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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부평도호부의 정치ㆍ경제적 위상
강 석 화
(경인교육대학교)

1. 머리말
경기 서부 지역의 중요한 경제ㆍ군사적 요지에 자리잡은 부평은 1413년(태종 13)에 도호
부로 정해진 후 크고작은 사건에 연루되어 읍격의 승강을 겪기도 하였으나 조선 전기 내내 큰
변동 없이 그 위상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호구나 경지 면적에서 적지 않은 변화
를 보였고, 경기 연안, 특히 강화도 지역 방어체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큰 역할을 맡기도 하였
다. 읍세의 변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18세기 말에는 수원 현륭원으로 행차
하던 정조가 부평을 경유하는 노선을 택하여 부평부에 들르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프랑
스군과 미군의 잇따른 침공과 1876년 개항으로 강화부 중심 연안방어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
될 수밖에 없었고 부평부의 역할 역시 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부평부의 경제 상황과 정치ㆍ군사적 위상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18, 19세기 부평부의 가호수와 인구 변동, 경작지 면적의 변화 내역을 파악하
여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조선후기 경기연안 방어체계에서 부평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18세기말에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면서
첩로에 해당하는 시흥-안양-수원 경로 대신 양천-김포-부평-안산-수원으로 크게 우회하는 경로
를 택하여 부평을 통과한 이유의 정치적 의미를 추론하였다. 끝으로 19세기말 해양으로 통한
외세의 접근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부평부의 군사적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하였다.
중앙 조정에서 편찬한 관찬 사료를 주로 이용하였고, 지역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읍지나 지역민이 작성한 개인 자료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
선 후기 부평도호부의 정치ㆍ경제적 지위를 밝히는 기초작업이 되리라 본다.

2. 조선후기 부평부의 경제적 여건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로 정해진 부평은 온천으로 개발되어 왕의 행차가 잦아지면 폐
단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지인들이 온천 소재지를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대에 현
으로 강등된 적 있으나 1446년(세종 28)에 다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505년(연산군 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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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불미한 행동을 간언하던 내시 김순손이 처형된 후 그의 출신 지역이라는 이유로 폐지되
었으나 중종반정으로 김순속이 명예를 회복하고 추증된 후 부평부 역시 읍호가 복구되었다. 이
외에는 초기에 정해진 읍호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
임진왜란기에는 일본군에게 일시 점령당하였으나 명군 참전으로 평양을 잃은 일본군이 행
주산성 전투 이후 남쪽으로 철수하자 수복되었고,

병자호란 때에는 서울을 점령한 청군이 강

화도로 이동할 때 주요 경로에 있는 부평은 피해를 입었으나 청군이 장기 주둔한 것은 아니었
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1698년(숙종 24)에 일어난 김포 장릉 방화사건 죄인 최필성의 출생지라는
이유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707년(숙종 33)에 다시 읍호와 읍격을 수복하였다. 이외에는 큰
변동없이 그 위상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부평부의 읍세는 고지도의 주기 내용 및 읍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175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해동지도』1)의 부평부 항목과, 1765년에 편찬된 『여
지도서』2), 그리고 1871년의 『경기읍지』3)에 수록된 『부평부읍지』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가
운데 해동지도와 여지도서는 모두 영조대에 편찬된 자료이지만 구체적인 호구수나 원전답 및
실전답 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 중심으로 제작되어 경제 여건을 주기
형식으로 부기한 해동지도 보다는 읍지 모음 형식으로 만들어진 여지도서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부평읍지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표 1> 조선 후기 부평도호부의 경제적 여건
구분

호수

해동지도
1750년대

3,197

여지도서
(1765)

2,923

부평읍지
(1871)

2,759

구수
남

원전답
여

13,219
6,802 6,417
10,898

한전

실전답
수전

수전

3,029결87부9속

1,952결22부4속

3,029결89부9속

1,304결36부4속

4,928 5,970 1,557결64부3속 1,472결25부6속
7,994

한전

725결50부5속

3,222결19부2속

4,577 3,417 1,592결74부1속 1,629결45부1속

578결85부9속
1,757결20부9속

762결46부4속

994결74부5속

18세기 중반의 여지도서와 19세기 후반의 부평읍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호수나 구수는
줄어든 데 비해 전답 면적은 원장부에 기록된 면적이나 실전답 면적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전은 같은 기간 동안 원장부의 면적이나 실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원장부 면
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해동지도』(古大 4709-41)
2) 국사편찬위원회 편, 『여지도서』, 한국사료총서 제 20
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경기읍지』(奎 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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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비 실제 면적 역시 18세기 중반에는 실전 비율이 46.6%이고 19세기 후반에는 47.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수전의 경우 18세기 중반에 비해 19세기 후반에는 원장
부 면적이 10% 정도, 실면적은 72% 정도 늘었다. 원장부 면적과 실전답의 비율 역시 18세기
중반에는 39.3%였으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61%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인구의 감소와 수전의 확대 이유를 명확하
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부평지역이 평야지대의 저습지이고 한강 및 굴포천 등이 있어 수전
농업에 유리한 여건이었다는 점이 수전 확대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경기 연안 방어체계와 부평부
16세기말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이 계속 경계한 대상
은 북쪽의 청국이었다. 전쟁 기간은 임진왜란이 더 길었고 인명, 재산 피해 역시 더욱 컸으나
일본군이 스스로 물러났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조선과 명군이 대승을 거두었으므로
조선은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기억하였다. 또 전후에 국교가 곧 회복되어 평화 관계가
정착되었고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조선은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
다. 이에 비해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큰 충격이었다. 조선은 전쟁 중에 당한 인명피해나 경제적
손실 보다는 문화수준이나 정치·경제적으로 야만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던 여진족의 청에 굴
복하여 국왕이 직접 항복의식을 치러야 했고 새롭게 사대관계를 맺게 된 상황을 치욕으로 여겼
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북벌과 복수를 국가의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다. 이같이 청과 또 다시 충
돌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청의 재침에 대비한 국방체제 정비는 조선 후기의 국
가적 과제였다.
청의 재침에 대비하여 조선이 특히 유의한 지역은 강화도와 경기 서남부였다. 병자호란 때
조정은 예정대로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했고, 방어에도 실패하여 국왕의 가족이 포로가 되었으
며 조정 주요 관리들의 가족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남한산성에서 겨우 농성을 이어가던 인
조와 조정은 강화도 방어 실패 이후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 후에도 조선은 청의 견제와 감시로 적극적인 방어책을 강구하거나 관방시설 수축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왜구 등 해상 세력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면서 남한산성 수리를 추진하였고, 유사시 보장처인 강화도의 방비시설 보완에 노력하였다.
강화도 방비를 중시한 것은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의 경험 때문이었다. 정묘호란 때처럼 계획대
로 국왕과 조정이 피신할 수 있으면 장기간 항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되고 지방의 군병을 동원하
여 침입한 외적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남한산성에서 고립되어 무기력하게 농
성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강화도 방위에 주력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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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8세기 중엽의 강화 방어체제(『해동지도』 강화부소속 군병)
17세기말의 상황
소재지

중영

강화

강화부

전영

부평

부평부ㆍ인천ㆍ
안산

덕진

좌영

통진

통진부ㆍ김포
ㆍ양천ㆍ금천

우영

풍덕

후영

별중영

속읍

18세기 중엽의 강화방어체제

군영구분

책임지역

담당구역

군영구분

소재지

속읍

병력수

본영

강화

장자평∼
오두돈

전영

부평

인천

1,720

갑곶

유도돈∼
망해돈

좌영

통진

김포

1,654

풍덕부ㆍ교하ㆍ
고양

승천보

의두돈∼
옥창돈

우영

풍덕

연안

연안

인화보

망양돈∼
불장돈

후영

연안

해미

해미ㆍ대흥ㆍ신창
ㆍ평택ㆍ온양ㆍ
면천ㆍ당진ㆍ결성
ㆍ덕산ㆍ아산ㆍ서산

16 돈대

계

10,499

1,138
배천

2,086

17,097

진무영 중심으로 추진된 강화도 방위 계획의 핵심은 해안 방어를 위한 돈대를 비롯한 화
력 거점 구축과 연해의 행성 구축이었다. 이와 아울러 강화도 주변의 경기도와 황해도는 물론
충청, 전라 지역의 연해 읍과 도서에서도 유사시에 군병과 식량 및 물자를 강화도에 지원하는
체제도 정비되었다. 강화도 자체의 방위 뿐 아니라 강화도 공격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통진 등
강화도 대안지역의 방어체제 구축에도 유의하였다. 강화도 내부와 강화도 초입의 갑곶 나루를
감제할 수 있는 문수산성 방비를 위해 통진부 읍치를 문수산성 안으로 옮긴 것이 가장 대표적
인 예이다.
이러한 강화도 방위체제 안에서 부평부는 진무영의 전영이 되어 유사시 인천과 안산의 병
력과 합하여 통진과 강화도 장자평에서 오두돈까지의 구역 방위를 담당하도록 편제되었다. 진
무영이 강화도의 본영과 경기 해안의 외영으로 나뉘어진 후에도 부평부는 진무외영의 전영으로
인천의 병력과 합하여 강화도 연안지역의 방어를 맡았다.

<표 3> 진무영 외영의 구성과 병력
(『강화부지』 군제)

진무영 외영
군영구분

소재지

속읍

병력수

전영

부평

인천

1,664

좌영

통진

김포

1,082

우영

풍덕

후영

연안
계

442
배천

1,723
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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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조의 화성 행차와 부평부
가. 정조의 화성 행차경로
정조는 재위 기간 중 자신의 생부 사도세자(장헌세자)를 위해 현륭원을 조성하고 화성을
쌓았으며, 수원에 여러 차례 행차하여 제사를 올렸다. 한양에서 수원 행궁까지 정조의 행차는
연례화되고 정례화되어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 경유지에 있는 고을의 지방관 및 부로
들로부터 지역 민폐와 현안 문제를 들어 특별 처리해주거나 연로 백성들의 상언과 격쟁을 청취
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정조의 행차는 한강의 배다리, 안양의 만안교
등 새로운 기술과 백성을 위한 시설이 세워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한양의 창덕궁에서 수원 행에 이르는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았다.
ㆍ1일차: 창덕궁- 숭례문-용산-한강 배다리- 노량진- 시흥 행궁
ㆍ2일차: 시흥 행궁 – 안양 만안교 – 지지대 고개–송림지대-수원 장안문-수원 행궁

<그림 1> 정조의 수원 능행로 비교
1.황색노선: 남태령을 거치는 초기 노선
2.청색노선: 노량진과 시흥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로
3.적색노선: 양천과 부평을 경유한 1796년(정조 21)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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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는 화성 행차 초기의 경로인 창덕궁-숭례문-용산-동작진-남태령 고개-과천-안양지지대 고개-수원에 비해 길을 우회하는 것이지만 경사가 급한 남태령 고개를 경유하지 않아
호위하거나 연을 메는 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의 수원행차시 경로는 초기의 경로도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도 아
닌 경기 서남부 지역을 크게 우회하는 길이었다. 이때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ㆍ1일차(8월 15일) 창덕궁-숭례문-양천현-김포 장릉 참배-김포 행궁
ㆍ2일차(8월 16일) 김호행궁-능곡리-구을현-부평부-안산 석전리-안산
ㆍ3일차(8월 17일) 안산-수원
이같이 부평을 경유한 행차로는 평소의 행행 경로와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일
정이 더 소요되는 길이었다. 평소 행차에 동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민폐를 줄이기 위해 일
정을 최대한 단축시키려 노력하였던 정조로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로를 택한 것이었다.

나. 부평 경유 노선 채택의 이유
정조가 1797년(정조 21)의 수원 행차시 부평 경유 노선을 택한 까닭은 두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국왕 행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성에서 수원까지 행차 자체가 국
왕의 권위와 왕실의 위상을 연로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평소 국왕의
행차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 서부 지역을 순방 경로에 넣음으로써 해당 지역의
읍민들에게 성은을 고르게 베풀려는 나름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행차시에는 연로 읍의 수령을 면접하고 읍의 폐막과 숙원 과제를 물어 즉시 처리해
주었으며, 이와 별도로 해당지역의 부로(父老)들이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백성들이 실제로 체감
하는 지역의 문제를 듣고 대동미 납부액을 줄여주고, 요역 부담을 덜어주며 오래 묵은 미납 환
곡을 탕감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었다.4)
둘째, 역모관련 혐의로 강화도에 유배 중이던 이복형제 은언군 인(䄄)을 만나 위로하고 그
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언군은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의
아들로 정조 즉위후 권력을 휘두르던 홍국영이 관련된 역옥 사건에 연루되어 그 아들 완풍군
담(湛)은 죽고 은언군은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정조는 은언군이 역모에 휘말렸을 때부터 그를 보호하려 노력하였다. 역모에 연루된 은언

4) 『승정원일기』 정조 21년(1797)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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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신료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처음에는 제주도에 위리안치하라고 명하였으
나 곧이어 이를 뒤집고 은언군 처벌을 계속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료들이 은언군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자 정조는 마지 못해 강화도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 때 정조는 은언군 처
벌을 요구하는 신하들의 상소도 읽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신료들과 면접도 하지 않으려 하였
으며 식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신하들의 처벌 요구가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게 되자 은언군을 강화도에 보내 비난의 목소리를 늦추려 하였다. 정조는 강화부 성내의 민가
여러 채를 구입하여 개조 공사를 거쳐 한 집으로 만들게 한 후 은언군과 처자를 모두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유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주시킨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은언군에
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차마 금부도사가 압송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 이미 강
화도에 살고 있게 되었으니 섬에 유배시킨 것과 마찬가지라 변호하였다.5) 은언군이 강화도를
벗어나 도성에 드나들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으나6) 정조는 1790년(정조 14)에는 강화에 있는
은언군을 몰래 불러들여 위로하기도 하였고,7) 1794년(정조 18)에는 은언군의 모반죄에 대한
언급도 불허할 정도로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다.8)
1797년(정조 21)의 부평부 경유 수원 행차때에도 정조는 은언군을 몰래 만나 위로하였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공식 관찬사료에는 정조와 은언군의 만남이나 대화 내용에 대한 시록
이 없으나 은언군이 당시 강화도를 떠나 있었고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조는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은언군을 만났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정조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언군을 특별히 비호하려 한 까닭은 무엇인가. 정조와
은언군은 이복 형제 사이이며 자료상 특별히 확인되지 않아도 각별한 관계였을 수도 있으나 역
모에 연루된 인물을 국왕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비호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
면 정조는 개인적인 온정 때문이라기 보다는 은언군을 내세워 국왕 본인과 왕실의 권위를 지키
고 보호하려 하였던 것이다.9)

5. 19세기 후반의 부평부
1866년과 1871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양요, 그리고 이어진 일본의 침공과 개항은 부평부
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강화도 및 경기만 일대의 방어체제는 북방으로부터의
5) 은언군을 보호하려는 정조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정조 10년 12월 2일(신축)에서 같은 해 12월 28일(정묘)
까지의 기사 참조.
6)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9월 26일(기유)
7) 『정조실록』 정조 14년 11월 18일(갑오) 기사 참조. 이 때 정조는 일반인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군사들을 동원
하여 야간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은언군이 탄 가마가 몰래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8) 『정조실록』 정조 18년 05월 09일(을미)
9) 은언군은 정조가 붕어하고 순조가 즉위한 후 일어난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결국 사사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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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비하여 강화도를 보장지처로 정하고 유사시 육지를 통해 강화도에 이르는 경로를 방어하
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바다에서 연안을 따라 접근하는 외적을 직접 관측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교섭을 주관하거나 교전에 임해야 하는 것 등이 새로운 관방 임무로 추가되었다.

가. 병인ㆍ신미 양요와 부평부
1866년 병인양요때의 상황을 보면 초기에 경기만 일대와 한강 수로 탐색을 위해 조선 해
역에 진입한 프랑스 함대는 3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2척은 부평부 경내인 난지도에,
다른 1척은 호도에 정박하였다.10) 부평부사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조정의 명에 따
라 영종진 첨사와 함께 프랑스 함선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함선의
승선 거부로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부평부사는 다시 프랑스 군함을 찾아가 부평 해역에서 떠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함대는 이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강화
도 해역으로 이동하여 염하(강화해협) 및 한강하류를 거쳐 양화진까지 진출하여 수로 조사 활동
을 전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원정대를 조직한 프랑스 함대는 재차 경기만에 나타나 물치도를 거쳐 염하
를 통과하였으며 갑곶 일대에 상륙하여 강화부성을 점령하였다.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거하고
지방에서 한양에 이르는 조운로를 통제하면서 조선이 굴복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순무천총 양헌
수가 이끄는 포수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강화도를 떠나 철수하였다. 이 시기에 부평부에서
는 프랑스 군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나 부평 해역을 지나는 프랑스 함대의 이동을 관측하고
보고하였다.
1871년 신미양요 때 부평부사는 외국 함대의 이동 상황을 단순히 관측하여 보고하거나 문
정을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른바 ‘장대 교섭’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1871년
4월 8일 미 함대는 영종진 해역 물치도를 지나 부평 경내에 진입하였으며, 팔미도를 지나 작약
도와 호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11)
미군의 강화해협 무단 침입과 이에 대응한 조선군의 포격, 미함대와 조선군의 포격전 이후
미군은 조선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장대에 달아 부평부 관내 율도의 백사장에
세워두었다. 부평부사는 미군의 군사행동을 책망하는 내용의 답서를 보내 반박하였다. 비슷한
내용의 서한이 추가로 장대교섭을 통해 오갔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교섭을 결렬
되었으며, 미군의 군사 공격으로 초지진과 덕진진, 광성보 일대에서 격전이 벌어져 조선군은 참
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미군은 광성보 전투 후 강화도를 점령하지 않고 철수하였다.
미군의 철수 과정에서 부평부사는 포로 송환 문제에도 관여해야만 했다. 미군은 장대외교
10) 프랑스 함대의 부평 해역 진입과 부평부사의 문정 시도에 대해서는 『부평사』, p.137 참조.
11) 신미양요시 미군의 부평 해역 이동 및 부평부사의 교섭활동에 대해서는 육군 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9-근ㆍ
현대Ⅰ』, 서울, 육군본부, p.89 및, 『부평사』, pp.139〜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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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조선군 포로 20여 명을 데려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평부사
가 전투와 포로 발생의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고 문책하자, 미군은 대화를 계속해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개항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포로를 석방한 후 완전히 철수하였다.

나. 개항 이후의 해방(海防)과 부평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이른바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고 일본이 인천을 개항장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천과 부평의 연안 방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12) 인천 제물포에서 부
평 경내를 거쳐 도성에 이르는 육로나, 부평 연안에서 곧바로 도성에 이르는 길을 이용하면 굳
이 강화해협과 한강 하구를 지나 한강을 따라 도성에 이르는 수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한양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13)
이에 조정에서는 인천과 부평 연안에 진과 포대를 세워 연안 방어책을 강화하려 하였다.
인천에는 화도진이 세워졌으며, 부평에는 연희진이 설치되었다.14) 그러나 1880년 인천 개항이
허용되면서 연희진은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었고, 화도진 역시 1894년 갑오개혁 때 혁파
되었다.
인천 개항 허용 이후에도 부평부 중심의 해방 노력은 지속되었다. 1883년 인천 개항이 이
루어지자 같은 해 10월에는 서곶에서 부평으로 통하는 경명현(景明峴 ; 징맹이 고개, 징매이 고
개, 장매이 고개)에 중심성이 세워졌고, 이듬해 1월에는 부평 관내에 기연해방영이 설치되었다.

<그림 2> 부평부지도(1871)
부평 연안의 도서들과 강화에 이르는 수로가 표시되어 있다.

12) 개항 후 부평부 지역의 방비 강화 대책 및 시행에 대해서는 『부평사』, pp.145〜147 참조.
13) 『승정원일기』 고종 14년(1877) 10월 15일 기사에는 일본의 선박이 강화가 아닌 인천, 부평을 향하는 이유는 그
들이 그 쪽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에서 강화는 120리 길인데 비해 인천은 6,70리 정도이므로 방비 시
설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내용이 실려 있다.
14) 『일성록』 고종 16년 7월 1일, 『부평사』, p.146 각주 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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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해방영은 경기만 지역 해방을 위해 경기ㆍ충청ㆍ황해 3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기구로, 수군
뿐 아니라 연안지역의 육군까지 휘하에 통제하였다. 그러나 평야지역에 있는 부평도호부는 군
영의 기지를 두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기연해방영은 1885년 3월에 용산으로 이설되었다.

6. 맺음말
조선 후기 부평은 한양 서쪽의 보장중지였다. 한강과 굴포천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므로 수전이 발달하였고,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경제 여건에서
길러진 부평부의 군사력은 강화도 중심 연안 방어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유사시에 부평
부사는 인천과 안산의 병력까지 이끌고 강화도 덕진의 장자평에서 오두돈까지 구역의 방비를
담당하였다.
18세기말 정조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왕과 왕실의 위신을 보이고 주민들에게 특별한 은혜
를 내려주기 위해 수원 행행로를 크게 우회시켜 부평부를 경유하도록 하였다. 이 행차는 당시
강화도에 유배 중이던 정조의 이복동생 은언군 인을 별도로 만나 그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포함
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의 두 차례 양요와 일본의 영종도 침공, 뒤이은 강화도 조약으로 강화도 중심
해방체제는 변하게 되었으나 인천 개항으로 부평은 인천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첩로 방위의
요충지로 그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었고 기연 해방영 기지가 부평부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항 후 정세변화 속에서 기연해방영의 기지는 용산으로 이전되었고, 부평의 군사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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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풍수적 공간구성
권 선 정
(동명대학교)

1. 들어가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표상의 공간 환경을 배제한 인간의 삶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일
차적으로 주어진 차이나는 자연환경이든 아니면 다양한 인위적 가공을 통해 변형된 인문환경이
든 공간 환경은 인간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들의 생존 및 복지를 위해
공간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인간과 공간 환경 간 관계
맺기의 산물로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지속돼 온 인식이나 지혜가 바로 지리(또는 지리
학)이다. 인간 삶이 이루어져 온 지표 공간의 차이만큼이나 다양한 지리적 지혜가 가능한 것이다.
본고에서 조선시대 부평부 읍치(邑治)의 공간적 특성을 탐색하는데 있어 일종의 접근 통로
로 삼고자 하는 풍수(風水)도 그러한 지리의 한 종류이다. 즉 풍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반도와 동북아시아 더 넓게는 동아시아의 공간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리적 지혜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근대 이전에는 일상적 수준에서 공유해 온 지리적 지혜 이상으로 학문적 패러다임을
갖춘 정상적인 지리학(normal geography)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풍수에 대한 학문영역이나 세간의 이해는 어떠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풍수에 대한 다양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마치 먹구름처럼 근대 이전 정상지리로 유지돼 온 풍수
의 특징적 측면이나 가치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풍수하면 떠
올리는 명당(明堂) 신화가 그것이다. 무언가 풍수에서 살피는 여러 입지조건을 갖춘 소위 명당
을 차지하게 되면 막대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부의 축적이나 사업 성공, 자녀의 일류대
입학이나 출세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풍수 명당에 대한 근거 없는 신화가
우리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화의 작동 메커니즘이나 근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의 인식 속에서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신화의 먹구름은 자연스레 걷히게 마련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풍수를 근대 이전 정상적으로 공유돼 온 공간에 대한 문화적 코드이자
전통지리로 전제하고 1310년(고려 충선왕 2) 부평부 등장 이후 거의 600년 이상 단일 행정구
역으로 유지되어 온 조선시대 부평부 지역의 풍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평부 전체의 풍수적 측면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부평부의 중심지였던 읍치의 풍수적 공간구성
에 대해 관심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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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후기 부평부의 풍수 국면
1) 조선후기 부평부의 공간 영역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접근의 특징적 측면 중 하나가 관심 대상이 되는 공간 영역의 범위와
규모(scale)이다. 이는 전통지리인 풍수적 접근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그 대상이 되는 공간의 영
역이나 규모가 어떠한가에 따라 풍수에서 살피는 구체적 요건이나 의미 그리고 장소에 대한 해
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풍수에서는 관심 갖는 장소나 장소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에 대
해 그것의 절대적 의미나 가치, 기능 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조선시대 부평부의
진산(鎭山)이자 부평 읍치의 주산(主山)으로 인식되어 온 계양산조차도 현재 김포시 풍무동에 있
는 인조의 부모능인 장릉(章陵) 입장에서는 풍수 명당 국면을 구성하는 주산에 대응하는 주작사
(朱雀砂)의 안산(案山)이 되는 것이다.1)
이에 먼저 조선시대 부평부 전체 국면의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그 공간영역이
어떠했는지 현재의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부평부 지역
은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를 통해 고구려 때의 ‘주부토군(主夫吐郡)’, 신라 경덕왕 대
의 ‘장제군(長堤郡)’, 고려 초 ‘수주(樹州)’2), 1215년(고려 고종 2) ‘계양(桂陽)’, 1308년(고려 충
렬왕 34) ‘길주(吉州)’ 등 1310년(고려 충선왕 2) 부평부(富平府) 등장 이전 다양하게 불려왔음
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 부평부, 부평도호부, 부평현, 부평군 등 여러 차례 행정지위의
승강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영역은 거의 변화 없이 일제강점기 초까지 유지된다.3) 그 범위를
보면 북쪽의 계양산에서 시작하여 남으로 천마산 → 원적산 → 만월산 → 금마산 → 거마산 →
성주산 → 원미산ㆍ춘의산까지 이어지는 알파벳 ‘C’자 형태의 산지로 둘러싸인 부평분지를 중
심으로 주변 지역까지가 해당된다. 이러한 부평부 영역을 조선후기 지리지 중 관내 방리를 상
세히 기록하고 있는 『여지도서』(부평)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읍치가 위치한 부내면(府內
面, 상ㆍ하방 2개)을 비롯하여 동면(東面, 8개방), 당산면(堂山面, 5개방), 주화곶면(注火串面, 5
개방), 상오정면(上梧亭面, 7개방), 하오정면(下梧亭面, 7개방), 수탄면(水呑面, 12개방), 옥모면
(玉毛面, 7개방), 석천면(石川面, 6개방), 동소정면(同所井面, 5개방), 서면(西面, 7개방), 마장면
(馬場面, 3개방), 석곶면(石串面, 8개방), 모월곶면(毛月串面, 8개방), 황어면(黃魚面, 7개방) 등
1) 『정조실록』, 21년 8월 30일 병인.: “장릉은 계양산을 안산(案山)으로 하고”
2) 『고려사』 지리지에는 군ㆍ현의 개명 시기를 ‘고려 초’로 서술한 사례가 100개 이상에 달하는데 필자는 기왕의 연구
에서 ‘고려 초’로 서술된 군ㆍ현명의 개칭 시기가 태조 23년 즉 940년임을 밝힌바 있다(권선정, 2018a,
419-421).
3) 조선시대 접어들어 부평부는 부평도호부(1413년, 태종 13) → 부평현 강등(1438년, 세종 20) → 부평도호부 복구
(1446년, 세종 28) → 부평도호부 폐지(1505년, 연산 11) → 복구(1506년, 중중 1) → 부평현 강등(1698년, 숙
종 24) → 부평부 복구(1707년, 숙종 33) → 부평군(1895, 고종 23) 등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부평 지명의
행정지위 상 변화에 주목하여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적어도 600년 이상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했던 근대 이전의 부평을 ‘역사부평’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전종한, 20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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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면 97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그림 1). 그리고 이러한 조선시대
부평부 영역은 1900년대 초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ㆍ폐합 직전의 상황
을 엿볼 수 있는 『구한국지방행정구
역명칭일람』(1912)의 부평군4) 내용
과 비교해 볼 때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600년 이상 큰 변화 없
이 유지되던 조선시대 부평부나 부평
군 지역이 공간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이나 지명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ㆍ폐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평부의 역사지리적 변천
과 관련해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이행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

[그림 1] 조선후기 부평부의 행정구역(『해동지도』, 부평)
(지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다.5) 구체적으로 조선후기 부평부
지역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
르기까지 어떠한 행정구역 변화를 경험했는지 정리해 보았다(표 1).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부평부 영역은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ㆍ부평구ㆍ서구와 심지어 경기도 부천시, 서
울 강서구와 구로구 일부 동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2) 한남정맥(漢南正脈)의 끝자락 계양산에 기댄 부평부 읍치
흔히 한국의 전통 도시나 촌락의 입지적 특성을 말할 때 언급하는 것이 ‘배산임수(背山臨
水)’이다.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하천을 임하는 입지에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산세는 하천의 흐름이나 유량, 형태 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입지 조
건을 살필 때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부평부의 경우 굴포천, 귤현천, 계산천 등이 북쪽이

4) 부평군은 1895년(고종 32) 전국을 23부로 편제한 근대적 행정구역으로의 개편 당시 인천부(仁川府)에 속하게 된
12개 군 중 하나로 기존의 부평부가 개편된 것이다. 부평군은 이후 1914년 인천군과 부평군을 중심으로 남양군,
강화군 일부를 합쳐 부천군이 신설될 때까지 유지된다.
5) 이러한 부평부의 공간영역이나 ‘부평’ 지명의 위상 변화와 관련해 「권선정, 201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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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평부의 행정구역 변화(조선후기~현재)

나 동쪽으로 흐르다 한강에 합수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대다수 한반도 하천이 동쪽에서 서쪽이
나 남쪽으로 흐르는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부평부를 형성하는 주변 산지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부평부 국면을 형성하는 주변 산지는 알파벳 ‘C'자 형태로 부의 북쪽에서부
터 서쪽, 남쪽으로 하여 동쪽까지 부평분지를 둘러싸고 있고 굴포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북동쪽
만이 개방되어 있는 형세이다. 전통적 산맥인식체계상 부평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 산지는 한
남정맥의 말단에 속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성 칠현산(七賢山)에서 분기한 한남정맥 상 부평
부까지의 산 흐름을 보면 용인의 석성산(용인시 기흥구 중동)→객망현(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
대)→광교산(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사근현(沙斤峴, 경기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내)6)→오봉산
(五峯山, 의왕시 이동)→수리산(修理山, 군포시 속달동)→오자산(五子山, 운흥산, 시흥시 금이동)
을 거쳐 인천의 소래산(蘇來山, 인천 남동구 장수동)→성현(星峴)7)→주안산(朱岸山, 만월산, 인천

6)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417. 당시 시흥군 의왕읍(현 의왕시) 왕곡리에 속한 동리 중 ‘곡사
근천(谷沙斤川)’ㆍ‘곡사천(谷沙川)’ㆍ‘골사그내’ㆍ‘곡사그내’ 등으로 불렸던 자연마을의 명칭이 확인되는데 동편의 광
교산에서 백운산을 거쳐 서쪽의 의왕 오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낮은 고개지역으로 현재에도 국도 1호선과 과
천-의왕 간 고속화 도로가 교차하는 의왕IC가 있어 이 일대가 사근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비리고개’ 즉 ‘성현’이라는 마을과 고개 명칭이 확인되는데, 그 위치는 소래산에서 만월산으로 이어
지는 산줄기 흐름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한글학회, 1986,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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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남정맥(漢南正脈) 상 계양산(부평부 읍치)까지의 산 흐름(『대동여지도』)

남동구 간석동)8)→원적산(元積山, 인천 서구 석남동)→경명산(鏡明山)9)으로 하여 부평부 읍치의
진산이자 주산인 계양산(桂陽山)에 이르게 된다. 한남정맥 상 부평까지의 산 흐름을 『대동여지
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계양산은 조선전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동국여지지』, 그리고 조선후기
『여지도서』ㆍ「부평부읍지」(19세기 중반 추정)ㆍ『경기지』(부평, 1842)ㆍ『경기읍지』(부평, 1871)
ㆍ「부평군읍지」(1899)에 이르기까지 부평부의 진산이자 주산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 그
리고 계양산 아래 현 부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계산동 일대에 조선시대 부평부의 중심지였던
읍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계양산은 조선후기 부평부 관련 고지도 14종 모두에 유
일하게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권선정, 2019, 33).
다음으로 부평부 지역의 물 흐름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시대 부평부 영역에서는 계양산
서쪽(인천 서구)의 심곡천ㆍ공촌천ㆍ가좌천, 부천시의 역곡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이 부평분
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이나 동쪽으로 흐르다 굴포천에 합수하여 한
강으로 유입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 계양구의 계산천ㆍ목수천, 부평구의 청천천ㆍ세월천ㆍ
산곡천ㆍ원통천, 부천시의 심곡천ㆍ베르네천ㆍ오쇠천ㆍ삼정1천 등이 그것으로 대다수 한반도 하

8) 현재의 만월산(滿月山,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87.1m)이다. 인천의 땅이름 가운데 하나인 주안이 바로 이
산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그 원래 위치도 지금의 주안이 아닌 이곳 간석동 일대를 가리키는 곳이었다.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중구봉(重九峯)의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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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선시대 부평부 지역(부평분지) 일대의 주요 하천

천이 서쪽이나 남쪽으로 흐르는 것과 구별된다(그림 3). 이는 앞서 살펴본 부평부를 형성하는
주변 산지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부평부를 형성하는 한남정맥의 산 흐름은 마치
두 손을 모아 부평분지를 감싸 안듯 북동쪽의 수구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위에서 부평부 대
부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그로 인해 이들 산지 곳곳에서 발원한 물길들이 분지 가
운데를 관통하며 북동쪽으로 흐르는 굴포천으로 모여들어 손님물(客水)인 한강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1920년대 인위적으로 건설한 서부간선수로와 동부간선수로도 이러한 부평 지역의 물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부평부 전체의 풍수 국면
풍수에서 살피는 국면 형성의 핵심은 산과 물이다. 풍수라는 명칭도 결국은 지표 지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산, 물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조선시대 부평부 지역
의 공간 범위와 더불어 산지, 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살펴본 이유이다. 풍수에서 구분하는 장풍
국(藏風局)-득수국(得水局), 좌선국(左旋局)-우선국(右旋局) 등 국면마다의 차이도 결국 이러한 산
과 물의 조합이나 배치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산과 물 여건을 통해 부평부 전체의 풍수 국면을 보게 되면 먼저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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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벌려진 산세(백호)10)가 부평부 전체를 감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게 펼쳐져 있고 굴포천이 흘러 나가는 북동쪽만이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물 흐름을 보게 되면 부평부 전체 국면 상 굴포천은 명당수((明堂水,
內水)가 되는데 그로 인해 부의 북동쪽 너머를 흐르고 있는 내륙 하천이자 서해 바다 물길이라
고 할 수 있는 한강은 굴포천을 맞아들이는 객수(客水, 外水)가 된다.
풍수적 국면 형성을 위한 산수의 배합은 산수역세(山水逆勢)라고 하여 산과 물이 서로 교
차하며 만나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산과 물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지형 조건은 하천
충적지나 분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평부 전체 국면의 경우 산 흐름은 주산인 계양
산을 중심으로 부평분지를 크게 감싸 안으며 국면의 좌측으로 흐르는 산세가 우세하다. 이러한
산 흐름을 소위 좌선룡(左旋龍)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국면의 바깥 물길(객수, 외수)은 그와
반대 방향 즉 국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길 우선수(右旋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부
평부의 외수인 한강의 흐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한강은 부평부의 주요 산
세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 서해바다로 유
입되고 있다. 좌선룡에 좌선수 격이니 일견 풍수적 국면 형성을 위한 산과 물의 배치관계로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평부 지역에는 이러한 예상과 달리 부평분지라는 넓은 들을
가질 만큼 드넓은 국면이 펼쳐져 있다. 이것은 부평부 국면의 외수인 한강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내륙 하천으로서보다는 국면의 왼쪽편인 서해에서 오른쪽의 내륙으로(서→동) 흐르는 바
다 물길로서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부평부 전체 국면은 외수인 한강이
바다 물길로 서쪽(왼쪽)에서 동쪽(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며 산세와 역하는 우선국(右旋局) 형세
라고 할 수 있다.
우선국은 조선의 국도였던 한양11)과 마찬가지로 우측 산세가 시계반대방향(左旋)으로 좀
더 길게 국면을 감싸고 있고 외수는 그 반대 방향(右旋)으로 흘러 산수가 만나는 조건을 일컫는
다. 좌선, 우선에 대해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좌선, 우선이라는 것은 산과 물이 오고 가며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하여12) 국면을 형성하는 산수 배합 조건의 풍수적 표현임을 알 수 있
다. 조선후기 여러 고지도 상에서 굴포천 주변의 수많은 방죽(저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듯 내륙 하천이자 서해 바다 물길로서 한강이 주요 산세와 만나는 부평부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풍수적 대응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10) 풍수에서는 명당 국면을 형성하는 주위의 자연조건을 총칭하여 ‘사(砂)’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후좌우
사방을 지켜주는 수호신 개념과 관련된 청룡(靑龍)ㆍ백호(白虎)ㆍ주작(朱雀)ㆍ현무(玄武) 등의 사신사(四神砂)이다.
청룡은 명당 뒤의 주산 맥세에서 나와 앞쪽을 향하여 명당의 왼쪽을 감싸 안는 산세이고 백호는 명당의 오른쪽을
감싸면서 청룡 쪽으로 나아가는 산세를 말한다. 그리고 명당 국면의 전면 즉 주산 맞은편에 있는 안산(案山)과 조
산(朝山)은 주작이 되고, 명당 뒤 두어 마디 떨어져 솟아있는 주산을 포함하는 배후 산세는 사신사 중 가장 중요
한 현무가 된다.
11) 한양은 백호인 인왕산으로부터 안산인 남산까지 이어지는 우측 산줄기(좌선룡)가 길고 좌측 산세인 낙산이 짧아
서쪽으로 치달아 오는 외수 한강(우선수)과 서로 역하는 우선국을 이루게 된다(최창조, 1984, 237).
12) 『弘齋全書』, 第 57卷, 雜著 4, 定園第一: “左右旋以山水來去定局 若山從右來水向左去則爲左旋 山從左來水向右去
則爲右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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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평부 읍치의 풍수적 공간 구성
1) 풍수적 중심으로서 부평부 읍치
조선시대 지방 행정구역인 각 군ㆍ현에 속하는 여러 면ㆍ리 중 지방행정의 중심지이자 주
변지역과의 교통의 결절지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곳이 다름 아닌 읍치(邑治)이다. 말하자면 지
금의 도시기능을 담당했던 전통도시가 읍치인 것이다. 동시에 조선시대 읍치는 이러한 실제적
기능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나 통치 이데
올로기가 구현되는 구체적 실천의 장이기도 하였다. 그로인해 읍치에는 지방행정과 유교적 ‘예
(禮)’의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및 제의시설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가령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과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향리들의 업무 공간인 동헌(東軒)ㆍ객사(客舍)ㆍ
향청(鄕廳)ㆍ질청(秩廳)ㆍ옥(獄)ㆍ창고(倉庫) 등의 행정시설 그리고 문묘를 모신 향교(鄕校)와 사
직단(社稷壇)ㆍ성황사(城隍祠, 城隍壇)ㆍ여단(厲壇) 등의 제의시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실제적, 상징적 중심으로서 각 군ㆍ현 읍치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다양한 장치
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풍수와 관련해서 보자면 우선 읍치 국면이 각 군ㆍ
현 지역에서 가지는 공간적 중심성과 시원성의 확보이다. 여기서 공간적 중심성은 단지 지역
내에서 기하학적으로 가운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읍치의 입지
가 풍수 상 가장 핵심적인 명당 국면으로 의미 구성됨을 말하는 것이다.13) 그래서인지 조선후
기 고지도 상에서는 전국 각 군ㆍ현의 읍치가 풍수적 중심 국면인 명당으로 재현되고 있는 사
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14) 심지어 충청도 석성현(현 충남 부여군 석성면 일대) 지도
처럼 실제 석성현 읍치 국면을 형성하는 산과 물 조건을 심하게 왜곡시켰다고 할 정도로 고지
도상 석성현 읍치 입지가 풍수의 이상적인 명당 개념도와 거의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4, 5). 부평부 관련 고지도의 경우 여타 군ㆍ현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해 보이지만 계양
산 아래 읍치 입지는 역시 풍수 명당 국면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읍치의 시
원성은 산과 물로 대변되는 자연환경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다름 아닌 읍치임을 말하
는 것이다. 이러한 읍치의 공간적 중심성과 시원성을 확보해주는 풍수적 매개체가 바로 주산이
자 진산이다. 부평부 관련 여러 지리지나 14종 고지도 모두에서 유일하게 읍치 후면에 위치한
계양산이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표 1).
조선시대 부평부 읍치는 앞서 말했듯이 부평부의 진산이자 주산인 계양산 아래 현재의 계
13) 그렇지만 근대 이전 지역민들의 읍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고지도 상에서 읍치의 대부분은 기하학적으로
도 군ㆍ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14) 이와 관련해 조선후기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군ㆍ현 단위 고지도를 전통지리인 풍수의 재현물로 접근하기도 한다
(권선정, 2011; 2018c).
15) 부평 관련 지리지 중 그동안 1698년 제작된 것으로 소개된 「부평부읍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915.12-B889b)
는 『여지도서』(부평), 『경기지』(부평, 1842), 「부평부읍지」(1842), 『경기읍지』(부평, 1871년), 「부평군읍지」(18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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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872년 석성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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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풍수의 명당 개념도

산동 일대이다. 그만큼 계양산과 부평부 읍치는 600년 이상 단일행정구역으로 유지돼 온 부평
부의 공간적 중심성과 시원성을 확보해주는 일차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평부 읍치
가 자리했던 현재의 계산동이 지니는 역사적 장소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계산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부평부의 역사적 장소성을 대변해주는 ‘부평’ 지명의 명맥을 잇게 된 유일
한 장소 부평리(富平里, 부천군 부내면)였다가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며 왜식 지명인 대정정
(大正町)으로 그리고 광복 후 1947년 계양산 이름을 따 새롭게 등장한 명칭이다.16) 그렇지만
현재적 입장에서 부평하면 떠올리는 지역은 근대이행기 새로운 중심지로 등장한 현 부평동이나
부평구 등이다. 말하자면 근대이행기를 경험하며 새롭게 등장한 부평 관련 명칭이나 지역이 역
사 부평의 이미지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풍수적 명당 국면으로서
역사 부평의 실제적, 상징적 중심이었던 읍치에 대한 관심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읍치를 구성하는 물질적, 언표적 역사문화자원 즉 부평도호부 관아와 객사를 비롯한 행정시설,
향교(문묘)ㆍ사직단ㆍ성황단 등의 제의시설, 오랜 시간의 흔적이 축적돼 있는 역사적 길 체계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여타의 부평 관련 지리지나 고지도와 비교해 볼 때 그 편찬시기를 재고
할 필요가 있다. 건치연혁 항목의 내용 중 숙종대 부평현 강등 이후 다시 복구되는 내용, 19세기 중반 제작되는 지리지
의 첨부지도와의 유사성, 산천 항목이나 첨부지도에서 확인되는 산 지명의 비교(표 2 참조) 등을 통해 볼 때 19세기 중
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권선정, 2018d, 50-51).
16) 이와 관련해 「권선정, 201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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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리지 상 부평부(부평군)의 진산과 주산
지 리 지

진산, 주산

『신증동국여지승람』(부평)

계양산은 부 북쪽 2리에 있는 진산이다. 일명 안남산이라고도 한다. (桂陽
山在府北二里鎭山 一名安南山).

『동국여지지』(부평)

『신증동국여지승람』(부평) 내용과 동일.

『여지도서』(부평)

계양산은 부 북쪽 2리에 있는 진산으로 일명 안남산이라고도 한다. 남쪽
인천 어래산(소래산)으로부터 와 서쪽으로 떨어져 읍 주산이 되었다. 가뭄
이 들면 이 산에서 비 오기를 기원한다(桂陽山在府北二里鎭山一名安南山
南自仁川蘓來山西落而爲邑主山 遇旱祈雨于此).

『산경』(한남정맥)

계양산은 서북쪽으로 왔는데 부평 읍치가 남쪽 2리에 있다. 일명 안남산이
라고도 한다(桂陽山西北來富平治在南二里一名安南山).

「부평부읍지」
(19세기 중반 추정)15)

『신증동국여지승람』(부평) 내용과 동일.

「부평부읍지」(1842)

계양산은 부 북쪽 2리에 있는데 일명 안남산이라고도 한다. 인천 어래산
(소래산)으로부터 서쪽으로 떨어져 나와 읍의 주산(州山: 主山의 오기로 보
임)이 되었다. 가뭄이 들면 이 산에서 비 오기를 기원한다(桂陽山在府北二
里一名安南山 自仁川蘓來山西落而爲邑州山 遇旱祈雨于此).

『경기지』(부평, 1842)

계양산은 부 북쪽 2리에 있는데 일명 안남산이다. 인천 어래산(소래산)으로부
터 와 서쪽으로 떨어져 읍 주산이 되었다. 가뭄이 들면 이 산에서 비 오기를
기원한다(桂陽山在府北二里一名安南山 自仁川蘓來山西落而爲邑主山 遇旱祈雨
于此).

『경기읍지』(부평, 1871)

『경기지』(부평, 1842) 내용과 동일.

「부평군읍지」(1899)

계양산은 군 북쪽 2리에 있는데 일명 안남산이다. 인천 소래산으로부터 와
서쪽으로 떨어져 읍 주산이 되었다. 가뭄이 들면 이 산에서 비 오기를 기
원한다(桂陽山在府北二里一名安南山 自仁川蘓來山西落而爲邑主山 遇旱祈
雨于此).

『증보문헌비고』
(1900년대 초)

(광교산) 성현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주안산(인천의 산천편에는 朱鴈山이라고
하였다.)ㆍ원적산ㆍ경명산ㆍ계양산에 이르러 남쪽에 부평부 치소가 있다(自
星峴西北至朱岸-仁川山川編朱鴈山-元積鏡明桂陽山南有富平府治).

지명, 전통지리 풍수 관련 경관 및 장소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등
이 필요한 이유이다.

2) 부평부 읍치의 풍수 국면
부평부 전체 국면과 달리 계양산 아래 부평초등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부평부 읍치
국면은 북서쪽의 계양산을 기준으로 좌우로 뻗어 내린 산줄기와 계산천의 수구처 부근에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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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성된 조산(造山)이
풍수 국면을 형성하는 형태
이다. 그러다보니 읍치를 구
성하는 중심축은 계양산으로
부터 부평부 관아가 있던 부
평초등학교 인근을 지나 명
당수인

계산천이

굴포천에

합수하는 수구처 쪽으로 이
어지는 남동 방향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
었다. 고지도 상에서 읍치

[그림 6] 부평부 읍치의 주요 산세(『여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주변의 산세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계양산(그림 6의 A)으로부터 현재 경인여대와 임학공원을 끼고 있는 산줄기(청
룡, C)와 경인교대가 자리한 산줄기(백호, D)가 좌우로 펼쳐져 있고 그 맞은편에는 명동산(名東
山ㆍ望東山, B-1)17)과 염성산(廉成山, B-2)18)이 이중으로 풍수 주작사인 안산(案山)과 조산(朝山)
으로 그리고 수구처 근처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조산(造山, E) 3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명당수인 계산천을 합하여 읍치 국면 바깥을 흐르는 물길(外水 또는 客水)인 굴포
천이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하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명당풍수에서는 읍
치를 좌우에서 감싸고 있는 산세와 물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산수역세(山水逆勢)의
조건을 국면 형성의 주요한 조건으로 살핀다. 이와 관련해 그림 6의 『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상 부평부 읍치의 경우 좌우 산세 중 왼쪽의 청룡 산세가 상대적으로 국면을 좀 더 길게
감싸주고 있고(右旋龍) 또 외수인 굴포천이 그 반대 방향 즉 국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
나가는 형세(左旋水)를 취하고 있어 산수역세(山水逆勢)의 좌선국(左旋局)을 이루게 된다(그림 7
참조).

17) 명동산의 위치에 대해 작전초등학교 북쪽으로 복개된 계산천과의 사이 또는 현 경인교대가 자리한 산줄기 동쪽
작전1동의 근린공원 부근에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74). 예전에는 망동산 북쪽에서
계산천변까지 잔디밭이 있어서 부평초등학교 가을운동회나 지역민들의 활쏘기 장소로 이용했었다고 하는데 이곳을
통칭 ‘먼동재’라고 불렀다 한다.
18) 염성산의 위치에 대해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는 후정리 동쪽 500m 정도 삼산동 90번지에 있었다고 하고
(http://www.incheon.go.kr) 또 1924년 서부간선수로를 팔 때 당시 갈산에서 영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등
성이를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도 있어 이럴 경우 염성산(영성산)은 삼산동의 서부간선수로 동편 굴포천과
의 사이에 있던 야트막한 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서부간선수로 서편인 갈산 동쪽 현 부평정수사업소에서 부
평북초등학교 사이 어딘가로 추정하는 입장도 있다(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74). 현재 염성산을 볼 수 없는 것
은 1943년 경인고속도로의 전신인 국방도로 건설 때 토취장으로 흙을 모두 파가서 산의 형태가 없어졌기 때문이
라고 한다(조기준, 199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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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명동산

계양산

망조산

망조산

동림방축

명동산

동림방축

[그림 8] 부평부의 조산(화살표)과 동림방축(점선원) (좌:『해동지도』, 우:『광여도』)

[그림 7] 부평부 읍치의 풍수 국면 개념도

부평부 읍치의 풍수 국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구처 근처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조산
과 방축이다. 부평부 관련 고지도에서는 대부분 계산천을 사이에 두고 아래쪽(남쪽)에 2개(현
계산동 62-1, 현대아파트 단지 내), 위쪽(북쪽)에 1개(계산동 60, 인천 안남중학교 정문 근처)
총 3개의 조산이 표시되어 있는데 읍치 전면 동남쪽 광활하게 열려 있는 수구처를 갈무리하기
위한 풍수 비보의 목적으로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7, 8 참조).19) 조산을 통한 풍수 비
19) 『여지도』(규장각 소장)와 『광여도』에는 2개의 조산이 그리고 『해동지도』ㆍ『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ㆍ『지승』
ㆍ「부평부읍지」(19세기 중반 추정)ㆍ『경기지』(부평)ㆍ『경기읍지』(부평)ㆍ『1872년 지방지도』ㆍ「부평군읍지」 등의
부평 고지도에는 3개의 조산이 표시되어 있다(권선정, 2018d, 45-46). 일설에는 심지어 5개의 조산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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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비보숲 다음으로 적지 않게 확인되는데, 보통 한 개에서부터 경우에 따라 두 개(황해도 풍
천), 세 개(경기도 부평)까지 다양하다(권선정, 2018c, 54-55). 그중에서 부평부 읍치의 세 개
조산을 통한 비보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이다(권선정, 2018d, 45).
이들 조산 외에도 계양산 좌측 청룡세 중 고산성(현 계양산성) 안쪽 산세(내청룡) 끝자락에
‘망조산(望造山)’이 있는데 명칭 상 수구처의 조산과 끊어지지 않는 맥세의 흐름을 기대하려 했
던 지명비보의 일종으로 짐작된다(그림 8). 또한 망조산과 이들 조산 사이에는 ‘동림방축(東林防
築)’이라는 명칭의 저수지까지 축조돼 있었는데 ‘동림(東林)’으로 불리던 비보숲과 제언이 함께
조성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동림은 고지도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보숲의 명
칭으로 자주 등장되는데 그만큼 풍수적 허결처를 인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비보의 목적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다.

3) 부평부 읍치의 음양론적 공간 구성
풍수에서 산수를 그 주요한 국면 형성 조건 즉 입지여건으로 살피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인간이 발 딛고 살게 될 땅 소위 지형적 조건을 고려한 전통적 환경인식과 관련된다. 풍수에서
는 산과 수를 음양론적으로 구분하여 대개 산을 정물(靜物)로 음에 수를 동물(動物)로 양에 배속
하여20) 음양 화합을 통한 생기(生氣, 地氣) 충만한 입지를 살피게 된다. 여기서 소위 생기 충만
한 땅은 다름 아닌 생명성이 충만한 지형과 기후 조건을 갖춘 입지를 의미한다. 생명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인간만이 아닌 현재 입장으로 보자면 무생물로 구분되는 자연환경
으로서 산과 물조차도 생명체로 이해했던 풍수적 시각에서는 각 각의 존재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관계 맺고 조합을 이루는 가운데 생명성을 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에게 남자
와 여자, 어른과 아이, 요즘 식으로 구분되는 갑과 을이 상호 음양론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때
그것이 곧 지속가능한 생명성의 주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음양론적 관계는 어
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거나 좋다거나 옳다거나 하는 절대적 실체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유연하게 변화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
이다. 중요한 것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서로간의 관계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토대가
바로 음양론적 관계이다.
따라서 부평부 읍치의 음양론적 공간구성을 관심 갖는 것은 서로 간 관계 속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영역이나 장소, 경관 등이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함께 공존하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었
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조선시대 전국 330개 이상의 지방행정구역이었던 군ㆍ현

전해지는데 먼저 축조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산이 계산천 수구처의 북쪽에 그리고 2차로 축조된 소규모의 3
개 조산이 그 맞은편에 있었다고 한다(인하대학교 박물관 1999, 35). 그렇지만 부평부 관련 지리지나 고지도 어
느 곳에서도 5개 조산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20) 『地理新法胡舜申』, 卷上第四, 水論(김두규 역해 200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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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치의 표본적 공간이 되는 최고의 읍치 즉
국가 도읍이었던 한양 그중에서도 핵심 정궁
(正宮, 法宮)이었던 경복궁의 공간구성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경복궁의 이원적인 음양론적
공간구성은 그것을 바탕에 깔고 있던 군ㆍ현
읍치의 풍수적 공간구성에 주요한 실마리를 제
공해 준다.
풍수에서는 산수로 대변되는 자연환경의
음양론적 조합을 살펴 입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공간상에 인위적 시설물을 배치하게 된다.
소위 건축물이나 조경 및 여가시설, 도로 등
다양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마련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이들 건조물들 간의 공간적 배치와 방위
(坐向) 문제이다. 여기서는 경복궁의 주요 건조
환경의 방위 배치를 통해 풍수적 핵심국면으로
서 읍치공간이 어떠한 음양론적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복궁의 여러 건조환경 중 가장 핵
심적인 것은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이다.
경복궁이 보통 남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
도 결국은 그 공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축물
의 방위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속설에 조선
[그림 9] 경복궁의 음양론적 공간배치

초 경복궁 어찌 보면 한양의 공간 배치 즉 방
위를 결정할 때 정도전과 무학대사간 논쟁이
있었음을 말하기도 한다. 가령 조선 건국의 일

등공신이었던 정도전(1342~1398)은 유교적 예에 의해 군자는 남면(南面)이라 하여 남향을 무
학대사는 한양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서쪽의 인왕산을 진산으로 삼아 지금의 흥인지문(興仁之
門, 동대문)쪽으로 동향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결국 정도전의 주장대로 남향인 자좌오향(子坐
午向)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1)
그런데 경복궁의 실제 좌향이 자좌오향이든 임좌병향(壬坐丙向)이든 계좌정향(癸坐丁向)이든
(이들 방위는 모두 남향을 취하고 있다)22) 풍수의 음양론적 공간구성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경
21) 『大東野乘』, 券之五, 五山說林草藁.
22) 『태조실록』이나 『궁궐지』, 『경궁지』 등의 기록에 따르면 경복궁은 임좌병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후대 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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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궁의 남문인 광화문을 경계로 근정전으로 대변되는 중심공간과 광화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주
작대로(朱雀大路, 현 세종대로)의 방위 배치가 A와 B 방향으로 서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그
림 9). 언뜻 보기에도 주작대로의 방위(B)는 정남향에 가깝고 경복궁 축(A)은 그보다 미세하게
서쪽으로 빗겨나 있다. 풍수적 공간구성과 관련해 이러한 방위배치의 차이는 대문이나 담, 길,
하천, 언덕 등 여러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풍수에서는 360°사방을 24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위에 15°씩 배분하는 24방위체계를 사
용한다. 일례로 정북쪽을 지칭하는 자방(子方)의 경우 정북쪽 0°를 기준으로 좌-우로 7.5°씩을
포함하는 15°가 같은 자방이 되는 것이다. 자방의 맞은편은 180° 정남쪽을 기준으로 좌-우
7.5씩 15°가 같은 오방(午方)에 배속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같은 북쪽이라고 해도 지구 지
표상에서의 북쪽 즉 자북(磁北)과 실제 진북(眞北) 간에는 방위 측정의 지점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소위 자편각의 존재이다. 이러한 방위 측정 상 편차가 풍수에도 반영된 것이 소위
지반(地盤)과 천반(天盤)이라는 것으로 이들 간에는 7.5°차이가 있는데 방위 측정의 대상이나 사
용 목적에 따라 그 쓰임새에 차이가 있다. 즉 같은 자방이라고 하더라도 천반은 지반보다 7.5°
시계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적 방위체계를 기준으로 경복궁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방위 차이를 보게 되
면 정남향하는 주작대로의 방위를 지반정침(地盤正針) 상 오방으로 그리고 근정전에서 광화문으
로 이어지는 내부공간의 방위축은 그보다 7.5° 시계방향으로 빗겨난 천반봉침(天盤縫針)의 오방
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자좌오향(자방을 뒤로하고 오방을 앞으로 하는 방위 배치)이라고 하더라
도 7.5°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위 배치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반봉침
으로 측정되는 내부공간은 말 그대로 하늘의 공간으로 그리고 지반정침으로 결정되는 주작대로
의 외부공간은 땅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을 양, 땅을 음으로 구분했던
전통적인 세계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고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과 관련된 성(the
sacred)-속(the profane)의 구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풍수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
인 내부공간은 하늘 공간-양의 공간-성의 공간으로 그에 반해 외부공간은 땅의 공간-음의 공간
-속의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평부 읍치의 이원적인 음양론적 공간구성을 보게 되면 우선 읍치의 핵심시
설인 행정관청 즉 동헌이나 객사가 자리했던 내부공간과 부평부 관아 정문을 경계로 하여 주작
대로로 대변되는 외부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부평부읍지」(1842)에는 아사, 객사, 이청과 더불
어 향교가 해좌사향(亥坐巳向)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 내부공간의 핵심시설인 동헌이나 객
사의 방위배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해좌사향은 자좌오향을 기준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30°
궁의 좌향에 대한 기록은 계좌정향으로 확인되고 「경복궁침전지역발굴조사보고서」(1965)에 강녕전터에서 출토된
임진왜란 이전 3차례 이상 시기가 다른 건물 유구들의 좌향도 모두 계좌정향인 것으로 보아 경복궁의 좌향은 창
건시부터 계좌정향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김동욱, 199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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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친 북서-남동 방위를 말한다. 더불어 경복궁 사례에 비추어 이들 관청의 방위 외에 비슷한
방향으로 뻗어나갔을 주작대로에 대해서도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내부공간의 핵심시설인 동헌, 객사의 정확한 위치나 정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산전통시장
입구에서 계산1파출소를 지나 삼천리 아파트로 이어지는 길을 ‘비석거리’라고 불렀고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비석거리 아래쪽으로 소위 ‘숲정이’라고 할 만한 일종의 비보림(裨補林)이 유지
됐으며 길 끝자락에 미륵당이라는 선돌이 있었다는 것은 내부공간의 정문(남문으로 추정)에서
시작되는 주작대로가 적어도 비석거리까지 유지되다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
다. 또한 근대이행기 지적도를 보게 되면 부평부 동헌이 있던 현 부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비
석거리까지 상리로 편제돼 있던 지역이 국유지이자 지목 상 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
도 이 일대가 부평부 읍치의 핵심영역임을 짐작케 한다.

4. 맺음말
최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인 행정중심지로 근대이행기를 거치며 그 영역 및 위상이 변화되어 온 읍치에 대
한 조사 연구 및 복원 등에 대한 관심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본 연구는 600년 이상 단일 행
정구역으로 유지돼 온 부평부의 역사적 장소성 구성과 관련해 읍치를 중심으로 풍수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부평부의 경우 근대이행기를 거치며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전통적인
모습이 대부분 해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관심 대상인 역사 부평의 중심지 즉 부평
부 읍치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현재 부평하면 어디를 떠올리는지 외지인은 둘째 치고 지역민
들에게 물음을 던져 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 전철 1호선 부평역 일
대 즉 근대 부평을 부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렇지만 부평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을 말할 때 대표적인 장소는 소위 역사 부평이라 일
컫는 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조선시대 부평부 읍치이다. 본고에서 부평부 읍치
중심으로 풍수적 특성이나 관련 경관 및 장소를 살펴본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부평부 읍치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부평을 접근하고자 할 때 접근의 통로나 관심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근대이행기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된 근대 부평과 구분되는 ‘차이’가 무
엇인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부평부 읍치가 자리했던 계양구, 계양구를 포괄하는 인
천광역시 등의 지역정체성 구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단순히 과거의 것은 소중한 것이니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물질적 요소의 복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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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간 삶이 이루어져 온 공간이나 장소는 다양한 물질적, 언표적
요소와 더불어 차이나는 의미들이 켜켜이 쌓여 있게 마련이다. 무엇을 복원할 것인지? 복원을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복원을 위한 충분한 근거와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더불어 행정
이나 제도 마련, 지역민들의 의지 등 현실적 여건은 어떠한지?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본 작업은 이러한 고민의 구체적이고도 초보적인 실천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역의 주요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이나 복원, 시민과의 공유 등과 관
련해 다양한 문헌이나 자료적 뒷받침이 담보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부평부 읍치 복원 작
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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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도시경관(townscape)은 그것의 탄생과 존속 여부에 관여하는 시·공간적 맥락성을 반영한
다. 당대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접근하는 단서로서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문화경관의 하나이다. 한국의 오늘날의 도시경관은 대부분 조선시대 읍성 취락과 읍치 경관으
로부터 전해온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일제는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읍성 취락들을 도시
계획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통 경관의 훼철과 경관 구성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사물
의 질서를 확산시켜 나갔다. 광복 이후가 되면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맥락성이 경관 변화의
배경에 첨가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근대적 도시경관은 조선왕조와 일본 강점기 때기의 경관
누층 위에 또 하나의 경관 층위를 갖게 된다(전종한, 2004, 322).
도시형태학은 도시경관의 물리적 형태에 관심을 두고 구성요소, 구성원리, 집합 패턴, 공간
조직, 토지이용, 그리고 이들의 진화과정을 연구한다. 도시형태학은 19세기 말 독일의 문화지리
학자 슐뤼터(O. Schlüter)를 학문적 기원으로 삼는데, 오늘날 영국에서는 역사지리학, 이탈리아
의 건축학, 미국의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도시
지리학의 한 영역이지만 연구 방법의 면에서는 역사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국내 학계에서는
1991년 ‘도시형태학’이라는 용어가 논문 제목으로 처음 등장하였다(류제헌, 1991).
도시경관에 관한 연구 주제는 물리적 형태 분석, 기능지대 구분, 그리고 지명 해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물리적 형태란 건축물의 위치, 규모, 양식, 밀도, 도로망 형태 등을
말하며, 기능지대란 거주지 분화, 토지이용(지목 변화, 소유 관계) 패턴을 의미한다.
부평도호부의 읍치 경관을 검토하는 일은 조선시대 중앙권력의 주체가 읍성을 통해 지방의
사회 공간을 포섭해나가는 일면과 한국에서 건설된 초기 읍성의 경관 구성 원형 및 상징성을
이해하는 방안이 된다. 나아가 구한말 이후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도시경관의 근대화 과정에 접
근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도시
경관의 소멸과 등장 과정을 읍성 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은 계양 지역의 지역 정체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36 ∙

부평도호부 복원 학술대회 성과종합보고서

이 글의 목적은 부평도호부 읍치였던 계양 지역의 토지이용과 그 소유의 변화과정을 통하
여 그것의 근대적 변형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시대 읍치의 통치 기구들이 위치하고 있던 토지들이 그 이용과 소유의 변화과정에서 읍치
지역 토지이용 경관의 형태 및 기능의 지속, 단절, 대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부평도호부의 도시경관은 어떠한 변
화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다. 부평도호부는 인천 개항장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일본인들은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가? 많은 국유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근대화 과정에서 그 기능체
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부평도호부가 위치한 지역의 지명은 1914년에 부평군에서 부천군으로, 부평도
호부의 읍치가 있었던 군내면과 주변의 동소정면, 마장면, 서면을 통합하여 부내면으로 통합되
었다. 부평도호부의 읍치는 군내면의 상동과 하동에 위치하였는데, 상동과 하동은 1914년에 부
내면 부평리와 하리로 변경되었다. 이 글에서 1910년 지적원도 상의 토지이용과 토지 소유를
설명할 때는 상동과 하동으로, 그 이후는 부평리와 하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근대이행기 동안 읍치 내외에 새롭게 자리 잡은 기능체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 지역에
서 전통적 경관 요소의 소멸과 지속에 관여한 주체가 과연 누구였을까? 일제강점기 동안 창출
된 토지이용 패턴과 근대적 도시경관은 한국의 도시 진화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러
한 질문들을 통해 도달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시대 읍치 취락의 사
회공간적 재편과정을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시각은 시간 흐름에 따른 경관 변화의 연
속과 단결성에 주목하려 함이다. 즉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에 이르는 동안 도시경관
의 등장과 소멸, 형태 및 기능 변화를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한 진화의 산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조선 시대의 전통적 도시경관 이해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전
개된 전통 경관의 식민적 왜곡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는 조
선시대부터 식민지 시기로의 근대이행기의 경관 진화에 관한 것과 이중적 도시 공간구조의 형
성으로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경관 변형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지적원도 상의 토지이용과 토지소유자
1) 토지이용 분석
부평도호부는 1413년에 지정되었으며, 군내면, 동소정면, 마장면, 서면을 포함하고 있다.
1895년에 인천부 부평군으로, 1896년에 부평군으로 변경되었으며, 1914년에 부평군은 부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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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군내면, 동소정면, 마장면, 서면은 통합되어 부내면이 되었다. 부평도호부의 읍치가 위치
한 상동과 하동은 각각 부평리와 하리로 변경되었다.
부평도호부 읍치가 있었던 지역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지적 측량과 토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지적원도와 최초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부평도호부의 읍치는 경기도 부평군(富平郡) 군내면(郡
內面)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에 위치하고 있다. 1914년 경기도 부평군(富平郡)은 부천군(富川郡)
으로, 군내면은 부내면(富內面)으로 상동은 부평리로, 하동은 하리로 바뀌었다.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부평리 지적도의 측량은 융희 4년(1910년)1) 1월에 이루어졌고, 이동지(異動地)를 다시
측도(測圖)한 것은 대정(大正) 4년(1915년)이었다. 부내면 하리의 지적 측량은 융희 4년(1910
년) 2월에 완료되었고, 1915년 1월 8일에 이동지(異動地)를 측도(測圖)하였다. 지적원도에
1915년 1월 8일 이동지측도(異動地測圖)가 반영되었는데 이를 토지이동(土地異動)2)이라고 한다.
이때 1914년의 행정구역 변천을 반영하였다. 1914년 부내면 부평리와 하리 지역이 현재 계산
동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지적원도 상의 상동과 하동의 1910년 토지측량 당시의 토지이용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지적원도 상의 토지이용 현황(1910년)
상동

지역
지목

하동

면적(평)

필지

필지당 평균(평)

면적(평)

필지

필지당 평균(평)

田

124,727

228

547

76,319

93

820.6

畓

38,683

52

743.9

479,354

260

1,843.7

垈

29,204

85

343.6

15,641

64

244.3

林野

5,652

6

942

18,558

14

1,325.6

雜種地

110

2

55

312,848

33

9480.2

墳墓地

1,014

3

338

4,741

6

790.2

합계

199,390

376

530.3

907,461

470

1,930.8

자료: 부평리, 하리 토지조사부

상동의 토지를 지목별로 고찰하면 밭이 228필지 124,727평, 논이 52필지 38,683평, 대
지가 85필지 29,204평, 임야가 6필지 5,652평, 분묘지가 3필지 1,014평, 잡종지가 2필지
110평이다. 밭은 필지당 547평이고, 논은 필지당 744평이고, 대지는 필지당 344평이고, 분묘

1) 융희(隆熙)는 대한제국 순종
2)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ㆍ좌표ㆍ지목ㆍ지번이
생길 때, 경지 정리ㆍ지번

때의 연호로 1907년부터 1910년까지 4년 동안 사용되었다.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일. 신규로 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경계ㆍ
달라질 때, 공유 수면의 등록 전환ㆍ매립 준공ㆍ분할ㆍ지목 변경ㆍ합병 따위의 사유가
경정ㆍ토지 구획 정리ㆍ행정구역 변경 따위의 사유가 생길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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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필지당 338평이고, 잡종지는 필지당 55평이다. 하동은 밭이 93필지 76,319평, 논이 260
필지 479,354평, 대지가 64필지 15,641평, 임야가 14필지 18,558평, 잡종지가 33필지
312,848평, 분묘지가 6필지 4,741평이다.
상동과 하동의 토지이용을 분석하면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측면이 잘 반영되어 있다. 상
동은 하동보다 면적이 약 4.5배 작으면서도 밭의 면적은 2배 가까이 넓은데, 이는 지형적 측면
에서 상동의 고도가 하동보다 높으므로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논은 하동이
상동보다 12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계산천과 굴포천의 영향과 고도가 낮고 평평한 지형이
많은 하동이 논으로 토지이용에 더 유리한 지형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대지는 상동이 하동
보다 더 많은 필지와 필지당 면적이 넓다. 이는 상동이 부평도호부 읍치의 각 기능체들이 많이
분포한 관계로 읍치의 건물들이 위치한 필지의 면적이 넓은 측면이 반영되었다. 잡종지는 하동
이 월등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는 하동 지역이 계산천 하류와 굴포천의 영향으로 아직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지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야는 상
동의 서북부의 지역은 현재 경인교육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산으로 지목이 정해져 임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이 많이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지목이 정해진 지역이 많지
않다. 반면에 하동의 임야는 산이 거의 없음에도 임야로 지정된 필지가 많다. 하동의 임야는 풍
수적 측면에서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의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취약할
때 인공적으로 언덕을 만들고 숲을 조성하는 비보풍수(裨補風水)를 위하여 조산(造山)을 만든 것
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다섯 개의 조산이 있다고 알려진 위치에 3개의 필지가 임야
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은 부평도호부 읍치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을 보여주고 있다. 복서에서 동남 방향으
로 흐르는 굴포천을 경계로 동북 방향으로 대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부평도호부 읍치
가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개인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맞은편도 대지가 분
포하는데 이곳은 부평향교가 위치하고, 구 주변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밭은 부평도호부 읍
치의 주변 지역과 서쪽의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부평도호부 읍치의
남동 방향에 임야가 있는데 현재 비석거리라 불리는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부평도호부 읍
치의 풍수적 측면에서 볼 때 비보적 측면이 고려되어 조산의 의미로 만들어진 것에 임야의 지
목이 붙여진 것이라 생각된다. 논은 부평도호부 읍치의 북동 방향의 먼 쪽에 위치하는데 이곳
은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곳이어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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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평도호부 읍치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토지 소유 분석
지적원도 상의 상동과 하동의 토지 소유를 국유지, 부평군 향교, 조선인, 일본인으로 분류
하였다. 국유지는 밭이 12필지 7,712평, 논이 7필지 7,060평, 대지가 25필지 19,065평, 임야
가 7필지 8,358평, 잡종지 2필지 110평, 분묘지가 1필지 1,263평으로 총 54필지 43,568평이
다. 부평군 향교는 대지가 4필지 2,214평, 밭이 21필지 11,063평, 논이 6필지 4,387평으로
총 31필지 17,664평이다. 조선인은 대지가 116필지 23,536평, 밭이 287필지 180,875평, 논
이 131필지 102,455평, 임야 13필지 15,852평, 잡종지는 32필지 79,182평, 분묘지는 8필지
4,492평으로 총 587필지 406,392평이다. 일본인은 대지가 1필지 30평, 논이 1필지 1,100평,
밭이 1필지 1,396평, 잡종지가 1필지 242,666평으로 총 4필지 245,192평이다(표 2).
그림 2는 부평도호부의 읍치를 중심으로 토지의 소유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부평도호부 읍
치 주변은 부평도호부 관아의 건물이 있는 국유지와 현재 부평향교가 있는 지역의 부평군 향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부평도호부 읍치의 국유지 밖에 잇는 일본인 소유의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조선인이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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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평도호부 읍치 주변의 토지 소유 현황(1910년)

국유지는 국가 소유와 군내면과 상동과 하동 마을의 소유로 나뉜다. 국가 소유의 대지는
대부분 부평도호부의 행정을 위한 건물터로 이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밭은 읍치 통치를
위한 건물의 동쪽 주변에 집중하고 있다. 잡종지 2필지는 군내면 소유로 나타났다.
표 2. 지적원도 상의 지목별 토지 소유 현황(1910년)
상동

지역
지목

田

畓

하동
필지당
평균(평)

필지

소유자

면적(평)

합

124,727

228

547

합

76,319

93

820.6

국가

3,804

8

475

국가

3,908

4

977

향교

8,682

19

456

향교

2,381

2

1,190

조선인

112,241

201

558

조선인

68,634

86

798

일본인

1,396

1

1,396

합

38,683

52

743.9

479,354

260

1,843.7

국가

1,052

2

526

국가

6,008

5

1,201

향교

4,387

6

731

조선인

37,631

50

752

조선인

64,824

81

800

합

면적(평)

필지당
평균(평)

소유자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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垈

林野

雜種地

墳墓地

면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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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필지당
평균(평)

필지

소유자

면적(평)

필지당
평균(평)

필지

일본인

1,100

1

1,100

합

15,641

64

244.3

합

29,204

85

343.6

국가

13,272

19

698

국가

5,793

6

965

향교

1,682

3

560

향교

532

1

532

조선인

14,220

62

229

일본인

30

1

30

조선인

9,316

54

172

합

5,652

6

942

합

18,558

14

1,325.6

조선인

5,652

6

942

국가

8,358

7

1,194

조선인

10,200

7

1,457

합

110

2

55

합

312,848

33

9480.2

국가

110

2

55

조선인

70,182

32

2,193

일본인

242,666

1

242,666

합

1,014

3

338

합

4,741

6

790.2

조선인

1,014

3

338

국가

1,263

1

1,263

조선인

3,478

5

695

199,390

376

530.3

907,461

470

1,930.8

합계

합계

자료: 부평리, 하리 토지조사부

부평군 향교는 향교가 있는 상동에 3필지가 대지이고, 나머지 밭과 논이 있는데 밭은 향교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논은 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하동에 6필지가 있는데 논과 밭은
향교 운영을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소유하고 있다.
일본인은 밭 1필지, 논 1필지, 대지 1필지, 잡종지 1필지 등 총 4필지 만을 소유하고 있
다. 그중에서 잡종지 1필지는 242,666평으로 그 넓이가 엄청나다. 이 필지 소유자는 송미원지
조(松尾元之助)3)이다. 부평도호부의 읍치가 위치한 지역은 개항장인 인천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가 부평도호부 읍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약 6km 지역에 부평역이 신설되면서 부평도
호부의 읍치 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3) 松尾元之助는 경성부 본정 4정목에 거주하고 있다. 1887년(명치20년) 부산의 중심인물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 당
시 사진 설명에서 무역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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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판단된다.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상동과 하동의 토지 소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
서는 국유지와 부평군 향교의 토지는 제외하였다. 상동의 총 376필지 중 국유지와 부평군 향교
소유의 필지 53필지를 제외하면 상동의 개인 소유 토지의 필지는 323필지이다. 표 3은 상동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의 주소지별 토지 소유현황이다. 상동의 토지는 상동 거주자가 필지상으로
는 231필지를 소유하여 전체 필지의 71.5%를 소유하고 있다. 이어서 하동 거주자가 85필지로
26.3%로 두 지역 거주자가 97.8%로 상동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 지역
은 동면, 서면, 석천면 소유자를 합치면 99%의 필지를 그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상동의 면적은 169,588평이며, 이 중 상동 거주자는 113,777평으로 67%의 비중이다.
하동 거주자는 50,721평, 29.9%이다. 상동 거주자의 면적당 비중이 필지당 비중보다 낮은 이
유는 상동 거주자의 소유 중에 대지 소유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동 거주자의 면적당 소유
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논의 소유가 많기 때문이다.
상동의 토지 중에서 상동과 하동의 토지 소유자가 많은 이유는 이 지역이 부평도호부로
오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거주자들이 이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지속적인 상속으
로 그 소유권이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 3. 상동 토지의 개인 주소지별 소유 현황(1910년)
(평)

상동

주소
지목

하동

동면

서면

석천면

경성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垈地

64

12,015

-

-

-

-

-

-

-

-

-

-

畓

30

30,915

20

6,716

-

-

-

-

-

-

-

田

134

68,338

59

39,848

1

898

2

1,513

1

734

3

1,945

林野

2

2,235

4

3,417

-

-

-

-

-

-

-

-

墳墓地

1

274

2

740

-

-

-

-

-

-

-

-

85

50,721

1

898

2

1,513

1

734

3

1,945

합계

231 113,777

자료: 토지대장, 필자 정리

하동의 토지는 470필지, 907,461평이다. 국유지와 부평군 향교의 토지를 제외하면 개인
소유의 토지는 436필지, 873,721평이다. 하동의 개인 소유의 토지를 주소지별로 고찰하면 표
4와 같다. 하동의 토지 중 필지상으로는 하동 거주자가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면
적으로는 경성부 거주자가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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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동 주소지별 토지 소유 현황(1910년)
(평)
하동

주소
지목

상동

동면

서면

석천면

옥산면

황어면

당산면

인천부

경성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垈地

55 9,034

2

282

-

-

-

-

-

-

-

-

-

-

-

-

1

1,827

畓

105 171,349 62 152,582 21 30,830 15 16,106

2

2,120

2

2,736

3

2,701

田

58 43,782 12 10,454

1

666

8

6,249

-

-

-

-

1

1,468

6

-

-

-

-

-

-

-

雜種地 5 19,685 11 29,097 15 18,122

-

-

-

-

墳墓地 1

1

918

2

林野

9,928

206

1

-

272

-

-

-

합계 230 253,984 88 192,687 37 49,618 24 23,273

-

-

-

-

5 10,419 35 79,393
2

2,729

2

3,214

-

-

-

-

-

-

-

-

-

2 245,944

-

-

-

1

1,276

-

-

1

2,120

2

2,736

5

5,445

1

1,827

332

7 13,148 40 328,883

자료: 토지대장, 필자 정리

하동의 토지를 필지상으로 분석하면 하동 거주자가 230필지로 개인 소유 필지의 52.8%,
상동은 88필지로 20.2%, 경성부는 40필지 9.2%, 동면은 37필지 8.5%, 서면은 24필지 5.5%,
나머지 석천면, 옥산면, 황어면, 당산면, 인천부를 합한 17필지는 3.9%이다. 면적대비 주소지별
비중은 하동은 29.1%, 상동은 22.1%, 경성부는 37.6%, 동면은 5.7%, 서면은 2.7%, 나머지
석천면, 옥산면, 당산면, 황어면, 인천부는 2.9%이다.
하동의 토지 소유를 필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하동의 거주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고, 상동 거주자도 20%로 두 지역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동과 비교하면 필
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4곳 더 많고, 비중도 더 높아지고 있다. 면적을 대비하면 상동과
하동을 제외한 지역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동 거주자는 소유 필지 비중이
약 53%이지만 면적은 약 30%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아지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가 반영된 결과
이다. 경성부 거주자가 소유한 잡종지 1필지의 면적이 24만 평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동은 논
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논이 적고 거주 역사가 오래된 상동 거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평도호부의 읍치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지는 국유지와 향교 부지이다. 국
유지는 상동과 하동에 54필지 43,568평이 있다(표 5). 지목별로는 대지가 25필지 19,065평,
밭이 12필지 7,712평, 논이 7필지 7,060평, 임야가 7필지 8,358평, 잡종지 2필지 110평, 분
묘지 1필지 1,263평이다. 대지는 부평도호부의 통치에 필요한 건물부지로 읍치의 중심을 이루
고 있다. 읍치의 중심은 상동이지만 읍치 지역이 상동과 하동의 경계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므
로 하동에도 6필지의 대지가 존재한다. 국유지 중에는 지역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도 있다. 군
내면 상동이 대지 1필지 2,488평, 하동이 대지 1필지 442평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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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유지의 지목별 토지 소유 현황(1910년)
상동

지역
지목

하동

면적(평)

필지

필지당 평균(평)

면적(평)

필지

필지당 평균(평)

田

3,804

8

475.5

3,908

4

977

畓

1,052

2

526

6,008

5

1,201.6

垈

13,272

19

698

5,793

6

965.5

林野

-

-

-

8,358

7

1,194

雜種地

110

2

55

-

-

-

墳墓地

-

-

-

1,263

1

1,263

합계

18,238

31

588.3

25,330

23

1,101.3

자료: 부평리, 하리 토지조사부, 필자 정리

부평군 향교는 상동과 하동에 31필지 17,664평을 소유하고 있다(표 6). 부평군 향교는 상
동의 대지가 3필지 1,682평으로 향교의 건물들이 이 3개의 필지 안에 배치되어 있다. 부평군
향교는 논과 밭도 소유하고 있는데 밭은 향교가 있는 상동에 19개 필지 8,682평, 논은 하동에
6필지 4,387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밭과 논은 향교를 운영하는 재원 마련을 위한 토지라고
생각된다.
표 6. 부평군 향교의 지목별 토지 소유 현황(1910년)
상동

지역
지목

하동

면적(평)

필지

필지당평균(평)

면적(평)

필지

필지당평균(평)

田

8,682

19

456.9

2,381

2

1,190.5

畓

-

-

-

4,387

6

731.2

垈

1,682

3

560.7

532

1

532

합계

10,364

22

471.1

7,300

9

811.1

자료: 부평리, 하리 토지조사부,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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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0년 이후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
이 장에서는 국유지의 토지이용과 소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토지이용의 변화
1910년 토지조사 이후에 토지이용과 소유에 대한 변화는 토지대장에 수정되어 기록되고
있다.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부평도호부 읍치 지역의 변화를 국유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부평도호부의 읍치 지역인 군내면 상동과 하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내면과 인
접 면을 통합하여 부내면으로, 상동과 하동은 부평리와 하리로 개명되었다. 본 장에서는 부내면
부평리와 하리의 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토지조사가 이루어진 토지조사서와 그 이후의 변화를 반영한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일제
강점기 동안 부평리와 하리의 토지이용의 변화는 그리 많지 않았다.
부평도호부 읍치의 지목의 변화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
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평도호부 읍치의 경관 변화는 부평도호부 기능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평도호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종국에는 부평도호부가 사라지고 행정 기
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과거에 부평도호부의 기능을 담당하던 기능체들이 사라지고, 그
기능을 하던 부지들의 필요성이 소멸하면서 부지가 개인에게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국유지의 분할과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대지에서 밭으로 지목의 변환
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129번지는 1923년 대지에서 밭으로, 132번지는 1921년에 8개의
필지로 분할되고 그중에서 4개 필지가 대지에서 밭으로, 133번지 1921년 6개 필지로 분할되
고 그중 1개의 필지가 대지에서 밭으로, 134번지 1021년 8개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1개
는 대지에서 밭, 1개의 필지는 대지에서 도로로 변환되었다. 136번지는 1929년에 밭에서 대지
로, 271번지는 대지에서 임야로 변환되었다.
개인 토지의 지목 변화는 5개 필지(169번지, 180번지, 244번지, 307번지, 317번지)가 밭
에서 대지로 변환하였다. 대지에서 밭으로 변환한 필지는 4필지(311번지, 352번지, 356번지,
180번지)이다. 밭에서 논으로 전환한 필지는 363필지 1개이다.
하리의 국유지는 372번지가 1922년에 7개 필지로 분할하면서 1개 필지가 1931년에 밭에
서 대지로 지목을 변환하였다. 373번지는 1921년에 10개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중 3개 필지가
대지에서 밭으로 전환하였다. 374번지는 1921년에 17개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중에 6개 필지
가 대지에서 밭으로 전환하였다. 375번지는 1921년 17개 필지로 분할하면서 9개 필지가 대지
에서 밭으로 전환하였다.
국유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겨지면서 그 토지이용에 있어 대지였던 곳이 밭으로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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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당시 이 지역에 근대적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드
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의 변화
부평도호부의 부평리와 하리의 국유지의 소유 변화를 통해 부평리와 하리의 국유지는 47
필지 중 토지분할은 26필지가 분할이 이루었다. 분할이 이루어진 필지의 대부분은 개인에게 소
유권이 이전되었다. 국유지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필지의 대부분은 현재 부평초
등학교의 부지에 해당하는 필지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국유지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분할의 과정을 거쳤다. 개
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의 필지는 전체 47개 필지 중 31개 필지이다(그림 3).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31개 필지 중 25개 필지는 분할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이전되었다. 그 분
할이 발생한 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3. 국유지 중 소유권 이전 필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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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유지 중 분할된 필지의 연도

국유지 중에서 소유권이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는 158필지이다. 이를 연도별로
고찰하면 1931년 51필지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1922년 23년, 1920년 순이다. 이 과정에서
보면 1920년대 초반(1920, 1922년, 1923년)과 1930년(1929년, 1930년) 두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국유지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 연도

국유지가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첫 이전자는 95명이고, 이 중 일본인은 2명, 나머
지 93명은 모두 조선인이다. 조선인 중에 김의재는 11필지 1,357평을 불하받아 최다 필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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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이고, 면적으로는 2필지 3,773평을 이전받은 조준식이다. 국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중 필지로는 김의재가 11필지로 가장 많고, 4필지를 이전받은 김성노와 임진홍 두 사람이다. 3
필지를 이전받은 사람은 10명이다. 이 중 일본인은 만치풍희(萬治豊喜)와 장곡장매(長谷場賣) 두
사람이다. 만치풍희(萬治豊喜, まんじ とよき)4)는 부평리 158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장곡
장매는 부평리 126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부평초등학교는 1899년 3월 15일에 부평공립소학교로 개교하여 1909년 1월 4일 부평 공
립보통학교로 개칭하고 1912년 2월 24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1938년 4월 1일 부평 공립 심
상소학교로 개정하였고, 1940년 4월 1일에는 인천 대정공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고, 1941년 4
월 1일에는 인천 대정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5년 9월 24일 인천 계동공
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69년 4월 30일에 인천 부평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평초등학교 부지는 국유지 중에서 9개 필지(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가 1921년 12월 27일에 소유권이 국가에서 부천군학교비로 이전되었고, 1967년에 학교
용지가 개인에게 이전되면서 학교 용지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4.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은 일반적으로 성곽의 해체, 읍성 안 전통적 경관의 퇴폐 및 기능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지적원도에 읍치 지역에 많은 국유지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관
아 시설이 있던 곳이다. 읍치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전통 경관들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새로
운 기능 변화를 겪는다.
상태가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기능 변화를 추진하였다. 기능 변화의
추진 방식은 전통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교적 연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령 중앙정부와 왕권을 상징하던 객사는 지방법원 청사로, 군수가 집무하던 동헌은 군청사로,
내아는 군수 관사로, 행정 실무처인 사령청과 질청은 각각 문서고와 우편소로, 치안을 담당하던
장청은 경찰서로 승계되었다. 이러한 기능상의 연계는 새로운 지배 주체의 등장을 상징함은 물
론이고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부평도호부의 읍치는 다른 지방의 읍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능상의 변화가 나타났
다. 다른 지방의 읍치는 행정적 기능이 유지되었지만, 부평도호부는 행정적 기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조선시대 관아 건물들이 기능상의 연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유일하게 유지된
4) 일본 돗토리현(鳥取縣) 출신으로 1914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부평에서 농장 감독으로 근무하다 식산은행에 입행하여
경성 본점과 충주 지점 등에서 근무하다가 1925년 조선주를 양조하는 萬治釀造場을 경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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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재의 부평초등학교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편소가 현재 부평초등학교 정문 좌
측에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하면 그 활용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도시 기능을 기억되는 것이 면사무소, 경찰주재소, 부내금융조합, 만치 양조장 정도
이다. 면사무소와 만치 양조장은 현재 국민은행 계산동 지점 자리에 있었고, 경찰주재소는 현
계산1파출소 자리이다. 부내금융조합은 계산노인회관 좌측에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계양1파출
소가 당시 경찰주재소였는데 그 좌측 길로 좌측에 이발소와 정육점이 있었고, 사거리 넘어 좌
측에 포목점이 있었다고 한다(그림 6). 또한 현재 복개된 계산천과 연결되는 다리를 건너면 약
국과 방앗간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부평도호부의 읍치 지역의 번화가는 현재 계산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었
다(그림 7). 이곳은 1910년에 국유지로 넓은 단일 필지였는데, 1921년에 필지 분할이 있었고,
분할된 필지가 조선인에게 이전되어 번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6. 일제강점기 부평도호부 읍치 내의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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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산전통시장 입구

5. 맺음말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전통 시기의 읍치는 근대적 도시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정
치적 공간으로서의 전통적 읍치는 자본 축적의 중심, 경제와 교육의 거점, 촌락 공간의 중심으
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읍치 내의 전통 경관의 변형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다.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향에서 재활용되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읍치는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근대적 기능들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부평도호부의 읍치가 있
었던 이 계양 지역은 우리나라의 근대이행기의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매우 느리게 전환되는 경
향이 있다. 그것은 행정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게 되면서 근대
적 흐름에서 밀려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근대적 토지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일제강점기 동안 논과 밭이 대지로 전환되는 필지가 많지
않고, 오히려 대지였던 필지가 밭으로 전환된 필지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조선시대 국유지는 부평초등학교 부지로 전환된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유권 이전은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다른 지역은 국유지 불하 과정에 일본인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많은 필지를 차지하는데 이곳은 그러한 경향이 거의 없다.
부평도호부의 읍치 지역은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근대이행기에 전통 읍치 경
관의 해체를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근대적 문물을 접하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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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도로망 특성과 변천
최 진 성
(전주고등학교)

1. 머리말

도시는 다양한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드러난 다양체다. 즉 도시는 수많은 요소들의 결
합, 일종의 ‘경관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면 도시 안에는 온갖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도시 안에는 너와 나가 따로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결합되어, 서로를 의지해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서로에 대한 타자들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러다 보니 도시 안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도시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제대로 보인다.
부평도호부의 읍치(邑治)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내부에는 새로운 타자들로 구성
되어 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이 읍치에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왔다. 읍치 역시 도시와 마찬
가지로 그 안에 새로운 타자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들어온 새로운 타자는 읍치에 참여한 새로
운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읍치 또한 도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타자들 또는
경관들이 끊임없이 참여하고 나가기도 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읍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다(강민혁, 2019, 47-48 참고).
읍치를 포함한 도시를 둘러싼 환경 사이에는 삶을 구성하는 온갖 요소들이 그물망처럼 에
워싸고 있다. 상황 상황마다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또 이 그물망 속에서 각 요소들
이 일상의 사건들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등등에 따라 도시는 다양한 모습들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도시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시 내 다양한 관계들의 움직임을 배우고, 그것으로부
터 도시가 움직이는 기술을 터득해야만 한다. 때로는 도시의 해로운 요소를 파악하면서 도시의
균형이 깨지고 회복되는 배움을 얻을 수도 있다. 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길라잡이로 삼을 줄 아는 것이다.
도로는 사람들이 외부와 소통하고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로가 교차하거나 분
기하면서 만들어진 도로망은 사람과 수레 및 말을 도와서 이동 공간을 축소시키기에 공간 개념
을 변화시키는 지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리는 하천이나 계곡처럼 도로를 막는 장애물
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도로와 함께 이들의 지리적 의미는 ‘연결’ 또는 ‘소통’이다.
조선 후기 부평도호부의 읍치에 존재했던 도로망(다리를 포함) 역시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로 한양, 인천, 김포, 안산, 시흥 등지와 연결되는 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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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나, 근대이행기에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로(경인선 철도 포함)가 등장하
면서 그 역할은 점차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부터 시작하여 근대이행
기까지 부평도호부 읍치의 도로망 특성과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
를 통해 부평도호부 읍치의 옛 길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다면 현재의 상태와 모습은
어떤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근대이행기의 시기는 조선 후기
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로 일제강점기를 주로 지칭한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인 부평의
도로망에 한정시키면, 그 시기는 광복 이후까지 연장된다. 조선 후기의 도로체계가 일제강점기
를 넘어 196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의 도로망은 먼저 조선 후기의 인접 군현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살펴
보았다. 주로 고지도와 지리지를 참고하여 부평도호부와 연계된 군현간 도로체계의 특성을 분
석하는 것과 함께 부평도호부 관내의 역원취락인 금륜역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조선 후기의 도
로체계는 곧 역로체계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범위를 좁혀서 부평 읍치의 도
로망은 구한말지형도(1911년)와 원지적도(1914년) 및 항공사진(1960년대)을 참고하여 비교하였
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답사를 수차례 실행하여 보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옛 도로들
을 발굴하고 복원함으로써 부평도호부 읍치의 옛 길 문화경관자산이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2. 부평도호부와 주변 군현간 도로체계
길의 한자어는 道路이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도로는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
록 만든 비교적 큰 길이다.” 한자에서 길을 의미하는 글자는 徑, 道, 路 등으로, 徑은 오솔길이
나 소로길에 해당하고, 道는 그보다 좀 나은 길, 路는 가장 큰 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도로법
제 2조에 의하면, “첫째,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
한 것(1. 高速國道 2. 一般國道 3. 特別市道 4. 地方道 5. 市道 6. 郡道)을 포함한다. 둘째, 제 1
항의 도로에는 隊道, 橋梁, 渡船場 및 道路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
작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로란 직접적인 이용 부분이 되는 노면만이 아니라, 그 노면에 부수되어 있는
노측은 물론, 노면에 이어져 있는 다리와 터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더
하여 도로 주변에 조성된 경관까지를 포함하였다. 최근까지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도로
주변의 경관들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것을 포괄하는 용어를 도로경관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도로경관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자료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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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적 요청에 따라 발달한 도로가 제도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우역제도(郵驛制度)이
다. 원래 우역이란 교통 통신을 위한 제도로서 주요 지점에 역을 설치하고 역마 및 종사원을
배치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 전달 및 육운(陸運)을 담당한 것이었기에 우역제도는 전국적
인 도로망이기도 했다. 삼국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각 도읍으로부터 사방으로 세력을 확산시키
는 가운데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통치를 원활히 하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띈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중앙의 권력이 미치는 행정로이자 문화를 파급시키는 문화로가 생기고, 군사적으로는 지형상
요새가 되는 곳에 성책을 만들어 외적을 방비하며 지역의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로가 생
겨, 이것이 주요 간선로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간선로를 기반으로 여러 읍성과 그 하급
단위인 촌락들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역제는 춘추전국시대부터 설치되어 진한시대에 발달하여 역패제(驛牌制)까지 등장하
였으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5세기 이전부터 역참제(驛站制)가 실시되었을 것으
로 여겨지나, 우역에 대한 기록은 신라에서 5세기 말에 처음 나타난다. 이 같은 삼국시대의 역
제는 통일신라로 이어졌으며, 후삼국시대에 이르러 역호(驛戶)가 정해지는 등 제도로서의 내용
이 갖추어져 고려와 조선으로 계승되면서 도로망도 개선되었다(장순하 외 8인, 1981, 51-52
참고).
이 글은 부평도호부의 도로체계를 중심으로 옛 길을 살펴보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
는 길들을 복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도로체계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
았다. 주로 고지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리지도 참고하였다. 그리고 일
제강점기 이전에 작성된 지형도를 통해 부평도호부 읍치의 결절지로서의 의미도 확인하였다.

1) 부평도호부의 입지와 도로체계
(1) 『부평부읍지』(1698년) 첨부지도의 도로체계
조선 후기 부평도호부를 나타낸 고지도 가운데 시기가 앞서는 것이 『부평부읍지』(1698년)
에 첨부된 고지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도로명을 표기하지 않고,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
路)로 분류하여 도로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붉은 색 선으로 도로를 표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는 대로를, 부평도호부 행정구역 안에서는 중로와 소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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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평부읍지』(1698년) 첨부지도의 도로 번호와 방향
지도 번호

방향

도로체계

①

김포

대로

②

김포

대로

③

안산 및 시흥

대로

④

안산 및 시흥

대로

⑤

인천

대로

⑥

제물포

대로

⑦

석곶면

중로

⑧

부내

소로

<그림 1>에서 ①과 ②는 김포와 연결되는 대로, ③과 ④는 안산 및 시흥과 연결되는 대로,
⑤는 인천, ⑥은 제물포와 연결되는 대로인 반면, ⑦은 석곶면과 연결되는 중로를, 그리고 ⑧은
읍내를 가로지르는 소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8개 도로 노선 모두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
으며, 도로를 비교적 직선에 가깝게 그렸다.

(2) 『해동지도』(규장각, 부평도호부)의 도로체계
『해동지도』(규장각, 부평도호부)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도로로 부평도호부의 입지와 도
로체계상 앞서의 <그림 1>와 달리 주변 군현의 지명을 도로명으로 표기하였다. 부평도호부 읍
치를 중심으로 총 8개의 도로명이 확인된다. 즉 부평도호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금륜역을
거쳐 가는 김포로와 경명현을 넘어가는 강도로(강화도로), 남쪽으로는 안산로와 노량진로, 동쪽
으로는 공암진로와 양화진로, 서쪽으로는 영종로, 남서쪽으로는 인천영종로 등을 찾을 수 있다.
이 지도의 도로들 역시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고지도들 가운데 도로의 노선이 가장 자
세하고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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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⑦

⑧

⑥

③

④
⑤

그림 1. 『부평부읍지』(1698년) 첨부지도의 도로체계 : 도로명 대신 대로(6), 중로(1), 소로
(1)로 분류하여 도로 위에 표시함.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는 대로를, 부평도호
부 경계 안에서는 중로와 소로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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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로

김 포

금륜
역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굴 포
영 종
로

공암진로

양화진로

인천영종로

안 산
로

노량진로

그림 2. 『해동지도』(규장각, 부평도호부)의 도로체계: 주변 군현의 지명을 도로명으로 삼음.

<표 2>는 권선정 교수가 『여지도서』(부평부)와 『해동지도』(부평부)의 도로를 비교한 것이
다. 여지도서에는 부평읍치로부터 각 도로들의 거리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 참고로 제시하였
다(권선정, 2018,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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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지도서』(부평), 해동지도』(부평) 상 부평 일대의 길
방위

『여지도서』

『해동지도』(부평)

동

대교평까지 5리인데 곧 한양으로 가는 길

양화진로(陽花津路)

서

해변까지 15리인데 곧 영종진으로 가는 길

영종로(永宗路)

기탄교까지 34리인데 곧 금천현으로 가는 길

노량진로(露梁津路)

소사현까지 30리인데 곧 안산군으로 가는 길

안산로(安山路)

황어장평까지 13리인데 곧 김포군으로 가는길

김포로(金浦路)

남
북

강도로(江都路)
공암진로(孔岩津路)
인천영종로(仁川永宗路)

(3) 『대동여지도』(규장각)의 부평도호부 도로체계
『대동여지도』(규장각, 부평도호부)에서 도로는 직선으로, 거리는 방점으로, 부평도호부의 읍
치·금륜역·산줄기·하천 등은 기호로 나타내고 있다. 금륜역은 당시 폐쇄된 상태였으며, 그 위치
는 안남산(계양산)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대동여지도에서 지명의

그림 3. 『대동여지도』(규장각)의 부평도호부 일대: 도로는 직선으로, 거리는
방점으로, 부평도호부 행정구역, 읍치, 금륜역, 산줄기와 하천 등은 기호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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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전주부의 반석역은 전주부의 남쪽에 위
치하여 임실 및 남원과 연결되는 역이었으나, 대동여지도에는 전주부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순
창과 연결되는 도로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도의 특성상 부평도호부의 행정경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1872년 지방지도』(규장각, 부평도호부)의 도로체계
『1872년 지방지도』(규장각, 부평도호부)는 전라도의 경우에는 도로와 지명 등을 매우 자세
하게 표기하고 있으나, 부평도호부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해동지도보다 지리적 사실들이 적게

김포경
김포경

금 륜
역
석 곶
부내

인천경
굴포교

인천경

양화진
시흥경

인천경

그림 4. 『1872년 지방지도』(규장각, 부평도호부)의 도로체계: 도로명이 없고 주변의 군현명을 경계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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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앞서 제시한 고지도들과 달라진 점으로는 읍치에서 북쪽으로 금륜역을 거쳐 연결되
는 김포로가 사라진 것으로 금륜역이 1840년대에 폐쇄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도로명 대신 주변의 군현명을 경계로 삼아 도로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평도호부 읍
치를 중심으로 주변 군현들과 도로들이 연계됨으로써 결점지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해동지도와 비교할 때 도로명의 표기만 바뀌었을 뿐 도로체계는 거의 그대
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구한말지형도』(1911)의 부평도호부 입지와 도로체계

한양

부평읍내

부 평
제물포

인천읍내

그림 5.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상 부평 일대의 길(붉은색-도로, 검은색-연로, 파란색-간로)
[부평(상-좌), 한성(상-우), 제물포(하-좌), 과천(하-우) 도엽을 통합 재구성한 것임]
* 자료 : 권선정, 2018, 8-9 <그림 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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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도호부의 입지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기 이전의 시기인 1894년부
터 1906년까지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구한말지형도』(1911)를 보면 근대 이전 부평도호
부의 입지와 도로체계를 잘 보여준다. 이 지형도에서는 도로를 크게 도로(道路)·연로(聯路)·간로
(間路)·소로(小路) 등 네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는데, 부평과 인천 지역 일대의 도로와 연로,
간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부평 읍내에서 사방으로 연결된 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지역 내 주 간선도로이자 광역도로체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그 결절지는 다름
아닌 부평 읍치이다. 즉 부평 읍내는 동서 방향으로는 한양과 인천 및 제물포와 연결되는 결절
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는 김포 및 강화도와 안산 및 시흥을 연결하는 결절지
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권선정, 2018, 8-9 참고).
이 지형도의 도로들이 앞서 고지도들의 그것과 다른 특성은 동-서 방향의 연결성이 강조
되는 대신, 도로의 남-북 방향의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제의 입
장에서 인천 제물포가 한양과 연결되는 경제 및 군사 요충지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통로서의 중
요성이 강조된 결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의 부평 읍치를 중심으로 하는 관성에서 벗
어나 남북 방향성보다 동서 방향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더하여 경인로와 경인철도의 거점인 부
평역이 남쪽에 세워지면서 이러한 왜곡된 방향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부평 읍치는
결절지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부평역 일대가 부평 읍치를 대신하여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2) 중림도(重林道)와 부평도호부 관내의 역원취락
지리학에서는 특정 찰방역을 다루는 시도들이 있었다면, 역사학에서는 역원제도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역원제도가 중국에서 유래되면서 시대별로 역관(驛館)·역
참(驛站)·우역(郵驛) 등 다양하게 불리었다는 연구(여은영 1982; 조병로 2002; 임만택 외
2004), 고려시대의 역참이 원의 간섭기 이후에 역승(驛丞)으로 불리었다는 연구(조병로 2002;
임만택 외 2004; 정요근 2007), 조선의 역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경국대전체제로 확립
됨으로써 조선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역도(驛道)-속역(屬驛) 체제를 유지하면서 역(驛)·참(站)·관
(館)은 역(驛)으로 통일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봉수제도가 무너지면서 파발제도가 등장하였다
는 연구(조병로 2002) 등이 주요 내용들이다.
조선 시대 역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는 관(館)·참(站)·합배(合排) 등이 있다. 이것은 그 명칭
에 따라 기능이나 구성면에서 역과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관례적
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의 역로체제는 역승과 찰방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거
쳐 정립되어 가다가, 중종 30년(1535년)에는 역승을 없애고 모두 찰방으로 승격시켜 조선 후기
까지 이어졌다.
원(院)은 본래 공무 여행자의 숙식을 위해 각 요로에 설치된 공공시설이었다. 대개 3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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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나씩 두었으나, 지형여건에 따라서 평지의 간격은 길고 산지의 간격은 짧았다. 그런데 민
간 여행자를 위한 시설인 점막(店幕)을 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원이 점차 쇠퇴하였다. 대동지지
(大東地志)에도 “각 역로에 원우(院宇)를 세워 행려(行旅)를 통하게 했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원
우는 진폐(盡廢)되고 점사(店舍)가 흉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 이름이 그대로 점 이름으로 된 곳
이 많다.”고 했다. 원은 교통상의 요지뿐만 아니라, 오지나 험로 등에도 설치하여 교통 편의의
제공 외에도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흉년을 당한 백성을 도와주는 기능도 발휘하였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의하면, 전국에 1,210개의 원이 있었다(장순화, 1981, 143).
부평도호부에 위치한 역원취락은 금륜역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그 기록이 나타나며, 『동
국여지지』(1656년)에서 구슬원과 대야원이 처음 등장한다(『부평사』 2007, 69).
『중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경기도는 찰방도(察訪道)인 영서도(迎曙道), 양재도(良才道), 평구
도(平丘道)가, 역승도(驛丞道)인 중림도(重林道), 경안도(慶安道), 도원도(桃源道)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중림도에 속한 역으로는 금륜역, 중림역, 경신역, 반유역, 석곡역, 종생역, 남산역 등이
었으며, 부평도호부에는 금륜역이 있었다(장순화 1981, 136 <표 2-3-13> 참고 정리).
『국역 여지도서』에 의하면, 부평도호부 역원조에 “금륜역(金輪驛)은 관아의 북쪽 13리에 있
다. 큰 말(大馬) 1마리, 짐 싣는 말(卜馬) 6마리, 역리(驛吏) 13명, 역노(驛奴) 30명, 역비(驛婢)
6명이다. 구슬원(球瑟院)은 관아의 북쪽 10리에 있다. 대야원(大也院)은 관아의 남쪽 15리에 있
다.”고 기록되어 있다(『국역 여지도서』(경기도Ⅰ), 226).
『부평사읍지』(1842년)에 의하면, 금륜역이 존재하였으나, 1871년에 편찬된 『부평사읍지』에
는 금륜역이 폐지되었다(『부평사』 2007, 69). 이로 미루어 1840년대까지는 금륜역의 기능이
살아 있었으나, 나머지 두 곳은 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것이다. 또한 18-19세기를 지나
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평 일대의 역원취락도 점차 쇠퇴하였음을 보여준다(『부평사』
200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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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금륜역터(추정)

그림 6. 계양구 다남동 금륜역터(점선의 원)의 향나무(①, ②)와 우물(③): 금륜역에 속한 향나무와 우물의
운영을 위한 역전(驛田)이 있었다고 면담자 이형호(65세)씨가 증언함. 『부평사』(2007)에서는
역골가든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금륜역터라고 추정하였으나, 우물(③)의 남동쪽 일대
산록완사면이 역터로 추정됨.

금륜역터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역골로에서 분기한 역골로 119
번길과 다남로에서 분기한 다남로 101번길 및 다남로 143번길로 에워싸인 지역이다. 이 일대
는 주변이 낮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계양산에서 신의주로를 거쳐 이곳에 도달한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말을 갈아타고 귤현나루를 건너 강화도나 김포로 향하였을 것이다.
<그림 6>에서 점선으로 된 큰 원은 계양구 다남동에 우치한 금륜역터를 추정한 것이다.
이곳에는 현재 역앞에 위치한 향나무 2그루(①, ②)와 우물(③)이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복원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이형호(65세)씨에 의하면, 향나무와 우물
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던 토지, 즉 역둔전(驛屯田)이 있었다고 한다. 『부평사』(2004)에서는 ‘역골
가든’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금륜역터라고 추정하였으나, 지도상 우물 남쪽 또는 남동쪽 일대
가 역터로 보인다. 이곳에 역원이 입지하였다고 가정하면, 남동쪽의 산록을 등지고 북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골가든 방향으로 역로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때, 향나무가 세워진 역골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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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수구막이에 해당되는 마을의 남쪽 출구로 보인다(그림 7 참고).

그림 7. 금륜역터로 추정되는 큰 마을 앞에 위치한 우물의 모습

그림 8. 금륜역터의 향나무 : 이 마을에서 귤현역 방향으로 나가는 수구막이에 위치한 향나무 두 그루의
모습으로 좌측의 향나무는 고사목임.

금륜역터에 남아있는 역원 경관들은 우물과 향나무 등에 불과하지만, 이 경관의 복원을 위
해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삼례찰방역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례찰방역은 호남평야의 12개 역들을 관할하였으며, 말 15마리를 포함하여 역졸
300명을 비롯하여 인근에 1,000여 명이 넘는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그림 9>는 『구한말
지형도』(전주, 1907년)의 삼례도찰방역(점선)과 찰방역 소유의 역둔전(驛屯田, 일점 쇄선)으로
추정되는(75결) 범위(좌측 사진)를 보여준다. 실제 범위를 삼례평야에 적용하기 위해 원지적도
(1914년)에서 역전(驛田)으로 삼았던 토지는 대부분 ‘國 ’으로 되어 있어 그 범위를 찾아 추정
하였다(최진성 2011, 50-65; 최진성 2018,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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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한말지형도』(전주, 1907년)의 삼례도찰방역의 역전(驛田): 삼례찰방역(점선)과 찰방역 소유의
역전(驛田, 일점 쇄선)으로 추정되는 범위(좌측)와 삼례평야(우측)의 모습

<그림 10>의 좌측 사진은 삼례찰방역의 동헌에 해당하는 덕류당(德流堂)의 평면 복원도로
공사방은 집무실이며, 통인방은 공사방과 종이 벽으로 되어 있어 대화가 가능하였다. 오른쪽 사
진은 덕류당이 세워져 있던 삼례찰방역터를 삼례동부교회가 광복 후에 인수하여 교회로 이용하
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0. 덕류당(德流堂)의 평면 복원도(좌측)와 삼례동부교회(우측): 삼례찰방역의 동헌에 해당하는
덕류당의 공사방은 집무실이며, 통인방은 공사방과 종이 벽으로 되어 있어 대화가 가능하였음.
삼례동부교회가 광복 후에 역터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함.

<그림 11>의 좌측 사진은 삼례찰방역의 역원 촌락이던 가인리 마을의 우물로 ‘벌샘’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 3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벌샘만 남아있다. 이 샘터
는 몇 년 전까지도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서 밭에서 수확한 채소에 붙어
있는 흙을 씻거나, 초벌 빨래를 하는 정도로만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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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맑은 샘터로 복원되었다. 나아가 샘터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함과
더불어 그 옆에 정자를 세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금륜역터
의 복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림 11. 삼례찰방역 앞에 위치한 가은리 마을의 벌샘: 가은리 마을 인근에 총 3개의 우물이 있었다가
현재는 벌샘만 남아있음.

한편 금륜역과 함께 부평 읍치 북쪽 10리에 위치하던 구슬원(球瑟院)은 물론, 읍치 남쪽
15리에 위치하던 대야원(大也院)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문화자산을
복원하는 것은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찾아내고 복원하지
않으면 점점 그 기회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 부평도호부 읍치의 도로체계와 도로경관
1) 조선후기 읍치의 도로체계와 도로경관
조선시대는 중앙 집권의 강화와 관료 정치의 정비가 두드러졌다.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통치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수 조직이 정비되었다. 보
다 강력한 지방 통제를 위해서도 도로망의 정비는 필수적인 것이었기에 역참(驛站)의 구축으로
집약되었다. 조선 초기의 역참은 상업적인 기능보다 군사 행정상의 통신 기능을 지니고 정비되
었다. 즉 역로는 국가의 우편 통신만을 의미할 뿐, 민간 통신의 개념은 배제되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도로 정책의 지표도 점차 변하였다. 즉 의주로나 영남로처럼 역로 개설의 근
본 목적이 군사적 목적 외에도 경제, 문화적인 기능으로 바뀌어 갔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공
물(貢物)의 수송이 많아지면서 역로는 수송로로 변하였고, 또 중국 및 일본과의 사신 왕래가 활
발해지면서 각 역로는 진상품 및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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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후기에는 전국의 도로를 간선과 지선으로 분류하고 노선번호까지 붙였다. 증보문
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9대로’를 정하고, 신경준은 6대로를, 김정호는 10대로를 각각 정하였
다.1) 먼저 증보문헌비고에서 부평도호부는 제9로의 한양-강화 노선에 해당하였다. 즉 한양-양
화도(양화진)-양천-김포-통진-갑곶진-강화가 간선도로이며, 여기에서 한양-양화진-부평-성현-인
천 노선이 분기하였다.
신경준의 6대로 중 부평도호부는 6대로인 한양-교동 간선도로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김정
호의 10대로 중 부평도호부는 6대로인 한양-강화 노선에 해당된다(장순화 1981, 128 참고).
조선시대의 도로의 등급을 살펴보면, 도성내의 등급과 외방도로(外方道路)의 등급은 명칭만
같을 뿐 구조는 전연 달랐다. 또 같은 외방도로도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유
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隧錄)에 의하면, 외방도로의 길폭은 大路 12步, 中路 9步, 小路 6步로 규정
하고 있으나, 지형 조건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문경새재의 경우는 0.5-1m 정
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좁고 경사가 급하였다. 이에 따라 유형원은 대·중·소로를 다시 3등분
하여 외방도로를 9등급으로 세분하였다. 즉 대로는 1·2·3등로, 중로는 4·5·6등로, 소로는
7·8·9등로 등으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도로의 폭보다는 역마(驛馬)와 역호(驛戶)의 많고 적
음에 따른 것이었다(장순하 외 8인 1981, 128-129; 최영준 1975, 59 참고). 참고로 과거의
읍지(邑誌)나 거기에 그려진 지도에서 대로(大路)라고 한 것은 그 고을의 ‘한길’ 정도의 의미로
쓰여서 외방도로 전체의 등급 분류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2>는 1895년에 작성된 『구한말지형도』(부평)의 도로망을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다. 이 지도는 신작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지도로 조선 후기의 고지도들에 나타난 도로망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앞서 소개한 <그림 2>의 『해동지도』(부평도호부)와 비교하더라도 약
150년의 시차가 무색할 정도로 당시의 도로망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지형도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도로체계보다 도로등급이 3가지로 구분되었다
는 점이다. 즉 경인로의 경우는 2개의 실선(
로는 실선과 점선(

)으로, 부평 읍내에서 김포와 인천방향의 간선도

)으로, 기타 포리나 안산 방향의 지선도로는 2개의 점선(

)으로 표현하

여 도로등급을 구분하였다. 이로 미루어 도로등급에 비례하여 그 폭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한 차이는 알 수 없다.
한편 고지도에 나타나는 도로경관들은 읍치와 그 주변부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읍치 영역
은 동헌과 객사 등 관아를 중심으로 한 행정경관들이 취락들과 함께 분포되어 있으며, 읍치의
주변부에는 향교, 사직단, 성황단, 여단 등 종교경관들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군현들과
의 경계를 이루는 곳들마다 대부분 산지를 넘나드는 통로에 해당되는 고개(峙, 峴)들이 위치하
였다.
1) 대동여지도에 표시한 10대로는 다음과 같다. 즉 1대로(서북) 서울-의주, 2대로(동북) 서울-경흥, 3대로(동남) 서울평해, 4대로(동남) 서울-동래, 5대로(동남) 서울-봉화, 6대로(서) 서울-강화, 7대로(남) 서울-수원, 8대로(남) 서울남해, 9대로(서남) 서울-충청수영, 10대로(남) 서울-통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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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구한말지형도』(1911년, 부평)에 표시한 도로망: 『해동지도』(규장각, 부평부) 및
『부평부읍지』(1698년) 첨부지도와 비슷한 도로체계를 보여줌.

그런데 이 지형도에 나타나는 도로경관들은 읍치 영역을 마치 현대 지형도의 시가지처럼
구역을 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도로를 따라 위치한 취락들은 점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논과 밭 등 토지이용의 모습이 지도에 기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등고선으로 산의 높이
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고지도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2) 일제강점기 초기의 도로체계와 도로경관
일제강점기 도로체계는 원지적도(1915년)를 바탕으로 한 도로망을 기본으로 하여 부평도
호부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도로명을 복원한 것이 <그림 13>이다. 이 지도 위에 현재까
지 남은 주요 경관들, 즉 부평향교, 부평동헌 및 계산전통시장 등을 표시하여 도로들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원지적도(1915년) 상 도로망을 스캔하여 현재의 도로명과 비교한 결과,
향교로 주변의 4개 도로(향교로 14번길, 향교로 18번길, 향교로 28번길 및 계양대로 163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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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재 부평초등학교 좌측의 어사대로를 제외하면 지적원도 상 도로명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지답사를 통해 면담자들과 만나 과거의 도로명을 수소문하여 원지적도 상 옛 도로
에 임의로 명명하였다(그림 13·14·15 참고).2)
이렇게 복원한 도로망 중 주작대로의 비정이 확실치 않아서 주작대로1, 주작대로2 등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주작대로1과 미륵당로 사이에 객사가 위치한 것이 확실해지면 주작대로1이
부평 읍치의 주작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의 ‘주작대로’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다른 읍치들의 경우, 동헌과 객사를 거쳐 나오는 길이 주작대로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13. 현 도로망과 원지적도(1915년) 상 도로망을 겹쳐 만든 지도: 계양구(계산동)의 일제강점기
원지적도 상 도로망에 현재의 도로망을 비교하여 만든 지도로, 향교로 주변의 4개 도로명과
어사대로를 제외하면 옛 길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도로명이 없거나 아예 옛 길들이 신작로에
의해 끊어진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은 옛 도로에 임의로 예전의 도로명을
명명하였음.
2) 이찬용(계양문화원장), 원진철(계양문화원 사무국장), 정연관(계양구 문화해설사), 정태복(계양시장 상인) 등과 함께
2019년 8월 15일 부평동헌 주변의 남아있는 옛 길들을 답사하면서 과거의 도로명도 함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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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석거리에는 공적비를 비롯한 20여 기의 비석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어 비석거리라
고 불렸다고 한다. 현재 이 비석들은 여러 번의 이동 끝에 부평 동헌 안으로 옮겨져 있다. 이
도로의 주변은 좁고 길게나마 원지적도 상 국유지로서 현 계양문화원장님과의 면담에 의하면,
아름드리 팽나무가 이 길을 따라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더 세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작대로 이외의 다른 주요 도로명의 어원은 뒤에서 서술하는
각 도로별 모습에서 기록하였다.
<그림 14>는 부평 위성사진(1960년대)에 표시한 도로망으로 앞서 언급한 『조선지형도』
(1895년)의 도로망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약 75년이라는 시
간이 지났음에도 부평 읍치의 도로망은 여전히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대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부평 위성사진(1960년대)에 표시한 도로망: 일제강점기 원지적도(1915년)의 도로망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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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네이버 지도를 바탕으로 원지적도상 도로를 조사하여 신작로에 의해 없어진
부분은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계산천과 만나는 다리 중 확인된 것은 2개이다. 이 가운데 향교
로1과 샘터로가 만나는 곳의 다리는 ‘징검다리’라고 불렀으며, 향교 2·3·4길과 비석거리가 만
나는 곳의 다리는 ‘계산교’로 계산전통시장의 입구에 위치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하천이 복개되면서 없어졌다.
이처럼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등을 비교한 결과, 미륵당로(현 어사대로)와 비
석거리(현 계산천동로19번길)는 도로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나머지 도로들은 신작로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 주작대로1·2라고 표시한 도로들이 대표적이며, 샘터
로와 향교1로(현 향교로)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평도호부 읍치의 주
요 도로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림 15. 네이버 지도에 일제강점기 원지적도 상 도로를 그려 넣은 지도: 네이버 지도를 바탕으로
원지적도의 도로를 조사하여 신작로에 의해 없어진 부분은 점선으로 처리함. 계산천과 만나는
다리 중 확인된 것은 2개로, 향교로1과 샘터로가 만나는 곳의 다리는 ‘징검다리’였으며, 향교
2·3·4길과 비석거리가 만나는 곳의 다리는 ‘계산교’로 일제강점기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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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륵당로(어사대로)
어사대로는 부평초등학교 동쪽 울타리를 끼고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로 북으
로는 경명대로와 연결되고, 남동쪽으로는 서해그린아파트와 삼천리아파트를 지나 주부토로와 만
난다. 현 서해그린아파트 중간 지점에 미륵당이라는 암자가 있어 이 길을 예전에는 미륵당길이
라고 불렀다고 하여 필자가 임의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13·14·15>에서는 어사대로
대신에 ‘미륵당로’라고 표기하였다.
<그림 16>은 부평초등학교 정문 옆의 어사대로의 모습으로 삼천리아파트 끝 부분에서 주
부토로와 만나는 지점의 사진이다. 어사대로는 약 6-7m의 1차선 도로로 그 폭이 넓지 않은데
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이 한쪽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차량은 물론 행인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그림 16. 어사대로: 부평초등학교 정문 옆에 위치한 어사대로(좌측)와 어사대로가 주부토로와 만나는 교차
지점(우측)

(2) 향교로
향교로는 부평향교에서 부평동헌과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데, 4개의 도로(향교로1·2·3·4)
가 있다. <그림 17>의 향교로1로 표기된 도로는 현재 ‘향교로’라고 불리는 도로이며, 우측 사
진은 부평향교에서 계양대로 방향의 도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향교로는, 좌측
의 지도처럼,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로지르는 점선의 도로였다. 그런데 현재는 우측의 사
진처럼 동남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를 향교로로 명명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리
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의해 그 일부 구간이 점유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고치기가 힘들다.
<그림 18>은 향교로2는 현재 향교로14번길로 명명된 도로이다. 사진은 청운교회와 경인교
대환승주차장 사잇길(좌측)과 계산교대입구역에서 청운교회를 바라본(우측) 모습이다. 그 중간에
공원과 건물들이 점유되어 실제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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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향교로1: 부평향교에서 계양대로 방향의 향교로1(현 향교로, 좌측 지도)처럼 현재의 향교로는
우측 사진처럼 계산 1동 행정복지센터 옆길로 수정해야 함.

그림 18. 향교로2: 청운교회와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사잇길(좌측), 계산교대입구역에서 바라본
향교로14번길(우측)

(3) 비석거리
<그림 19>는 비석거리로 현재 계산천동로19번길에 해당된다. 비석거리의 서쪽은

계산전

통시장 입구에서 시작되며, 그 동쪽 끝은 미륵당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다. 그 중간에 남북 방
향으로 샘터로, 주작대로2, 주작대로1 등과 교차된다. 또한 이 도로는 부평읍치의 남쪽에 위치
하는 중심도로로 인천과 김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이자, 한양과 안산 및 시흥 등지와 이어지는
주요 길목이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비석거리는 부평 읍치의 결절점이자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비석거리를 따라서 부평도호부와 관련된 고을 수령들의 공적비를 비롯한 20여
기가 넘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부평동헌 안으로 모두 옮겨져 있으나
비석거리라는 도로명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의 근원지이다. 셋째, 원지적도(1915년)에는 비
석거리를 따라 국유지가 좁고 길게 이어진 점과 함께 지목(地目)이 임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아름드리 팽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
어 비석거리는 의도적으로 부평 읍치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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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숲거리) 또는 일종의 ‘비보 숲’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비석거리는 부평도호부
읍치의 공간적 영역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던 요소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초
기부터 읍치의 공간적 범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던 제사경관인 향교(문묘), 사직단, 성황단, 여
단들과 함께 풍수지리적 비보 숲 또한 읍치의 경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필자가 임의로 ‘비석거리’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19. 비석거리: 계산동 로터리는 계산교가 있던 곳으로 비석거리와 연결되는 서쪽의 시작점(좌측),
계산1동 파출소에서 보는 계산 로터리 방향(우측)

(4) 샘터로(실로암로)
샘터로는 주민들에 의하면 ‘실로암로’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도로명은 아
니고 광복 이후에 이 도로의 중간 지점인 계양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 입지한 서점의 이름이
‘실로암’이라서 회자된 도로명이다. 이 실로암로는 딱히 마땅한 도로명이 없었기에 붙여진 도로
명이었으나, 마침 이 도로의 중간 지점에 옛날부터 이용하던 샘터가 있어서 ‘샘터로’라고 부르
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필자가 임의로 붙인 도로명이다. 현재 이 샘터는 일반인의
주택으로 변하여 흔적만 남았으며, 근처에 샘터 어린이집 등에서 샘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지명은 이전의 지명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건과 장소들이 만나면
서 다른 지명으로 대체되어 그 생명성이 유지되기도 한다.
<그림 20>의 좌측 지도는 계산중앙제일교회와 국민은행 사이의 없어진 옛 길(점선의 원으
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상가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모습이다. 지도에서 계산교회 우측으로 연
결되는 도로는 부평초등학교(부평동헌) 남쪽을 지나는 계양대로194번길에 해당하며, 조선시대에
는 동헌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였다. 이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면 미륵당로(현 어사대로)와 교차
한다. 이처럼 중요한 도로였음에도 계양대로194번길을 ‘동헌길’로 명명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
하다.
이와 함께 <그림 21>의 왼쪽 사진은 샘터로에 위치한 샘터(오른쪽 트럭 뒤편에 해당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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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장소임을 보여준다. 현재는 비록 좁고 약간의 경사가 있는 도로(현 경명대로1026번길)
옆에 위치하던 샘터가 없어지고 말았지만 지금도 ‘샘터 어린이집’ 이라는 지명 등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장소성을 의미하는 적절한 도로명으로는 ‘샘터로’가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
각한다. 이 샘터로가 계양전통시장과 만나는 입구 근처에 일제강점기부터 제법 큰 규모의 양조
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계산천동로7번길과 계산시장길이 만나는 지점 일대(우측 사진)로
추정된다.

그림 20. 샘터로: 계산중앙제일교회와 국민은행 사이의 없어진 옛 길(점선의 원으로 표시, 좌측)이 현재
상가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모습(우측)

그림 21: 샘터로: 샘터로에 위치한 샘터(오른쪽 트럭 뒤편, 좌측), 샘터로가 계양전통시장과 연결되는 입구
근처에 양조장이 있었다고 함(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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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작대로3)
주작대로(朱雀大路)는 본래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에 있던 큰 도로를 의미한다. 이 글
에서는 필자가 부평동헌과 비석거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임의로 주작대로로 명명하여 사용
하고 있다. 부평도호부의 동헌은 읍치와 그 관할지역을 총괄하는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관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시설들이 동헌과의 거리와
방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며, 필요에 따라서 동헌과의 위상을 고려한 객사의 위치 또한
결정된다. 이러한 것들을 읍치경관이라고 총칭한다면, 여기에 취락경관과 종교경관 및 풍수경관
들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풍수경관과 종교경관들은 읍치의 공간 영역은 물론, 부평도호부의 경
계를 이루는 공간의 산세와 방위까지 고려하여 세워졌다.4)
이러한 읍치의 공간 구성 요소들을 모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주작대로였다. 주작대로는 <그림 22>의 좌측 지도처럼 동헌과 관아, 또는 객사까지도 포함한
읍치경관을 내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비석거리의 역할은 부평도호부 읍
치를 외부 공간으로부터 1차적으로 분리 또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
석거리에 세워진 팽나무 숲은 물리적으로 외부 공간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려할 점으로는 객사의 위치 비정이다. 2014년 한울문화재연구원이 작성한 용
역 보고서에 의하면, 부평도호부의 객사 위치는 <그림22>에서 주작대로2의 마지막 블록으로 비
정하였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93). 이와 달리 전종한 교수는 2019년 기전문화연구소에서
작성한 중간보고회 자료집인 『부평도호부 복원을 위한 학술 연구』 에서 앞서의 한울문화재연구
원에서 추정한 읍치경관들의 위치 비정을 비판하였다(전종한, 2019, 57-58 참고). 그는 여러
고지도들이 공통되고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건문배치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언하자면 동헌을 등지고 남향을 할 경우, 객사의 위치는 항상 동헌의 좌측 아래편에 위치하
고 있었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현장답사와 면담을 통해 주작대로1과 미륵당로 사이가 객사터
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객사의 현재 위치는 <그림 22>의 주작대로1과 미륵당로
사이에 위치한 ‘서해그린 3차 아파트’ 일대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주작대로1이 부평도
호부 동헌과 비석거리를 연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작대로인 셈이다. 부평 위성사진(1960년대)
에서는 미륵당로와 주작대로1 사이의 빈 공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작대로라는
도로명이 갖는 무게감이 크다면, ‘객사로’라는 도로명을 추천한다.

3) 주작대로(朱雀大路)란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에 있던 큰 도로를 말하는데, 궁성의 남문과 외성의 남문을 직선으
로 연결하는 도로로,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에 있던 도로를 모방하였다고 전한다(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참고).
4) 자세한 내용은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기전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중간보고 자료집인 『부평도호부 복원을 위한 학술
연구』(2019.08)에서 전종한 교수와 권선정 교수의 발표문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권선정 교수의 부평도호부 읍치
의 풍수경관은 문화역사지리 제30권 제3호에 게재된 “전통지리 풍수의 인문학적 의미”(2018)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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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작대로: 부평도호부 읍치의 내적 공간(점선의 원)의 연결 통로인 주작대로(좌측), 부평
위성사진(1960년대)의 주작대로(우측)

4. 맺음말 및 제언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이행기를 거치는 동안 부평 읍치의 도로망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도로망의 복원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를 가늠해보는 것도 그 목적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로망의 범위를 부평도호부 전체보다는 읍치 영역으로 국한시켰다. 시간의 제약과 더불어 자
세한 조사를 위한 선택이었다. 다음으로는 연구시기를 근대이행기 초기로 국한시켰다. 다행히도
1960년대까지 부평읍치의 도로망은 조선 후기 또는 일제강점기 초기와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
었기에 시기의 축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부터 근대이행기까지의 도
로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된 원지적도(폐쇄
지적도)를 계양문화원과 계양구청에서 구해줌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조선 후기의 도로망은 고지도와 구한말지형도(1911년)를
통해서, 그리고 근대이행기 초기는 원지적도(1915년)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과거의 도로망
의 변화는 알 수 있더라도 현재의 도로망과 비교하여 어떤 도로의 전체 또는 일부분들이 얼마
나 변화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였기에 원지적도에서 도로망을 추출하여 현
대의 지도와 대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만든 지도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거쳐
보완하였다. 과거의 도로 흔적과 도로명을 아는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수정된 근대이행기의 도로망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과 없어진
부분들을 현대지도의 도로망에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부평도호부 읍치를 중심으로 한 근대이행기의 도로망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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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선 후기의 부평도호부는 한양, 김포, 안산, 인천 등지와 교통의 결절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하지만 근대이행기 초기에 경인로가 만들어지면서 부평읍치의 교통의 중심성이 약화
되면서 부평역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부평도호부의 역원취락인 금륜역은 경
기도의 중림도에 속한 역으로 고지도에 계속 등장하다가 1871년에 폐지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금륜역 일대의 역원취락도 함께 쇠퇴하였다. 셋째, 부평읍치의 도로망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
점기 초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1960년대의 부평 위성사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넷째, 부평읍치의 공간에 남은 도로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그 흔적들을 찾기 쉬웠다. 비
록 중간 중간 최근에 생긴 큰 도로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향교로, 비석거리, 미륵당로, 샘터로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주작대로는 그 흔적이 많이 없어진 도
로 중 하나이다. 이 도로들에 대한 관심과 보존 노력이 있어야 읍치경관의 복원 또는 복구 노
력이 진정성을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도 언급한 몇 가지 제안들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첫
째, 금륜역터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우물과 향나무를 운영하던 역둔전
의 범위도 찾았으면 한다. 부평도호부의 유일한 역원취락을 복원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작대로와 관련된 객사도 그 위치 비정을 정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읍치경관의 복
원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작대로를 ‘객사길’로 명명
하고, 동헌 앞길을 현재의 도로명인 게양대로194번길을 ‘동헌길’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도로 지
명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셋째, 도로명은 지명처럼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로와
관련된 이야기의 수집과 함께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또는 소통의 시간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동기가 지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지
역민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석거리를 상징하는 팽나무를 심었으면 한다. 지역민들의 의식 속
에 비석거리의 팽나무 숲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도시의 해로운 요소로부터 막아주던
하나의 장치라는 점을 심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
럼, 도시의 균형이 깨지고 회복되는 배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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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 한
(경인교육대학교)

1. 머리말
인문지리학에서 문화경관이란 어떤 역사적 건물이나 유적을 파편적 수준에서 지칭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간직한 하나의 총체(a whole) 또는 지리적 앙상블
(geographical ensemble)을 가리킨다.1) 하나의 문화경관을 구성하는 ‘경관 요소’와, 이들 요
소의 결합상인 ‘문화경관’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경관이 인간과 자연
의 상호작용을 간직했다는 말은 ‘모든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물질 형태의 문화경관 속에는 인간의 관념이나 삶의 이야기 같은 무형의 요소가 연루되어 있
음’을 함축하며, 문화경관이 하나의 총체 내지 지리적 앙상블이라는 말은 우리 주변의 역사적
건물이나 유적을 단편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스케일 안에서 존재하는 관련 요소
들 간의 결합 관계, 곧 문화경관 개념을 갖고 인식하여야 함’을 뜻한다(전종한, 2014, 567).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문지리학에서 자라난 문화경관 개념을 세계문화유산
의 가치 평가를 위한 기본 관점이자 학술 연구의 토대로 삼고 있다(전종한, 2013, 933).2) 그
리고 현대 도시의 빌딩숲에 가려져, 때로는 무심과 소외 속에 방치되어 있거나, 때로는 개발에
따른 훼손의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와 발굴이 절실한 도시 속 문화경관을 세계
유산 중에서도 특별히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이라 범주화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역사도시경관이란 도시 한 쪽에 있는 유적 지구라는 울타리를 넘어,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지닌 역사적 층위 및 관련 속성들(a historic layering of cultural

1) Sauer, C.O.,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2), 46.
Williams, M., 1989, Historical Geography and the Concept of Landscap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15(1), 95.
Fowler, P., 2003,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1992-2002: a Review and Prospect, Cultural
Landscapes: the Challenges of Conservation, UNESCO, 17.
2) Taylor, T. and Lennon, J., 2011, Cultural Landscapes: a bridge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6), 539.
UNESCO, 2013,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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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atural values and attributes)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UNESCO, 2011, 3). 이 개념
은, 오늘날 많은 현대 도시들에서 이루어지는 유적의 보존 및 관리가 거의 대부분 건축물에 편
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다.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나아가, 도시 속의 역사‧문화적
경관과 장소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UNESCO, 2011,
2-3). 어떤 유산(heritage)의 탄생과 지속에 있어 자연 요인과 문화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
면서 영향을 미쳤는지, 유산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야기한 도
전들은 무엇인지, 유산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등에 두루 걸치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문제의식과 안목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은 ‘부평(富平)’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1310년(고려 충선왕 2) 이래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오늘날의 계양구, 부평구, 서구, 부천시 일대를 관할하던 ‘역사부평’의 통
치 거점이자 조선왕조의 읍치경관 중 하나가 약 600여 년 동안 존속했던 곳이다.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이 지역에는 행정‧의례‧방어 등의 기능을 하던 다양한 관영 시설을 비롯해 주변 군현
및 한성으로 통하는 도로와 통신망,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당대의 지배적 관념이나 지역민의
인식 및 인지를 담지한 각종의 문화경관과 장소들이 축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이 지역에 퇴적된 역사부평의 읍치경관은 현대 계양구 지역의 소중한 역사도시경관을 대표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계양구 지역에서 600여년 역사의 고풍스러운 읍치경관은커녕
그것의 파편조차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계산동 고양체육관의 국궁장 안에 세워진 자오당(自娛
堂) 터 표석과, 계산동 부평초등학교 운동장 한쪽에 복원된 한 채의 관아 건물과 욕은지(浴恩池)
유적, 그리고 계산동 안남중학교 남쪽 담장에
걸려 있는 조산(造山) 안내판이 전부이다. 이
조차도 가령 자오당 터는 ‘그곳이 과연 맞는
장소인가’와 관련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
큼 그 근거가 불확실하고, 부평초등학교의 관
아 건물은 원위치를 옮김으로써 유산 가치를
훼손한데다가 애초의 원형과도 다르게 복원되
어 있으며, 욕은지의 돌다리는 20세기 후반
원래의 것을 대체해 새로 설치한 것이고, 조
산 안내판이 걸려 있는 위치는 현지답사 결과
정확한 지점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하면, 어떤
유산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
자오당 터 표석(계산동 소재)

어야 한다. 어떤 유산의 가치가 진실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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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믿을만하다는 점을 보증하는
문헌이나 정보가 뒷받침될 때 ‘해
당 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어떤
유산이 가치를 전달하기에 충분
한 규모이고 모든 구성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을 때 ‘해당 유산
은 완전성(integrity) 혹은 완결
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UNESCO, 2011, 65; 2013,
오조선 안내판(계산동 소재)

23).
비록 두 개념이 세계유산

수준에서 거창하게 언급되는 것이긴 하지만, 유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해 상식 수준에서도 충분
히 동의할만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잠재적 유산들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과 완전성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계양구에 소재하는 ‘현 상태의’
자오당 터와 관아 유적과 조산 안내판은 유산(heritage)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인정받기 어렵다.
이 글은 600년 역사부평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옛 부평도호부(이하 ‘부평부’로 칭함)의
읍치경관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조선시대의 읍치경관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의식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룬다. 여기에 임하는 기본 문제의식
은 문화경관에 대한 접근 방법과 복원 작업이란 진정성과 완전성의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입장에서 이 글은 ‘조선후기 부평부의 읍치경관이 크게 몇 개의 층위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할 것인가’, ‘각 층위별 주요 경관 요소들의 입지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리고 ‘우리가 조선후기 읍치경관을 오늘날 복원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며, 어떤 점에 유의하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옛 읍치경관의 복원 작업에 있어서는 몇 가
지 주요 쟁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즉 어떤 시간 단면의 읍치 경관
을 복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과, ‘다방면의 노력으로도 확인이 끝내 불가능한 복원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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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평부 읍치경관의 일반성과 독자성
‘읍치(邑治)’란 말 그대로 고을의 치소, 즉 조선시대 지방 각 고을의 행정 타운(county
seat)으로 중앙 정부의 주요 관심사에 있었던 곳이다(❶). 그곳은 행정‧의례‧방어 등의 관영 기
능체들이 일정한 원리와 질서에 따라 충전되었던 지방 통치의 거점 공간이었고(❷), 해당 고을
과 주변 군현을 연결했던 도로의 지역적 결절이자 도읍지 한성을 정점에 둔 국가 교통‧통신망의
일부였으며(❸), 자연환경에 대한 당대의 지배적 관념이나 지역민의 환경 인식 및 인지가 각종
의 경관과 장소들을 매개로 재현되어 있던 문화의 공간이었고(❹), 격동의 근대이행기에 우리의
전통도시들이 겪은 사회‧공간적 재편 혹은 해체의 기억을 간직한 생생한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
다(❺).3)
조선시대 한반도에는 300여 개소의 읍치가 있었는데 부평부 읍치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
면 조선시대 부평부의 읍치경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행히 조선후기에는 지방 각 고을을 표
현한 많은 지도들이 제작되어 당대의 읍치경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엿볼 수 있게 한다.
18세기의 《광여도》 수록 〈부평부〉 지도는 부평부의 읍치경관을 가장 자세히 표현한 대표
적 고지도이다(그림 1). 이를 보면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줄기들이 부평 읍치를 사방에
서 에워싸고 있다. 산줄기가 미약한 곳에는 인공산인 조산(造山)을 두었다. 하지만 이들 산줄기
는 폐쇄적 산줄기가 아니었다. 산줄기를 가로지르며 경명현, 가회현, 경원현 등의 고개가 부평
읍치를 주변 고을과 연결하고 있었다.
읍치 안에는 아사, 객
사, 연무당, 창고 등의 관아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
아 주변으로는 사단, 향교,
망조산, 명동산, 방축 등의
주요 시설이나 제각각의 의
미로 채워진 장소들이 분포
하고 있었다. 다만 이 지도
속의 읍치경관은, 조선후기
의 대부분 지도들이 그러하
듯, 주로 고을 수령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그려
진, 다시 말해 일반 백성의
그림 1. 조선후기 부평도호부의 읍치(점선 원)
* 자료 : 〈부평부〉, 《광여도》, 18세기, 규장각 古4790-58.

3) ❶~❺는 본 학술대회의 발표 주제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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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치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습이라는 한계가 있다(전종한, 2008, 115).
부평부의 읍치경관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읍치의 주요 경관
요소들을 일반성과 독자성이라는 두 범주, 즉 전국의 다른 고을들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요소들
과 부평 지역 고유의 독자적 요소들로 분류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아사, 객사, 연무당, 창고,
향교, 사단 등의 요소들은 당대 다른 고을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계양산, 경명치, 망조산 등의 지명들은 고유의 이야기를 간직한 독자적 요소들이고, 두 세 곳의
조산이 그려져 있는 것도 전국적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이며, 이 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
지만 읍치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은 주변 고을과의 지역적 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여타 고을들에도 있던 일반적 요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의 입지나 상대적 공간
배치는 부평 지역의 특수한 자연 환경과 인문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주요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부평부의 읍치경관을 이루는 모든 경관 요소들은 요소 개개의 차원과 요소들 간 상
호관계의 차원, 이 두 차원에서 학술적 탐구 및 해석을 요구하고, 그것의 성과물이 부평부 읍치
경관의 유산 가치를 판정해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시대 부평부의 읍치경관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축적된 지식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

3. 읍치경관의 주요 층위와 경관 요소
일찍이 도시계획가 케빈 린치(Kevin Lynch)는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기본 요소를 통로
(paths), 경계(edges), 구역(districts), 결절(nodes), 랜드마크(landmarks)의 다섯 가지로 나눈
바 있다(Lynch, 1960, 47-48). 그런데 이들 다섯 가지 요소는 사실상 점, 선, 면이라는 기하
학적 기본 요소를 세분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지리학의 관점에서 각각 장소(점), 통로(선), 영역
(면)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전종한, 2008, 113). 이 입장에서 연구자는 조선후기
부평부의 읍치경관을 구성했던 요소들을 장소, 통로, 영역이라는 세 층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
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제 이 세 층위에 이야기(storytelling) 성격을 덧붙여 ‘중핵 장소
들의 층위’, ‘통로 요소들의 층위’, ‘중층적 영역들의 층위’이라 이름하여 각기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중핵 장소들의 층위: 권력과 제례의 장소들
읍치의 기본적 성격은 어명을 받드는 수령 중심의 행정타운이었으므로 읍치에서 가장 핵심
적 장소는 관아 시설들이 배치되었던 곳, 곧 권력의 장소들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지방 읍

90 ∙

부평도호부 복원 학술대회 성과종합보고서

치들에는 도읍지 한성에서 임금이 종묘나 사직단 등에서 행했던 제례를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
는 장소들이 있었다. 이른바 삼단일묘(三壇一廟)라 통칭하는 사직단, 여단, 성황단, 문묘(향교)가
그것인데 이들이 바로 제례의 장소들이다. 이러한 권력과 제례의 장소들은 조선시대 읍치경관
의 기저 층위를 구성하며 읍치의 중핵 장소들로서 존재하였다.
먼저 부평부 읍치에 소재하던 권력의 장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국여지지』(1656년)에
는 부평부의 관아 관련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여지도서』(1760년대)에는 객사, 아사,
연무대, 군기고가 읍치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수령과 향리의 업무 공간인 아사는
계양산 방향의 북쪽에 자리하였고 그 남동쪽에 객사가 위치하였다. 그 뒤 『부평부읍지』(1842)
에는 위 시설 외에 창고, 향청, 이청, 장청이 추가로 기록되었다.
한편 주요 고지도들에서는 부평부의 아사, 객사, 연무당(연무청), 창고의 상대적 입지를 일
관되게 그려내고 있다. 고지도의 이 부분을 신뢰한다면 아사가 계양산 방향의 북쪽에 입지하였
고, 아사의 남동쪽으로 객사가 위치하였고, 다시 객사의 남동쪽으로 연무당이 있었다. 창고는
객사의 남서쪽이자 연무당 서쪽에 위치하였다(그림 1~3 참조).
부평부의 읍치 시설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는 1871년에 간행된 또 다른 『부평부읍
지』(1871)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평 읍치에는 객사, 아사, 부창(창고), 장관청, 인리청, 사창
(신설), 화약고가 있었다. 그리고 객사는 다시 대청, 동헌, 서헌, 협방, 중문, 대문으로, 아사는
근민당, 사무헌, 내아, 공수, 공고, 호적고, 급창방, 사령방, 중문, 대문으로, 부창은 대청, 고사,
대문, 협문 등의 세부 시설들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절대적 위치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 전국 각 읍치의 사직
단, 성황단, 여단, 향교 등 제례의
장소들은 특정 방위와 입지를 선호
하여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사직단(社稷壇)은 고을의 평화와 다
산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토지신
인 사신(社神)과 곡식신인 직신(稷
神)에게 제사를 지낼 용도로 설치한
제단인데, 한성에 적용되었던 좌묘
우사의 원리에 따라 각 고을에서
읍치 서쪽 방향에 입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그림 2. 부평도호부의 관아시설 배치(점선 원)
* 자료 : 〈부평부〉, 《여지도》, 조선후기, 규장각 古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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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제 강점기인 1915년에
철거된 것으로 전한다. 『계양사』
(2001)에는 사직단의 위치가 부평
도호부의 서쪽에 해당하는 장명이
고개[景明峴] 중턱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광여도》, 《지승》, 《해
동지도》 등에 수록된 〈부평부〉 지도
들에는 하나같이 경명치로 올라가는
노선 바로 옆이 아니라 경명치와 향
교 사이의 중간 지점쯤에 사직단(사
단)을 그리고 있다(그림 1~3).
성황단(城隍壇)은 고을이나 마
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

그림 3. 부평도호부의 사직단 위치(점선 원)

단을 가리키는데 발음을 따라 서낭

* 자료 : 〈부평부〉, 《지승》, 조선후기, 규장각 奎15423.

당이라고도 불렀다. 지역에 따라 그
곳에는 원추형 돌무더기나 신성시되는 나무, 성황신을 모신 성황사가 세워지기도 하였는데, 부
평 지역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도 읍치에서 남서쪽의 가현리로 넘어가는 곳과 북동쪽의 임학리
로 넘어가는 경계 지점, 서북쪽의 경명치 정상부, 이 세 곳에 돌무더기와 신목이 있었다.4) 성
황단은 제례의 장소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마을이나 고을 입구에 조성되어 행인들로 하여금 새
로운 영역에 진입하거나 벗어남을 알게 하는 일종의 이정표로도 기능했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에는 ‘성황사가 부평부의 북쪽 2리에 있다.’고 되어있고,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대) 이후의 읍지들에는 ‘성황사가 부평부의 남쪽 2리에 있다.’고 기
록되어 있다.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71)에는 ‘성황단은 부평도호부 남쪽 2리에 있었는데
고을 북쪽 3리에 새로 옮겨 쌓았다.’고 되어 있다.
여단(厲壇)은 역병(疫病)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혹은 정처 없이 떠도는 혼령을 위로
하기 위해 제사 지내는 제단이다. 여단은 그 의미에 있어서 죽은 자의 공간, 어둠의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을의 북쪽에 자리하였다.
『동국여지지』(1656)에는 ‘여단이 부평부의 북쪽에 있다.’고 쓰여 있고, 『여지도서』(1760년
대)에서는 ‘여단은 부평부의 북쪽 3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42)
의 자료에는 ‘여단은 부평부의 북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읍치로부터 정확하게 얼마
나 떨어져 위치하였는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여단이 부평부의 북쪽에 자리했던 것은 틀림없던
사실로 보이며 성황사와 마찬가지로 17세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제보: 이동규 계산1동 노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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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로 요소들의 층위: 도로망과 고개, 그리고 교량들
통로 요소들의 층위는 고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평부를 주변 고을 및 국가 중심
지인 한성과 연결했던 도로망은 여러 고지도들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 부평부 읍치를 중
심으로 사방의 주요 도로와 교량, 고개 이름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해동지도》 수록
〈부평부〉 지도일 것이다(그림 4).
이 지도는 부평부 읍치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주요 도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있다. 읍치를 중심으로 동북쪽의 김포로, 서북쪽의 강도로(강화로), 서쪽 방향의 영종로, 남서쪽
방향의 인천영종로, 남쪽의 안산로, 남동쪽의 노량진로, 동쪽의 양화진로와 공암진로가 뻗어나
갔다. 이로써 18세기의 부평부 읍치가 김포, 강화, 인천과 영종도, 안산, 노량진, 양화진, 공암
진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상의 주요 도로상에는 고개나 교량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김포로의 경현(瓊峴), 강
도로의 경명현(景明峴), 영종로의 정항현(井項峴), 인천영종로의 성현(星峴), 안산로의 사현(沙峴)
등이 그것이다. 부평부 읍치의 동쪽 방향을 제외한 여타 방향에는 산줄기가 둘러싸고 있음을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산줄기는 한남정맥의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이 지도에서 부평부 읍치의 동쪽 방향으로는 굴포천이 북류하면서 한강에 유입하고 있고,
굴포천 중‧하류 일대에는 광활한 저평지가 펼쳐져 있다. 결국 읍치의 북쪽, 서쪽, 남쪽의 주요
도로상에 고개들이 발달
해 있던 것과는 대조적으
로, 읍치 동쪽의 저평지
를 지나는 도로들에는 주
요 교량들이 가설되어 있
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
교량은 우리말 땅이름으
로 ‘한다리’ 즉 대교(大
橋)이다. 읍치를 벗어난다
고 했을 때 대교를 건너
자마자 양화진로, 노량진
로, 공암진로 등의 주요
도로들이 거의 동시다발
적으로 분기되고 있다는
그림 4. 18세기 부평부의 주요 도로, 고개, 그리고 교량
* 자료 : 〈부평부〉, 《해동지도》, 18세기, 규장각, 古大4709-41.

점에서 그러하다. 이 외
에 안산로상의 수숙교(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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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橋), 양화진로 인근의 대정
교(大井橋), 노량진로의 기탄
교(岐灘橋),

굴포천

하구의

굴포교(掘浦橋) 등의 교량들
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18
세기 부평부의 주요 도로, 고
개, 교량은 19세기 지도들에
도 큰 변화 없이 반복 표현
된다(그림 5).
18~19세기 고지도들에
표현된 김포로, 강도로, 영종
로, 인천영종로, 안산로, 노
량진로, 양화진로, 공암진로
등의 주요 도로가 지났던 구
체적 노선을 우리는 20세기

그림 5. 19세기 부평부의 주요 도로, 고개, 그리고 교량
* 자료 : 〈대동여지도〉, 1861.

그림 6. 20세기 초 부평 지역 지형도(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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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실측 지형도를 통해 추
정해 볼 수 있다(그림 6). 그
림 6의 지도에서 동북쪽의
임학리를 통과하는 도로가
옛 김포로, 서북쪽의 경명치
를 넘어가는 도로가 옛 강화
로, 동쪽의 영등포 방향으로
뻗어간 도로가 굴포천의 대
교(大橋)를 건너 옛 공암진
로, 양화진로, 노량진로로 분
기되는 도로, 남서쪽의 가현
리, 효성리를 경유하는 도로
가 옛 영종로, 남쪽의 화전
리를 경유하는 도로가 옛 인
천영종로, 남동쪽의 학정리
그림 7. 부평부 읍치의 중층적 영역성
* 주: 읍치 영역의 중층적 성격을 〈대동여지도〉(1861)를 바탕지도로 하여 나타내
본 것이다. 파랑색 점선원은 정치‧행정적 영역을, 노랑색 점선원은 환경인지
적 영역을, 그리고 빨강색 원은 권력의 영역을 가리킨다.

를 경유하는 도로가 옛 안산
로에 상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중층적 영역들의 층위
부평부 읍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지방 읍치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영역들이 중층을 이루
고 있었다(전종한, 2008). 첫째, 가장 명시적으로는 행정 구역이라는 정치‧행정적 영역이 국가
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다. 둘째, 산줄기와 물줄기 중심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를 반영하는 환
경인지적 영역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자리하고 있었다. 셋째, 제례의 장소들에 의해 둘러싸인
관아 영역, 즉 권력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세 영역을 〈대동여지도〉(1861)를 바탕지
도로 하여 표현한 것이 그림 7이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고을의 정치‧행정적 영역은 대동여지도에 잘 표시되어 있다. 하
지만 환경인지적 영역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관료층이나 지역민의 집단의
식 속에서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영역이다. 가령 오늘날까지 부평 지역에서는 “우리는 인천과
달리 바닷가 고을 아니었다.”는 말이 있는데 환경인지를 바탕으로 한 이 같은 종류의 집단의식
을 말하는 것이다.
부평부의 환경인지적 영역은 《광여도》 수록 〈부평부〉 지도와 《해동지도》 수록 〈부평부〉 지
도 등 다양한 조선후기 고지도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8). 대부분의 조선후기 고지도들
은 특정 산줄기와 물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각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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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의 환경 인지를
보여주는 징표인 것이다.
부평 지역을 묘사한
고지도들 역시 마찬가지이
다. 백두대간의 충청도 속
리산 부근에서 뻗어 나온
한남금북정맥은 북서 방향
으로

달려

죽산(안성)의

칠현산을 이룬다. 이곳에
서 한남금북정맥은 금북정
맥과 한남정맥으로 나뉜
다.
이 중 한남정맥이 수
원의 광교산을 만들고 다

그림 8. 산줄기와 물줄기의 인지를 반영한 환경인지적 영역

시 부평의 계양산을 거쳐

* 자료 : 〈부평부〉, 《1872년 지방지도》.

통진(김포)의

문수산으로

이어진다. 부평 읍치를 남쪽~서쪽~북쪽으로 둘러싸는 반원형의 산줄기가 한남정맥의 일부 구간
인 것이다. 이 산줄기를 인문지리적 경계로 인식하면서 부평의 지역민들은 주변의 다른 고을과
자신들의 지역정체성을 구별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영역은 관아 시설과 이를 에워싼 제례의 장소들에 의해 식별되는 영역

그림 9. 자연 요소와 인문 요소가 조응하면서 완결성의 공간으로 묘사된 ‘권력의 영역’
* 자료 : 왼쪽-《광여도》 수록 〈부평부〉 지도, 18세기, 규장각 古4790-58.
오른쪽-《해동지도》 수록 〈부평부〉 지도, 18세기, 규장각 古大4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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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고지도에서 흔히 자연 요소와 인문 요소가 조응하면서 모종의 완결성의 공간처럼 묘사
되곤 한다(그림 9 참조).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각 지방의 읍치에 있어서 권력의 영역은 중심부에
관아 시설들이 위치하고 주변을 주산(主山)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둘러싸는 형태였는데, 이러
한 산줄기를 공간적 한계로 하면서 그 내부에는 서쪽의 사직단, 북쪽의 여단, 남쪽의 성황단,
동쪽의 문묘(향교)가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전국 각 지방이 처한 자연적, 인문적 환
경 여건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위의 원칙은 지역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되었다.
부평부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일찍이 ‘계양산에 올라보니 삼면이 물이다.’5)라고

한 이규

보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려~조선시대 부평부의 읍치 동쪽은 굴포천 하류를 중심으로
조류가 드나들면서 저습지가 광활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는 문묘(향교)를 세울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문묘는 부평부 동쪽 일대의 저습한 환경을 피
해 읍치 북쪽이나 서쪽의 양지바른 숲과 언덕을 찾아 자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조선후기의
고지도들은 공통적으로 문묘가 읍치 서쪽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읍치 동쪽의 저습
지는 풍수지리적 결함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되어 이를 보완하고 치유하기 위해 조산(造山)이라
는 비보 경관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조선후기 고지도들은 부평부의 동쪽에 2개 또는 3개의 조
산을 그려내고 있다(그림 9).
결과적으로 부평부에서 권력의 영역은 한남정맥의 산줄기가 반원형으로 에워싸고 그 안쪽
을 다시 서쪽의 사직단과 향교, 남쪽 및 북쪽의 성황단, 북쪽의 여단, 동쪽의 조산 등이 둘러싸
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여지도서』의 「부평부」 ‘단묘’조에는 ‘사직단은 부의 서쪽 2리에 있다.
문묘는 부의 서쪽 2리에 있는 향교 안에 있다. 성황사는 부의 남쪽 2리에 있다. 여단은 부의
북쪽 3리에 있다.’고 하여 이들 장소들이 읍치를 기준으로 거의 같은 거리에 위치하였음을 알
려준다. 그리고 이들의 보호를 받는 중앙부에는 권력을 발산하는 주요 관아 시설들이 집중적으
로 배치되었다.

3) 관련 지식의 현재와 한계
앞에서 지적했듯이 계산동 고양골체육관 내의 국궁장에 세워진 자오당 터 표석, 부평초등
학교 운동장 한쪽에 복원된 관아 건물 한 채와 욕은지 유적, 안남중학교 남쪽 담장에 설치된
조산 안내판 등이 갖는 문제점은 부평부에 관련된 지식의 현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계양
사』나 『부평사』와 같은 현대의 지리지, 소수의 관련 용역 보고서, 일부 학자들의 연구 논문 등
을 통해 부평부 읍치경관에 관해 밝혀진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6) 근거가 불확실한 막연한 추측
5)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평도호부」 ‘산천’조에 ‘이규보의 망해지(望海誌)에 “길이 사면으로 계양 지경에 났는데, 오
직 한 면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이다. 처음에 내가 조정에서 쫓겨나서 이 고을에 원이 되었을 때에, 물
의 푸르고 넓은 것을 사방으로 돌아보고는 섬 가운데에 들어 왔는가를 의심하여, 근심스러워 즐기지 않아서 문득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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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글이나 주장이 누군가에 의해 제시된 이후 그것이 후대에 무비판적으로 재생산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현재 굳어진 내용들도 있다.7)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1970년대부터 지적되었다. 문학평론가 김양수는 『기전문화연구』 제
3집(1973)에 게재한 「부평에 남긴 이규보의 글」8)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류희망이 인천시립박물관 재직 당시에 펴낸 『향토인천의 안내』(1959)라는 책자의 고적
편을 보면 (이규보의) 초정지와 자오당지의 소개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초정과 자오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는) 인천교육대학 박광성 교수의 답
사로도 입증되었다.
다만, 류 관장의 기술에는 후세인들이 부평읍에 초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유적
지가 전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규보의 「초정기(草亭記)」가 사람들로 하여금 초정지(草亭址)
를 찾게 하는 유일한 문헌이 되었다고 하여 오히려 이규보의 기문(記文)에서 유지(遺址)가 있
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오당지에 관해서도 자오당은 부평부사의 관사(官舍)로 백운거사 이규보가 고
려 고종6년(1219)에 좌사간지제고(左司諫知制誥)란 벼슬에서 부평부사로 좌천, 유배되어 와서
당호를 ‘자오(自娛)’라 부치고 … (중략) … 운운하였다.
그러니까 이들 유지가 그 유적지로 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규보의 시와 기문
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규보의 시와 기문은 동국여지승람과 부평읍
지에 실려 있다.
2014년 한울문화재연구원이 작성한 용역 보고서 『부평도호부청사 일원 문화재 정비계획』
은 아마도 부평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축적된 모든 지식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자료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부평부를 기록한 다양한 고문헌과 고지도들을 목록화하고 옛 인천직할시에서 펴낸
인천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를 소개하는 등 과거와 현대에 걸친 자료들을 망라하고 있다. 하지
만 자료의 개관이나 단순한 기술(description)을 넘어 학술적 분석 및 해석이 결여되어 있고,

6) 예를 들면, 박광수 교수는 『기전문화연구』 제2집(1972)에 실은 「욕은지와 어사대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욕은지는
인조(仁祖)가 선부(先父)의 능침인 김포 장릉에 행행할 때 목욕재계한 곳이라는 전설이 인천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
을 뿐 아니라 인천시립박물관장 류희망이 지은 『인천의 안내』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적어도 인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정조의 화성행차의 경유지 중에 부평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욕은지와 어사대가 정조와 직
접 관련된 유적이라는 명백한 기록이나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박광성, 1972, 7; 16).
7) 누가 처음 주장한 것인지는 모르나 오조산(五造山) 이야기도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부평 지역에 다섯 개의 조산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불확실하다. 실제 조산 외에 부근의 이곳저곳에 있던 소규모 숲들을 통틀어 누군
가 오조산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적원도(1919년)에는 3개소만 확인된다. 18~19세기 고지도들에는 대체로
3개소, 그리고 일부 고지도는 2개소만 표현하고 있다. 5개는커녕 4개소를 표현한 고지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적어
도 지금부터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평부의 조산은 최대 3개소였다. 따라서 18세기
이후의 부평부 읍치를 복원한다고 했을 때 5조산이 아니라 3조산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김양수, 1973, “부평에 남긴 이규보의 글,” 기전문화연구, 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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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평부에 관련된 여러 유산을 인식함에 있어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문화경관 개념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다분히 건물(터)을 위주로 파악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관아 건물의 원위치를 추정함에 있어서도 옛 자료와 맞지 않는 오류도 발견된다. 이 보고
서에서는 아사의 남서쪽에 사창이, 아사의 동남쪽에 연무당이, 연무당의 남서쪽에 객사가 위치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고지도들이 공통되고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
는 건물 배치와 어긋난다.9) 사직단의 원위치를 추정한 부분 역시 다수의 옛 문헌들이 기록한
경명치 남쪽의 중구봉 산록이 아닌, 경명치 북쪽의 계양산 산록에 잘못 표시하고 있다.10) 주요
관아 건물의 원형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역사적 기록보다는 전국 여타 지역의 몇몇 관아 건물
복원 사례를 근거로 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아 건물이
삼단일묘(三壇一廟)와 더불어, 특히 부평부의 주목할 만한 경관 요소인 조산(造山)과 함께 하나
의 앙상블로 존재해야만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이야기가 살아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는 거의 관아 건물에만 집착함으로써 유산의 완전성을 놓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복원 계획을 보면, ‘주요 관아 건물터를 발굴하고 각 건물을 원위치
에 세우기 위하여 현 부평초등학교 교사를 재건축해야 해야 한다.’, ‘부평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토지를 새로 매입해야 한다.’ 등등의 대규모 사업들을 단계적이고도 치밀한 학술 연구 없이 다
소 성급하게 제시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존속하는 건물이나 유적이 있다면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보호하고 관련 전시관이 필요하다면 신축 건물에 들이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잔존 관아 건물은 전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처럼 일 반 시민이 보아도 좀처럼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
위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복원 작업을 위한 소요 사업비로 2013년 단가 기준 총 182억
7,9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유산 가치가 분명하고 복원 작업에 동원할 수 있는 근거 자
료가 확실하다면 소요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원이 투입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해 줄 최소 요구치, 곧 진정성과 완전성을 고려한 정
비 및 복원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관련 지식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부평도호부에
관한 지식의 현 주소이다.
부평도호부와 관련된 유산의 명칭 역시 관련 지식의 현재를 말해준다. 조선시대의 관아를
‘청사’라 부르는 곳은 전국적으로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 뿐이다. 다행히 인천도호부
청사의 소재지인 미추홀구가 호칭의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2019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문화재
위원회에 ‘인천도호부 관아’로의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고 2019년 7월 26일 요청 안건이 통과
되었다. 이때의 심의 안건은 인천도호부청사 명칭 변경 사안이었지만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에서는 부평도호부청사도 함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11)
9) 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부평도호부청사 일원 문화재 정비 계획, 93.
10) 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위의 책, 94.
11) 인천일보, 2019.08.01., 「인천‧부평도호부청사, 청사 떼고 ‘관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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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읍치경관 복원의 쟁점과 과제
1) 복원 대상 시기의 문제
최근 들어 전국의 점차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 고장의 옛 읍치경관을 복원하고 관광 자원
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가령, 충청북도 청주시는 옛 청주읍치의 성곽을 이루던 성돌들
을 찾아내 2013년 성곽 일부 구간을 복원하였고, 전라북도 고창군은 무장읍성을 복원하기 위
해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투자해왔다. 광주광역시도 읍성을 비롯한 옛 읍치경관을 복원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6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일찍이 제주도에
서는 시민들의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1년부터 옛 제주목 관아의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0년대 초 관련 유적과 건물들을 복
원하였다.
읍치경관의 복원과 관련된 최근 지자체들의 이 같은 관심은 해당 지방의 읍치경관의 의미
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작업과는 별도로, 한반도라는 보다 거시적 스케일에서 조선시대 읍치
경관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야만 지방 읍치경관의 보편성과 특수성
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읍치경관의 현재적 복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판단
중 하나는 ‘어느 때의 읍치경관을 복원하려는 것인가’, 즉 복원 대상 시기(target period for
reconstruction)를 설정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읍치경관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도 자칫 시간성과 공간성을 상실한, 무가치하고 소모적인 복원 사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전종한, 2015, 320).
조선시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읍치경관을 복원할 것인가? 어떤 시점의 읍치
경관이 복원 가치를 지니며 이를 위한 관련 증거 자료는 충분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세기
의 읍치경관을 상정하면서 복원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복원 대상 시기를 언제
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읍치경관을 이루는 경관요소들의 종류와 그것들의 의미와 해석은 달
라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복원된 읍치경관의 가치 평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읍
치경관의 복원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원 대상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민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원 화성이나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원경관의 일부가 파괴된 뒤 근․현
대 이후 다시 복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
에 등재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복원된 현재의 경관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자아내서가
아니라 성곽의 축성 과정을 비롯해 주요 경관 요소들의 입지와 형태 등 현재 복원된 경관의 의
미와 가치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문헌 기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볼 때, 읍치경관의 복
원 작업에 있어서도 복원 대상 시기를 명료화하는 것과, 읍치 안팎의 주요 경관 요소 및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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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증거 자료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만이 복원 결과물의 가치와 의미를 담보해 줄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부평도호부의 읍치경관에 투영할 때 우리가 복원 작업을 위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시기는 ‘19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18세기 이전의 읍치경관을 복원하
기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각 지방의 읍치경관을 묘사한 지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작된 시기가 18~19세기이다. 대축척의 가장 자세한 지도 중에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규장각 소장, 고대4709-41)와 《광여도》(규장각 소장, 고4790-58),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1872년 지방지도》 등이 있고, 도별지도 규모로 주요 산줄기와 물줄기,
도로망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중축척의 지도인 19세기 전반의 《여지도》(고4709-37)와 《동여도》
(19세기 전반, 규10340), 그리고 김정호의 유명한 《대동여지도》(1861) 등이 있다.
둘째, 부평 지역의 지리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전국 지리지의 발행 시기가
18~19세기이다. 18세기 후반의 『여지도서』과 『여도비지』, 그리고 1863년경의 『대동지지』가
그것이다.
셋째, 부평 지역을 자세히 기록한 읍지가 집중적으로 발간된 시기가 19세기이다. 1842년
의 『부평부읍지』, 1871년의 『부평부읍지』, 1899년의 『부평군읍지』가 그것이다.
넷째, 지번 단위의 토지이용에 관한 한 최고의 실측 자료가 제작된 시기가 1910년이다.
지적원도가 그것인데 이 문서가 비록 20세기 초에 생산된 것이긴 하지만 19세기의 지적 상황
을 추정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문서이다.
다섯째, 과학적 측량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형도인 《구한말지형도》의 측량 시점이 19
세기 말부터이다. 따라서 이 지형도 역시 19세기 부평 지역의 주요 도로와 시가지, 지명, 기타
지리적 현황을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조선시기 읍성취락의 경우 읍치경관이 최대로 충전된 시기가 19세기 전반이다. 읍
성취락이란 성곽을 갖춘 읍치로서 읍성취락에 가장 많은 경관 요소들이 충전된 시기는 영‧정조
연간인 18세기인데, 이러한 충전기를 거친 19세기 전반은 읍치경관의 완성기로 추정되고 있다
(전종한, 2015, 32). 이는 성곽을 갖추지 않은 전국의 여타 읍치들에 있어서도 읍치경관의 완
성기가 ‘19세기 전반’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19세기 전반이라는 시간 단면은 18~19세기의 고지도, 전국 지리지, 읍
지를 통해 부평부의 읍치경관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기임은 물론이고 19~20세기 초
의 지형도 및 지적원도에 제시된 지리 정보를 통해 부평부의 읍치경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기로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고 유의미한 복원 대상 시기로 사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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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 가능한 범위와 한계
현 수준에서 옛 부평부의 읍치경관 중 복원 가능한 경관 요소는 관아 1개 동, 욕은지, 조
산, 그리고 주요 관아 시설들이 있던 국유지 터에 불과하다. 여타의 관아 건물들에 대해서는 진
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만한 기록이나 정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새로 세운다
하더라도 무의미하다. 다만 부평초등학교 부지와 계산시장 일대가 옛 부평부의 관아 단지가 있
었음은 분명하므로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읍지 내용에 근거하여 최소한 아사, 객사, 연무당의 위
치 추정 및 주요 지점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사직단, 여단, 성황단, 조산 등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연구가 진척된다면 복원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습득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한다(그림 10).
한편 읍치경관의 복원에 관심 갖는 용역 보고서나 관계 기관, 일반 대중들이 흔히 놓치는
경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전통도로망이 그것이다. 전통도로망은 읍치경관의 주요 층위를 이루

그림 10. 현대 지적도상에 나타낸 옛 부평부 읍치의 주요 경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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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통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배인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하지
만 불행이도 옛 부평부 읍치가 있었던 현재의 계산동을 중심으로 작전동, 서운동 일원의 50만
4천 평 면적이 1990년대 초부터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시가지 개발이 이
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통도로망을 비롯한 옛 부평부 읍치의 의미 있는 경관과 장소들이 멸
실되거나 훼손되어 버리고 말았다.
현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도로 재구조화 작업을 그 시작으로 한다. 따라서 부평부 읍치가
있었던 계산동 일대의 전통도로망은 택지개발이 착수된 1990년 가장 먼저 사라진 문화 자원이
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택지개발사업 때 새로 놓인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그 뒷골목에서 전
통 도로가 부분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다(그림 10 참조). 이들에 대한 추적 연구와 옛길 유산
으로서의 인식 및 안내 표시가 절실하다. 이들 중에는 옛 부평부 읍치의 주작도로 있고, 고지도
들에서 보이는 김포로, 강도로(강화로), 대교(한다리) 가는 길, 인천영종로 등이 존속하고 있다.
택지개발과정에서 사라진 가장 소중한 문화경관의 하나는 아마도 조산일 것이다. 전술했듯
이 옛 부평부의 고지도들에서 보이는 적어도 세 곳의 조산은 지역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사람
들의 심상지리,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환경관과 관념의 세계를 함축한 문
화경관으로서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것이다. 20세기 전반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1960년
대까지도 3개소의 조산 흔적이 남아 있었고, 따라서 적어도 3개의 조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위치는 계산동 60번지(현 수영공업사 자리), 계산동 62-1번지 계산현
대아파트 110동 3~4라인 현관 일대, 108동과 109동 사이의 공중전화 부스 옆 공터, 이상의
세 곳이다.
이들 세 곳은 지적원도(1910)상의 지번이 부평군 군내면 하리 60, 63, 64번지에 해당하
며, 이 시기까지도 지목이 모두 임
야로 되어 있어 조산으로서의 기
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산이 가장 최근까지 남아 있던
시기는 1989년이었으며, 1990년
이후로는 계산택지개발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그림 11). 택지개
발 과정에서 새로 조성된 오조산
공원12)은 1990년까지 마지막 조
산이 남아 있던 유의미한 장소에
1980년대까지 조산의 흔적이 있었던 한 곳
(계양구 계산동 33번길 3)

들어섰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옛 부평부 읍치에서 임학리

12) 부평부 읍치의 조산은 조선후기 고지도들에서 2~3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조산이 5개소 있었다는 것은
구전에 의한 것일 뿐 문헌상의 기록은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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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항공사진에 나타난 마지막 조산의 흔적과 소멸(왼쪽: 1989년, 오른쪽: 1990년)
* 주 : 마지막 조산이 있던 위치는 계산동 62-1번지 계산현대아파트 108동과 109동 사이의 공중전화 부스 옆 공터로 파악
된다.

방향으로 가던 김포로의 일부 구간(현 계산천동로 19번길)에 조성되어 있었던 아름드리 팽나무
숲 역시 지역 원로들의 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13) 성인 2~3인의 아름으로 비로소 안길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들이었다는 이곳의 팽나무 숲은 세 곳의 조산과 함께 부평부 관아 입지를
위한 비보의 숲이었고, 20세기 초의 상리와 하리의 심리적 경계였으며, 상여집이나 미륵당이
위치하는 등 옛 부평부의 신성한 장소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4. 맺음말 : 부평부 읍치경관의 복원을 위한 제언
우선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한 완벽한 복원을 이루겠다는 부담을 떨쳐버려야 한다. 역사도
시경관이라는 개념의 저변에는 옛 유산의 보존과 보호만이 아니라 현대 도시 경관과의 공존을
추구하자는 취지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건물이나 옛 터에 현재의 건물이 누층을 이루고 있
는 것 그 자체도 역사도시경관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교육적, 문화적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옛 읍치의 관아 건물이 오늘날의 학교 부지에 있었다고 해서 지자체
에서 학교 부지 전체를 사들이거나 다른 곳에 학교를 신축하게 해야 한다고 성급히 주장하기
보다는, 지역 안팎의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위치 고증, 현지 여건과
13) 제보: 이창규 전 계양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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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발굴 지점의 신중한 선정, 그리고 그 성과를 놓고 학술대회를 통한 전문
가와 시민들과 행정 관계자 사이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옛 도로에 과거 사람들의 삶이 배어 있다고 해서 모든 옛길을 찾아 복원하거나 복개하천
을 전체적으로 걷어낼 필요는 없다. 격변의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옛
길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해당 구간을 찾아 그곳에 안내 표지판을 달아주고, 오가는 시민들이
기억하도록 하며, 때때로 걸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가령 지적원도에 나타난
도로망을 분석해 보면, 현재의 계산시장통은 옛 부평부 읍치에 있어서 아마도 주작대로였을 가
능성이 있다. 이것이 맞는다면 계산시장통의 의미와 사람들이 느끼는 장소 이미지는 확연히 달
라질 것이다.
조선시대 부평부의 계산천은 도읍지 한성의 청계천에 비유될 수 있다. 한성의 청계천이 그
러했듯이 부평부의 계산천은 주산(主山)인 계양산의 기(氣)가 주요 관아 건물들에 머물도록 감싸
안아주었던 명당수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부평부 읍치는 조산 이외에도 여러 풍수 이야
기가 서려 있는 장소들이 있었고, 이 또한 오늘의 시각에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용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부평부의 풍수적 형국은 도성인 한성의 형국과 상당히 흡사하였다. 한성 역시 부평부처럼
동쪽이 저평하여 그곳에 비보 경관으로 조산을 두었던 기록이 전한다.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조
산이 3개소 묘사된 고을은 부평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할 것이다. 부평의 풍수지리 이야기에서
조산이 유의미한 것은 계산천이 동쪽으로 흘러나가면서 굴포천에 합류하기 직전에 저습한 평지
를 넓게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조산을 복원한다면 계산천의 복원과 함께 이루어
져야 의미가 살아난다. 그렇다고 대부분 복개되어 있는 계산천 전 구간을 복원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옛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천 역시 실효성과 가치를 지닌 구간을 찾아

그림 12. 부평부 읍치의 삼단일묘(三
壇一廟)의 배치
* 자료 : 《여지도서》 〈부평부〉 수록 지도(18
세기 중엽)
** 주: 읍치 북쪽의 계양산 아래의 사각형이
여단, 서쪽의 경명치 가는 길 남쪽의
사각형이 사(직)단, 다시 그 남쪽의
건물이 문묘(사단)이고, 남쪽의 서면
으로 넘어가는 지점의 사각형은 성황
단 혹은 성황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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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복원하는 것으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한성의 청계천에 광통교가 있었듯이 조선후기의 계산천에도 그에 상응하는 교량이 있었을
것이다. 지적원도에서 단서를 찾는다면 그 위치는 현재의 도로명 주소상 계산천동로 19번길과
계산로 111번길이 만나는 지점이다. 지금 그곳의 계산천은 복개되어 있으며 그 위에 로터리가
조성되어 있다. 20세기 전반까지도 이곳에는 버스가 다닐 정도의 돌다리가 있었다고 전한다.14)
바로 이런 구간이 발굴 및 복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규보의 자오당 유적 표석이 세워져 있는 고양골체육관 옆 국궁장 일대는 조선후기 부평
부의 사직단 터였을 가능성이 크다. 지적원도에서 이곳의 지번은 부평군 군내면 상리(부평리)
271번지로 국가 소유지였으며 지목은 대지(垈地)로 확인된다. 이곳은 중구봉에서 갈라져 나온
한 줄기 산록으로서, 읍치로부터 경명치로 길과 향교로 가는 길의 사이에 위치하여 여러 고지
도들에서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사직단의 위치와 일치한다.
한편 지적원도에 의하면 부평부의 주요 관아 건물 지구에서 북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계양산 산록에 정사각형의 대지가 위치한다. 지번은 상리 47번지인데 토지 형태가 사각형일 뿐
만 아니라 국유지이자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보아 여단 터였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12). 부평
부 읍치의 성황단 역시 지역 원로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산(heritage)을 복원하는 작업은 수익을 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에 터한 사업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경관과 장소를 매개로 지역정체성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업이며 지역의 역
사문화 자원을 교육콘텐츠로, 관광콘텐츠로, 문화콘텐츠로, 그리고 시민들의 지역정체성 함양과
자존감 제고를 위한 교양콘텐츠로 변환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그 바탕에 진정성과 완전성이 전
제되어 있지 않다면 복원 작업의 결과는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면서 학술적 탐구와 학제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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