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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통시대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당성이라는 산성에 입지해 있었다. 이러한 업지는 삼국시대까
지의 끊임없는 전투에 대한 대비라는 정치적 · 사회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후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당성은 잦은

전쟁에 대한 대비처로서 지방 호족세력의 독자적인 근거지였다. 고려말 조선초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없어지고， 중앙집
권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평지에 가까운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으로 이통하였다. 아울러 지방관이 왕
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진산， 풍수적 형국의 인식， 제사처 등 중심지의 공간적 위엄을 이미지적으로 높이
는장소들이배치되었다.

주요어 : 남양도호부， 중심지， 당성，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Abstract : From Three Country' s Times( 三國時代) to Korye Dynasty( 高麗時代) the central place of
Namyang

County( 南陽都護府)

had been the

Dang-seong( 康城)

which was a mountain fortress wall , because

a war always could be broken out. But in the beginning of Joseon

dynasty( 朝蘇時代)

the central place was

moved to present Namyang-dong Hwaseng-si which was a flat , because possibi1ity of war disappeared and
it was centralized powerfully.
Key Words : central place , Country' s Times , Korye Dynasty , Joseon dynasty , Namyang County , Da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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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료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략적인 위치화도 애매

전통시대 군현의 중심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한 조선시대 이전의 군현 중심지를 연구한다는 것

조선시대의 읍치(물治)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 이

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기도하다.

렇게 된 이유는 우선 현재의 시군 중심지 상당수가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반도에 존재한 전통시대

조선시대의 읍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도

중심지의 보편적 공간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와 같

시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

은 물음에 직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간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당연하게 조선시대

즉， 조선시대의 읍치나 읍성의 모습이 역사 이 래

의 읍치이다. 다음으로 전통시대의 군현 중심지에

한반도 전체의 보편적 이미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대한 구체적인 형태와 구성 체계를 알 수 있는 자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읍치나 읍성의 입지，

1) 조선시대의 읍치나 읍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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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공간적 이미지가그 이전의 것과동일하다는

의 행정단위 명칭이 등장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보장은 없다. 그 이전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

조선시대의 남양도호부 권역 안에는 고구려 점령

후삼국과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시 당성군()촬城那)이 있었다. 이후 신라의 영역 안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

으로 편입된 후 759년(신라 경덕왕 19) 에 당은군

서 중심지의 입지나 형태 공간적 이미지에서 조선

(庸恩那)으로 개칭(改稱)되며， 9주 중 한주(漢州)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가능성

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남양도호부 권역

이높다.

안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각 행정단위의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치소(治所)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진 것은 거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읍치의 입지와 공간

없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중심지의 입지와 공간

적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

적 특정에 대한 일반론을 쉽게 단정 지어 말할 수

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존재한 모든 군현을 대

는 없다. 다만 당성군의 치소였던 것으로 거의 확

상으로하기에는그수가너무많아조선시대의 남

실시되는 당성(康城)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략적

양도호부를 사례로 연구한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인 특정만을 알아보려고 한다.

논할 것이지만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조선시대

1) 당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검토

와그이전의중심지 입지，형태，공간적 이미지등

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좋은사례이다. 다만조선
시대 이전에는 중심지의 형태나 공간적 이미지에

당성에 대한 『新增東國與地勝寶」남양도호부(南

대한 자료가 극히 적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전에는

陽都護府) 고적(古跳)조 전문(全文)을 인용해 보면

입지적 특정을 주로 분석하며， 여말선초에 입지가

다음과같다.

변화되면서 조선시대에는 어떤 공간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자료-1) 고당성(古 l활城)

:부

서쪽 20리에 있다.

고성(古城)이 있는데， 둘레(周)가 2 ，415척이고， 높

이(高)는 10척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홈)이 재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사(才士) 8언을 파견하여 고려에 들어가 가르치도
록 했는데， 홍(洪)씨가 그 하나이다. 자손이 대대로

남양도호부의 권역은 고구려 장수왕에게 백제의

귀(貴)한사람이 되니，사는곳을명명하여당성(康

수도가 함락되는 475년까지 기본적으로 백제의 영

城)이라고 했다.’ 라고 한다. 지금은 과원(葉園)이

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신라가 6세기

되어 장원서(掌짧暑)에 소속되어 있다 2)

중반에 한강유역을 점령하기까지는 고구려의 영
역이었다. 이 지역의 행정단위를 알수 있는 최고

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세

(最古)의 기록인 『三國史記』에는 바로 이 때부터

밀하게 따져 본 연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2) 在府西二十里 有古城周二千四百十五 R 高十 R 世傳!활遺才士八 A 往敎高麗 洪其一也 子孫世貴 名所居日!홈城 今鳥葉園屬掌짧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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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부터 재사 8인이 고려에 왔다변 그 시기는

왕성 동북쪽으로 당은포로(康恩浦路)에 해당되는

언제일까? 당(J활， 61용907)과 후당(後康， 923-935)

것을상주라하며

3)

이 고려(高麗， 918-1392)나 그 전신인 마진(摩震，

901-910) . 태봉(泰封， 910-918)과 연결되 려 면 10

위의 기록에서 이야기하는 당은포(康恩浦)는 당

세기초에나 가능하다. 이 때는 중국과 한반도 모두

연히 당은군의 포구를 의미한다. 아울러 당은군

혼란의 시기로서 피란(避亂)과 같은 형식으로 인

(J촬恩那)이란 명칭은 경덕왕 19년 (759) 이후 사용

구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당으로

된 것이므로 최소한 8세기 중반경 이후의 사정을

표현된 중국으로부터 당성 지역으로 재사(才士) 8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은 8세기와 9세기에

인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옮겨왔을 가능성은 충분

도 신라에서 중국， 즉 당으로 가는 주요 포구였음

하다. 또한 위의 기록에 나오는 남양(南陽) 홍씨

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대중국 주요 항구로

(洪民)는고려시대 이래 이 지역의 유력 토착세력

서의 당성에 대한 기록은 7세기 중반에도 다음과

이었다. 이들토착세력이 후삼국의 혼란속에서 자

같이나온다.

신들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졌다고 본다면 위 기록
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료-3)(백제 의자왕 3년， 643) 겨울 11월 왕이

그러나 이들이 거주했다고 해서 당성이라는 이름

고구려와 더불어 화친하고， 신라 당항성(兌項城)을

이 붙였다는 기록에는 문제가 있다. 경덕왕 19년

취하여 (당으로의 신라) 입조(入朝) 길을 막으려고

(759)까지 이 지역의 이름이 이미 당성군이었음이

도모하였다. 드디어 군사를내어 그곳을공격하자，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으로 표현된 중국

신라왕 덕만(德윷， 즉 선덕여왕)이 당에 사신을 보

으로부터 이주하여，이 지역에살게 된유력토착세

내 구원을 청하였고， 왕이 그것을 듣고 군사를 해

력이 당성에 살았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산시켰다 4)

하고 있다. 즉， 10세기초반 경에 유력 토착세력의

자료-4) (신라 선덕왕 11년， 643)

.... 팔월에 또 고

거주지가 평지가 아니라 현재의 당성과 같은 산성

구려와 더불어 당항성을 취하여 당으로 가는 길을

(山城)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아

끊고자 도모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당의) 태종

울러 당성군 지 역과 중국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

에게 급함을고하였다

5)

이 있음도알려준다. 이 지역과중국과의 이러한교

이 두 기록을 참조하여 볼 때 당항성， 즉 당성은

류는 『三國史記』권 제 34 잡지 저113 지리 1 의 다음과

643년경 에도 신라에서 당으로 가는 주요한 항구였

같은 기록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진다.

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의자왕이 당-신라의 외교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당항성을 공격하고

자료-2) 본국 경계 내에 삼주(三州)를 두었는데，

3) 本國界內置三州

王城東北當}훔恩浦路日尙州 ....

4) 장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諸欲取新羅兌項城 以塞入朝之路 途發兵攻之 羅王德윷遺使請求於l홈 王聞之罷兵 (W三國史등ê.u권 제 38 百
濟本紀 제 6 義~王 3년)

5) .... 八덤 又與高句麗課欲$兌 項城 以總歸훔之路 王遺使 告急於太宗 .... (W 三國史記」권 제 5 新羅本紀 제 5 善德王 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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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는 기록은 그와 같은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

이 기록을 참조할 때 당성이 이미 5세기 후반에

준다. 아울러 한 개의 성에 불과했던 당항성에 대

도 축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고구

한 백제의 공격에 대해 당(혐)에까지 원조를 요청

려가 이 지 역을 중요한 항구로서 개척하여 이용하

했던 신라의 대응 속에서도 이 지 역의 중요성을 실

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

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틀을 종합해 볼 때 최

이었기 때문에 대중국통로로서의 이 지역의 가치

소한 7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초반까지는 당성 지

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제와의 접

역이 대 중국과의 교류속에서 중요한위치를차지

경지 에서 가까웠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고구려 장악기의 당성군이 현재의 당성지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당성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당성에

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고구려가 개척한 것

대한 발굴과 연구에 의하면 포곡식 성 내부에서 출

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을 그대로 이

토되는 유물은 대개 7-8세기의 것이라고 한다. 그

용했다고보아야한다.

리고 포콕식 성보다 더 오래된 테외식 성 내부에서

이렇게 본다면 당성은 웅진(熊律， 지금의 공주)

는 포곡식 부분보다 더 고식(古式)의 기와와 토기

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백제에서 축조했을 가능성

가 출토된다고 한다 6) 문헌에는 이미 앞에서 살펴

이있다기

보았듯이 당항성에 대한 기록으로 643년의 것이

2) 당성의 입지적 특징

가장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당성
지(J활城址)가 최소한 643년경에는 존재했던 당항

성이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성은 현재의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구
봉산(1 65m) 에 있으며， 외형상 본성(本城)과 두 개

축조시기를 이 시기로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신라가 이곳을 장악했던 6세기 후반기에도 대중

의 외성(外城)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본성은 구봉

국 통로로서의 이곳의 중요성은 별반 다르지 않았

산 정상과 그 북동쪽 봉우리(1 47m) , 남동쪽 골짜

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에 걸쳐 있는 둘레

이렇게 중요한 곳에 일찍부터 성을 쌓았거나 기존

외성은 구봉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의 성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높다.

리고 원래 본성 일부를 포함하여 둘레 약 400-

1， 148m의 포곡식 산성이며，

아울러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가

500m의 퇴봐식 석축 성벽으로 축조되었으며， 통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일신라시대에 현재의 모습과 같은 토축 성벽으로

중반까지 이곳을 당성군이라고 불렀다.

확장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8)

6) 朴省양， 2001 ，

“新羅 「홈ß 縣城」과 그 성격 -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4.

7)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 백제의 도읍지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지

역에서 서해로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한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낙랑 - 대방군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시기나，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킨 313년 이후에도 한강 하구는 그렇게 안전한 지 역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평화시에는 한강 하구를 아용하는 항
로7} 이용될 수 있었겠지만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백제는 보다 안전한 지역에 대
외 항구를개발할필요성이 있었을것이며，당성 지역은그런필요에부합하는지리적 위치에 있다.
8) 朴省눴， 앞의 논문， 200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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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당성 위치의 관계적 의미

이에 따라 임진강변에는 파주시 적성면의 칠중

먼저 당성의 이러한 위치가 신라에서 왜 그렇게

성(七重城)을 비롯하여 많은 방어 진지가 구축되

중요한 대당 통로로서 인식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어 있었다. 백제와의 경계선은 지금의 아산만 부근

신라는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의 한강 중상류

에 형성되어 있었으며，상호치열한국지전이 벌어

지 역을 장악한 후， 553년에 한강 하류지 역까지 손

지고 있었다三國史記』권 제 47 列傳 제 7 素那에

에 넣는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아산만과한강하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러한 단면의 하나를 보

류사이의해안가가신라의 영역으로들어온다.그

여주고있다.

런데 이 지역을장악하는과정에서 신라는백제를

배신한 형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554년에 백제의

자료-5) 소나〔혹은 金川이라고도 한다〕 백성군

성왕(聖王， 523-554) 이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 되城那) 사산(뾰山) 사람이다 10) 그 아버지는 심나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관산성(管山

(沈那)(혹은 煙}l 1) 인데， 힘이 남보다 세고 몸이 가

城)9) 에서 백제군은 대패하였고， 성왕까지 전사하

볍고 또 재빨랐다. 사산의 경계는 백제와 교착(交

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후 신라와 백제는 서로

錯)하였기 때문에， 서로 침구(慢뚫) . 공격(攻擊)이

원수지간이 되어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없는 달이 없었다. 심나가 출전할 때마다 향판

신라와 고구려 사이도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

곳에 굳센 적진(敵陣)이 없었다. 인평년간(仁平年

되었다.

間， 634-647)11) 에 백성군에서 군사를 출동하여 백

이러한 당시의 국제관계는 신라의 대 중국 통로

제의 변읍(邊둠)을 초격 (tþ擊)하니， 백제에서도 정

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한반도의 서남해

병(精兵)을 내어 급히 치므로 우리편 군사들이 어

안을 장악하고 있던 백제 지역과 고구려를 통과하

지럽게 퇴각(退최J)하였다. 그러나 섬나는 혼자 칼

는 방법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을 빼들고 성난 눈으로 크게 꾸짖으며 수십 여명을

아울러 당시의 긴박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신

베어 죽이니， 적이 두려워 감히 당하지 못하고 드

라에게 중국 지역과의 외교관계는 없어서는 안 되

디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다. 백제인이 심나를 지

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럴 경우 신라가 중국으로

목하여 “신라의 비장(飛將)이다”고 하고， 이어 서

갈 수 있는 길은 현재의 경기도 해안가를 통과하는

로 말하기를 “심나가 아직 살아 있으니， 백성(白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城)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하였다

12)

이후 고구려와는 임진강을 경계로 국경선이 만들
어져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 해안가

9) 지금의 충청북도옥천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음
10) 신라에서는 주-군현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사산현은 백성군의 영현(領縣)이었기 때문에 ‘소나는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백성군은 조선시대의 안성(安城)이며， 사산현은 직산(樓山)이었다.
11) 인평(仁平)은 선덕여왕의 연호(年號)이다.
12) 素那[或￡金}l 1] 白城那뾰山 A 也 其父沈那[或￡熺}l 1] 灣力過 A 身젤且據 뾰山境與百濟相錯 故互相뚫擊無虛月 沈那每出戰 所向無
堅陣 仁平中白城홈ß 出兵 往#百濟邊몸 百濟出精兵急擊之 我士쭈옮L退 沈那獨立技劍 愁답大 nt 軟殺數十餘 A 願'1뿔不敢當 逢引兵
而走 百濟 A 指沈那日 新羅飛將 因相謂티 沈那尙生 莫近白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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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한강 하구 부근과 아산만 지역은 대 중국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7세기 후반까지 근 100

통로로서는 너무 위험하다. 반면에 당항성은 백

여 년 동안 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 · 고구려와의 경계선 역할을 하였던 아산만 · 한

아울러 통일신라시대에도 이러한 당성의 중요성

강 하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위치

은변화되기 어려웠던것으로추정된다. 첫째，이미

적으로 백제 ·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오랫동안 중요한 항구로서 기능했던 관성이 쉽게

지역에 있었다고할수 있다. 또한당항성이 입지하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멸망할 때까지 신라와

고 있는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165m) 의 정상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발해 (60/9-926)의 존재 때

는 남쪽으호는 태안반도， 북쪽으로는 인천에 이르

문에 황해도 지역의 경우 군사적 긴장이 유지될 수

기까지 조망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위치적 특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해로(海路)로서 당의

때문에 당항성이 신라의 가장 중요한 대 중국 통로

수도인 장안(長安)으로 가는 최단 통로가 당성에서

로서 선택되었다고 생각된다.

산동반도(山東半島)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택된 당항성은 6세기 중반부터 신라가

a

〈그림

1)

6-7서|기 삼국의 경계와 당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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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지로서의 당성의 의미

났으며，그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그러면 이러한 당항성이 당성군의 정치 · 행정적

고대의 한반도는 지역간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

치소로서 기능한 것일까? 우선 신라 경덕왕 19년

던 장소였다. 이와 같은 경쟁은 대략 3세기까지는

(759)까지 사용되었던 당성군이란 명칭을 통해서

‘ 00 國’ 이라 표현된 소국(小國)에 의해서 이루어

그가능성의 일단을찾아볼수있다.

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국들은 백제와

즉，군의 명칭에 당성이라는성의 이름이 들어가

신라로 표현된 강력한 소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성이 정치 · 행정적 치소의

가 있었지만 영역과 내부적인 통치에서만큼은 독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라

자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4세기 이후에는 고

때 경기지역의 군현성(那縣城)을 연구한 결과에

구려-백제-신라라는 삼국과 가야만이 남고， 나머지

의하면 통일신라까지는 산성이 주로 치소의 역할

소국은 모두 독자성을 상설해 나갔다.

을했다고한다 13) 따라서 지금까지는치소로서의

그러나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고구려-백제-신라

당성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4) 이와 같

가야 사이에는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은 중심지의 입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대적 상황

조선시대와는너무다르다. 왜 이러한차이가나타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전쟁이나 전투 가능성이 항

〈그림
자료: 朴省뾰，

13)

2)

당성의 평면도

200 1: 108

朴省셨， 2001

14) 당성에 중심지의 모든 기능이 있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특히 당은포가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변가의 포구에도
일정 기능이 입지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중심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나 건물은 당성에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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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심지의 입지

상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대에 중심지
의 입지 설정에서는 항상적인 전쟁과 전투의 가능
성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고려시대에 남양도호부 권역 안에 있었던 군현
은 당성군(J활城那) . 재양현(載陽縣) 정도였던 것

수있다.

당성의 입지에서도 고대적인 상황을 쉽게 엿볼

으로파악된다 15) 그러나후삼국과고려 전기에 이

수 있다. 당성은 방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들 고을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

적절한 입지를 하고 있다. 남쪽과 서쪽， 북쪽으로

는 자료-1밖에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는 급경사의 사면이 발달되어 있어 성벽의 축조와

이 후삼국 혼란기에 중국， 즉 당으로부터 한반도로

방어에 아주 유리하다. 아울러 정상 부근에는 제볍

인구의 이동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아울러 이들

넓다란 평지가 있어 여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

이 그 당시 국제적 항구로서 기능하던 당성군 지역

다. 동쪽 사면만이 상대적으로 완경사의 곡지(양

에 정착했을 7}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 사료에서

地)를 형성하고 있는데 , 이것은 산성에서 필수적

이플이 ‘사는 곳을 명명하여 당성(J훨城)이라고 불

인 물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렀다’ 는 부분만 제외하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된

이와 같은 조건들을 참조해 볼 때 당성은 단기전

다.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성이라는 명

뿐만 아니라 장기전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新增東國與地勝寶』제 9권 남양도호부 성씨조에

고있다.

보면 홍(洪)

. 송(宋) . 방(房) . 박(朴) . 최(崔) . 서

(徐)씨가 남양부의 토성(土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후삼국과고려시대

아울러 같은 부분 고적조 망해루 부분에는 이 고
을의 홍씨 은열(股뻐)이라는 사람이 고려 태조가

고대와 마찬가지로 후삼국과 고려 전기의 중심

처음 일어날 때 큰 공을 세웠으며， 대대로 대족(大

지가 어디 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료는 별

族)이 되었다고 나온다 16) 마지막으로 같은 책 인

로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심지에 대해 구체적

물조에는 고려시대에 홍관(洪灌-인종) . 홍자번(洪

으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

子擺-충렬왕) . 홍문계(洪文係-충렬왕) . 홍경(洪

라도 이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역사적인

敬) . 홍언박(洪彦博-공민왕) . 홍빈(洪#~) 등 남양

변화양상을 논하기가 어렵다.

부를 본관으로 삼는 인물들이 나온다. 남양 홍씨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몇 안 되는 자료와 시대적

이 고려시대 내내 이 지역의 가장유력한호족으로

상황을 통해 유추하는 형식으로 글을 이어가려고

군림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조선시대

한다.

에 들어서도 남양 홍씨들의 출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자료-1 의 사실

15) Ir高麗史』권 제 56 지 제 10 지리 1
16) 州之洪 R 팀 太祖興時有靈載公 譯恩↑兌者是 E 世鳥大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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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었다. 그렇다면 이 지

못이 있었는데 .... 후(候)의 이름은 을경 (ζ 뼈~)이요

역의 가장 유력한 호족이 살았던 곳이 바로 당성이

자(字)는 선보(善輔)인데， 간재(幹材)로써 세상에

었으며， 최소한후섬국과고려 전기에는 이곳이 중

알려졌다.’ 하였다" 17)

심지로 기능했다고 보아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당성이 중심지로서 기능했던

이 기록만을 놓고 보면 망해루가 만들어질 당시

것일까? IT'新增東國與地勝寶』고적조의 망해루(望

에는 주(州)의 중심지가 당성에 있었다. 그리고

海樓)에 대한 기록은 산성이 중심지로 기능했던

‘지금(今)’ 즉 조선초에는 이미 망해루가 폐해져

하한 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

있었음을 통해 중심지가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망해루가 만들어진 시기는 위에 나오는

고있다.

대모(大母) 중의 하나이며， 충숙왕 0313-1330 ，
자료-6) 망해루: 옛 !활城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치

1332-1339) 의 비 인 명덕태후(明德太탐) 홍씨를 통

되었다. 이색(李橋， 1328-1396)의 기문(記文)에는

해 추정할 수 있다. 망해루를 만들었다는 정후(鄭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남양부는 삼국 때에는 당

候) , 즉 정을경(鄭 ζ 뼈)이 지칭한 군상(君上)은 명

성이라 불렀는데， 본국(高麗)에 들어와서 중세(中

덕태후 홍씨의 아들인 충혜왕 0330-1332 ，

世) 이 래 익주(益州)가 되었다 ..... 강도(江都) 말년

1344) 또는 공민왕0351-1374) 이다. 여기서 분명

에 이르러 남양군(南陽君)이 권신(權닮)을 죽이고

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14세기 전반까지도 남양

정치를 왕실로 돌려보냈으며， 문예부주(文客府主)

도호부의 중심지는 당성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18)

를 낳아서 두 조정의 대모(大母)가 되었으므로 승

그러면 왜 아직도 산성이 중심지로 남아 있을 수

격시켜 부(府)를 만들었다 .... 해정어수(海흉懶、휠)

있었을까?

1339-

정후(鄭候)가 부임하여， ‘.... 하물며 군상(君J::)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후삼국 시절의 사회 ·

나온 곳(어머니의 집)이겠는가? 신하된 자가 진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일신라는

로 마땅히 공경하여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상하관계가분명한주-군-현의 지방행정체계，골

다 .... 이에 고을 읍치(州理)에 누각을 만들어 우러

품제로 대표되는 중앙 귀족의 지 역적 폐쇄성 등을

러보는 것을 장려(밤麗)하게 하며， 빈객과 사선을

고려해 볼 때 철저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루고 있

즐겁게 하고， 누의 이름을 써 걸기를 망해루(望海

었다. 아울러 지방세력의 독자성도 전혀 인정하지

樓)라 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 국자생(國子生) 이

않았다고볼수 있다. 이러한극단적인 지방무시

(藝)로 하여금 내게 글을 요청하여 기문(記文)을

정책은 중앙귀족의 내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약

짓도록 하였다. 또 말하기를， ‘주(州)에 예전에는

화와 함께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17) 望海樓 : 在古!홈城 今廢. 李播記 南陽府在三國時號I홈城 入本國中世以來鳳益州 ..... 至江都末 南陽君談權þ! 反政王室 生文철府主
鳥兩朝大母 陸之鳥府 .... 海亨懶몇 鄭候之至也 .... 況君上之所담出乎 馬之þ!者 固當敬止而母敢忽也 .. 酒 作樓子州理 以밤廳視 以
頻實使 揚名日望海 使其子國子生養 徵予文鳥記 且티州舊有池 .... 候名 ζ 聊 字善輔 以幹材行予世굽
18) 고려시대 역시 당성에 모든 중섬지 기능이 입지해 있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당성 안의 규모가 조선시대와 같은 읍치
기능이 입지하기에는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심지 기능중일부는당성주위에 있었을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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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정반대의 현상 즉， 지방세력의 독자세력

이 때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나말여초(羅末麗初)

화와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한 것이다. 그

의 혼란속에서 큰세력을형성했던고을이었으며，

것이 신라후백제-고려라는 삼각 구도로 재편되었

그렇지 못한 고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

지만 지방세력의 독자성을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이 때 전자를 주현(主縣)이라고 하며， 후자를 속

못했다. 따라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

현(屬縣)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현에 파견된 지방

기까지 존재했던 전쟁과 전투의 일상적인 가능성

관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시대와 같이 지방을 직접

은이 시대에도발생 ·유지되었다고볼수있게 된

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의 통치는 아

다. 이와같은사회 · 정치적 상황을통해 볼 때 중

직도 호족세력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파견된 지방

심지가 산성에 입지해 있었다는 기록은 충분한 타

관은 그것을 감시 · 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

당성을지니고있다.

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호족세력들은자신의 세력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력의 힘은 고려의 후삼국

권 안에서만큼은 최고통치자였다. 이와 같은 상황

통일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고려 태조인

을 고려해 볼 때 주현의 지배자들은 최소한 당성과

왕건이 지방 호족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보다

같은 산성 안에 자신들의 본거지를 마련했을 가능

는 회유를 통한 연합을 기본 노선으로 삼았기 때문

성이충분하다하겠다.

이다. 그 결과 지방의 통치는 지방 호족세력에 의

2) 여말선초(麗末購끼의 중앙집권화와 중심

해 좌지우지되었으며， 중앙에서는 이들을 견제 ·

지의이동

감시하는정도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와같은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의 유력 호족을 사심
관(事審官)에 임명하여 신분의 구별， 부역(眼彼)의

고려후기와 조선초기는 중앙과 지방권력 사이의

공평， 풍속의 교정(橋正) 등으로 백성들을 안정시

관계에서 큰변화가나타난시기이다. 고려는건국

키파 하였다. 둘째， 호족 세력을 견제하71 위해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세

그들의 자제(子弟)를 인질로 중앙에 15년 이상 머

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물게 하는 기인제(其 A 制)를 실시했다 19) 고려는

몽골의 침입과 간섭은 지방세력의 약화에 결정적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

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과 아시아

를 꾀했다. 성종 2년 (983) 에는 12목(救)을 설치하

에 걸쳐 광대한제국을건설했던몽골의 힘은한반

고， 같은 왕 14년에는 10도(道)를 제정했다. 현종 9

도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다. 모든 권력의 힘이 원

년(1 018) 에는 4도호부(都護府)， 8목(救)， 56주군

(元)의 수도인 대도(大都， 지금의 북경)로부터 나

(州那)， 20현(縣)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후 양광

왔다. 이러한힘이 한반도에는수도인개성을통해

도 · 경상도 · 전라도 · 서해도 · 교주도의 5도와동

일차적으로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성은그 이전

계 · 북계의 양계가완성되었다.

보다도 더 큰 권력의 중심지로서 작용하게 되었고，

19)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하는 기인제의 성격은 약화되고， 하나의 역(投)으로서만 의미를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탄목납입인(없木納入 A)을 가리키는 의미로 바뀌었으며， 하나의 재산권으
로 거래되기도 하였다. (W새國史事典.~ ,1995 , 敎學社，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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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어떤 세력도 이와 같은 시스댐을 벗어나기

향 · 소 · 부곡 · 처 · 장의 자치적인 성격은 모두

가 힘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부곡 중 일부가 현으로 승

을 구성하고 있던 호족들은 항상적으로 중앙과의

격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경우에만 자치적인

연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성격이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흔적을 『新增東國與地勝寶』 의 인물조

여말선초를 지나면서 남양도호부 권역 안에는

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남양도호부의 경우 고려

남양도호부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新增東國與地

의 인물로 남양 홍씨만 총 6명이 나오는데， 인종

勝寶』과 이후의 읍지(둠誌)들을 살펴보면 남양도

(1123-1146) 때 활약했던 홍관(洪灌， ?-1126)을 제

호부의 읍치는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에 있었다. 이

외하면 모두 충렬왕(1 275-1308) 이후의 인물들이

와 같은 위치는 『世宗實錄地理志』의 경우에도 마

다. 이것은 남양고을에 거주했던 호족들이 원의 간

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소한 세종(1 41용 1450) 때에

섭기 이후 중앙권력과의 지속적인 연결관계를 추

는읍치가산성이 아닌 평지 또는평지+산지에 있

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초에 들어서도 남양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

홍씨들의 출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것 역시 고려

듯이 고려후기까지 당성군， 즉 후대 남양도호부의

중기 이후 강화된 중앙집권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

치소는산성인당성에 있었다. 이러한읍치의 위치

다. 아울러 이러한 중앙집권 정책의 강화는 지방관

는 고대와 고려후기까지 이어졌던 산성입지와는

의 파견을통해 실현되었다.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변화가 나

여말선초까지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은

타난것일까?

조선 초에 단행된중앙집권체제의 강화속에서 완

첫째， 고려말 조선초에 약 100년 가까이 벌어진

전히 독립성을 상실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주현이

홍건적 · 왜구와의 전쟁이 진정되면서 더 이상 읍

었던 고을은 그렇지 않았던 고을보다 영역과 인구

치가산성에 있어야할이유가사라졌기 때문일것

라는 측면에서 월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

이다. 특히 남양도호부는 해안에서 가까웠기 때문

고 고려말까지도 주현의 감시 하에 자치적인 성격

에 왜구의 항상적인 침입 가능성이 내재해 있던 지

을 강하게 띄고 있었던 향 · 소 · 부곡 · 처 · 장 등

역이었다. 비록 직접적인 침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에는 지방관이 전혀 파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

확인할 수 없지만 왜구가 강화도까지 침입했던 사

한 지 역은 대부분 독립하지 못한 속현과 더불어 주

실을 참고할 때 항상적인 침입 가능성에 대비한다

현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지역이 군현의

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울러 지방세

경계를 넘어가 있는 경우 월경지(越境地)가 되었

력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산성 거

던 것이다이 아울러 모든 고을을 면리(面里)라는

주를 합리화하려 했을 것임도 쉽게 짐작된다. 그러

단일한 형태의 행정체계로 개편했던 조선 초의 직

나 조선의 개국과 함께 점차 진정되기 시작한 왜구

촌화(直村化) 과정 속에서 독립하지 못한 속현과

의 침입은 더 이상 산성의 역할에 대한 주장의 근

20) 남양도호부에 존재했던 분황부곡은 조선시대에 수원의 경계를 넘어 현재의 화성시 향남면 상선리 · 하길리 일대에 있었던 분향
면으로 존재했다.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 문호리 · 신외리 · 장전리 · 수화리와 비봉면 유포리 · 삼화리 일대에 있었던 인천도호부
의 이포부곡도동일한차원에서 이해될수 있다，(한글학회， 1986 ， W한국지명총람.~ 18(경기펀하， 인천편)， 48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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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과읍치

거를 상실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여말선초의 중앙집권화가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 태종 때에는 인구와 면

(1) 진산(鎭山)과 읍치

적 상에서 나타나는 지방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남양도호부에서는 여말선초(麗末蘇初)를 지나면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단위의 통폐합이 시

서 산과 읍치의 관계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다. 이

도된다. 비록향리를비롯한토착세력의 강력한반

와 같은 흔적은 『新增東國與地勝覺』 산천조의 다

대에 부딪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여파는

음과 같은 기술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결코작지 않았을것이다. 아울러 이러한지방행정
구역의 조정과정은 읍치의 이동을 동반했을 가능

자료-7) 남양도호부

성이 높다. 중앙집권화 자체가 토착적인 지방세력

: 비봉산(飛鳳山) - 부 동쪽 7

리 되는 곳에 있으며 , 진산(鎭山)이다 2))

의 약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지를
재편하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

진산이란 개념은 ‘고을을 진호(鎭護) 또는 보호

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성군에서 가장

(保護)하는 산’ 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풍수

큰 호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양 홍씨

적 원리에서 나오는주산(主山)과는다르다.

들은 14세기 전반기까지도 산성인 당성에 거주하

남양도호부의 진산인 비봉산은 수원방향으로부

였다. 여기서 산성은 지방세력의 독자성을 상징하

터 오는 산줄기 위에 있으며， 읍치 주변에서 가장

는 중요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 정부는

높은 산이다. 그러나 후대의 주산과 같이 읍치의

바로 이 점을 중요시하여 읍치의 평지로의 이동을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읍치 동남쪽 작은 하천

촉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너머에 있다. 따라서 비봉산 역시 주산이라고부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진산은
풍수적 원리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산에

4.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적 특징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반영이라고볼수 있다.
진산의 개념이 언제부터 정립 · 정착되었는지에

조선시대의 경우 남양도호부의 중심지， 즉 읍치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

가 어디에 있었는지는분명하게 알수 있다. 아울

없다. 다만 산이 많았던 한반도의 지형적 특정과

러 읍치 내부의 자료에 대해서도 고려시대까지에

산악숭배에 대한 여러 신화， 대사(大祝) . 중사(中

비한다면 상당한 양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장에

祝)

서는 이러한읍치의 공간적 특정과범위를찾아보

『三國史記』권 제 32 잡지 제 1 제사조의 기록 등을

려고한다.

참고할 때 그 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은 분명한

. 소사(小祝)의 대상으로 산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新增東國與地勝寶』 남양도호부

21) 飛鳳山 : 在府東七里 鎭山. 화성시 남양동과 북양리， 무송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현재논 무봉산(舞鳳山)이라고도 한다.(한글학
회 , 1986 , r한국지 명총람~ 18( 경기편 하， 인천편)，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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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양도호부의 산세와 읍치 (r南陽鄭뭄誌」22)

에 기록된 진산은 여말선초에 중심지가 옮겨가면

말-조선초의 어느 시점에 선정된 남양도호부의 읍

서 선정된 것으로파악된다. 남양도호부의 진산인

치는 방어에도 유리하지 않으며 , 최고 호족이 거주

비봉산은 고려말까지의 치소였던 당성과는 거리

한 것도 아니다.정)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 위엄을

상으로 너무 먼 반면에 이후의 읍치와는 가까운 편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산의 설정은 이러한

이다. 따라서 이 진산 역시 남양도호부 읍치가 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고을을 보호 또

재의 화성시 남양동으로 결정되면서 선정되었다

는 진호하는 산을 읍치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고

고볼수있다.

을전체를대표하는읍치의 공간적 위엄성을표현

하려 한 결과로볼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산의 설정은읍치의 공간적 위염을표
현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성
은 방어의 유리， 최고 호족의 거주를 통해 공간적

(2)

풍수와 읍치

조선 초의 상황을 보여주는 『新增東國與地勝寶』

위염을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고려

22) 서울大學校奎章開 영인 1988 , 奎章聞資料蕭書地理志 篇 『京鍵道뭄誌 二』 “南陽휩ß 몸誌，"(奎 10705).
23) 조선시대에 최고지배층이었던 양반은 그 지위가 높을수록 읍치에 거주하지 않았다. 읍치에는 향리와 같은 중인 이하의 계층이
거주하였으며， 거대 양반들은 읍치 7t 아닌 마을(村落)에 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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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은읍치의 조형에풍수적 원리의 적극적인

연결된 맥으로보는풍수적 인식은조선후기에 아

도입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

주 보편적이었다. 아쉽게도 남양도호부의 경우에

았듯이 진산은 풍수적 원리보다는 산에 대한 전통

는읍치의 구체적인 풍수적 형국을 알수 있는주

적인 관념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다른 산

산과같은기록이없다.

에 대한 기록도 위치 표시만 간단하게 나와 있을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사회 전반적인 조상숭

뿐이다. 그러나 1760년(영조 36) 에 편찬된 『與地

배의 분위기 속에서 풍수가유행하게 되었다는측

圖書』남양 산천조에는 고을의 산세를 풍수적 관념

면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읍치의 공

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간요소로서 풍수적 형국이 도입되게 된 것은중앙
집권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종 때 특

자료-8) 태산(台山) - 부 동쪽 20리에 있다. 수원

히 강화된 중앙집권화에 의해 읍치는 왕을 대신하

증악산(밟돕山) 남록으로부터 맥(服)이 나누어져

여 지방관이 그 지 역을 다스리는 중심지로 변모하

남쪽으로 20 리를 와서 이루어졌다. 건달산(乾達

였다. 이것은 지방관의 권리가 약했던 고려말까지

山) - 부 동쪽 20리에 있다. 즉 수원 증악산로부터

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맥(服)이 나누어져 남쪽 10리에서 (이 산이) 된다.

즉 고려말까지는 읍치 또는 치소가 지방세력의

비봉산(飛鳳山) - 부 동쪽 10리에 있다. 태산으로

근거지라는 측면이 강했던 반면에 왕을 대신한다

부터 맥이 나누어져， 동쪽(서쪽의 오류인 듯)으로

는 의미는 약했다. 따라서 읍치의 공간적 위엄을

와서 (이 산이) 된다. 국사봉(國祝峰) - 부 서쪽 3 리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권력에 대한 반항으로

에 있다. 즉 본부의 태산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비칠 수도 있었다. 반면에 중앙집권화가 강화된 조

(이 산이) 된다. 청명산(淸明山) - 부 서쪽 20 리에

선 초부터는 읍치는 왕을 대신한 권력이 발산되는

있다. 국사봉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이 산이) 된

장소이다. 따라서 읍치의 공간적 위 염을 높이는 것

다. 천등산(天登山) -부서쪽 20리에 있다. 청명산

은 한편으로 왕의 위염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

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이 산이) 된다. 대금산

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을과 읍치의

(大金山) -부서쪽 50 리에 있다. 즉본부의 천등산

전체적인 형국을 풍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배치

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이루어졌다.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태산은 지금의 비봉면에 있는 태행산(292m) 인

데，위의 기록에는수원증악산남록으로부터 맥이

2) 읍치와제사처(察祝處)

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남양도호부의 모든 산은
이 태산으로부터 맥이 갈라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

조선시대 거의 모든 읍지에는 단묘(輔)조가 설

다. 이와 같이 산줄기를 기(氣)를 전달하며， 서로

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사직단(社樓增) . 문묘

24) 台山 : 在府東距二十里 엽水댐、밟몸山南麗分服南至二十里而成. 飛鳳山 : 在府東距十里 담 台山分服東來而成. 國께E峰 : 在府며三
里 영n 팀本府台山分眼而成. 淸明山: 在府西二十里 엄國께E峰分眼而成. 天登山 : 在府西二十里 엽淸明山山分願而成. 大金山 : 在府
西五十里 ~p 엽本府天登山分服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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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蘭)

. 여단(團휩) . 성황단(城體휩)으로 되어 있

하는 지방관의 정치적 위엄을 제사라는 문화적 상

다. 이 네 개는 통칭하여 3단(瓚) . 1묘(蘭)로 불리

징 행위를 통해 지방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고 있으며， 모든 고을에 펼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하

하고 있다. 여단에서의 제사는 지방민들의 억울함

는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그러면 이러한 제사처가

까지도지방관이 책임을진다는의미를갖고있다.

왜 모든 지지에 필수적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장

성황단 역시 고을을 지켜주는 신에 대한 제사를

소였을까?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각

통해 지방관이 고을의 안위(安危)를 책임지는 대

제사처의 기능부터 이해해야 한다. 사직단은 토지

표자임을 선포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여단과 성황

신과 곡식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이다. 이것은 수

단은 그 동안 민간에서 행해지던 것을 관에서 흡수

도인 한성에도 ‘좌묘우사(左願右社)’ 라는 원칙 하

하여 행함으로써 고을의 대표자로서의 지방관의

에 가장 중요한 제사처 중의 하나로 갖추어져 있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 문묘는 공지를 비롯한 중국과 한반도의 유명한

단1묘는 왕을 대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최고통치

성현(聖賢)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장소로서 향교의

자， 반대로 지방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의 지방관

대성전(大成願)에 있었다. 여단은 억울하게 죽어

이미지를 결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다. 이

간 백성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

러한 기능 때문에 3단1묘는 읍치를 구성하는 중요

이다. 마지막으로 성황단은 고을을 지켜주는 선에

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3

게 제사지내는 장소이다. 그리고 각 고을에 파견된

남양도호부에서는 3단1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방관만이 이 네 개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는

입지하고 있었는가? 사직단의 경우 18세기말까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 기록에는단순히 ‘부서쪽’ 에， 19세기의 기록에

그러면 이와 같은 3단1묘가 모든 고을에 필수적

는 ‘부 서쪽 2 리’ 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두 기

으로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

록이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사직단은 조선초

엇일까? 전통사회가 농업사회였던 만큼 곡식선과

기부터 부 서쪽 2 리에 있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토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최고 통치자의 위염

않을 것이다南陽那둠誌』에 함께 나오는 지도에

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는 이 사직단의 위치가 국사봉 바로 왼쪽에 표시되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사지낸다는 것 역시 숭

어 있는데與地圖書』에는국사봉 0] ‘부서쪽 3 리

유억불(뽕備柳佛)을 국시로 내세웠던 조선의 최고

에 있다고나와위의 기록이 맞음을알수있다.

통치권력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따

현재도 이 사직단은 국사봉에서 동남쪽의 산줄

라서 사직단과 문묘는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

기 중턱쯤에 남아 있다. 문묘의 경우 18세기 중엽

〈표 1) 남양도호부의 3단 1 묘

r신증동국여지승람」

15 세기 말

사훨f!

훨$훌

부서쪽

부동쪽 2 리

「여지도서」

18세기 말

부서쪽

r남양군읍지」

1842 년 경

관문서쪽 2 리

r남양부읍지」

1890 년대

관문서쪽 2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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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쪽 30 리

「
H- 1tj수죠「즈

부서쪽

관문동쪽 2 라

관문서쪽 3 리

관문서쪽 3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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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으로 추정되는 《海東地圖}， 1800년경으로 추

을알수있다. 그이동시기를기록에서 찾을수는

정되는 《廣與圖}25)와 1872년의 《南陽地圖}26) , Ii'南

없지만 다른 제단과의 관계나， 다른 고을의 예를

陽府봅誌』 27) 에 수록된 지도 등 대부분의 지도에 위

통해 볼 때 15세기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의 기록과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

읍치 남쪽의 당산으로옮겨졌다고추정된다 30) 여

다. 다만 1842년경의 『南陽홈ß 둠誌、』에 수록된 지도

단은 조선초기에는 북쪽에 있다가 18세기말이 되

에만 읍치의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 이전에 관문 서쪽 3 리로 옮긴 것 같다. 국사봉

잠시 이전된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갱)

이 ‘부서쪽 3 리에 있었다’고나오는데，아마도그
근처가아니었을까추정된다.

성황단의 경우 기록에는 『新增東國與地勝寶』 에

만부서쪽 30 리에 있다고나온다南陽那봅誌』에

그러면 읍치와 3단1묘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어

수록된 지도에 성황단이 유일하게 보이는데， 읍치

떤 관계가 있었을까? 남양도호부에는 서쪽의 국사

남쪽의 당산(]함山)에 표시되어 있다 29) 이를 통해

봉이나 그 근처에 여단(3 리)과 사직단(2 리)이， 남

성황단이 15세기말에서 1842년 사이에 옮겨졌음

쪽의 당산에는 성황단이 , 동쪽에는 문묘(2 리)가 자

〈그림

4) 남양도호부 읍치의 범위와 구성

25)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古 4790-58’ 이다.
26)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奎 10354' 이다. 서울大學校 奎章開에서 1997년에

朝蘇後期 地方地圖 京짧道편』으로
영인하여간행하였다.
27) 서울大學校奎章閒 영인， 1998 ， 奎章聞資料輩書地理志 篇『京짧道둠誌 二』 “南陽府율誌"(古 915 ' 12-M289g) ,

28) 현재 남양의 향교는 읍치의 서쪽에 복원되어 있다. 답사에 의하면 이 위치로 향교가 옮겨간 것은 1872년경이었다고 전해진다.
29) 이 당산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동쪽 봉우리의 동쪽 기숨을 지나가는 321 번 도로 위에 당재라는 고개가 있으
며，그남쪽의 마을 이름은당현동이다. 이를통해 보았을 때 성황당은당재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추정된다.

30) 15세기말에 성황단이 부 서쪽 30 리에 있었다는 기록은 고당성(古康城)이 부 서쪽 20 리에 있었다는 기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당성이 치소로 기능할 때의 흔적이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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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잡고 있다. 여기에 진산인 동쪽의 비봉산(7 리)까

본거지로 유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 확장시켜 본다면 읍치 주변에는 읍치의 공간적

셋째， 고려말과 조선초에 걸쳐 남양도호부의 중

위염을 높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들이 자리잡고 있

심지는 산성인 당성에서 평지인 현재의 화성시 남

었음을알수있다. 결국남양만을놓고볼때읍치

양동일대로옮겨오게 되었다. 이러한중섬지의 입

의 실질적인 공간 범위는 바로 제사처나 진산 등을

지 변화는 고려말 조선초의 약 100년 사이에 벌어

잇는선이 될수있지 않을까한다.

진홍건적과외구의 침입이 사라지면서 읍치가더
이상 산성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관의 파견과 실질적인 지방

5.

결론

통치 기능의 수행을 통한 중앙집권화 과정 속에서
지방 토착세력의 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중앙의

지금까지 조선시대 남양도호부 중심지의 입지와

기본정책이었기 때문으로추정된다.

공간적 이미지가 싶L국시대 이래 어떻게 변화되어

넷째， 조선시대의 읍치에는 진산(鎭山) , 풍수적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형국 인식， 3단1묘의 제사처 등을 배치하여 공간

같다.

적 위염을 이미지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것은 중

첫째，삼국시대와통일신라시대 남양도호부의 전

앙집권화의 강화를 통해 중심지가 더 이상 지방

신인 당성군 또는 당은군의 중심지는 조선시대와

세력을 대표하는 것 öl 아니라 왕을 대신하는 공간

전혀 다르게 당성이라는 산성에 있었다. 당성의 축

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선시

조 연대는 백제가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천도하는

대의 지방 중심지는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지방

475년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의 남양

관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공간적 이미지의 상승은

도호부 중심지가 당성이란 산성에 입지하게 된 이

왕의 위염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되

유는 삼국시대까지의 잦은 전쟁에 대한 대비라는

었던것이다.

정치적 · 사회적 상황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후삼국으로부터 고려시대 후반기인 14세

기 전반기까지도 당성군의 중심지는 산성인 당성

에 있었다. 이러한 중심지의 입지는 후심L국시대의
혼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고려전기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후삼국시대의 끊임
없는 전쟁， 몽골이나 왜구 및 홍건적의 침입에 의

한 고려시대의 잠재적인 전투 가능성이 중심지를
계속 산성에 있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

관이 파견되지 못했거나 파견되었더라도 지방 호
족의 감시 정도에 머물렀던 고려시대에도 군현의
지배자들은 최소한 당성과 같은 산성을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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