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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리지의 나라, 조선4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세종실록 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이라는 

가사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리지’라고 하면 『세종실록지리지』만 떠올

립니다만 조선은 지리지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세종실록지리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아

도 가장 훌륭한 지리지로 평가받을 『신증동국여지승람』(25책)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편찬된 지리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전국 지리지를, 지방정부인 도道는 도별 지리지를, 기초자치단체

인 고을은 고을 지리지邑誌를 끊임없이 생산하여 보관하면서 통치에 활용하였

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官이 주도하여 편찬撰한 지리지를 관찬官撰 지리지

라고 부릅니다.

1500년대 후반부터 지방관과 양반 유지들이 주체가 된 고을 단행본의 지리

지 편찬이 유행하였고, 1800년대에는 네 종의 방대한 전국 지리지를 편찬한 

김정호추정: 1804~1866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私이 주도하

여 편찬撰한 지리지를 사찬私撰 지리지라고 부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다양한 지리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통시대 전 세계에서 지리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조선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	 	이	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상설기획전	“지리지의	나라,	조선”의	

					전시	도록이며,	1월	28일	개최하는	제21회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의	강연록을	수록하였다.

-	 	이	도록에	수록된	자료는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이다.

-	 수록	자료에	대해서는	(저자)	/	판본	/	발행연도	/	크기(가로×세로	cm)	/	책수	/	청구기호	순서로	표기하였다.

일러두기 

들어가며



지리지地理志란 ‘일정한 지역의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

이란 의미로 줄여서 지지地誌라고도 합니다. 종류로는 이중환의 

『택리지』처럼 일정한 주제에 따라 서술한 주제별 지리지, 『세종실

록』지리지처럼 지역 단위로 서술한 지역별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의 「여지고」처럼 주제별과 지역별 형식을 결합한 혼합형 지리지도 

있습니다. 이 중 조선에서 가장 발달한 지리지가 지역별 지리지인

데, 독자적인 기초행정단위인 고을의 지리지邑誌, 소속 고을의 지리

지를 합한 도별 지리지, 전국 모든 고을의 지리지를 도별로 편집

한 전국 지리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 전통시대 국가의 형태는 첫째, 중앙정부가 모든 기초

행정단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한 중앙집권국가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의 독자적인 통치를 인정하면서 조세·군사·외교 

등의 측면에서만 강력한 통제를 하는 지방분권국가 셋째, 지방이

라고 인정할 만한 영역을 갖고 있지 않은 도시국가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중앙정부가 전국 약 330개의 모든 고

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린 철저한 중앙집권국가였습니

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문명사에서 중앙집권국가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몇 개의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후기에 해당되는 이웃

나라 일본의 에도시대江戶時代는 지방분권국가 형태였고, 그 이전의 

일본 역사에서도 중앙집권국가를 이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중세유럽은 지방분

권국가와 도시국가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은 지방 호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지방관

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은 지방분권국가의 형태를 만들었고, 983

년에 처음으로 12개의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한 후 지속적으로 그 숫자를 늘려갔지만 멸망할 때까지

도 중앙집권국가와 지방분권국가의 혼합형에 머물렀습니다.

전통시대 체계적인 항목과 서술 원칙을 정해 편찬된 지역별 지리지는 지방분권국가나 도시국가에서

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 조선과 같은 철저한 중앙집권국가에서만 발달했습니다. 조선의 중앙정부

는 호구와 토지를 비롯하여 전국 모든 고을의 직접 통치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점검해 나가야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전국 

모든 고을을 동일한 항목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국 지리지를 편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서 지방정부인 감영은 도별 지리지를, 기초행정단위인 고을은 고을 지리지邑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전국 지리지의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을 

대표하면서도 전국 모든 고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통일된 항목과 서술 원칙의 결정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리지 편찬 전문가들을 모아 기존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리지 그리고 당시의 

새로운 상황을 꼼꼼하게 비교·검토하여 항목과 서술 원칙을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전국 지리지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항목과 서울 원칙을 지방정부인 도道의 감영監營을 통해 각 고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감영에서는 각 고을에서 작성하여 올려 보낸 지리지들을 수합한 후 감영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비교하면서 1차로 편집하고, 이어서 중앙정부는 8도의 감영에서 올라온 

도별 지리지를 수합한 후 중앙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비교하면서 2차로 편집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부족한 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영과 고을에 수정하여 올려 보낼 것을 다시 명하는데, 

이러한   편집과 수정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전국 지리지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두 

번째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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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관찬 
전국 지리지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재위: 1400~1418은 강력한 중

앙집권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합니다. 첫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

아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州縣의 통제를 받던 속현

屬縣을 아예 주현主縣의 영역에 합하여 독자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둘째, 작은 고을 2-3개를 하

나로 합해 하나의 큰 고을을 만들며 셋째, 목牧

보다 아래 등급의 고을 이름에 주州가 들어가 있

는 경우 천川·산山·양陽 등으로 바꾸게 하고 넷

째, 가장 낮은 지위의 지방관인 종7품의 감무監

務를 종6품의 현감縣監으로 격상시켜 지방관의 지

위를 높여줍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의 정책은 

고을 향리와 양반들의 강력한 반발로 대부분 실

패하여 원 상태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3개의 정

책은 거의 대부분 성공을 거둡니다.

아버지 태종의 강력한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

를 이어받은 세종재위: 1418~1450은 1424년세종 6에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

리지의 편찬을 명하였고, 그 성과가 1432

년세종 14에 ‘새로 편찬한 팔도의 지리지’란 뜻

의 『신찬팔도지리지新撰 八 道地 理 志 』로 완성됩

니다. 그리고 1455년세조 1과 1469년예종 1에  

또 다른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라는 명이 내리

고 1478년성종 9에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란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1481년성종 12에는 『팔도지리지』와 

‘우리나라의 훌륭한 시문詩文을 뽑아 모아놓은’ 『동문선東文選』을 합해 ‘우리나라의 지리를 모두 

볼 수 있는 책’이란 뜻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0권이 편찬되었고, 세 번의 교정과 증보를 

거쳐 1530년중종 25에 『신증동국여지승람』 55권 25책으로 완성됩니다. 

‘새로 증보한 우리나라의 전국 지리지’란 뜻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이듬해인 1531년에 글자

는 금속활자로, 지도는 목판으로 제작 간행하여 배포합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흐르고 임

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상당수가 사라지자 1611년광해군 3에 글자와 지도 모

두 목판으로 제작 간행하여 배포합니다. 국가기관과 감영 및 고을에 배포된 『신증동국여지승

람』은 민간으로도 흘러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요 지식인에게 

지리 정보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1110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志

유인본	/	간행년	미상(최초	원본:	1425년)	/	25.5	x	18.5	cm	/	1책	/	古2750-7	

1424년세종 6에 새로운 전국 지리지를 편찬하라는 세종 임금의 명에 따라 1425년세종 7 경상도 감영에서 편찬한 

경상도의 지리지로 1432년세종 14에 완성되는 『신찬팔도지리지』 편찬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중앙정부의 춘추관에 보내고 한 부는 경상도의 감영에서 보관하였는데, 원본은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예조에서 내려 보낸 항목과 서술 원칙이 담겨 있고, 경상도의 총설에 이어 각 고을을 

경주도慶州道·안동도安東道·상주도尙州道·진주도晋州道 네 그룹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전시된 자료는 일제강점기 때 

필사하여 등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인본油印本이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1312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필사본		/	필사년	미상(최초	원본:	1454)	/	36.5×23.0	cm	/	8책	/	古2151-10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종실록』의 원래 이름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인데, 1432년에 완성된 

『신찬팔도지리지』의 내용에 새로 개척된 평안도의 사군四郡 등의 내용을 첨가한 지리지가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지리지’란 뜻의 「세종실록지리지」라 

부르는데, 조선시대에는 임금을 비롯하여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자료였다. 실록에 지리지가 수록된 경우는 

『세종장헌대왕실록』이 유일한데, 지리지의 편찬이 세종 임금의 중요한 치적 중의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전시된 자료는 실록의 열람이 가능해진 일제강점기 때 ‘세종실록지리지’란 이름으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1514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誌

필사본	/	필사년	미상(최초	원본:	1469)	/	27.0×19.0	cm	/	1책	/	古2750-12

1469년예종 1에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라는 예종 임금의 명에 따라 같은 해 경상도 감영에서 편찬한 경상도의 

지리지로 1478년성종 9에 완성되는 『팔도지리지』 편찬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1425년세종 7의 『경상도지리지』를 

이어서 편찬했다는 의미로 ‘경상도속찬지리지’란 이름을 붙였다.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중앙정부에 

보내고 한 부는 경상도의 감영이 있던 경주부에서 보관하였는데, 원본은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 항목과 서술 원칙이 담겨 있고, 경상도의 총설에 이어 각 고을을 

경주도慶州道·안동도安東道·상주도尙州道·진주도晋州道 네 그룹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전시된 자료는 일제강점기 때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1716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	등	편	/	금속활자본(癸丑字)	/	1531	/	35.6×21.3	cm	/	2책(결본)	/	古貴2700-9·일산貴2107-7

1531년중종 26에 글자는 금속활자로, 지도는 목판으로 만들어 찍어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55권 25책 

중에서 47권과 53권 2책이다. 1531년에 간행된 55권 25책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완질본이 없을 정도로 

희귀본이기 때문에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동국東國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라는, 여지輿地는 ‘땅의 정보를 수레에 담듯이 정리했다’는, 승람勝覽은 ‘모두 볼 수 있게 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게 정리한 전국 지리지’라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새로 증보한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의미이며, 줄여서 ‘여지승람輿地勝覽’ 또는 

‘승람勝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1918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목판본	/	1611	/	34.1×21.3	cm	/	25책	/	한貴古朝60-3

153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임진왜란 등의 여파로 많이 사라지자 1611년광해군 3에 글자와 지도 모두 

목판으로 찍어낸 『신증동국여지승람』 55권 25책의 완질본이다. 글자에 남아 있는 나뭇결의 흔적을 통해 

금속활자본이 아니라 목판본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완질본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희귀본은 아니다. 금속활자본이 인쇄하던 활자의 틀을 해체하면 다시 찍을 수 없는 반면에 목판본은 보관하면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민간으로도 흘러나가 유명 지식인 사이에 국가 지리정보의 표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완질본 또한 금속활자본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제공하였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2120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필사본	/	[1800년대(원본:	1531)]	/	34.1×21.3	cm	/	25책	/	古2700-24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국토 지리정보의 표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국가 기관에서 간행하여 민간으로 흘러나오는 목판본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총 

55권 25책이라는 엄청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필사하여 사용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전시된 자료는 

55권 25책의 완질 필사본이다. 문자로 기록된 부분은 목판본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그대로 베꼈지만 지도 

부분은 1800년대 전반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제작한 후 삽입시켰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한 지식인의 

수요는 일정한 시기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과 본격적으로 접촉하던 180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2322

조선후기의 관찬 
전국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완성된 1530년으로부터 150

여 년이 지난 숙종재위: 1674~1720 때부터 새로운 전국 

지리지의 편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집니다. 1679

년 등 몇 번에 걸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증보 간

행이 시도되었고 1699년에는 새로운 전국 지리지

의 편찬령이 내려졌지만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

다. 이와 같은 흐름은 영조재위: 1724~1776 때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1757년영조 33 홍양한1719~1763의 건의에 

따라 새로운 전국 지리지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

행되어 1765년경에 『여지도서輿地圖書』란 이름으로 편

찬됩니다. 다만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

어 있는 『여지도서』 55책은 활자나 목판으로 간행

되지 않은 필사본이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에 대한 

영향력은 높지 않았습니다. 

1770년영조 46에는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정리한 100권 40책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가 편찬되는데, 그 안에 신경준1712~1781이 주도하여 

저술한 지리지인 17권 7책의 「여지고輿地考」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여지고」는 고을 단위의 지역별 지

리지가 아니라 주제별 지리지였는데, 금속활자로 

간행 배포되었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지

식인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행하였습니다. 

정조재위: 1776~1800, 순조재위: 1800-1834, 헌종재위: 1834-1849을 거치면서 『동국문헌비고』의 증보 개정과 새로

운 전국 지리지의 편찬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다만 감영이나 중앙정

부에 올려 보내기 위해 고을에서 편찬한 고을의 개별지리지는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서 고종재위: 1863~1907때인 1871년고종 8, 1895년고종 32, 1899년광무 3에 걸쳐 전국 지리지의 편찬이 시도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결실을 얻지만 통일된 항목과 서술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체제로 편제되지 못하고 도별·고을별 격차도 심해 질적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2524

	여지도서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	편	/	영인본	/	1979(원본:	1760년대)	/	30	cm	/	2책(원본:	55책)	/	GP981.1-8-3

여지輿地는 ‘땅의 정보를 수레에 담듯이 정리했다’는 뜻으로 요즘에는 보통 지리地理라고 하고, 도서圖書는 지도와 

지리서라는 의미다. 따라서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에 대한 지도와 지리서를 함께 수록한 

전국 지리지’를 가리킨다. 295개의 고을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감영·병영·수영·통영 및 1개의 진지鎭誌-군사기지 등 총 

313개의 지리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경기도·전라도·경상도의 일부 고을이 빠져 있다. 전시된 자료는 1979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여지도서』 전체와 일부 빠진 고을을 비슷한 시기의 다른 지리지에서 

보충하여 두 권으로 영인한 것이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2726

	평산부읍지	平山府邑誌

필사본	/	[1776~1851]	/	35.2×21.4	cm	/	1책	/	한古朝62-16

전시된 황해도 평산부의 읍지는 (지도)·방리·도로·건치연혁·군명郡名·관직·산천·성씨·풍속·단묘壇廟·공해公廨·

창고·물산·교량·역원·봉대·누정·사찰·고적·진보·인물·한전旱田·수전水田·진공進貢·조적糶糴·전세田稅·대동大同·

균세均稅·봉름俸廩·군병軍兵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지도서』에 수록된 고을의 읍지와 거의 동일하다.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해 첫째, 고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둘째, 한전밭·수전논·전세논밭에 대한 

세금·대동특산물 대신 바치는 세금·균세군 복무 대신 바치는 세금·봉름월급·조적봄에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에 갚는 환곡의 이자 등의 조세, 방리고을 아래의 면과 

마을 같은 행정 관련 항목 등이 대폭 늘어났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2928

	영평현[지]	永平縣[誌]

필사본	/	[1773년	이후]	/	28.0×20.8	cm	/	1책	/	古2724-2

전시된 경기도의 『영평현[지]』는 건치연혁·성씨·산천·풍속·방리坊里·전부田賦·균세均稅·요역徭役·군액軍額·성지城池

·공해·창고·관방·진보·봉수·학교·단묘壇廟·능묘·불우佛宇·궁실·누정·도로·교량·제언·도서·장시·어염·역원

·발소發所·목장·형승形勝·고적·토산·진공進貢·봉름俸廩·환적宦蹟·선생안先生案·제영題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항목의 

구성이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해 조세·경제·행정 관련 항목이 대폭 늘어난 

『여지도서』의 기본적인 흐름을 잘 따르고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3130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신경준	등	/	금속활자본	/	1770	/	30.9×19.0	cm	/	40책	/	한古朝31-20	

동국東國은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문헌文獻은 요즘도 문헌이라고 하며, 비고備考는 ‘참고할 만한 것을 적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0권 40책의 『동국문헌비고』는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 할 만한 문헌과 정보를 

정리해 놓은 백과사전’인데, 그 안에는 신경준이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여지고輿地考」가 

4책6~8권부터 10책19~22권까지 수록되어 있다. 지역별 지리지가 아니라 주제별 지리지이지만 조선 이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역, 고을의 연혁, 산천, 길道里, 성곽, 해안방어海防, 바닷길海路, 조선 이전 국가 및 

조선의 궁궐과 누각宮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3332

조선후기의 사찬 
전국 지리지

전통시대 개인이 혼자서 전국의 고을 정보를 직접 

조사하여 전국 지리지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전국 지리지를 편찬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학자가 유형원

1622~1673입니다. 그는 1656년1657에 『신증동국여지승

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과 조선의 여

러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한 후 일부를 첨가

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9권 10책의 『동국

여지지東國輿地志』를 편찬하였습니다. 이후 1660년대 

후반까지 추가적으로 보충했는데, 그가 꼭 필요하

다고 여겨서 새로 첨가한 한전旱田-밭과 수전水田-논의 

항목은 끝내 빈 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신경준1712~1781은 고을 단위의 전국 지리지는 아니지

만 주제별로 전국을 포괄한 여러 지리지를 편찬했

습니다. 『강계지疆界志』는 조선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

라의 여러 국가와 고을의 영역과 위치를, 『도로고道

路考』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고을에 뻗

은 길 정보를, 『산수고山水考』는 우리나라의 산과 산

줄기 그리고 하천 정보를, 『사연고四沿考』는 압록강·

두만강과 동해·서해·남해의 길과 방어 정보를, 

『가람고』는 우리나라의 사찰을 체계적으로 서술했

습니다. 『강계지』·『도로고』·『산수고』·『사연고』의 내

용은 그가 1770년영조 46에 영조 임금의 명으로 편찬

한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을별 전국 지리지를 가장 많이 편찬한 사람은 조선 최고의 지도 제작자로 알려진  

김정호추정: 1804~1866입니다. 그는 20대인 1820년대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책의 『여지편고』1책 결본을 

편찬하였고, 1840년대까지 여백에 지속적으로 교정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1840년대에는 영남대

학교 박물관 소장 20책의 『동여도지東輿圖志』를 편찬한 후 1861년까지 교정·추가하였고, 1850년대

에는 최성환1813~1891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0책의 『여도비지輿圖備志』 5책 결본를 편찬합니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1861년부터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5책의 『대동지지大東地志』를 편찬하다 미완으

로 남기고 위대한 지리학자로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을별 전국 지리지를 체계적으로 편찬한 마지막 사람은 오횡묵1834~?입니다. 

그는 1887년고종 24에 세계지리와 우리나라 지리를 합한 지리지를 편찬한 후 1894년고종 31에 요약본인 

목판본 1책의 『여재촬요輿載撮要』를, 1895년고종 32경에 필사본 10책 또는 5책의 『여재촬요』를 연속으

로 완성합니다. 세계지리 부분에서 조선과 청나라는 기존부터 내려오던 자료를, 일본과 기타의 나

라들은 1886년고종 23 영국에서 간행한 『정치연감政治年鑑』을 번역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전국 지리지 부분은 1890년대에 국가에서 편찬한 각종 지리지, 당시에 유행하던 「정리표程里表」, 정

상기의 전도와 도별지도, 김정호의 서울지도와 신경준의 고을 지도 등을 참조하여 편찬했습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3534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	영인본	/	1983(원본:	1656)	/	27cm	/	1책(원본:	10책)	/	981.1-한638ㅈ-3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는 ‘우리나라東國의 지리輿地에 대해 기술해 놓은 지리지志’란 뜻으로 유형원1622~1673이 1656년효종 7에 

편찬한 후 1660년대까지 추가적으로 교정·보충한 전국 지리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과 조선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여 보충하였다. 원본은 9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1983년 한국학문헌연구소가 국가에서 편찬한 전국 지리지를 ‘전국지리지’란 이름의 세 권으로 묶어 편찬할 때 세 

번째 책으로 영인되었다. 내용은 1권에 경도京都·한성부·개성부를, 2권에 경기, 3권에 충청도, 4권에 경상도, 5권에 

전라도, 6권에 황해도, 7권에 강원도, 8권에 함경도, 9권에 평안도를 실었는데, 경상도 35개 고을이 빠져 있다. 

원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3736

	동여편고	東輿便考

김정호	/	필사본	/	[1820~1840년대]	/	26.6×19.0	cm	/	1책	/	한古朝60-75

김정호추정: 1804~1866가 1820년대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840년대까지 수정·보완한 고을별 전국 지리지로, 원래는 

2책이었지만 1책이 결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인물·제영題詠-시와 문장 등의 항목을 생략하여 큰 글씨로 

쓴 후 『동국문헌비고』와 각종 읍지 그리고 『중정남한지』1846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한 후 여백에 작은 

글씨로 수정·첨가하였다. ‘여지편고輿地便考’는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輿地를 편리할 때 틈틈이 익히고 살펴본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완성본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 내용을 정리한 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큰 글씨의 본문과 여백에 쓰인 깨알 같은 작은 글씨를 통해 김정호가 얼마나 꼼꼼하게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판단해 나갔는지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3938

	여도비지	輿圖備志

최성환·김정호	/	필사본	/	[1853~1856]	/	34.1×21.3	cm	/	15책(5책	결본)	/	古貴0233-3·古貴2770-1

‘여도비지輿圖備志’는 ‘지리 정보輿와 지도圖를 함께 갖추어 놓은 지리지’란 뜻으로 1850년대 최성환과 김정호가 함께 

편찬한 고을별 전국 지리지인데, 지도는 도별지도만 수록되어 있다. 김정호는 1840년대에 ‘우리나라東의 지리 

정보輿와 지도圖를 함께 엮은 지리지’란 뜻의 『동여도지東輿圖志』20책을 편찬했으나 지도는 빠져 있다. 이후 도道와 

고을의 지도를 함께 수록한 영국국립도서관 소장 『동여도지』의 편찬을 시도했지만 3책경기도·강원도·황해도까지만 

완성하고 포기하였다. 이어서 편찬된 『여도비지』는 최성환이 지리지 부분을, 김정호가 지도 부분을 담당하였지만 

지리지 부분 또한 김정호가 편찬한 『동여도지』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4140

	대동지지	大東地志

필사자	미상[원본:	김정호]	/	필사년	미상[원본:	1861~1866]	/	27.5×14.9	cm	/	15책	/	古貴0235-2

‘대동지지大東地志’는 ‘동쪽에 있는 큰 나라大東인 우리나라의 지리지地志’란 뜻으로, 김정호가 목판본의 대축척 

지도첩인 『대동여지도』와 함께 짝하여 볼 수 있는 지리지로 편찬하였다. 총 32권 15책 중 고을별 전국 지리지는 

1권~24권까지, 정리고程里考 등 주제별 지리지는 25~32권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을별 지지와 주제별 지리지를 

따로 편찬하는 조선시대의 일반적 경향과 달리 『대동지지』는 두 개를 하나로 합해 놓은 독특한 지리지이다. 

목판본의 22첩 『대동여지도』를 간행한 1861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였지만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25권의 

「산수고山水考」와 26권의 「변방고邊防考」 등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미완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작품이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4342

	여재촬요	輿載撮要

오횡묵	/	필사본	/	[1895년경]	/	10책	/	37.2×24.8	cm	/	한古朝60-20

‘여재촬요輿載撮要’는 ‘지리 정보의 요점을 뽑아서 수록한 지리지’란 뜻으로, 오횡묵이 1877년고종 24에 완성하여 

1895년경에 서문과 함께 세상에 내어놓은 필사본 10책이다. 1책에는 각종 세계지도와 천문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지가 수록되어 있고, 2책에는 우리나라의 길 정보를 정리한 「동국팔역도리표東國八域途里標」, 유명한 

시문을 남긴 사람들의 성씨록, 조선전도와 서울 지도 및 서울의 지리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3책부터 

10책까지는 전국 8도의 고을 지리지를 수록하였는데, 도별 정리표程里表와 지도, 고을 지도도 함께 들어 있다. 

조선전도와 도별 지도는 정상기1678~1752의 지도 계통을, 서울 지도는 김정호추정: 1804~1866의 지도 계통을, 고을 지도는 

신경준1712~1781의 지도 계통을 따랐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4544

	여재촬요	輿載撮要

오횡묵	/	목판본	/	1894	/	1책	/	25.2×16.9	cm	/	古2700-5

오횡묵이 1877년고종 24에 완성한 필사본의 『여재촬요』 10책 또는 5책을 1894년고종 31에 1책의 목판본으로 

요약하여 간행한 것으로 앞쪽에는 세계지리가, 뒤쪽에는 우리나라 지리가 수록되어 있다. 세계지리 부분은 

지구전도地球全圖와 범례凡例로 시작한 후 각국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간략한 설명各國政敎略說 아시아亞細亞洲, 5개국–

유럽歐羅巴洲, 19개국–아프리카亞非利加洲, 7개국–북아메리카주北亞米利加洲, 9개국–남아메리카南亞米利加洲, 10개국–대양주大洋洲, 1개국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부분은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의 순서로 되어 있고, 

도별로 고을만 그려진 도道의 지도, 도내 고을 사이의 거리 정보를 정리한 도리표途里表 그리고 고을별로 간략한 

지리지가 수록되어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4746

조선후기의  
도별 지리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조선에서 8개의 도道는 주로 

중앙정부와 고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역

할을 했을 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요즘의 

광역자치단체처럼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경상도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 같은 도별 단위의 지리지는 중

앙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리지 편찬 사업의 일환으

로 만들어졌을 뿐 도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은 아닙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많지는 않지만 

소속 고을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별적인 

도별 지리지가 만들어집니다.

도별 지리지로 가장 오래된 것은 여진족과의 최전

선 역할을 했던 함경도의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던 

병마평사 이식李植, 1584~1647이 1633년에 편찬한 『북

관지北關誌』1책입니다. 이단하李端夏, 1625~1689가 증보 완

성하였고, 1693년에 신여철申汝哲, 1634~1701에 의해 목

판으로 간행된 후 1784년에 다시 수정·간행되었습

니다. 북관北關은 함경도가 군사적으로 ‘북쪽의 관

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1800년

대에 들어서면 강원도의 『관동지關東誌』1830년경, 15책,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1832, 20책, 『충청도읍지』1834~1849, 51

책, 『경기지(京畿誌)』1842년경, 4책, 함경도의 『관북지關北

誌』1859, 7책 등이 차례대로 편찬되었습니다. 고종 때 

편찬된 도별 지리지가 상당히 많이 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국 지리지 편찬의 일환으로 편찬되어  

중앙정부에 올려 보내져 보관되다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4948

	관동지	關東誌

필사본	/	[1830년경]	/	31.7×20.2	cm	/	15책	/	古2780-1

1830년경 강원도 26개 고을의 읍지와 감영·장릉사적·총록을 모아 편찬한 지리지로 관동關東은 강원도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1책에 감영·원주, 2~4책에는 장릉사적, 5책에는 영월·평창·정선, 6책에는 횡송·홍천·춘천·낭천, 

7책에는 양구·인제·평강·철원·이천·안협, 8책에는 회양·금성·김화, 9책에는 삼척·평해·울진, 10~11책에는 

강릉, 12책에는 고성, 13책에는 양양·간성·통천·흡곡, 14~15책에는 총록總錄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항목의 구성과 

서술된 분량 사이에 통일성이 없어 각 고을에 보관되어 있던 읍지를 모아 합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영은 

강원도 관찰사 소재지로서의 상황에 관련된 것, 장릉사적은 영월에 유폐되었다가 사망한 단종과 그의 무덤인 

장릉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5150

	충청도읍지	忠淸道邑誌

필사본	/	[1834~1849]	/	35.0×23.9	cm	/	51책	/	한古朝62-188

충청도 56개 고을 중 50개 고을의 읍지와 평신진지 1개를 합해 엮은 충청도의 지리지로서, 고을마다 1책으로 

엮여 있다. 항목의 구성, 분량 등에서 통일성이 없어 각 군현에 소장되어 있던 읍지를 수합하거나 발췌하여 편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읍지들의 편찬 시기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의 중반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책의 

지질이나 먹의 상태, 글씨체 등이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정연한 느낌을 주어 감영에서 재편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책의 첫 부분에 채색 또는 흑백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고, 충청도의 도별 지리지로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5352

	관북지	關北誌

윤정선	/	필사본/	1859	/	30.2×18.7	cm	/	7책	/	古2790-1

1823년순조 23에 윤치수尹致秀, 1797~1866가 편찬하기 시작하여 아들인 윤정선尹定善, 1826~1865이 완성한 함경도의 지리지이다. 

25개 고을과 행영 1곳 그리고 고산역·거산역·수산역 등 찰방역 3곳을 실었는데, 관북關北은 함경도를 가리키는 

이름 중의 하나이다. 각 읍지에 수록된 항목의 종류와 형식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본문의 주기에는 여러 자료를 비교한 편찬자의 견해를 달아놓았다. 편찬자가 여러 지리지를 

수합하여 묶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항목의 구성과 내용의 비교를 꼼꼼하게 수행한 수준 높은 도별 지리지이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5554

고을 단행본의
읍지

조선전기 고을 단위의 전국 지리지 편찬, 특히 『신

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과 간행 배포는 고을 단행

본의 읍지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관

과 고을의 양반 유지들이 힘을 합해 최초로 편찬

한 고을 단행본의 읍지는 1507년중종 2 경상도 의성

현의 현령이었던 이자李耔, 1480∼1533가 편찬한 『문소지

聞韶志』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후 1581년선조 14에 경상도 창령현의 『창산지昌山志』

와 황해도 연안군의 『연안읍지延安邑誌』, 1587년선조 20

에 경상도 함안군의 『함주지咸州志』, 1590년선조 23에 

평안도 평양부의 『평양지平壤志』가 편찬됩니다. 

1600년대에 들어서면 경상도에서 12개, 전라도에

서 6개, 충청도에서 4개, 강원도에서 5개, 경기도

에서 3개, 황해도에서 1개, 평안도에서 3개, 함경

도에서 3개 고을의 읍지가 독자적으로 출현합니

다. 1700년대에는 고을 단행본의 읍지가 전국적으

로 더욱 확산되며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는 1910년

까지도 지속적으로 편찬됩니다. 고을 단행본 읍지

의 기본적인 체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따

르면서 조세·인물·시문 관련 등에서 새로운 항목

이 증가되어 40개 내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중 인물·시문 등 중앙의 직접 통치보다는 양반 등

의 고을 지배층과 관련된 항목이 상당히 증가하며, 

조세 관련 항목은 『여지도서』 등 조선후기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 지리지 편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도 합니다. 

읍지의 이름은 당시 사용되던 공식적인 고을의 이름이 아니라 영가永嘉, 안동·상산商山, 상주·일선一善, 선

산·승평昇平, 순천·용성龍城, 남원·공산公山, 공주·임영臨瀛, 강릉·척주陟州, 삼척·송도松都, 개성·함산咸山, 함흥 등 옛날

의 고을 이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을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성씨의 본관

을 칭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5756

	경조부지	京兆府誌

등사본	/	등사년	미상[원본:	1850년경]	/	26..6×19.0	cm	/	1책	/	古2710-1

책의 이름에 붙은 경조京兆는 수도를 가리키는 일반명사 중의 하나로, 여기서 경조부는 한성부를 가리킨다. 

『경조부지』는 1850년경에 한성부 판관으로 있던 이승경1815~?이 그 이전의 『한성부지』를 기초로 새롭게 편찬한 

지리지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부산대학교도서관에 각각 한 책씩 소장되어 있는데, 전시된 『경조부지』는 

일제강점기 때 필사하여 등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책의 내용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과 동일하며, 발문跋文에 

‘옛 한상부의 지지가 편찬된 지 10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은 그것마저도 불에 타서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직 관료가 한성부의 각 관청과 담당업무 및 역대 관직의 변천과정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5958

	송경지	松京誌

서희순	등	편	/	목활자본	/	1830	/	31.7×20.2	cm	/	5책	/	한古朝62-13

1830년 개성유수 서희순徐憙淳, 1793~1857이 편찬하여 목활자로 간행한 개성의 지리지이다. 송경松京은 개성을 

가리키는 이름 중의 하나인데, 중경中京이나 송도松都란 이름을 읍지의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10권 5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책에는 2권씩 수록되어 있다. 1권 가장 앞쪽에는 1830년 이전 개성의 읍지를 편찬·간행할 

때의 서문이 차례대로 적혀 있는데, 1648년인조 26의 김육金堉-1700년숙종 26의 이돈李墩-1705년의 엄진嚴緝-1757년영조 

33의 오수채吳遂采-1783년정조 7의 서유방徐有防-1785년정조 9의 윤숙尹塾-1802년순조 2의 김문순金文淳, 1824년순조 24의 

김이재金履載의 순서다. 고려의 수도 이래 유서 깊은 고을이었던 개성의 읍지는 지속적으로 증보 간행되었으며, 

다양한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고증한 곳이 많아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6160

	중정남한지	重訂南漢志

홍경모	편	/	필사본	/	1859	/	23.6×18.4	cm	/	6책	/	한古朝62-3

1846년헌종 12에 홍경모洪敬謨, 1774~1851가 편찬한 경기도 광주의 읍지다. 남한南漢은 삼국시대 사용되던 광주 고을의 

이름이었으며, 1626년인조 4에 하남시에 있던 광주의 중심도시를 옮긴 남한산성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남한산성은 지금의 남한산성이 아니라 하남시의 이성산성을 가리킨다. 1779년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 

편찬하다가 미완으로 남긴 『남한지南漢志』를 기초로 보완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남한지’의 이름 앞에 ‘보완하여 

고쳤다’는 뜻의 ‘중정重訂’을 붙인 것이다. 읍지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자세하고 단순히 광주유수부의 것을 넘어 국가 전체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다. 또한 고적이나 연혁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여 백제사를 비롯한 고대사의 연구에도 좋은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6362

	동경잡기	東京雜記

성원묵	편	/	목판본	/	1845	/	27.6×20.2	cm	/	3책	/	한古朝62-4

1845년에 성원묵成原黙, 1785-1865이 편찬하여 간행한 경상도 경주부의 읍지로 동경東京은 경주의 옛 이름 중 하나이다. 

1669년현종 10에 경주부윤 민주면閔周冕, 1629-1670이 작자 미상의 『동경지東京誌』를 기초로 편집·보완하여 『동경잡기』라고 

이름을 바꿔 간행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경주부윤 남지훈南至熏이, 1845년헌종 11에는 경주부윤 성원묵이 다시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내용의 대부분은 처음으로 편찬된 1669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주의 고적과 숲을 비롯하여 

각종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읍지 이외에는 잘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도 많아 경주 

지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사의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6564

	영가지	永嘉誌

권기	편	/	목판본	/	1899	/	31.7×21.4	cm	/	4책	/	古2753-3

1602년선조 35에 권기權紀, 1546~1624가 엮은 경상도 안동의 읍지를 1899년고종 36에 그의 후손인 권상학權相鶴 등이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영가永嘉는 안동의 옛 이름 중 하나이다. 권기는 유성룡柳成龍, 1542~1607의 부탁을 받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함안의 읍지인 『함주지』, 기타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군수인 정구鄭逑, 1543~1620의 협조로 

『영가지』를 완성하였다. 양반 유지와 지방관이 함께 편찬한 고을 단행본의 읍지 중 시대가 앞서는 것 중의 하나로 

이후 다른 고을의 읍지 및 중앙정부의 전국 지리지 편찬에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초 안동을 비롯하여 지방에 

뿌리박고 있던 양반 세력들의 정치적·문화적 경향과 지방 고을의 사회적·경제적 흐름을 구체적이면서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6766

	신증승평지	新增昇平志

홍중징	편	/	목판본	/	1729	/	33.5×21.5	cm	/	2책	/	승계古2745-3

1618년광해군 10에 도호부사였던 이수광李晬光, 1563~1628이 편찬한 『승평지』를 1729년영조 5에 홍중징洪重徵, 1682~1761이 

증보하여 간행한 전라도 순천도호부의 읍지다. 승평昇平은 순천의 옛 이름 중 하나이고, 증보하여 간행하였기 

때문에 읍지의 이름에 ‘신증新增’이란 문자를 붙였다. 읍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르면서도 

군정軍丁·전결田結·조세租稅·진상進上 등의 조세와 인물·제영 항목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지방관과 양반 유지들이 

주체가 되어 편찬한 고을 단행본의 읍지 중 이른 시기의 것 중의 하나로 1700년대의 전국 지리지 편찬에 영향을 

미쳤다. 1618년부터 1729년까지 순천도호부의 통계 변화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6968

	용성지	龍城誌

한상기	등	편	/	목활자본	/	[1752년경]	/	34.0×23.8	cm	/	2책	/	일산古2744-6

1752년경 한상기韓尙箕 등이 1702년에 간행한 『용성지』를 보완하여 목활자로 다시 간행한 전라도 남원의 읍지다. 

용성龍城은 고대 남원의 중심지가 있던 교룡산성蛟龍山城과 관련된 고을의 옛 이름이다. 1699년숙종 25 중앙정부가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할 목적으로 남원에 새로운 읍지를 편찬하여 올리라는 명이 내려오자 이도李燾와 

최여천崔與天이 공동으로 최초의 『용성지』를 만들어 1702년에 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증보하여 간행할 경우 새로 

증보했다는 뜻의 ‘신증’을 책의 이름에 넣지만 ‘용성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읍지의 내용 안에 ‘옛 

용성지’에 있던 것에는 ‘구지舊誌’라는 문구를 써 넣었고, 이어서 증보된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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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지	公山誌

임정회	등	편	/	목활자본	/	1861	/	32.5×21.4	cm	/	2책	/	일산古2737-2

1859년철종 10에 임정회林挺會 등이 편찬하고 1861년철종 12에 목활자로 간행한 충청도 공주의 읍지다. 공산公山은 

공주의 옛 이름 중 하나로 백제의 수도였을 때 궁궐이 있다가 이후 고려 중기까지 고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공산성公山城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공주목은 충청도의 관찰사 소재지일 정도로 큰 고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나 전라도의 주요 고을에 비해 단행본의 고을 읍지를 상당히 늦게 편찬하였다. 하지만 항목이 세분되어 

있고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여 1800년대 고을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읍지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  



지리지의 나라, 조선   7372

	속평양지	續平壤誌

윤유	편	/	목판본	/	1730	/	33.9×22.5	cm	/	2책	/	한古朝62-19

『평양지』는 1590년선조 23에 평안도관찰사 겸 평양부윤이었던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9권 2책으로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그리고 1727년영조 3에 윤두수의 후손으로 평양관찰사 겸 평양부윤으로 부임한 윤유가 윤두수의 

『평양지』를 기초로 증보하여 『속평양지』를 편찬한 후 1730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읍지의 항목은 『평양지』의 

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 “옛 『평양지』에 상세하다詳舊志”는 세주만 달았다. 

따라서 『속평양지』는 『평양지』와 함께 보지 않으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평양지』가 편찬된 

1590년으로부터 『속평양지』가 간행되는 1730년까지의 변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고려시대의 유적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 평양에 대한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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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목록		

No 서				명 편저자명 판		종 발	행	년 책수 청구기호

1 경상도지리지 未詳 등사본 未詳[원본:1425년] 1책 古2750-7	

2 세종실록지리지 未詳 필사본 未詳[원본:	1454] 8책 古2151-10	

3 경상도속찬지리지 未詳 등사본 未詳[원본:	1469] 1책 古2750-12	

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7 李荇	等 금속활자본 1531 1책 일산貴2107-9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3 李荇	等 금속활자본 1531 1책 일산貴2107-7

6 신증동국여지승람 李荇	等 목판본 1611 25책 한貴古朝60-3

7 신증동국여지승람 李荇	等 필사본 [1800년대] 25책 古2700-24

8 여지도서 국사편찬위원회	편 영인본
1979

	[원본:	1760년대]
2책

[원본:	55책]
GP981.1-8-3

9 평산부읍지 未詳 필사본 [1776~1851] 1책 한古朝62-16

10 영평현[지] 未詳 필사본 [1773년	이후] 1책 古2724-2

11 동국문헌비고 申景濬	等 금속활자본 1770 40책 한古朝31-20

12 동국여지지[전국지리지	3]
아세아문화사	편
[원저자	:	柳馨遠]

영인본
1983

[원본:	1656]
1책

[원본:	10책]
981.1-한638ㅈ-3

13 동여편고 金正浩 필사본 [1820~1840년대]
1책

(1책	결본)
한古朝60-75

14 여도비지 崔晟煥,	金正浩 필사본 [1853~1856] 13책 古貴0233-3

15 여도비지 崔晟煥,	金正浩 필사본 [1853~1856] 2책 古貴2770-1

16 대동지지 金正浩 필사본
未詳

[원본:	1861~1866]
15책 古貴0235-2

17 여재촬요 吳宖 필사본 [1895년경] 10책 한古朝60-20

18 여재촬요 吳宖 필사본 1894 1책 古2700-5

19 관동지 未詳 필사본 [1830년경] 15책 古2780-1

20 충청도읍지 未詳 필사본 [1834~1849] 51책 한古朝62-188

21 관북지 尹定善 필사본 1859 7책 古2790-1

22 경조부지 李承敬 등사본
未詳

[원본:	1850년경]
1책 古2710-1

		

No 서				명 편저자명 판		종 발	행	년 책수 청구기호

23 송경지 徐憙淳 목활자본 1830 5책 한古朝62-13

24 중정남한지 洪敬謨 필사본 1859 6책 한古朝62-3

25 동경잡기 成原默 목판본 1845 3책 한古朝62-4

26 영가지 權紀 목판본 1899 4책 古2753-3

27 신증승평지 洪重徵 목판본 1729 2책 승계古2745-3

28 용성지 韓尙箕	等 목활자본 [1752년경] 2책 일산古2744-6

29 공산지 林挺會	等 목활자본 1861 2책 일산古2737-2

30 속평양지 尹游 목판본 1730 2책 한古朝62-19

*	자료에	대한	상세서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메인화면	>	소통·참여	>	도서관소식	>	전시행사

	http://www.nl.go.kr/nl/commu/libnews/exhibition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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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머리말

국가의 물리적 토대는 국민과 영토이다. 국가는 국민을 행정이라는 시스템으로 통치한다. 또한 영토는 

행정구획을 획정해 다스린다. 국가가 영토를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 행정구역 안의 모든 지리정보들을 

담은 자료집이 지리지였다. 그러므로 지리지는 지도와 함께 고대부터 국가 통치의 필수 자료였다. 그러나 

지리지는 단순한 행정통치 자료만은 아니었다. 다양한 지리지가 편찬되면서 지역의 인문지리서, 역사서로

서 권위를 지니게 되고, 인물지의 역할을 했으며, 지역에 관한 백과사전이 되었다. 지리지는 과거 역사시대

의 지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보고가 된다. 한국에 근대지리학이 도입되기 이전의 

전통지리학이 지리지, 지도 및 풍수지리로 대별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지리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700여종, 국립중앙도서관에 500여종, 한국학중앙연

구원 장서각에 150여종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도서관과 박물관에 많은 수가 소장되어 있다. 또 해외에도 

많은 지리지가 소장되어 있다. 한 예로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그리고 세계적인 동양학 전문 도

서관인 동양문고(東洋文庫, The Oriental Library)는 읍지를 포함한 한국의 지리지를 200여종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 전통지리학의 가장 큰 산맥을 이루었던 지리지를 대상으로, 지리지의 개념과 유

형,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편찬과 그 의미, 읍지의 편찬과 종류, 시기별 변천, 주제별 지리서의 대두, 고산

자 김정호의 전국지리지 편찬 등을 검토하고, 조선시대에 풍부하게 제작되었던 지리지를 통해 한국의 전

통지리학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고, 한국이 지리지의 나라였음을 확인해 본다.

고문헌강좌 강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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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지리지 편찬과 지리학의 지평 확대

1) 지리지의 개념과 유형

지리지(地理志)는 지지(地志) 또는 지지(地誌)라 부른다. 지리지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지리지를 포함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지리지는 지리서(地理書) 즉 지리에 관한 서적 전체를 의미한다. 지

리지는 여행 안내기나 산천기(山川記), 잡기(雜記)부터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지리서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뜻으로 쓰였다. 좁은 의미의 지리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록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시간적・공간적・자연적・인문적인 제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기록으로서 근대 지리학 이전의 지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지칭한다. 

지리학은 땅, 지역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즉 지역의 자연환경은 물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만들어 놓은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삶의 모습을 알려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

였으며, 오늘날 지리학에서는 이를 지지 또는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지리지와 현대지리학에서의 지역지리학은 지역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지닌 학문 체계라는 본질적인 측면은 공통적이다. 단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상・학문의 변모와 더불어 

방법론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리지는 과거의 지역지리학이라 할 수 있다.

지리지의 편찬은 과거 동양 사회의 정신적인 특징의 하나로 꼽힌다. 지리지는 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

던 성리학이라는 철학적 관점과 동양 사회에서 성립된 중세적인 지역 연구 방법이 상호 결합하여 산출한 

지리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리지는 조선시대의 사람들, 나아가 동양권의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

는 지역의 성격과 특징을 추출, 표현하고자 했던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리지의 성행은 조선 사회는 물론 

넓게는 동양 사회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특징짓는 한 단면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중세 지리학은 광범위한 지리지 편찬으로 대표된다. 

Fairbank는 중국 인구 연구사에서 역작으로 손꼽히는 허핑티(何炳棣)의 저서 『중국의 인구, 1368~1953 

; Studies on the Population of China, 1368~1953』 서문을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하였다.

최근 중국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 중 하나는 방대한 양의 地方志이다. 미국에는 이러한 지방지가 

3,000여 종이 넘게 있으며, 초기 희귀본도 300여 종 이상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러한 지방지는 중국 전역의 주요 행정구역에 대한 자세하고 폭넓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즉 지

리, 경제, 폭넓은 고증이 담긴 역사서술, 개인전기, 풍습과 종교, 혹은 또 다른 제도 등을 그 속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국의 지원을 받아 편찬되는 백과전서류나 政典類와 함께 이러한 지방지

는 현대 사회사가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

조선에서 지리지와 지리학의 관계는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동방의 문물의 크고 성대함을 살펴 보면, 전적이 극히 넓어, 시서예악의 모든 흐름과 가지

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단지 지리학이 빠졌으니, 이는 여지(輿誌)의 책이 없기 때

문이다. 고려조에 이르러서는 문헌이 차츰 갖추어지고 유명한 선비가 이어 나오며 공사간의 편집

에 공을 쓰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여지를 하나로 합침이 없었다. 삼국사와 고려사에 

문자가 보이기는 하지만 고찰한 것과 준거한 것이 적확하지 않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2

라 하여 지리학을 지리지인 여지(輿誌)의 편찬에서 찾고 있다.3

우리나라의 지리지는 수록 대상과 내용에 따라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 輿誌), 읍지(邑誌), 외국지(外國

志), 산천지(山川志), 기행(紀行) 및 일기류(日記類), 기타 잡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1).

<표 1> 중국 방지(方志)의 분류

분류 대상지역 方 志의 例

一 統 志 全  國  『大明一統志』 『大淸一統志』 『元和郡縣志』

通    志 省  區  『浙江通志』 『廣東通志』 『盛京通志』

府州廳縣志 府ㆍ州ㆍ廳ㆍ縣  『廣州府志』 『嘉應州志』 『佛岡廳志』 『新安縣志』

鄕 鎭 志 鄕  鎭  『忠義鄕志』 『羅店鎭志』 『八排風土志』

衛    志 村  『杏花村志』 『香花墩志』

里    志 衛  『威海衛志』

鹽 場 志 鹽  場  『呂四場志』

鹽 池 志 鹽  池  『花馬池誌蹟』

關 隘 志 關  隘  『山海關志』 『居庸關志』 『四鎭三關志』

風景區志 風景區  『西湖遊覽志』 『峨眉山志』 『北載河海濱風景區志略』

자료 : 陳正祥, 1982, 中國文化地理, 木鐸出版社, 台北, p.24.

1　John K. Fairbank, 1958, 서문, 허핑티 지음ㆍ정철웅 옮김, 1994, 『중국의 인구』, 책세상, p.7

2　『杞人閒商量』(藏 2-41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3　 현재의 지리학은 매우 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과학임을 특징으로 한다. 조선시대에도 지리학의 범위는 매우 넓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지
리학’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하위 분야였던 ‘풍수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조실록』에는 풍수학을 지리학으로 개칭한 기록이 있다. 이후 과거의 
음양과의 분야나 관상감에서 풍수를 담당하는 분야를 지리학으로 불렀다. 『世祖實錄』 권38, 世祖 12년 正月 戊午 “風水學 改稱地理學 置敎授訓導各
一”『經國大典』 권3 禮典 諸科 陰陽科 “地理學 講書(靑烏ㆍ錦囊 背講. 胡舜申ㆍ名山論ㆍ地理門庭ㆍ撼龍ㆍ洞林照膽”『大典會通』 권1 吏典 京官職 觀象監 
“地理學敎授(從6품, 原 一員 補 革)” “天文學ㆍ地理學訓導各一員(正9품) 命課學訓導一員(正9품, 原 二員 續 減 一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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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지리지의 유형

분류 지리지의 종류 대상 지역 대표서적

광

의

의

지

리

지

협
의
의
지
리
지

輿 誌 全國  『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읍

지

  

道誌 道  『慶尙道邑誌』 『湖南邑誌』 『關東誌』

郡縣誌 府ㆍ牧ㆍ郡ㆍ縣  『義州牧邑誌』 『龍仁縣邑誌』 『大麓志』

村ㆍ洞ㆍ面誌 村ㆍ洞ㆍ面ㆍ里  『薰陶坊鑄字洞志』 『金溪洞志』

鎭營誌
鎭ㆍ營ㆍ驛 
牧ㆍ場ㆍ城

 『畿甸營誌』 『群山鎭鎭誌』
 『笠巖山城鎭誌』

邊防誌 변경지방  『北關誌』 『北行隨錄』 『北塞記略』

外國志 外國  『海東諸國記』 『琉球風俗記』 『寰瀛誌』 『海槎錄』

山川志 山ㆍ川ㆍ명승지  『東國名山記』 『妙香山誌』 『金剛山記』

紀行 및 日記類  『流頭遊錄』 『耽羅錄』 『關東日錄』

雜誌  『道路表』 『魯城闕里誌』

2) 조선 전기 전국지리지의 편찬

사람의 정주생활과 함께 지도 등 지리적 자료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전쟁을 여

러 차례 경험하면서 많은 문화유산을 상실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우리나라의 지리학에 관

한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중국의 기록과 고려시대에 편찬된 역사서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리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왕이 중국의 당태종에게 ‘봉역도(封域圖)’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나(『三國史

記』, 卷20, 「高句麗本紀」, 榮留王 11년), 그 내용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백제지리지

(百濟地理志)’를 언급하고 있어(『三國遺事』, 卷2, 南扶餘), 삼국유사를 편찬할 무렵에도 『백제지리지』가 있

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권22)에 의하면, 백제 무왕 때에 승 근륵(覲勒)이 일본에 역

(曆), 천문(天文), 지리(地理)에 관한 서적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제에 지리학이 발달했음

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지(新羅志)’라는 표현이 있어, 이 책의 편찬 당

시 신라의 지리에 관한 ‘신라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삼국시대에 지도 및 지리지가 있었다

는 사실과 군사・행정적인 목적으로 지도를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물로 전하는 것은 없다. 

고려시대의 지리학을 전해 주는 자료 중 단독으로 전하는 것은 1145년(인종 23) 김부식(金富軾, 

1075~1151)이 편찬한 『삼국사기』의 「지리지」 정도이다. 

문헌에 보이는 조선시대 이전의 지리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지리지(官撰地理志)로서 사서(史書)

의 후반에 부록으로 첨부된 것이다. 이러한 체재는 반고(班固)가 쓴 중국의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서 

비롯되어 그 영향이 이어져 내려 온 것이었다. 이 맥락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리지인 『삼국사기(三國

史記)』 「지리지(地理志)」에서 보이며, 조선 초에도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의 편찬에 계승되었다.

이 결과 세종대인 1432년(세종 14)에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완성되었으나, 이 책은 전하

지 않는다. 다만 이 전국지리지의 저본이 되었던 각 도별지리지 가운데 1425년(세종 7)에 작성한 『경상도

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부본이 남아 있어 지리지 원본의 내용을 짐작케 한다. 또한 1454년(단종 2)에 

세종대에 편찬되었던 지리지를 세종실록에 등재하기로 함에 따라 실록에 수록한 것이 『세종실록(世宗實

錄)』 「지리지(地理志)」이며, 이를 통해서도 신찬팔도지리지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1455년(세조 원년)과 1469년(예종 원년)에도 지리지 편찬령이 하달되었으나 실록 편수로 계속 지연되다

가 1477년(성종 8)에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가 완성되었다. 이 지리지 역시 전하지 않으며, 편찬 자료로 

만들어졌던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1469)』만이 전한다.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에 국왕

인 성종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 문사들의 시문인 동국시문을 모아 첨재한 것이 1481년(성종 12)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다. 현재 영인, 번역되어 널리 보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은 성종대와 연산군대에 수교를 거치고 중종대에 새로 증보하여 1530년(중종 25)에 완성해 1531년에 

간행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서 이후 조선 지리지의 규범이 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앙의 중신들이 수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는 국가적인 전

국지리지 편찬 사업은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신찬팔도지리지 → 경상도지리지 → 세종실록 지리지 계통의 세종대 지리지와, 팔도지리지 → 경상도속

찬지리지 → 동국여지승람으로 이어진 성종대 지리지들은 책의 성격이 다르다. 즉 세종대 지리지가 호구・

전결・군정・토의・공물등 경제・군사・행정적 측면이 상세한 지리지이었음에 반하여 동국여지승람으로 대

표되는 성종대 지리지는 인물・예속・시문등에 치중한, 문화적 성격이 강한 지리지였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지리지들은 그 이전의 지리지들과 비교해 볼 때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지리지라는 점

이 동일하였으며, ‘지리지’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서의 부록으로서 역사서에 포함된 책

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리서로 만들어졌던 점은 한국지리학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독립된 형

태로 제작되었다는 외형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내용상의 변화가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리서들은 

지명의 변천이나 고증에 치중한 행정지명집・지명연혁집에 가까웠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지리서들은 정치

・사회・경제・인물・예속・시문・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매우 상세하여 지리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역사서에서 기록하지 못하는 각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하여 오늘날까지 당시의 지역 

사정을 전해 주게 되었다. 또한 중세 지리지의 체제를 정립하고 조선의 새로운 지리학을 성립시켰다.

계속적인 증보를 통해 변화된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처음으

로 지도를 지리지에 첨부함으로써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나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도시

를 달성하려 한 점등이 이들 지리지가 가지는 의의이며 발전적 면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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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지(邑誌)의 편찬과 발달

1) 읍지의 시기별 변화

조선 초기의 국가 주도의 전국지리지 편찬은 1530년(중종 25) 동국여지승람의 신증 이후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16세기 후반부터는 지리지의 양식이 변화하여 국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지방 단위로 사림과 수

령을 중심으로 지리지가 제작되는데 이것이 읍지(邑誌)이다. 읍지란 각 고을(읍)의 지리지로서, 지방 행정 

단위인 부・목・군・현 등을 단위로 하여 작성된 지리서를 말한다. 16세기 이후에는 읍지가 광범위하게 편

찬되어 조선 시대의 지리지를 대표한다.

읍단위 지리서인 읍지의 초기 형태는 이미 조선 전기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읍지들은 조

선 전기에 있었던 일련의 전국지리지 편찬 과정에서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만들어 졌을 것이다.4 조선

에서 편찬된 최초의 사찬읍지는 기록으로 볼 때 이자(李耔)가 1507년(중종 2)에 편찬한 경상도 

의성의 읍지인 문소지(聞韶志)이다.5 그러나 후대의 읍지들을 통해 16세기 전반의 읍지에 관계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6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된 읍지와 같이 체제를 갖춘 것이었던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울 것 같다.

16세기 후반 이전에는 읍의 기록으로서 선생안(先生案)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읍

의 수령의 재임 사실만을 기록한 것도 있었으나, 그 밖에 건치연혁・산천・도리・인물 등을 간략히 

기록하여 각 군현에서 치정(治政)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선생안을 후

대의 읍지 편찬자들이 읍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소지(聞韶志)』의 경우 선생안 보다는 

내용이 풍부하며, 『동국여지승람』의 체계에 가까운 사찬읍지의 초기 형태로 추정된다.

16세기 후반이 되면 읍지가 각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 전기 전

국지리지 제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에 전국의 지

방행정제도와 구역이 한양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100여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각 지방의 역사

와 전통을 정리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던 데에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읍지는 국가적 필요에 의

해 일정한 규식에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되었던 전국지리지와 달리, 각 지역에서 지역의 거주자가 

자신의 고장에 관해 기술한 내용이 풍부한 책이다. 그러므로 읍지는 지역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

4　 16ㆍ17세기 읍지에 간혹 인용되고 있는 古記나 州記들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咸州志의 任官題名記序에도 향리들이 작성하여 전해 오고 있
는 先生案을 취해 읍지에 수록하였음을 밝혔다. 1833년(순조 33) 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 영주군읍지의 고적 조에 정종소가 수령으로 있을 당시 군지
를 작성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정종소는 세조대에 재임하였으므로, 경상도속찬지리지의 편찬 명령에 따라 저본으로 작성된 읍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5　 陰崖先生文集(규. 7158). 제1책(乾) 年譜. 李耔는 1506년(중종 원년)에 의성현령에 부임하여 1507년에 聞韶志를 편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재임시에 의
성 읍지를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손들이 그의 문집을 편찬하던 1754년에는 읍지는 인멸되고 없었다. 紫巖集(서울대 古. 3428-816). 제3책
(人), 권7. 年譜. 1634(인조 12)년에 李民寏이 聞韶志를 저술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주에 “先時陰崖李公知縣著邑誌一卷先生又著一卷”이라고 써 놓아 陰
崖先生文集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명하는 지지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형태였다. 읍지의 편찬으로 중세 地誌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조선시대의 국토의 실상과 구조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전해 주게 되었다.

현존하는 천여 종의 읍지를 소장처별로 검토해 보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

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가장 많은 수가 전한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읍지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읍지 내용과 체제에서 몇 단계의 성격 변모가 이루어짐이 확인된다.

16・17세기는 읍지의 발아기로서 사찬읍지들이 대부분 편찬되어 내용이 풍부하고 사실적인 읍지

들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18세기 이후는 관찬읍지가 사찬읍지를 압도하는 점에서 16・17세기와 

구별된다. 19세기 이후는 읍지의 새로운 항목의 신설에 나타나듯이 종합적 성격으로부터 군사・재

정적인 내용 중심으로 읍지의 성격이 변모한다.

가장 많은 읍지가 편찬된 시기는 19세기 후반 고종대이다. 고종대에 편찬된 읍지는 5백 종 가까

이 되어 현존하는 개별 읍지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현존 도별 읍지의 대부분이 고종대에 작성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고종대의 읍지가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훨씬 증가하게 된다. 고종대의 읍지는 

크게 1871년, 1895년, 1899년 세 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

19세기 말엽에 편찬된 읍지들은 전통적인 지리인식에서 위기에 부딪친 국가의 동요와 난국을 타

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도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읍지의 성격이 군사, 재정 중심의 내용으로 변

모되었다. 막대한 인력과 노력을 들여 방대한 문헌을 남겼으나 읍지를 통해 정국을 타개하는 데에

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편찬된 읍지들은 서양과 일본의 침략으로 변모되기 이전의 한

국의 각 지역의 모습을 정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되었다.

<표 3> 읍지의 시기별 분포와 내용의 변화

시기
내용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미상

郡縣誌의 
종수

3(9) 2(2) 3(7) 1(3)   2
7 

(17)
0(1)

 36
(22)

 105
 (6)

30
(11)

30
(3)

21
(3)

425
(6)

6 195

사찬읍지의
종수

3(5) 2(2) 3(5) 1(1)   2
5

(10)
0(1) 8(7) 5(2) 3(4) 6(0) 8(0) 4(1) 0 2(1)

道誌의
종수

(1) (2) (1) 1 2(1) 2 1 30 17

신설항목

邑地圖
道路
田稅
大同
均稅

糶糴
(坊里)

場市 鎭營誌
事例

註 (   )안의 숫자는 부전읍지의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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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중기의 사찬읍지

16~17세기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격동을 겪으면서도 각 지역에서 읍지의 편찬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의 명령에 의한 지리지 편찬이 아닌, 지역의 사림 또는 수령과 사림의 협조에 

의한 사찬읍지의 편찬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이다.

16・17세기는 읍지가 싹트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사찬읍지가 중심이 되었으나, 관찬읍지도 혼효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찬읍지도 지방의 사족들의 협조, 또는 제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찬읍지와 

관찬읍지 사이에 내용상의 큰 차이가 없으며, 후대의 읍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세함이나 질적인 면에서

의 차별성도 없다. 따라서 조선 중기에는 사찬읍지와 관찬읍지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조선 중기

의 읍지들은 지방통치 자료, 향촌 질서의 재편과 안정, 재지 세력의 현양, 군현의 역사지리서, 군사・방어

의 강화와 대비, 교화의 수단 등 여러 유형의 읍지들이 편찬되어 사회적 요구,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나

타냈다.

16~17세기에 읍지는 팔도에서 모두 편찬되었다. 현재까지 파악한 읍지들을 도별로 보면 한성부 1종, 경

기도 3종, 충청도 5종, 전라도 9종, 경상도 16종, 강원도 7종, 황해도 2종, 평안도 5종, 함경도에서 4종 등 

총 52종이 편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구역 품계 중 대읍이라 할 수 있는 목(牧)과 

부(府)지역에서 편찬된 읍지가 각각 11종, 29종이다. 당시에 전국의 목과 부의 수는 각각 20개, 87개였으

므로, 부와 목의 60.0%, 33.3%의 지역에서 읍지를 편찬한 것이다. 반면에 전국의 지방행정구역 가운데 

수적으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군(郡)과 현(縣)에서는 각기 9종씩을 편찬하여, 전국 군현수와 대

비해 보면 각각 12.5%와 5.8%의 군현 지역에서 읍지가 편찬되었다. 이를 통해 16~17세기에는 품계가 높

은 지역에서 읍지 편찬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충청도의 가장 큰 고장 4곳 중 청주를 제외한 공주・홍주・충주에서, 경상도의 경우에도 경주・

상주・안동・진주・동래・성주・선산・밀양 등 대부분의 대읍에서 읍지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품계가 높은 지역

에는 직위가 높은 수령이 파견되었으며, 지방이 넓고 인구가 많아 사족 등 인적 자원이 풍부한 데서 연유하

는 것이라 생각된다. 18세기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의 부목군현에서 읍지가 편찬되었다. 그러므로 대읍(大邑) 

중심의 읍지 편찬은 16・17세기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문화 수용의 1차 거점지이며, 사족의 거주가 

풍부하였던 지방 중심지에서 일차적으로 읍지 편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꽃피웠던 것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중세과학기술사』에는 지리학 분야가 과학기술사의 한 분야로 독립 설정되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중기의 읍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

다. 이 책에 실린 해주읍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주읍지는 황해도 해주읍에 관한 문건들이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없어졌기에 그것을 다시 마련

할 목적으로 1596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그해에 완성한 읍지이다. 이 책에서는 우선 고구려와 

신라대에 부르던 해주읍의 이름을 비롯하여 옛 이름 10가지를 밝히고 여러 개의 읍터와 성토들

의 위치와 크기를 고증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1591년에 성문과 해자 사이에 들다리(거교)를 놓

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 구조와 크기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다리의 앞부분 양쪽 끝에 

쇠고리줄들을 매여달아 다리 전체를 들어올려서 적이 성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도록 된 

다리였을 것이다. 해주읍지에서는 다음으로 읍을 둘러싸고 있는 10여개의 높은 산을 비롯하여 

령과 고개 그리고 여러 갈래의 강과 나루터 및 가까이에 있는 섬 등의 지형적 특성을 자세히 소

개하였다. 이밖에도 다리, 역참 등 교통운수관계의 지리적 대상물들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기록

하였다. 이 책에서는 특히 해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140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 역시 

봉건적 수탈 대상물을 상세히 조사 등록한 것이지만 16세기말의 해주지방의 농산물과 수산물 

및 수공업제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준다.6

이 글을 통해 임진왜란 직후인 1596년에 편찬된 해주읍지가 북한에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읍지

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용된 글의 내용으로 보아 해주읍지는 연혁, 성지, 산천, 도로, 

역원, 물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읍지의 체제가 16세기 말에 편찬되었던 남한 지

역의 읍지의 체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17세기의 지방지로 널리 알려진 승평지(順天), 탐라지(濟州), 북관지(함경북도), 동경잡기(慶

州), 경산지(星州)와 함께 1626년에 편찬된 강동지(江東), 1638년에 편찬된 영주지(古阜), 함산지통기(咸興) 

등을 오늘날까지 남아 전하는 읍지로 소개하였다.7 이로써 남한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북한에 현

존하는 16세기의 읍지로 황해도 해주읍지(海州邑誌), 17세기의 읍지로 평안도 강동의 강동지(江東志), 전

라도 고부의 영주지(瀛州志)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6　리용태, 우리나라 중세과학기술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백산자료원 재발행, 1990) p.191.

7　리용태, 앞의 책,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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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6ㆍ17세기에 편찬된 팔도의 행정 단위별 읍지수

도
행정단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합/전
국

비율

목 1 3 3 3 1 1* 12/20 60.0

부 2 2 5 5 1 4 10* 29/87 33.3%

군 1 1 4 2 1* 9/72 12.5

현 1 3 4 1 9/154 5.8

합 3(1) 5(4) 9(4) 16(5) 7(5) 2(0) 5(2) 12(2)** 59/333 17.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하지 않는 부전읍지의 숫자임. 

*함경도의 『北關誌』에는 7개 府, 1개 牧, 1개 郡의 읍지가 수록되어 있다. 

**『北關誌』 1종의 읍지에 9개 군현읍지가 수록되었으므로, 16ㆍ17세기에 편찬된 함경도 읍지수는 4종임.

<표 5> 조선 중기에 편찬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읍지

도명 읍지명 소장처 도서번호 지역명 편찬시기 편찬자 편찬주체 현존여부

서울 薰陶坊鑄字洞志 고4790-16 서울 南部 1621 權憘 사찬 현존

경기도

松都志 일사 915.12-805s 개성 1648 金堉 수령 현존

江都志 개인소장 강화 1695 李衡祥 사찬 현존

黃驢志 여주 尹暉 사찬 부전

충청도

湖山錄 개인소장 서산 1619 韓汝賢 사찬 현존

忠原志 충주 1603

公山誌 공주 부전

洪陽志 홍주 李睟光 부전

鴻山縣誌 홍산 부전

강원도

水城誌 장2-4250 간성 1632 李植 수령 현존

陟州誌 國史B-6BBA 삼척 1662 許穆 수령 현존

通川志 통천 1592 鄭逑 수령 부전

臨瀛誌 강릉 1593 鄭逑 수령 부전

關東志 강릉 1595 鄭逑 수령 부전

春川邑誌 춘천 1648 嚴愰 수령 부전

宜春志提要 춘천 許穆 부전

주) 소장처는 도서번호 앞에 약자로 기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의 표도 같음.

고 :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도서, 규 :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문고, 장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國史 : 국사편찬위원회, 한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 국립중앙도서관

<표 6> 조선 중기에 편찬된 전라도 지역의 읍지

도명 읍지명 소장처 도서번호 지역명 편찬시기 편찬자 편찬주체 현존여부

전라도

濟州風土錄 규11616 제주 1521 金淨 사찬 현존

昇平志 고대, 성대 순천 1618 李睟光 수령 현존

耽羅志 한-62-179 제주 1651 李元鎭 수령 현존

耽羅志 제주 許穆 사찬 부전

龍城誌 한-62-42 남원 1699
李燾 

崔與天
사찬 현존

同福志 동복 1584 鄭逑 수령 부전

茂長縣邑誌 무장 1636 부전

瀛州志 북한 고부 1638

興陽志 흥양 1700 宋來夏 柳東興 부전

<표 7> 조선 중기에 편찬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읍지

도명 읍지명 소장처 도서번호 지역명 편찬시기 편찬자 편찬주체 현존여부

황해도
延安府誌 규10889 연안 1581 尹斗壽 수령 현존

海州邑誌 북한소재 해주 1596 현존

평안도

平壤志 규4885 평양 1590 尹斗壽 수령 현존

成川志 규12399 성천 1603 李尙毅 수령 현존

江東志 북한 소재 강동 1626 현존

龜城志 구성 1626 李㙉 부전

江界志 강계 1695 李麟徵 부전

함경도

北關誌 규1261
鏡城, 吉州, 明川, 富寧, 會寧, 

茂山, 鍾城, 穩城, 慶源
1693 申汝哲

咸山志 함흥 1610

安邊志 안변 金堉 부전

三江志 삼수 1681 李香复 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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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조선 중기에 편찬된 경상도 지역의 읍지

도명 읍지명 소장처 도서번호 지역명 편찬시기 편찬자 편찬주체 현존여부

경상도

咸州誌 규10985 함안 1587 鄭逑 수령 현존

永嘉誌 규15562 안동 1602 權紀 사찬 현존

東萊誌 동래 1611 成晉善 수령 부전

商山誌 고4709-31 상주 1617 李埈 사찬 현존

一善誌 규15484 선산 1630 李埈 사찬 현존

晋陽志 고4790-17 진주 1632 成汝臣 河忄登 사찬 현존

丹城誌 단성 1640 李時馥 현존

密陽誌 규6844, 6861 밀양 1652 申翊全 현존

天嶺誌 한-62-26 함양 1656 鄭秀民 사찬 현존

東京雜記. 규1255 경주 1669 閔周冕 李埰 외 사찬 현존

鰲山誌 국립고2759-1 청도 1677 李重慶 사찬 현존

星山誌 한-62-167-2 성주 1677 李元禎 사찬 현존

聞韶志 의성 1507 李耔 부전

昌山志 창녕 1581 鄭逑 부전

咸安志提要 함안 許穆 부전

苞山志 玄風 부전

3) 전국군현읍지의 집성과 지역 정보의 종합화

18세기는 국가 주도의 지리서・지도의 편찬 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사회 질서가 

서서히 정비되어 가고, 지방사회에 대한 국가의 파악도 진전되어 갔다. 중앙의 행정력이 하부 단위까지 침투, 

정비됨에 따라 지방 행정 자료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군

현 단위로 작성하였던 읍지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작성된 후 150여 

년이 지나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지리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던 숙종대(재위기간: 1674년~1720년)에 몇 차례

에 걸쳐 지리지의 편찬이 시도되었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하다가, 18세기 중엽인 영조대에 이르러 실현되었

으니, 이 책이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이 책의 체제는 16세기 후반 이래 대두된 새로운 읍지 편찬의 경

향을 정리하고 종합한 것으로서 18세기 읍지의 종합적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리

(坊里), 도로(道路), 부세(賦稅)에 관한 제 조항 및 각 군현 읍지의 첫머리에 수록된 채색지도(彩色地圖)이

다. 이 밖에도 군사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군병(軍兵)항목을 신설하고 군정수(軍丁數) 및 조직, 배치 등을 

각 군현별로 상세하게 수록하고, 지도에도 진보(鎭堡) 등 군사적인 시설을 자세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여지도서』에는 읍지 편찬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각 읍의 첫머리에 각 군현의 채색

지도가 첨부된 점이다. 여지도(輿地圖)와 서(書)의 결합이라는 의미의 『여지도서』라는 책이름이 보여 주듯

이 이 책의 체재에서는 지도가 중시되었다. 각 군현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다. 읍지의 내용을 지도로 도식화함에 따라 읍지의 기록에 정확성이 

증가되고,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간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여지도서』는 공시적(共時的) 기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내용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종합적 성격을 지니며, 18세기 중엽

의 지방사회를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지리지와 지도에 관한 관심이 남달랐다. 지리지 편찬은 1788년(정조 12)부터 『해동

읍지(海東邑誌)』(또는 海東輿地通載)의 편찬으로 본격화되었다. 정조는 이 책의 편찬을 주도하고, 몸소 서

문을 편술하였음은 물론, 호구와 방리 등 항목・호구 숫자 작업 내용을 점검하였다.8 또한 『해동읍지』의 편

찬을 위해 지리・지도전문가인 정상기의 손자이자 정항령(鄭恒齡)의 아들 정원림(鄭元霖)에게 군직(軍職)

을 주고 이 일을 맡게 하였으며, 규장각 각신이던 김종수(金鍾秀)・서호수(徐浩修)・이가환(李家煥)・이서구

(李書九)・윤행임(尹行恁)・이만수(李晩秀)・성대중(成大中)・유득공(柳得恭)・이덕무(李德懋)・박제가(朴齊

家) 등 당대 최고의 학자와 각 도의 지리전문가들 26명을 참여하게 하였다. 읍지 편찬을 위해 읍지청(邑誌

廳)을 설치하였으며, 읍지청의 자료들은 여타 편찬 사업에도 활용되었음을 1790년(정조 14)의 『증정문헌비

고(增訂文獻備考)』의 편찬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주제별 지리서의 편찬과 지역 파악의 체계화

17세기 이전에는 지리지, 풍수서 이외의 지리서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이수광의 『지봉유

설(芝峰類說)』(1614년), 한백겸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1615년), 유형원의 『군현제(郡縣制)』, 『여지지(輿

地志)』 등의 주제별 지리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 이후 19세기 중엽까지 실학의 체계화, 발

달과 함께 많은 실학자들이 활동함으로써 지리학도 성숙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지리학에 관

한 저서 또는 논설들을 남겼다. 실학적 지리학은 조선 후기 지리학의 발달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학적 지리학은 재야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반면에 국가에서 만든 각종 지리지나 『동국문헌비고(東國

文獻備考)』 등의 유서류, 관서지 등은 실용적 성격을 지닌 책으로서 실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

의를 지닌다.

8　『承政院日記』 卷1659, 正祖 13년,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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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책이 『동국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이다. 『동국문헌비고』는 총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 가운데 「여지고」는 17권이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는 한백겸 이후 일련의 역사지리 연구를 집대

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지고」는 전장・제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백과전서학적 연구에, 한백

겸, 유형원, 홍만종, 임상덕 등 관련 학자들이 발전시켜 온 역사지리학의 연구성과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결집시키면서 이루어낸,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학문적 발전에 중요한 결과물이자 발전의 지표라

고 평가할 수 있다(朴仁鎬, 1996).

18세기 이후 지지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호구총수(戶口總數)』,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도로고(道路

考)』 등 다양한 주제별 지리서가 활발하게 편찬되었음을 통해 국가가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해 지리서와 지도의 편찬에 노력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1789년에 편찬된 인구

통계 정리서인 『호구총수』는 가장 직접적인 예이다. 토지와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물적, 인적 토대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는 영토와 국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국가의 제도와 통치가 

정비됨에 따라 국민을 파악하는 정도와 정확성이 커졌으니, 그 기초는 정확한 인구자료였던 것이다. 

특히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 지역의 지지 외에 관청의 연혁과 기구, 체례, 사례를 정리한 각종 관서지

(官署志)들도 편찬되었다. 국가의 공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각 관청의 기능과 역사 등을 정리한 책

들이 18세기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1744년 『춘관지(春官志)』(李家煥이 1781년에 증보 완성), 

1778년 『통문관지(通文官志)』 증보편, 1781년 『규장총목(奎章總目)』 『추관지(秋官志), 1784년 『규장각지(奎章

閣志)』 『시강원지(侍講院志)』, 『홍문관지(弘文館志)』, 1785년 『대전통편(大典通編)』 『태학지(太學志)』, 1787

년 『전율통보(典律通補)』, 1788년 『춘관통고(春官通考)』 『동문휘고(同文彙考)』 『탁지지(度支志)』, 1789년 

『해동읍지』(1799, 海東輿地通載) 『호구총수(戶口總數)』, 1790년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한 『증정문헌비고(增

訂文獻備考)』, 1791년 『추관지(秋官志)』 등 각 관서지들이 편찬 또는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에 지지(地志)는 

대부분 지역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지역 단위의 지지의 편찬과 아울러 관청에 대한 

지지들이 조선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편찬되었다(楊普景, 1997i). 

5. 고산자 김정호의 전국지리지

이러한 국가 주도의 지리지 편찬과 함께 19세기에는 사찬 전국지리지들도 편찬되었다. 고산자 김정호는 

지도와 지지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지리학의 양 분야인 지도와 지지의 제

작으로 실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고산자 김정호를 ≪대동여지도≫를 만든 지도제작자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호는 지도 

외에 『동여도지(東輿圖志)』(20책; 1834, 1861), 『여도비지(輿圖備志)』(20책; 1851∼1856), 『대동지지(大東地

志)』(15책; 1861∼1866) 등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리지를 3종이나 남겼다. 김정호

가 편찬한 3종의 지리지는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서술한 전국지리지(全國地理志)이다. 이 지리지들

은 조선 전기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였던 『동국여지승람』 편찬 이후 제작된 가장 훌륭한 사찬(私撰) 

전국지리지이다. 

이러한 방대한 지리지 편찬은 김정호가 단순한 지도 제작자가 아니라, 많은 자료를 섭렵한 지리 전문가

이자 실학자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산자 김정호는 지지(地誌)와 지도(地圖)가 국토와 지역

의 모습, 그리고 지역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자료이며, 이들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지하고, 그러한 이해를 지도와 지리지 제작으로 실천한 진정한 지리학자였다. 김정호의 지도

와 지리지의 편찬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산자 김정호가 편찬한 지리지의 체제는 이전의 전국지리지나 읍지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구성 

방식이다. 즉 각 지역 단위로 지역의 성격을 기술하는 ‘지역별 지리지’에, 강역・도로・국방・산천 등 ‘주제별 

지리학’을 결합시킨 형태로서 주목된다. 대표적 저작인 『대동지지』는 군현별 읍지를 앞에 두고 후반부에 

산수고(山水考), 변방고(邊防考), 정리고(程里考), 방여총지(方輿總志, 歷代志) 등을 수록해, 지역별 지지

에 주제별 지리학을 결합시킴으로써 일반 지지의 체제보다 종합적인 것이었다.이는 조선 전기의 전국지리

지 편찬과 조선 후기의 읍지 편찬의 맥을 계승한 후, 조선 후기에 새로 꽃피운 실학적 지리학의 연구 성과

를 지리지라는 틀에 종합하여 집대성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인다.

현대지리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오늘날 지리학의 양대 산맥인 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과 계통지리

학적인 연구방법을 결합하여 완벽한 지리지를 만듦으로써 국토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틀

을 지리지에서 정립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학적 지리학을 지리지에 접합하려는 그의 노력은 변

모하고 있던 사회, 경제, 공간 구조를 반영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지들은 조선시대의 다른 어느 지리지 보다 군사적인 측면과 역사지리적인 측면에 

충실하다. 이는 지리지가 국가의 통치와 행정에 필요한 사실적, 실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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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한 파악과 미래에 대한 대응은 과거의 정확한 이해에 있다는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영남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소장본 『동여도지』 외에 영국 런던의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동여도지』를 소개하였다. 대영도서관 소장본은 기존에 알려졌던 『동여도지』의 내용과 달리 10리 방안 위

에 그린 군현지도가 수록된 지리지 형태이다. 대영도서관 소장본 『동여도지』에 포함된 방안지도 형식의 군

현지도들은 김정호가 만든 전국 지도인 ≪대동여지도≫ 를 제작하는데 바탕이 되었던, 김정호의 새로운 

지도 양식을 지리지에 접합시킨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산자 김정호에 관한 연구

에서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자료는 물론 일본, 중국을 비롯한 해외 소장본 지리지, 지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의 수록지역 및 내용

東輿圖志 輿圖備志 大東地志

卷數 內容 卷數 內容 卷數 內容

序 總目 總目

門目

引用書目

1 歷代州縣 1 京都, 東班府署 1 京都, 漢城府

2, 3. 4 京都 2 西班府署, 漢城府 2 京畿道, 四都

5, 6 京圻四都 3 京畿左道 3, 4 京畿道

7 京畿左道 4 京畿右道 5, 6 忠淸道

8, 9, 10 京畿右道 5 忠淸左道 7, 8, 9, 10 慶尙道

11, 12, 13, 14 忠淸道 6 忠淸右道 11, 12, 13, 14 全羅道

15, 16 缺 7, 8 慶尙左道 15, 16 江原道

17, 18, 19, 20 嶺南志 9, 10 慶尙右道 17, 18 黃海道

21, 22, 23, 24 湖南志 11 全羅左道 19, 20 咸鏡道

25, 26 全羅 12 全羅右道 21, 22, 23, 24 平安道

27, 28 缺 13 黃海左道 25 山水考(缺)

29, 30, 31, 32 江原 14 黃海右道 26 邊防考(缺)

33, 34 黃海 15 江原東道 27, 28 程里考

35 缺 16 江原西道 29, 30, 31, 32 方輿總地(歷代志)

36, 37 咸鏡 17 咸鏡南道

*규장각본 18 咸鏡北道

5 歷代彊域 19 平安南道

6 歷代風俗 20 平安北道

7 歷代官制 程里考

6. 맺음말

조선시대 지리지에 관한 강연을 16세기 후반 읍지 편찬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무리한다. 한강

(寒岡) 정구(鄭逑)는 임진왜란 중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임영지(臨瀛志)와 관동지(關東志)를 편찬하였다. 

적이 강역에 가득하고 나라의 온 힘을 그에 맞서 싸울 때 지지를 찬집하는 이유를 묻는 최현(崔睍)에게 

한강은 “완급이란 것은 진실로 다름이 있다. 마땅히 해야할 바를 경황이 없다고 해서 지나쳐 버리는 것은 

안된다. 하물며 지금 서적이 완연히 흩어지고 없어졌으니, 만약 견문을 수습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써 후대에 보여주겠는가?”라 설명하였다. 지역 의식의 자각과 성장을 이에서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중기는 조선의 역사에서 흔히 전란과 그로 인한 침체된 시기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리학의 변

화와 지리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6・17세기는 중요한 변환기였다. 읍지 편찬의 활성화, 『동국지리지』 

등 주제별 지리서・실학적 지리학의 출현, 서양 지리학과 서양 세계에 대한 지식의 유입과 수용 등 지리학

은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읍지 편찬의 활성화는 자기 고장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공간 인식의 

자각 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지역민들이 편찬에 주도적, 능동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역에 관

한 상세하고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며,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지역 실정에 관한 상세한 자료

를 남겨 국토의 옛 모습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쟁과 그 수습으로 어려웠던 16・17세기에, 

자료적 가치가 풍부한 많은 사찬읍지를 편찬하였던 것은 조선 중기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재평가할 필요

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한 시대에 대한 평가가 여러 학문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 준다. 

역사학과 지리학은 시간과 공간의 두 축을 담당하는 학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국토

지리정보원이 시간과 공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간은 지도와 지리지의 양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

다. 시간과 공간, 지리지와 지도의 두 기둥은 어느 시대에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