑮창고

㉚조

⑬창고

(군기포함)

　 ⑳ 애 ⑳ 애 ⑮ 방

⑬학교 ⑪+1학교 ⑱학교

⑨ 방　 ㉕진보 ㉕진보 ⑯진보 ⑲총묘 ⑫+2총묘 ⑳1총묘

⑩ 수 ㉑ 수 ㉑ 수 ⑰ 수 ⑪궁실 ⑪+2궁실 ㉒궁실

⑰사묘 ⑫단묘 ⑫단묘 ⑲단묘 　 ⑬공해 ⑬공해 ㉒1공해

⑱능묘 ⑪능침 ⑪능침 ⑳능묘 　 　 　 ㉖도서

⑯불우 ㉓사찰 ㉓사찰 ㉑불우 　 ⑭제언 ⑭제언 ㉗제언

⑫ 정 ㉒ 정 ㉒ 정 ㉓ 정 　 　 　
㉘장시

㉘1어염

‘강역’
‘강역’

②도로

‘강역’

②도로
㉔도로 　 ⑲목장 ⑲목장 ㉚목장

⑮교량 ⑰교량 ⑰교량 ㉕교량 　 ㉙진공 ㉙진공 ㉞진공

⑭역원 ⑱역원 ⑱역원 ㉙역원 　 ㉞ 름 ㉞ 름 ㉟ 름

⑤형승 ⑤형승 ⑤형승 ㉛형승 ㉒명환 ㉕+1명환 ㊱환

⑳고 ㉔고  ㉔고  ㉜고 　 　 　 ㊲과거

⑦토산 ⑯물산 ⑯물산 ㉝토산 ㉓제 ㉖+1제  ㊴제

㉒인물 ㉖인물 ㉖인물 ㊳인물
　

　

　

　

　

　

㊵비

㊵1책

당시 개발한 수록규정은 이후 경상도 각 고을 읍지에서 지속 으로 계승하고 

강제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 남규식’으로 인식하기도 하 다.71)71)황해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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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1768년 개발한 읍지수록규정은 국 각 고을에 내

려진 것이다. 이것은 �여지도서�나, �여지도서� 경상도편 수록규정과는 달랐다. 무

자년에 개발한 수록규정에 따라 편찬하 기 때문에 ‘무자년 읍지 유형’, ‘1768년(

조 44) 읍지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1831년(순조 31) 경상도 모든 

고을 읍지에 용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고을에 용한 사례가 없으며, �여

지도서� 유형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에서, �경상도읍지� 유형으로 일컫는 게 

하다. �경상도읍지� 유형은 ‘�여지도서� 경상도편’을 창조 으로 계승한 것으

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항목을 모두 수용하 다. �여지도서� 경

상도편과 비교해 보면 ⑨1화세․요역, ㉘장시(어염 포함), ㊱환 , ㊲과거, ㊵비

(비문+책 )을 신설하 다. 조 집권 말기 상업․지방행정․인물․시문․출 에 

한 심이 높아지던 시 상을 반 한 것이다. 결과 으로 �여지도서�에 비하면 

인물과 시문을 다수 수록한 방 한 분량의 읍지이다. ⑫임수는 1831년(순조 31)에 

추가하 다. 

이 유형은 �여지도서� 경상도편에 비해 항목의 순서가 많이 다르다. ⑦방리에서 

⑧호구를, ⑤산천에서 ㉖도서를 분리하 다. 독립항목이었던 한 ․수 ․ 세․

동․균세는 요역․화 과 함께 ⑨ 부에 통합하여 부속항목으로 하 다. 창고와 

조 은 ⑬창고로, 능침과 총묘는 ⑳능묘(혹은 총묘)로, 궁실과 공해는 ㉒궁실(혹은 

공해)로, ‘강역’과 도로는 ㉔도로로 통합하 다.72)72)⑬창고는 �여지도서�에서는 창고

의 이름만 나열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 창고에 보  인 미곡의 분량과 군기고 

무기류의 구체 인 수량을 명기하 다. ㊱환 은 명환을 확 한 역  지방  명단

이다. ㊲과거는 문과 제자만을 실었고, ㊵비 에는 비문 내용 체와 책  유무

71) 강진읍지인 �金陵邑誌�의 마지막 쪽에 표시된 ‘이 읍지는 계축년(1793)  남읍지의 

규식에 따라 수정한 것임(右邑志 癸丑春 依嶺南規模改備)’이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

된다. 그러나 이 읍지는 1768년부터 시작된 �경상도읍지� 유형이 아닌 1793년 계축년 �호

남읍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달된 수록규정이 용된 ‘�호남읍지� 유형’이다. 김선

경, ｢조선 정부의 강진 악-� 릉읍지�를 심으로｣ �다산과 � 8(연세 학교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2015), p.234 참고.

72) 양보경, 앞의 책, p.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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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하 다.

1831년(순조 31)의 읍지 수록규정을 보면, 첫 장에는 지도를 싣고, 둘째 장 첫 

행에는 행서로 ‘모부읍지’라 표기하게 하 다. ⑨ 부에 원장부  시기결, 세, 

동, 화세, 균세, 요역을, ⑯진보에는 산성을, ⑳능묘에는 능침과 선 의 묘를, ㊵

비 에는 선 의 비문과 책 을 아울러 도록 하 다. ⑳능묘에는 능침이 없으면 

총묘를, ㉒궁실에는 궁실이 없으면 공해를 쓰도록 하 다. ㉔도로에는 경   각 

, 인근 고을까지의 거리를 수치로 표시하고 방향도 함께 기록하도록 하 다.73)73) 

�여지도서� 첫머리에 있던 ‘강역’을 ㉔도로에 흡수․통합하 다. ㉙역원에는 역원

의 명칭과 상호간의 거리를 수치로 쓰도록 하 다. 무엇보다도 ㊳인물은 이 의 

읍지를 고치지 말고 신증은 남잡하지 못하게 하 다. 당시 개발한 수록규정은 경

상도만이 아니라 국에 걸쳐 용하 다.

일부항목을 분리․통합하여 호구․도서․군기․ 부를 신설하고, 신설항목으로 

장시․환 ․과거․비 ․임수를 두었으며, 부속항목으로 화세․요역을 신설하고, 

해읍에는 장시 다음에 어염을 두었다. 개별읍지마다 비록 해당 고을에 없더라도 

항목이름을 고 ‘없다[無]’는 표시를 남겨 읍지 편찬 담당자들에게 하달한 수록규

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 과 비   환 은 읍지의 분량을 폭 증가시켰다. 

2) 읍지 항목을 둘러싼 군신간의 주도권 립

조선후기 읍지 편찬 사업을 둘러싼 주도권의 립과 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읍지 수록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개발한 다양한 읍지 유형은 국왕, 앙 료, 재지사족, 혹은 향리집단  가 주

도한 것일까? �여지도서�를 편찬한 지 5년이 지난 1765년( 조 41) 12월 8일 

조는 서명응이 가져온 �여지도서�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조는 서명응으로부

터 �여지도서� 편찬과정과 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 를 보고받으면서, �여지도서�

가 홍문 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 다.74)74)당시 조는 홍문 에 명

73) � 양 읍지�(1845, 장서각 귀 K2-4271) 規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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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지도를 인쇄하고, 각 도에 있는 읍지를 올려 보내게 하 다.75)75)이미 몇 차

례 지도와 읍지 제작을 독려하 던 조는 �여지도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읍

지 편찬을 도모하 다. 1768년( 조 44) 무자년의 읍지 수록항목은 �여지도서� 경

상도편에서처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례를 그 로 수용하면서, �여지도서�의 

일부항목을 분리․통합․확 하고,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기도 하 다. 그 과정에서 

�여지도서�에서 능침, 사찰, 물산이라 표시하 던 항목이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처럼 각각 능묘, 불우, 토산으로 되돌려 놓았다. 

군사(君師)를 자임한 조는 재  말기로 갈수록 숱하게 많은 서 을 술하

다.76)76)�여지도서�는 조 스스로도 존재여부를 모를 정도로 잊 졌다. 객 인 사

실 나열이나 통계기록 주의 실용 이고 행정편의 인 읍지 기 때문이다. 조

는 읍지에 선 들의 과 행 을 풍부히 수록하여 민을 교화하고자 하 다. 조

와 일부 재지사족의 욕구가 일치한 것이다. 조는 읍지에 국방․조세․행정만이 

아니라, 상업․인물․시문이 보다 충실히 반 되기를 원했다. 통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물  기반만이 아니라, 유교 국가의 이상을 실 하기 해서는 선 들의 

시문과 행 을 수록하여야 한다는 문화 , 이상주의 인 소신에서 다. 이러한 

조의 요구는 사족세가 강하 던 충청도와 경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쉽게 수용되

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여지도서� 경상도편에서 시도

하기도 하 다. 

이러한 조의 이상은 앙 료들과 지방향리들의 항에 직면하 다. �여지도

서�를 편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앙정부에서 새로 개발한 읍지수록

규정을 하달하 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과 향리들은 �여지도서�의 해당 고을편을 

그 로 베껴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앙정부의 료들은 고을별로 읍지의 분량에 

74) �승정원일기� 조 41년(1765) 12월 8일 기유. 

75) � 조실록� 권106, 조 41년(1765) 12월 8일 기유. 

76) 권연웅, 2015, �경연과 임  길들이기�, 지식산업사, 261-264면; 김문식, 2000, ｢君師 正祖

의 敎育政策 硏究｣, �민족문화� 23, 68-70면; 이근호, 2003, ｢ 조  君師論의 정치  의

의｣, �북악사론� 10, 258면; 李姃玟, 2005, ｢英祖 御製書의 편찬과 의의｣, 서울 학교 국

사학과, �한국사론� 51, 383-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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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많고, 고을에 따라서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 하여 정부의 읍지 편찬 의도

를 벗어난 것으로 단하기도 하 다. 1775년( 조 51) 하달된 수록규정은 �여지

도서�로 회귀하면서 일부항목을 보완한 �여지도서�+α 유형이다. �경상도읍지� 유

형의 수록규정을 용도 폐기하면서 분량을 규제하 다. �여지도서� 수록항목을 그

로 두고 말미에 ㊱책 과 ㊲선생안을 신설하 으며, ㉒ 정 뒤에 제 을 두거나, 

항목이름을 ㉒ 정제 으로 변경하기도 하 다. 장시와 과거는 물론 비 의 비문

이나 각종 기문도 생략하 으며, 제 들은 정에 부기하 다. 1775년 홍문 이 읍

지수록규정을 각 고을에 하달하자, 황윤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항목을 기 으로 

수록규정을 바로잡으면서 일부항목의 신설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 다. 1775년은 

조 말년으로 1776년 3월에 정조가 즉 하 다.

조의 읍지 편찬의 이상을 실 하고자 한 것은 손자 정조 다. 선왕의 직  지

도하에 제왕학 수업을 받은 정조 한 이상 인 군주상인 군사가 되고자 하

다.77)77)그는 학문  능력을 바탕으로 정계와 학계를 동시에 주도하는 군사의 실

을 추구하 다. 1785년(정조 9) 4월 사은사 서장  이정운은 �사고 서(四庫全書)�

등의 편찬 상황과 함께 � 청일통지(大淸一統志)�를 다시 교정하도록 하 다는 

사실을 하 다.78)78)정조는 일정한 수록규정에 따라 �해동읍지�를 편찬하고자 했

다. �해동읍지� 편찬 사업은 1786년부터 기차게 진행되었다. 

�해동여지통재� 서문에는 무신년(1788, 정조 12)부터 다고 되어 있으나,79)79)충

청도나80)
80)경상도의 고을 읍지에서 보듯이 2년 정도 앞선다. 1786년(정조 10) 병오

년부터 �해동읍지� 편찬을 한 고을 읍지의 수집이 시작되었다. 라도 흥덕 에

서는 1786년 5월 옥당과 감 에 무인본(1758년 읍지)를 베껴 보냈으며,81)81)1788년 

77) 김문식, 2000, ｢君師 正祖의 敎育政策 硏究｣, �민족문화� 23, 107-109면.

78)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4월 19일 무술.

79) 배우성, 앞의 책, 147면 주 58).

80) �충청도읍지�(국립 앙도서  한고조62-188) 청양 편(42책), 남포 편(44책).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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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又  本倅 似當以致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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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규장각 문이 내려오자 구지를 베껴 올렸다.82)82) 

1787년(정조 11) 8월 정조는 조진택(趙鎭 )이 가지고 온 읍지 작성 범례를 각 

고을에 내려 보내도록 하 다. 그러나 모든 고을에 용되기를 크게 기 하지는 

않았다.83)83) 

당시 내려진 수록규정은 어떠하 을까? 1779년부터  규장각 검서 으로 활

약하던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 성 지�에서 그 단 를 얻을 수 있다. 

1788년(무신년, 48세) 9월 성 감 이덕무는 한 달 내내 아에 머물면서, 성

의 고 을 리 채집하고  충․효․열에 한 사실을 모아서 � 성 지�를 보

충하 다. 이것을 서국(書局)에 보내니, 여러 사람들이 감탄하기를 ‘우리나라 주군

(州郡)이 300여가 되는데 � 성 지�처럼 상세한 것은 없다.’ 하 다.84)84) 

그의 손자 이규경(李圭景)은 조부가 편찬한 � 성 지�의 목록을 나열하 다. 

목록은 건치연 (職官, 吏隷 附), 환 , 강역(산천, 제언 附), 형승, 방리, 성씨, 호

구, 풍속, 부(조  附), 군총, 단묘, 학교, 해우(廨宇), 역원, 시장( 場), 사찰, 인

물, 고 , 구사( 事), 총묘, 토산 순이다.85)85)� 성 읍지�(규17356), �경기지�(규

12178, 1842)와 �경기읍지�(규12177, 1871)에 수록되어 있는 ｢ 성 지｣는 이덕무

가 편찬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읍지이다. �경기읍지� 수록본은 분량이 가

장 많고, 내용도 충실하며, 잘 정서되어 있다. 호구는 경오식(1870)이고 환 은 무

진년(1867) 부임한 김 석(金光錫)까지이다. � 성 읍지�(규17356)는 �경기지�

箋文差使員 上京其時 當更付家書[주:又  余付安君便 書末 不書年月 已以余精力甚衰爲慮 

而余亦自笑自念若是 尙可供仕耶] �이재난고� 1786년 5월 27일 기사. 왕실도서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  2018. 11. 28. 속.

82) 李士則來 聞 奎章閣關文 令各道各邑 更修邑誌上  而本邑只謄 志云. �이재난고� 1788년 

5월 16일 정축. 2018. 11. 28. 속.

83) �일성록� 정조 11년 8월 9일 갑진, “予命鎭宅曰, 邑誌凡例持來乎. 鎭宅曰, 持來矣. 予覽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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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可必也.”(양진석, 앞의 논문, 39쪽 주 13) 재인용).

84) 이 규(李光葵), 先 府君遺事, �靑莊館全書� 부 刊本 雅亭遺稿 권8; 李光葵, 先 積城縣

監府君年譜下 �靑莊館全書� 권71 부록 하.  

85) 李圭景, 地志辨證說, �五洲衍文長 箋散稿� 부록 經史篇 4 經史雜類 2 其他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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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의 사본이다. 이 세 읍지에서는 사 과 인물 련 내용은 충실한 반면, 제

이나 기문, 비문은 실려 있지 않다. 

1789년(정조 13) 6월 26일에는 모든 고을을 하나의 형식에 맞추어 일목요연하

게 정리․간행하기 해 담당자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며 작업을 독려하 다. 

이때 분담시킨 항목은 8도의 경우 35개 항목이었다. 강역․군명[부(附)]․형승․

직 ․풍속․성지․학교․토산․교량․사찰․단묘․능묘․궁실․방리․ 방․진

보․목장(부)․환 ․건치연 ․산천․고  등 21개이다. 비변사는 군액․조 ․

창고․제언, 한성부는 호구․성씨, 호조는 부, 병조는 역참․ 수(부)의 내용을 

출하여 분배하도록 하 으며, 인물․우거․효자․충의․열녀(부)는 나 에 분배

하기로 하 다.86)86)당시 이덕무는 규장각 검서 으로 부사과 정동 (鄭東觀)과 함

께 ‘해동읍지’의 고 과 평안도를 분담하 다.87)87) 

35개 항목에는 � 성 지�에서처럼 제 ․비 은 물론 책 ․과거․환 은 보

이지 않는다. 1768년 개발한 읍지 유형의 수록규정을 따라 제 과 기문, 비문을 수

록하면 내용이 무 많아져 지나치게 많은 분량이 된다. 제 과 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을 단 의 읍지도 아니고, 국 단 의 지리지를 만들자면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상도 지역에서 보듯이 선 들의 시문과 행 을 실어야 한다는 입

장도 있었다. 정조 한 그러한 입장이었다. 읍지 편찬을 담당해야 하는 료들은 

항목을 보다 단순하게 하면서 일부내용만을 추가하고자 하 다. 

1789년(정조 13) 11월 우의정 김종수(金鍾秀, 1728-1799)는 � 명일통지�의 

에 따라 사실에 충실한 �해동읍지�를 편찬하고자 하 다. 그런데 정조가 시문도 

소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 오자 문제를 제기하 다.88)88)결국 시문을 최소화

86) �內閣日曆� 정조 13년 기유 6월 26일(경진)(양진석, 앞의 논문, 49-50쪽 재인용).

87) 양진석, 앞의 논문, 51면.

88) (우의정 김)종수가 아뢰기를, �해동읍지�를 빨리 편찬하라는 단호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

러나 편찬범례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아서 서로 어 나는 것들이 많으니 이제 하나로 통

일하여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의 � 명일통지�는 사실에 상세하나 시문

에 소략하 습니다. 우리 �동국여지승람�은 사실에 소략하고 시문에 상세합니다. 지  이 

읍지는 편찬의 본의로 말하면 마땅히 �일통지�의 를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듣자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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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정하 다. 정조와 김종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

까? 정조는 조말기인 1768년에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수록규정을 이상

으로 생각하 고, 김종수 등은 국정운 에 도움이 되는 사실 주의 보다 실용

인 읍지를 만들고자 하 다. 제 을 확 하거나 이는 문제는 ‘해동읍지’ 편찬 담

당자들의 업무와도 긴 하게 연 되는 사안이었다. 김종수는 정조의 의 을 헤아

려 제 도 일부만을 넣는 것으로 양보하 다. 

제 과 기문, 비 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확한 수록규정을 완성하거나 강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해동읍지’ 편찬 사업 과정에서의 고민을 그 로 드

러낸 것이 바로 �해동여지통재� 서문이다.89)89)정조는 �해동여지통재� 서문에서 �태

평환우기(太平寰宇記)�의 에 따라 지명․연 ․산천․ 애․인물․ 부․형승․

제  등을 실었다고 하여 제 도 수록하 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여지승람�

은 명승고 의 시(詩), 부(賦), 서(序), 기(記)를 매우 많이 싣고 있지만, 산천의 

도로와 거리, 애의 험요 등에 한 기록이 무 소략하고, 유형원의 �여지지�는 

이러한 문제 을 바로잡아 간략하게 하 으나 자상하지 못하다며 비 하 다. 그

러나 10여 년에 걸친 읍지 편찬 사업은 내용이 무 방 하여 아직까지 원고를 완

성하지 못하 다는 도 분명히 하 다.90)90)

지난 번 경연 에서 시문도 무 소략해서는 안 된다는 성교가 있었습니다. 사실과 시

문을 모두 상세하게 하고자 하면 권질이 반드시 번잡해져서 외람되이 많아질 것을 면하

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시문 가운데에서 단지 사실에 계되는 것만을 취하여 싣

고, 나머지는 인구에 회자되는 명인명작 외에는 일체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승

정원일기� 정조 13년(1789) 11월 20일 임인(양보경, 앞의 논문, 110쪽에서 재인용). 

89) 이미 김 배도 1789년 정조가 규장각에 명하여 각도의 읍지를 수집하여 근본 으로 여지

승람을 속성하려 했으나 未成에 그치고 만 을 지 하 다. 김 배, 앞의 논문 221면;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은 정조 에 편찬한 �동국팔도군읍지지�의 존

재를 밝혔다. 東國八道郡邑地誌 正祖朝 命八道郡縣纂. 李圭景, 地志辨證說, �五洲衍文長箋

散稿� 經史篇 4 經史雜類 2 其他典籍; 배우성은 �증보문헌비고� 여지지에 �해동읍지�가 

소개되어 있는 을 들어 화성축성 공사가 완료된 1796년경(정조 20) 60권 정도의 편찬

이 마무리된 것으로 악하면서 고종 까지는 소장되고 있었을 것으로 악하 다. 배우

성, 앞의 책, 157면.

90) 이상은 �홍재 서� 권184 羣書標記 海東輿地通載 60卷(배우성, 앞의 책, 159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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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조부의 유산을 이어 받아 국지리지를 완성하려고 하 다. 조부는 손자

에게 네 종류의 선택지를 남겨주었다. �여지도서�, �여지도서� 경상도편, 1768년의 

�경상도읍지� 유형, 그리고 1775년의 �여지도서�+α 유형이 그것이다. 조선후기 

읍지 편찬의 기 가 되었던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었다. 그런데 �여지도서�

는 방리, 도로부터 나오니 어색하 다. 1768년에는 가장 먼  건치연 을 넣고 마

지막에는 환 (선생안)과 인물 등을 수록하는 방향으로 읍지 수록규정을 변경하

다.91)91) 

선 들의 제 과 기문, 비문을 수록하여 교화의 근본으로 삼을 것인가, 지역의 

다양한 인물들의 존재 양상을 수록하여 고을에 한 물  지배만이 아니라 인  

지배의 확실한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 시문이냐, 정보냐? 1768년 개발한 읍지의 

수록규정은 선 들의 행 과 시문을 요하게 여기면서 다양한 인물의 수록에는 

인색하 다. 그 선정 기 이 엄격하 다. 과거도 문과 합격자만을 기 으로 하

다. 정조는 1768년의 읍지양식을 이상으로 삼았다. 언행에 모범이 되어 따라 배울 

만한 선 들의 시문과 행 을 요하게 여겼다. 일정한 기 에 미달되는 인물까지 

굳이 읍지에 수록할 필요가 없었다. 바로 이상군주의 모습이다. 

실용 인 읍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호남읍지�(1793)로 구체화되었다.92)92)정

조와 립되는 부분이다. 라도 읍지에서 경상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수록규정

에 따라 작성된 읍지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호남읍지�(1793)를 본으로 하

기 때문이다.93)93)�호남읍지�(1793)에서는 제 과 비문을 제외시켰다. 사실에 충실한 

읍지를 만들자고 주장한 김종수 등의 입장이 반 되었다. 1793년 계축년에 개발한 

91) 이후 읍지의 인물편 앞에 선생안이 치하다 보니 이후 부임하는 지방 을 수록하기가 

불편하 을 것이고, 이에 따라 선생안을 읍지의 말미에 수록한 경우도 발생하 다.

92) 41개 고을 읍지의 목차는 체로 다음과 같다. ‘지도’, ①건치연 , ②군명, ③ 직, ④방

리, ⑤도로, ⑥성지, ⑦산천, ⑧성씨, ⑨풍속, ⑩학교, ⑪서원, ⑫단묘, ⑬공해, ⑭ 애, ⑮진

보, ⑯ 수, ⑰제언, ⑱장시, ⑲교량, ⑳역원, ㉑목장, ㉒사찰, ㉓ 정, ㉔형승, ㉕도서, ㉖물

산, ㉗진공, ㉘상납, ㉙호구, ㉚ 총, ㉛ 세, ㉜ 동, ㉝균세, ㉞ 름, ㉟요역, ㊱창고, ㊲조

, ㊳군기, ㊴군액, ㊵노비, ㊶선생안, ㊷인물, ㊸과환, ㊹고 , ㊺책 .

93)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2018b, 앞의 논문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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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읍지� 수록규정은 �여지도서� 항목에 장시, 도서, 상납, 요역, 군기, 노비, 선

생안, 과환, 책  9개 항목을 신설하 다. 상납, 노비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 지배에 필요한 인물 정보를 요하게 여긴 것이다. 고을에 한 물  

지배만이 아니라 인  지배 자료를 확보하기 한 조치 다. 과환에는 문과만이 

아니라, 무과․음사․생진․행의 련 인물을 모두 수록하 다. 앙 료들이 주도

하는 �해동읍지� 편찬의도를 반 하면서, 가 으로 많은 지역사회의 선 들을 

수록하여, 그 후 이자 료 기자인 자신들의 상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재지사

족의 이해 계가 수렴된 것이다.

3) �경상도읍지� 유형 정착과 남사족의 응

조선후기 편찬한 사찬읍지는 지방 통치 자료로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한 측면도 

있지만, 체로 고을의 역사지리서로서 향 질서 재편에 따라 향 사회를 안정시

키고, 재지세력을 양하며, 교화의 수단으로 재지사족의 이해 계가 많이 반 되

었다.94)94)

�여지도서� 편찬 당시에도 일부 고을에서는 자기 고을의 충효열․명 ․사족의 

인물을 기록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게 하고, 고을의 고 사변(古今事變)과 문장행

의(文章行誼)를 모두 실어 국가에서 주 하는 국규모의 읍지보다 상세하게 하고

자 하 다. �여지도서�는 인물 수록기 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재지사족의 공의를 

바탕으로 이 의 읍지에 수록하 던 인물들도 취사선택하 다. 문과․남반․무과 

출신이라도 행의와 학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도 순창군에서 편찬한 �옥

천군지(玉川郡誌)�는 그러한 재지사족들의 불만과 욕구가 담겨진 것이다.95)95)읍지

는 국정운 의 기 자료이자, 참고자료 다. 그러나 재지사족들은 읍지에 자신들의 

조상 명단이나 행 을 기록하여 향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상을 과시하고, 국가

로부터도 재지사족으로서의 지 를 공인받고 싶어 하 다. 지방향리들은 �여지도

94) 楊普景, 1998, ｢조선 기 私撰邑誌에 한 연구｣, �國史館論叢� 81, 71면.

95) 양보경, 1987, 앞의 논문,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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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읍지가 단순히 지방행정에 필수 인 정보 주로 편찬되기를 희망하 다. 

국왕, 앙 료, 재지사족, 향리집단의 이해 계 차이로 인해 읍지 수록항목의 결

정과 읍지 편찬 주도권을 둘러싸고 긴장과 립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호남읍

지�(1793) 과환에 문과만이 아니라, 무과․음사․생진․행의 련 인물을 모두 수

록한 것은 료 기자인 재지사족의 이해 계가 수렴된 결과이다.

�경상도읍지� 유형에서 신설한 과거에는 문과 합격자만을 수록하 고, 인물은 

기 이 엄격하 지만 �여지도서�보다는 더 많은 인물을 수록하 다.96)96)제 이나 

시문만 아니라, 비 에서는 선 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 체와 책 의 소장처도 

수록하 다. 명환을 신하여 역  지방  명단 체를 실었다. 분량이 지나치게 

많고, 실용 이지도 않았지만 재지사족들의 욕구가 반 된 것이다. 읍지 편찬의 

통이 강하 던 경상도 사족들에게는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경상도는 고려 말 이

래 안향,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이언 , 이황, 조식 등 성리학의 수

용과 실천에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곳이다. 경상도 사족들로서는 �경상도읍지� 유

형이 선 을 창하고 고을의 자부심을 드러내며, 앙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존재

를 공인받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앙정부로서도 지역사회의 정보를 지방통치를 

한 재원 인 요소들만이 아니라 시문이나 인물 등 인문  요소까지 풍부하게 확

보한다는 면에서 유용하 다. 

�여지도서�는 인물 수록 기 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재지사족의 공의를 바탕으

로 이 의 읍지에 수록하 던 인물들도 취사선택하 다. 문과․남반․무과 출신이

라도 행의와 학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지도서� 구부편에서는 

1697년(숙종 23) 감 우석규나 1757년( 조 33) 진사 조춘경이 읍지를 수정하면

서 추가한 인물들  19명이나 제외되었다.97)97)효자 손석태는 1637년(인조 15) 읍

96) 1768년 4월, 20  반의 노상추(盧尙樞, 1746-1829)는 선산향교에서 읍지가 편찬될 때 

자신의 선조가 수록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읍지 편찬 담당자들의 농간이라고 

분개하기도 하 다. 노상추, �노상추일기� 1768년( 조 44) 4월 20일(정 , 2017, ｢지식

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찬지리지 제작- ․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심으로｣, �규장각� 51, 

123면 재인용).

 97) 국역 � 구읍지� 213-215면; 이재두, 2016b, 앞의 논문, 345-346면, 3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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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실렸다가 1697년 읍지에서 락된 인물이었다. � 구읍지�에는 �여지도서�에

서 제외하 던 인물을 모두 다 수록하 고, 성지․학교․궁실 등에 실린 기문들도 

지 않으며, 창고의 물품 수량까지 구체 으로 기록하 다. 특히 환 은 선생과 

읍선생에 경상도 찰사, 구부사, , 도사 등의 명단을 실어 체 읍지의 1/3

을 차지하 다. � 구읍지�는 분량이 �여지도서� 구편의 7배에 이를 정도로 방

한 읍지이다. 그리하여 구사족들은 “ 령(大嶺) 이남의 70여 고을에 모두 읍

지가 있으나, 오직 �달성읍지�가 가장 자상하니, 달성은 외(嶺外)에서 기이한 사

이 더욱 많고, 선 이 배출된 지역이다.”며 자부하게 되었다.98)98) 

조선후기 숙종  후반부터 산림의 정치 기능이 약화되고, 18․9세기 조선사회 

경․향(京鄕)의 분기 추세 속에서 ․정조  핵심  산림학자의 후배․문생․제

자․후손들은 서울의 경화사족 (京華士族的) 료학자로 환하 다. 이들 경화

사족들이 학계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문생을 심으로 하는 학연은 차 약

화된 반면 벌열을 심으로 연 인 요인은 강화되었다. 당쟁에서 승리하여 지속

으로 인을 배출한 소수가문 경화벌열(京華閥閱)들이 직을 독 하 다.99)99)숙

종, 조, 정조 시 에 조선은 국왕이 환국 혹은 조제․보합의 방식으로 붕당을 

리하 으며, 당 를 히 리할 능력도 있었다. 정조는 붕당의 실을 부정하거

나 인 으로 타 하지 않았으며, 정국 운용의 방향에 따라 이들을 안배하여 

히 등용하거나 물러나게 하 다. 그러나 세도 정치 시기에는 도리어 붕당의 활

동이 지극히 축되었다.100)100)경․향의 분기 추세 속에서 숙종 후반기 이후 고종이 

즉 하기 까지 앙 정계에서 활약한 남 출신 인물은 거의 없었다. 

사실, 인조반정으로 경상우도에 세력 근거지를 둔 북인정권이 무 진 이후 남

남인은 서인과 함께 국정 운 에 참여하 다. 그러나 숙종시기 서인과의 립 과

 98) 우재악, 1999, 읍지수정기, �국역 인 문집� 상, 열락당, 238-242.

 99) 유 학, 1991, ｢18·9세기 京·鄕學界의 分岐와 京華士族｣, �國史館論叢� 22, 123면; 차장

섭, 1996, ｢朝鮮後期 閥閱과 黨爭｣, �조선사연구� 5, 116-121면.

100) 최성환, 2016, ｢조선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역사비평� 115, 138-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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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이조 서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은 경신환국(1680) 당시 장살되었고, 

이조 서 이 일(李玄逸, 1627-1704)은 갑술환국(1694)으로 정계에서 물러나야 했

다. 1682년(숙종 8) 경상감사 이수언(李秀彦)은 이이․조헌과 윤두수․정철 등 선

정을 헐뜯고, 김상헌, 송시열, 송 길 등에 해 함부로 말을 지어내었다는 의로 

�경산지(京山志)�의 목을 폐기하 다.101)101)�경산지�는 이원정이 1668년경( 종 

9) 편찬을 시작하여 1677년(숙종 3) 목 본으로 간행한 성주읍지이다. 사찬읍지는 

그 내용이 풍부하여, 지역의 정보를 구체 으로 잘 담아내고 있었다. 앙정부나 

감 에서 읍지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을 때마다 일부 고을에서는 사찬읍지를 베껴서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행 는 해당 고을 지방 이나 사족, 향리들에게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행 이기도 하 다. 도 단 의 읍지에 사찬읍지가 들어 있는 

것은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경산지� 에서 보듯이 붕당의 립 

구도 속에서 상  붕당의 유력 인물이 주도한 사찬읍지는 몇몇 문구가 빌미가 되

어 공격의 상이 될 수 있었다. 재지사족들이 주도하는 고을 단 의 사찬읍지 편

찬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경상도 각 고을 사족들은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이언 , 이황, 조식

을 높 다. 자신들의 존재를 이들에게 의존하여 드러낼수록 더욱 과거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통을 지키며 고례를 그 로 따르는 경향이 강하 다. 이러한 경향은 

읍지 편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에 만들어 놓은 지리지의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할 

수가 없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들어 있는 항목과 내용을 그

로 수록하 다. �여지도서� 경상도편 수록규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고례를 그

로 따른다는 구실로 자기 고을의 우월 의식을 과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768년 새로운 읍지 수록규정을 개발하면서 좀 더 철 해졌다. 

1775년 �여지도서� 계통으로의 회귀와 보완이라는 일시 인 후퇴도 있었지만, 

1786년경에는 �경상도읍지� 유형이 경상도내 각 고을로 확산되었다. 조 즉 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일으켰던 무신란(1728)의 기억은 남 사족들로 하여  자신들

101) 박인호, 2016, ｢성주 읍지 �경산지�의 과 그 정치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253-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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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  사회에서나마 지 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축시켜 버렸다. 더 이상 앙

정부의 명령을 거역한다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과

거만이 있을 뿐이었고, 옛 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철 히 하는 것이 자신들을 보호

하는 것임을 체득하 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시도는 생각

조차 할 수 없었다. �경상도읍지� 유형은 �여지도서�에 비하면 고을의 인물과 시

문을 풍부하게 수록한 사찬읍지에 가까웠다. 무엇보다도 앙정부에서 내려 보낸 

읍지양식이었으며, 경상감 에서 권장하거나 강제한 수록규정이었다.

18, 19세기 남 사족 집단이 비빌 언덕은 과거요, 선 들이었다. 방법은 이 의 

찬지리지와 사찬읍지에 수록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에서 앙

정부에서 내려 보냈건, 경상감 에서 강제하 건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

형은 더 이상 앙정계로의 진출이 차단된 남 사족들에게 합한 자기과시의 수

단이었다. 사환의 길이 막히면서 더 이상 비문이나 제 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상황은 조말기에 만들어진 수록규정에 집착하며 고수하게 하 다. 선 들이 

남긴 제 과 기문  선 의 행 은 자신의 고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부심의 원천

이기도 하 다. 

한편으로는 읍지에 수록된 제 과 비문을 비롯한 시문은 앙정부에서 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이기도 하 다. 이에 따라 �경상도읍지� 유형을 극 으

로 수용하기도 하 지만,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읍지 편찬에 소극 인 경우도 있었

다. 비 은 고을마다 그 기 이 일률 으로 용되지 않았으며, 균질 이지도 않

다. 풍에서는 김굉필과 곽월, 곽 , 곽재우 신도비 문을 계속해서 실었다. 풍 

사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긴 했지만, �포산지�에 실렸던 다른 인물들의 비문

이나 유사는 실을 수가 없었다.102)102) 풍 의 읍지에서는 기 이 분명하고 엄하

기 때문이다. 경주와 상주의 읍지에서는 비 을 설정하지 않았고, 안동의 읍지에서

는 비문 수록에 소극 이었다. 시문에 수록된 몇몇 문구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102) �포산지�에는 김굉필, 곽황, 배신, 곽율, 정구, 박성, 곽 , 곽재우 8명의 ‘유사’가 수록되

어 있다. 이재두, 2016a, ｢1635년(인조 13) 풍 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퇴계학

과 유교문화� 58,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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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기 때문이다. 읍지 분량 문제도 있지만, 비문 등 시문을 지나치게 수록하여 

화를 당할 필요가 없었다. 차 재지사족들이 읍지 편찬 담당자 되기를 거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럴수록 노론 세도가들은 남에 한정하여 �경상도읍지� 유형을 

고수하 다. 19세기 엽 이후가 되면, 구처럼 고을에 따라서는 재지사족들이 읍

지 편찬에 참여하지 않고, 향리들이 심이 되어 이 의 읍지를 그 로 베껴 상송

하면서 더 이상 신증하지도 않았다. 

19세기 읍지 형식에 한 통제는 1831년 경상도에서 모든 고을에 걸쳐 확실하

게 일률 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물이 재 �경상도읍지�(1832)로 남아 있다. 당

시 용된 수록규정은 1768년 개발한 것이다. 1768년의 수록규정은 이미 18세기 

말 ‘ 남규식’으로 자리 잡아,103)103)경상도 지역에서는 살아남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잊 졌다. 1831년 경상감 에서 �경상도읍지� 편찬 사업을 주도하면서는 기존의 

1768년 수록규정에서 임수를 신설하고 부속항목이었던 군기를 독립항목으로 분리

하 으며, 방은 애로 바로잡은 정도 다. 19세기에는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지

역에서는 수록규정에 한 세 하고 구체 인 통제는 사라졌다. 앙정부는 읍지

와 함께 읍사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 다.

역설 이게도 통 지리지인 읍지의 편찬과 간행은 일제 강 기 때 성기 다. 

만주족이 지배하던 청 제국 하에서의 한인신사들처럼, 일부 양반의 후 들은 일본

제국이 강 하던 식민지 상황에서 충․효․열의 인물을 선양하고 고을의 인문․자

연 경 을 과시하기 하여 읍지 편찬에 주력하 다.

6. 맺음말

그동안 조선후기 읍지 편찬 사업을 검토하면서, 각 시기별로 하달된 읍지의 수

103) 김선경, 2015, ｢조선정부의 강진 악-� 릉읍지�를 심으로｣, �다산과 � 8, 연세

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34면 참고; 그러나 이 읍지는 1768년의 �경상도읍지� 유형

이 아니라, 1793년의 �호남읍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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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규정에 착목하여 읍지들을 분류하여 유형화한 연구는 드물었다. 조선후기, 특히 

․정조 시기의 읍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여지도서� 경상도편,  

�경상도읍지�, �여지도서�+α, 그리고 1793년(정조 17)년 개발한 �호남읍지� 등 

개 6개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외의 다른 유형도 찾아질 수 있

을 것이다. 각각의 유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체할 국 단 의 새로운 읍지

를 구상하면서 각 고을에 하달한 수록규정이라는 에서 조선정부가 지방을 어떻

게 악하고 통제하려고 하 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다. 

1768년( 조 44) 조선정부는 통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물  기반만이 아니

라, 선 들의 시문과 행 도 읍지에 풍부하게 수록하여 유교국가의 이상을 구 하

고자 하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유래하 으며, �여지도서� 경상도편에

서 이미 시도한 것이다. � 구읍지�․�의흥읍지�․�기천지�는 1768년에 편찬한 읍

지이다. 이때 개발한 수록규정은 순조말년에 경상도내 모든 고을 읍지에 일률 으

로 용하 다. �경상도읍지�(1832)는 다른 도 지역의 읍지들과 달리 항목구성이 

일정하고 잘 정서된 선본이다. 따라서 1768년 개발한 읍지양식을 �경상도읍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은 1768년 읍지 편찬 사업 당시부터 경상도내 모

든 고을 읍지에 일률 으로 용한 것은 아니다. 1768년( 조 44) 목차(수록규정)

의 개발, 1775년( 조 51) 용의 기, 1786년(정조 10) 확산 단계를 거쳐 1832년

에 이르러서야 모든 고을에 일률 으로 용하 다. 

읍지 편찬 통이 강하 던 경상도 지역의 사족들은 �경상도읍지� 유형의 수용

에 극 이었다. 정부가 주도하여 편찬하는 읍지이지만, 선 을 높이고 고을의 자

부심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앙정부로서도 지역사회의 정보를 인 인 요

소까지 풍부하게 확보한다는 면에서 유용하 다. 그러나 이 유형은 인물과 시문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단 이 있었다. 각 고을에서는 

�여지도서�의 해당 고을편을 그 로 베껴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지도서�를 편

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775년( 조 51) 읍지 편찬 사업 당시에는 �여지도서�로 회귀하면서 

일부항목을 보완한 �여지도서�+α 유형을 보 하 다. 제 은 정의 뒤에 수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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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제 을 정제 으로 변경하여 함께 실었으며, 책 과 선생안을 신설하여 말

미에 두었다. 1775년( 조 51) 개발한 수록규정은 �여지도서�의 보완규정이다. 실

용성이 강화되었고 재지사족들이 주도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편의 인 읍지이다. �경

상도읍지� 유형은 군사(君師)이고자 했던 조와 재지사족의 이상을 반 한 읍지 

유형이었다면, �여지도서�+α 유형은 정책을 개발하고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

해야 했던 료와 향리들의 실 인 요구를 반 한 것이다.

1786년(정조 10) 읍지 편찬 사업으로 경상도에는 이 시기에 편찬한 62개 고을 

읍지가 남아 있다. 일본 텐리 학의 경상도 읍지 21책은 �경상도읍지�(1786)의 원

본으로 추정되는 경상도 62개 고을 읍지를 수록하고 있다. 일본국회도서 의 �경

상도읍지� 사본 37책도 62개 고을 읍지를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에도 당시 편찬

한 읍지의 사본 30종을 소장하고 있다. 당시의 읍지는 �경상도읍지� 유형과 �여

지도서�+α 유형으로 별된다. 

1831년 6월부터 추진된 읍지 편찬 사업 당시에는 수록규정을 따르라는 경상감

의 지시가 단호하 다. 기 에 미달하는 고을의 읍지는 여러 차례 수정 지시가 

내려졌고, 최종 으로 경상감 에서는 수정․보완․정서하여 각 고을별로 개 40

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상도읍지�(1832)를 완성하 다. �경상도읍지� 유형은 �여

지도서� 경상도편을 창조 으로 계승한 것이며, 선 의 사 과 시문을 요하게 

여긴 조와 정조의 읍지 편찬의 이상이 반 된 것이다. 성리학의 수용과 실천의 

모범이 된 선 이 많은 경상도의 재지사족들은 이 유형을 극 으로 수용하여, 

이 지역 고유의 읍지양식으로 정착하게 하 다.

논문투고일(2018. 10. 19),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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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th and settlement of the Eupji type developed in 1768

Lee, Jae-doo

The ‘Gyeongsangdo-eupji Types’(�慶尙道邑誌� 類型), which was finalized in 1768 

(Yeongjo 44), was provided as the rule for the compilations in 1775(Yeongjo 51) and 

1786(Jeongjo 10). However, it didn’t take as most counties and prefectures only revised 

certain portions of the previously compiled Yeojidoseo(�輿地圖書�) or added hwanjeok(宦

蹟, Accomplishments of Officials) or chaekpan(冊板, woodblocks). In 1831(Sunjo 31), the 

directions from the Gyeongsang-gamyeong(慶尙監營) became much stricter. Many of the 

eupjis from counties and prefectures that were regarded subpar were ordered for multiple 

revisions, before the Gyeongsang-gamyeong completing the compilation of 40 items from 

each county and prefecture. The Gyeongsangdo-eupji Types confirmed at this time was not 

far different from the Daegu-eupji(�大丘邑誌�) Types, with Gungi(軍器, weapons) which 

came after Changgo(倉庫, storehouse) became a separate item, a new item of Imsu(林藪, 

bush) was added, and Guanbang(關防, border defense) was changed to Guanae(關阨). At 

the end, it can be said the Gyeongsangdoeupji Types was established in 1768, and 

Daegu-eupji, Uiheungeupji and Gicheonji compiled in 1768 are the original form of 

Gyeongsangdo-eupji.

The eupji type developed in 1768(Yeongjo 44) have been creatively succeeded in 

Yeojidoseo Gyeongsangdo, which reflects the ideals of Yeongjo and Jeongjo's compilations 

of eupji, It was settled in Gyeongsangdo, which is a great example of acceptance of the 

Confucianism and its practice.

Key words : eupji Types(邑誌類型), Yeojidoseo(�輿地圖書�), 1768(Yeongjo 44), 

Daegu-eupji(�大丘邑誌�), Gyeongsangdo-eupji(�慶尙道邑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