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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신 한필교(1807~1878년)가 관직을 역임했던 읍치를 대상으로 제작한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화첩의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 읍치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실증사료로서의 가치추적, 공간구조 등의 전형성 정립, 관아조경 및 문화경관 

특성 도출 등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수형국도’ 성격을 겸하며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의 읍치도는 조선시대 지방고을의 터잡기와 공간구조는 물론 

환경설계원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고을 치소(邑治)는 남북 중심축선에 위계를 설정한 배산임수 체계이며,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관아시설, 그리고 3단1묘의 제례처 등 도성에 준한 토지이용과 배치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요충지에 

자리한 고을 치소는 어귀 장터마당을 결절점으로 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관아 문루에 다다르는 노단경이 형성되고, 고갯길 

또는 물길을 따라 외부 바깥길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는다. 즉, 동선체계는 바깥길-고갯길-어귀길-장터마당-안길-또는 샛길로 

수용력과 위계에 따라 분절되며 3거리 길로 접합되는 양상이다. 지방관아의 토지이용은 3조(三朝)의 개념(외조, 치조, 연조)을 반영한 

위계적 구성인데, 동헌의 후원과 객사의 별원을 포함하여 3문3조2원(三門三朝二園)의 공간체계를 보여준다. 고을의 뒷동산 소나무 

숲, 명당수인 남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 조산(造山), 비보숲 읍수(邑藪) 등 풍수적 경관짜임이 작용되었는데, 겨울철 북서풍 차단과 

여름철 상승기류 형성 등 에너지 보존, 색체 항상성, 자연재해 방지와 심리적 안정성 등 쾌적성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지속성이 추출

된다. 한적한 곳에 자리한 향교는 별도의 원림을 가꾸지 않았으며, 누정은 심신수양, 안분지족, 자연회귀 같은 상징적 가치, 정치적 

행사와 윤리관 반영, 유흥상경 등 문화경관 양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객사에는 기와를 얹은 와정(瓦亭)이, 동헌과 내아에는 네모꼴 

연못을 두고 소박한 모정(茅亭)이 도입되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관아에 지표경관으로 문루가 자리하고, 군사훈련 및 심신수양을 겸한 

사정(射亭)이 필수시설로 도입되었다. 아사의 앞뜰은 네모꼴 마당(庭)으로 조경처리를 하지 않은 반면, 정청의 뒤뜰(後園)과 객사의 

별원(別園) 등은 장식적으로 가꾸었다. 이러한 관아조경은 공간 성격 및 위계를 반영하되 기능적 지속성(차폐와 방화, 미기후조절 등)과 

심리적 건전성, 상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관미학이라 하겠다. 한편, 소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향나무(또는 노송), 

연(蓮), 화목(花木) 등이 조경식물로 활용되었는데, 환경심리적 가치가 부가된 배후숲, 조산숲과 비보숲 등과 함께 건전한 문화경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조 및 환경설계 원칙이 제도적 틀 안에서 정형성

으로 작용되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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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에 의해 조성된 환경들은 그 시대 인간집단들의 

사유구조 또는 그에 바탕을 둔 이상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사유구조는 주변 문화권과 함께 주로 샤머

니즘과 음양오행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환경조

성원칙으로는 풍수설과 주례고공기의 도성제가 있었다(김

한배 1992: 259). 동양의 전통적 공간이론은 “인간과 자연

의 합일론”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된다. 즉,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의 흐름”으로 보

아 인간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천지(天地)·건곤(乾坤)·우주

(宇宙)의 의미를 포용하는 개념으로서 공간현상에 관한 해

석의 근원이 된다.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제

시되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인간의 삶’이란 경제적·물

적 기반은 물론이고 문화와 사회·환경이 어우러진 통합적 

접근에 의해서만 올바른 추구가 가능함을 체득하고 있었다

(최수명 1995: 9).

이러한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관료들은 개

인사의 업적과 이력을 문집이나 족보, 화첩 같은 가승(家

承)을 통해 전승코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초기부터 유

행했던 ‘관청계회도’ 제작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

나 ‘관청계회도’ 내용은 인물중심으로 그려졌고 관아의 전

체적인 평면구조와 조경기법 및 상세 시설 내용 등은 추적

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전통조경을 연구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

는 연구의 실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료가 많이 남아있

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읍치와 관아조경 관련 사료는 더

욱 희소하고 연구의 폭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정황 속에서 읍치와 관아의 자리잡기, 토지이용과 동

선체계 등을 세밀하게 묘사한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하

버드대학 옌칭도서관 소장, 벽사기능을 담아 자색바탕에 그

물무늬를 넣어 표지) 화첩이 발굴되었고, 2012년에는 미술

사적 연구성과가 하버드옌칭도서관 학술총서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조선후기 고급관료였던 한필교(韓弼敎, 1807~1878)가 

자신의 이력을 그림으로 편집한 『숙천제아도』는 재직 관아

와 고을 읍치도를 겸한 희귀한 사례이다. 한필교는 그림의 

효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은퇴한 후 관직 이력을 회상하며, 

후세에 전하는 실증적 사료로서 화첩을 제작했다. 1840년 

자신의 처소 정관헌에서 “천년의 오랜 세월, 만리 먼 곳 사

물까지 방불하여 생각해낼 수 있으니 그림의 도움이 참으

로 크다(『숙천제아도』 서문)”고 언급하였다. 그의 안목과 예

언처럼 『숙천제아도』는 실증적 기록화로서 확대된 지평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사료 발굴과 번역 성과를 바

탕으로 『숙천제아도』(관아 및 읍치도를 40×60cm 크기로 

절첩한 화첩)를 고찰하여 읍치의 공간구조 및 관아조경의 

특징을 추적코자 하는데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림 1.   『숙천제아도』 표지 

자색바탕에 그물무늬로 벽사기능 표현.

그림 2.   『숙천제아도』 서문(1840) 한필교의 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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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논의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숙천제아도』로부

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조와 지방관

아의 조경적 특징 추출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

료로는 『숙천제아도』 읍치도가 대상인데, 조경요소가 가장 

세밀하게 표현된 제5도 영유현 및 제13도 신천군 읍치도가 

중심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조경요소 추적이 가능한 제7도 

재령군, 제8도 서흥부, 제9도 장성부, 제12도 김포군 읍치도

가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는 제5도 영유현 및 제13도 신

천군 읍치도를 중심으로 ①한필교의 관직이력과 『숙천제

아도』의 연계성 및 실증 사료로서의 가치 등을 추적하고,  

② 지방고을 읍치와 관아의 자리잡기와 공간구조 등의 전형

성을 정립하며, ③영유현과 신천군의 공간구조와 관아조경

의 특징을 추적하여 토지이용과 동선체계는 물론 조경 식

물과 시설요소의 추출 및 문화경관을 분석하며, ④결론으

로 읍치의 공간구조와 지방관아의 조경 특징을 구명코자 

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례 분석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

느냐 하는 문제는 조선시대 읍치의 자리잡기와 조영원칙이 

‘주례고공기’ 등 환경설계원칙 틀 안에서 일정부분 정형성

으로 작용되고 있어 보편성과 차별성 추출과 관련한 제한

적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며, 독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된 사례를 통한 문화경관 및 

조경요소 등의 추적이라는 관점에서 읍치조경 특성 도출의 

비교가 가능하리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지방관아 관련 연구를 추적해 보면 건축, 조경, 

풍수지리, 미술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건축분야에서는 특

정 지방읍치의 공간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주남철(1984)과 김종영(1989)을 필두로 관아건축의 

보편적 특성이 구명되었고, 김기덕(2002, 충청도 관아건축 

배치체계), 오갑수(2002, 공주목 관할 지방읍치와 읍세), 예

명혜 등(2002, 칠곡도호부 공간구성), 이재환 등(2004, 군

위읍치 공간구성), 정명섭(2005, 상주읍치 공간구성), 이재

환(2007, 경상도 읍치 공간구성), 김광원(2012, 안동읍치 경

관) 등의 연구가 대표적 사례이다. 풍수지리분야에서는 박

용철(2008, 선산읍치 풍수지리)의 선선부 읍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일하다. 한편, 조경분야에서는 이은창(1984, 

관아원림)과 전순옥(1991, 관영원림)이 지방관아에 딸린 누

정, 김용기 외 2인(1999)이 지방감영의 입지와 공간구성, 그

리고 황상돈과 박찬용(1999)의 지방관아 정원유형에 관한 

기초 연구 성과가 있을 뿐이다. 한편, 『숙천제아도』와 관련

해서는 서지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허경진과 김선주(2012), 

전개도법을 분석한 송인호(2012), 미술사학적 관점에서 분

석한 박정혜(2012)의 연구가 있다. 즉, 서지학적 관점, 전개

도법의 분석, 그리고 미술사학적 관점 등에 관한 연구로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숙천제아도』

라고 하는 실증적 기록화를 분석한 조경문화사적 관점의 

최초 연구 성과로 읍치의 기초 행정조직인 관아의 공간구

조와 조경적 특징 도출 측면에서 정체성을 갖는다 하겠다. 

한편, 본 논문 전개과정에서 사용된 ‘문화경관’ 어휘의 

개념은 특정한 문화를 가진 인간 집단이 자연 및 인문환경

의 영향권 안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 특정시기에 의

도적으로 조성한 경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Ⅱ.   한필교의 관직이력과 『숙천제아도』 

화첩 

1. 한필교의 관직이력

한필교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한양 태생이다. 증조 

한용구(1747~1828)는 영의정에 올랐고, 당대 최고의 문장

가 홍석주(1774~1842, 좌의정)의 사위였으며, 아들 한장

석(1832~1894)은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이르렀다. 1833년 

성균관 진사시에 합격하여 31세 때(1837년, 헌종 3년) 처

음 목릉참봉에 기용되었고 이듬해 제용감부봉사가 되었

다. 1839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상서원부직장, 

예빈시주부, 호조좌랑, 종묘서령 등을 지냈다. 1840년 영유

현령을 거쳐 1843년 사복시판관이 되었으며, 그 뒤 재령군

수 때 실수한 일로 파직되어 충청도 문의현으로 귀양을 갔

다. 1855년 사복시첨정에 기용되었고 이듬해 장성부사로 나

갔다. 1865년(고종 2) 종친부전부가 되었고, 1867년 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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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나갔다 익산으로 유배되었다. 해배되어 1876년 호

조참의를 거쳐, 오위도총부 부총관 등을 역임했다(http://

koreandb.nate.com/history/people). 그 후 1878년(고종15

년) 공조참판에 재임하던 중 한양의 자택에서 72세에 졸하

였는데, 『숙천제아도』를 비롯하여 청나라 기행문인 『수사록

(1831)』, 『청주한씨세보(1866)』, 『하석유고』 등이 전해진다. 

한필교가 속한 청주 한씨 계보는 조선후기 최상위 양

반층으로 정치사회적 특권을 세습하던 가문이었다. 이러

한 위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숙천제아도』는 경화세족 당

상관 관원들에게 유행하던 ‘관청계회도’ 형식의 제작 관행

을 뛰어 넘는 독창적, 실증적 문화경관 관련 사료로 평가

받고 있다.

2. 읍치 및 관아도 화첩 『숙천제아도』

“평생 거쳐 온 여러 관아의 그림”이라는 뜻을 갖는 

『숙천제아도』는 중앙과 지방관아 그리고 읍치풍경을 세밀

하게 묘사한 일종의 기록화이다. 15점의 그림과 간략한 설

명을 담은 화첩의 원본은 하버드대 옌칭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사해 영인본으로 활용하

고 있다. 편집 목차는 서문, 제1도 목릉, 제2도 제용감, 제3

도 호조, 제4도 종묘서, 제5도 영유현, 제6도 사복시, 제7도 

재령군, 제8도 서흥부, 제9도 장성부, 제10도 선혜청, 제11도 

종친부, 제12도 김포군, 제13도 신천군, 제14도 도총부, 제15

도 공조 관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관아의 경우 주변 

환경조건(길과 산), 건물명칭, 조경요소 등이 상세히 표현되

어 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정유년(1837년) 처음 관직에 

부임한 곳부터 1878년 공조판서로 생을 마칠 때까지 사환 

내용이 간략히 기술되어 있는데, 중앙관아일 경우 맡은 업

무를 기록했으며, 지방관아는 한양(京)과 주요도시의 거리 

등을 밝혔다(그림 3, 4 참고). 

『숙천제아도』는 묘사가 치밀해 사료적, 회화적 가치가 

높은데, 관직에서 물러나 화첩을 보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

리겠다는 생각은 한필교 자신이 기술한 대로 ‘후세에 전하

표 1.   한필교의 관직이력과 『숙천제아도』 관련성 

(허경진·김선주 2012: 76, 재구성)

나이 년 도 관 직 『숙천제아도』 관련성 비고

1 1807. 3 현감 한원극의 아들 한양 출생

31 1837. 3 목릉 참봉 제1도 목릉 1834년 

진사시

32 1838. 12 제용감 부봉사 제2도 제용감

33 1839. 6 호조 좌랑 제3도 호조

33 1839. 12 종묘서 서령 제4도 종묘서

34 1840. 7 영유현 현령 제5도 영유현

37 1843. 5 사복시 판관 제6도 사복시

39 1845. 4 재령군 군수 제7도 재령군

43 1849. 5 서흥부 부사 제8도 서흥부

50 1856. 2 장성부 부사 제9도 장성부

55 1861. 11 선혜청 낭청 제10도 선혜청

59 1865. 8 종친부 전부 제11도 종친부

61 1867. 3 김포군 군수 제12도 김포군

61 1867. 9 신천군 군수 제13도 신천군

72 1878. 1 도총부 부총관 제14도 도총부

72 1878. 3 공조 참판 제15도 공조

72 1878. 4. 18 자택에서 졸 한양

그림 3.   『숙천제아도』 제6도 사복시. 그림 4.   『숙천제아도』 제8도 서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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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물’이 되었다.1 

조선시대 궁궐도, 읍치도, 의궤도, 행사의례도, 별서도 

등에 계화(界畵)기법2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조경적 측면에

서 보면 경기감영도, 동궐도, 소쇄원도, 무기연당도, 오미동

가도, 옥호정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형식은 산수점경형

(산수화 구도에 경물 묘사), 등각투사형(비례, 크기, 위치를 

등각으로 표현), 평면입면형(중요시설과 공간상황을 중심에 

두고 실제보다 확대, 축소한 입면적 표현), 혼합형(배경은 

산수점경형, 주요시설은 평면입면형으로 표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평면입면형 사방전도묘법(四方顚倒描法, 마당을 중

심으로 건물과 담장 등을 펼쳐 그린 배치도)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는 각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의 입면을 전개

시키되, 중심축선상에 동쪽과 서쪽의 좌우 방향성, 그리

고 남쪽과 북쪽의 전후 방향성을 고려한 입면형상을 평면

상에 정형화 시킨 사례이다.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제5도 

영유현과 제13도 신천군 읍치도는 남쪽에서 아사를 바라

보는 시점을 취하였는데, 동헌과 내아를 중심으로 네모꼴 

담장 안에 관아 건물이 확대, 재생산되는 계화식 묘법을 

채용하고 있다. 

붉은 갈색과 녹색, 청색 등을 활용하여 경관을 부드럽

게 묘사했고, 아사주변은 진하게 처리하였으며 멀리 떨어진 

산수경관은 흐리게 표현하여 거리감과 시선의 안배를 하였

다. 즉, 읍치의 사방 경계를 이루는 산수는 바깥으로 누운 

사방전도식 기법이고, 개개의 건물은 건물의 향좌에 따라 

정면, 좌측, 우측 부감이 혼용되었으며 여단과 사단은 사방

전도식으로 그려졌다(박정혜 2012: 108~109). 

『숙천제아도』는 제작시기가 비슷한 장성부 지도(1872

년)와 비교해 볼 때 토지이용 및 조경기법 등이 얼마나 정

교하게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실례이다(그림 5, 6참조). 

그림 5.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린 『숙천제아도』 제9도 장성부. 그림 6.   장성부지도(1872).

1 1840년에 쓴 『숙천제아도』 서문에 “그림은 사물을 본뜬 것이니 하늘에 덮여 있는 것과 땅에 실려 있는 것 가운데 그 오묘함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중략> 

정유년(1837)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화공에게 명해 그동안 거쳐 왔던 관아를 그리게 했다. 전체 그림을 화첩으로 장정하고, 그림 옆에 방리(坊里)와 고을을 맡

아 관리했던 직책을 썼다. 벼슬을 옮길 때마다 반복했으니, 나중에 고찰하려고 대비한 것이다. <중략> 후세인으로 하여금 옛 제도와 방불한지 고찰하거나, 나

의 진퇴 출처를 논하기에 넉넉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2 자(尺)를 써서 궁궐, 사찰, 관아 건물 등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동양화법의 일종인데, 기록성을 위주로 하는 실용화와 장식화에 쓰였으며, 숙련된 직업 화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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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읍치 및 관아의 공간구조

1. 읍치의 공간구조

군현(郡縣)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

는데, 읍치는 성격에 따라 행정중심지나 군사 요충지, 혹은 

상업도시로 발전해 나아갔다. 읍치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

관의 치소로서 관아가 위치한 군현의 중심부로 외곽의 촌

락과 구분되며, 향리를 비롯한 관속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포함한다. 

읍치의 자리 잡기는 대체로 산이나 하천, 도로와 같

은 지형조건에 의해 자연재해의 피해가 적고, 풍수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는 등 다양한 요건이 고려되었다(권내현 

1998: 348). 산을 배경으로 남면하여 관아가 형성되고, 관

아 앞으로 백성들의 살림집이 들어서는 전형화된 고을 읍

치경관을 형성한다. 1530년에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의하면 지방읍치는 동헌, 객사, 향청, 내아, 질청 등의 관

아 통치시설 이외에 외아 쪽으로 향교, 사직단, 성황사, 여

단 등 제사시설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었다. 향교 또한 문묘

제도에 따라 지방군현에 획일화된 형태로 도입되었다. 사직

단은 규모에서 차등을 두었으나, 서쪽 입지를 원칙으로 하

였으며, 여단의 경우 성 밖 북쪽에 설치하였다. 이들 제사

시설은 제단을 중심으로 주변 30보(180척, 약 56m) 이내

에서 벌목, 경작 등은 물론 사람의 통행도 제한(諸壇廟 壇

外三十歩内 禁断 樵木耕種 及行人: ‘국조오례의’ 단묘도

설)되었다.

2. 관아의 공간구조

관아(官衙)는 관원들이 국사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

구의 청사를 말하는데, 관서(官署), 관사(官司), 관청(官廳) 

등으로도 불리었으며,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분류된다. 조

선시대에는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도(道) 밑에 각 읍의 규

모와 중요도에 따라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을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지방관아는 가장 위계가 높은 객사(궐패를 모셔놓고,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곳), 관아의 중

심건물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 지방민을 

대표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들이 근무하는 향청, 그리

고 창고와 옥사 등의 건물 등을 두었다. 동헌 안에는 연못

을 파고 정자를 세운 사례가 있으며 수령이 살림을 하던 내

아에는 사당을 두었다. 이러한 시설은 홍살문, 외삼문, 내문 

그리고 담장 등에 의해 공간분할이 엄격히 이루어지는데, 

위계가 표출되는 체계이다. 즉, 관아의 공간구조는 객사-동

헌-향청-내아-부속시설로 이어지는 체계인데, 사당-사랑

채-안채-별당-행랑채로 이어지는 상류주택 체계와 비슷한 

위계성을 반영한다. 

Ⅳ. 결과 및 고찰 

1. 영유현 읍치의 공간구조와 관아 조경  

1) 영유현(永柔縣) 읍치의 공간구조 

『숙천제아도』 제5도인 영유현3(현 평안남도 평원군)은 

관아와 현의 치소를 그린 읍치도이자 일종의 풍수형국도라 

할 수 있다. 동헌과 내아 중심의 관아가 미두산을 진산으로 

덕수봉을 안대로 설정하였고, 관아 남쪽에 마을이 자리하

는 위계설정 등 전형적인 자리잡기구 도를 보여준다. 동선

체계는 고을 바깥길에서 안길로 접어들면 규모가 큰 장터

가 자리하고 객사(청계관, 이화정)를 지나 북쪽으로 관아의 

외삼문(영청아문)이 노단경을 형성하는 양상이다. 특히, 풍

수적 사신사 구조의 사산(四山)체계와 같은 광역경관구조

는 물론 순안으로 가는 서대로와 동대로 등 주 동선체계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그림 7 참조).

관아의 공간구조는 누문(영청아문)이 전면에 자리하

3 동쪽은 순안현 경계까지 9리, 남쪽은 같은 현 경계까지 12리, 서쪽은 평양부 경계까지 35리, 북쪽은 숙천부 경계까지 13리, 해안까지 35리이고, 서울과의 거

리가 6백 75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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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계아문을 지나 정청 <청민당(聽民堂)>이 서쪽에 위치

하는데, 서원(西園, 금학루와 연못을 낀 관어각)을 두었다. 

동북쪽으로 내아가 자리하고 뒤뜰에는 신당과 느티나무(또

는 회화나무)가 어우러진 후원을 조성했다. 위계가 높은 객

사(청계관)는 관아 밖 남서쪽에 별도로 자리하는데, 뒷동산

이 병풍처럼 감싸는 국면을 보여주며 배꽃이 어우러진 이

화정(梨花亭)을 도입했다. 이화정은 봉림대군(효종)이 청나

라 심양에 인질로 끌려갔다 1645년 귀국할 때 유숙했던 곳

이기도 하다. 사방으로 홍살문을 둔 사단(社壇)과 여단(厲

壇), 향교, 그리고 화목류가 가꾸어진 향청이 관아 서편에 

위치하고, 성황사가 남동쪽 낮은 구릉지에 자리한다. 

고을과 관아에는 식수가 중요했음을 알 수 있는데, 대

부정(大夫井, 관아 밖), 괴천(槐泉, 내아), 용정(龍井, 포도

청) 등 여러 우물을 두었다. 한편, 향교(서쪽), 여단(서북쪽), 

사단(서쪽), 객사(남서쪽) 등 제사 관련시설과 사창이 서편 

뒷동산을 끼고 자리하였다. 가용지 확보가 어려웠던 청룡

지맥 대신 토지 수용력에 여유가 있는 백호 지맥을 활용하

되, 국조오례의에 따른 자리잡기 원칙(북쪽에 여단, 서쪽에 

사직)을 반영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영유현 읍치와 관아의 공간구조에서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자연지명과 시설내용은 <표 2>와 같다. 특히, 영유현 

읍치도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영유현지방도(1872년)’의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주기내용을 재정리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정교한 기록화 성격인지 유추할 수 있다. 즉, 고

을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데, 진산(미두산)의 위치와 

읍치의 좌향을 고려하여 동북쪽을 위로 향해 그렸다. 읍치

그림 7.   『숙천제아도』 제5도 영유현 지도(1840). 그림 8.   『여지도서』 영유현(1765).

표 2. 영유현 읍치와 관아의 주요 지명 및 시설(박정혜 2012: 108, 재구성)

구분 지명과 시설 비고

지명 後山, 米豆山, 有烽, 舊堂山, 德秀峰, 內圓山, 金猪峴, 郞廳峴, 東倉嶺, 車踰嶺, 鳥嶺

행정

衙舍(聽民堂, 琴鶴樓, 欞星門, 淸溪衙門, 永淸衙門, 內衙, 四宜堂)

客舍(淸溪館, 梨花亭)

各廳(急唱房, 牢令廳, 由吏所, 刑所, 捕廳, 作廳, 將廳, 官廳, 奴廳, 鄕廳, 神堂), 訓練 衙舍 內外

경제
倉庫(司倉, 工庫, 庫), 場市(市場, 帥)

道路(南距順安大路, 東大路)

문화 敎育(鄕校), 壇廟(城隍祠, 三忠祠, 厲壇, 社壇), 樓亭(觀魚閣, 雲鳥軒, 四勝亭)

기타 槐泉, 龍井, 池, 池, 求靈棠, 太天井, 池 衙舍 內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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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을 중심으로 -

와 관아건물을 확대하여 표현하였는데, 중심성과 인문정보

의 제공 차원으로 판단된다. 동헌과 객사(淸溪館) 및 향교

는 담장까지 현실감 있게 표시하였다. 동헌 오른쪽에 표현

된 삼충사(1668년, 현종 9년에 사액)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훼철되지 않은 서원 중의 하나이다. 둥그런 담장

을 두른 형옥과 탑사, 지방관이 제사를 주관했던 사단, 여

단, 성황사 등도 표시되어 있다.  

2) 영유현 읍치와 관아 조경

영유현 읍치의 문화경관을 추적해 보면 담장을 두른 

관아와 향교 뒷동산에는 소나무 총림이 배후 숲 경관을 형

성하고 있다. 동헌(廳民堂)의 너른 앞마당은 내외벽을 두어 

서쪽 측정 영역을 확보하였고, 동편에 금학루(琴鶴樓) 1칸

이 돌출되어 있으며, ㄱ자 형태로 꺽인 답도를 주 진입 동선

으로 표현하였다. 서쪽 측정에는 6모정인 관어각(觀魚閣)

을 중심으로 장방형 연못과 배꽃 등 몇 그루의 화목을 도

입했으며 뒤뜰에도 초정과 장방형 연못을 가꾸었다. 내아 

안마당은 중정형태의 구조이고 후원에는 2그루 느티나무

(혹은 회화나무) 아래 괴천(槐泉)이란 샘이 있으며, 주변에 

몇 그루의 화목류를 심었다(그림 9 참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대구 객사(달성관)의 누각(금학

루)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김조(金銚, ?~1455)

의 기문이 전해진다. 이 기문에 근거한다면 영유현 금학루 

또한 현실정치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풍

류와 신선경 향유 염원을 담고 있다.4

따라서 동헌의 금학루(琴鶴樓)와 관어각(觀魚閣) 등 

누각 명칭은 고을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선경세계의 향유

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어(觀

魚)의 유래는 『춘추좌씨전』 은공 5년조(公將如裳觀魚者 

臧僖伯諫曰), 그리고 『장자』의 추수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지락(魚之樂)’의 일화5와 연관된다. 

이 대화에 연유하여 물고기의 자유스러운 군집유영을 

안분지족(安分知足) 또는 원천적 즐거움의 상징으로 여겼

다. 즉, ‘관어’를 달관의 경지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

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편액으로 삼은 누대나 정자가 많았

다(http://blog.daum.net/choisad). 

객사인 청계관 뜰의 이화정(梨花亭) 주변은 커다란 

배나무 몇 그루가 흰 꽃이 덮인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영

유현 읍지』에 의하면 이화정은 현의 객관(청계관) 정자로 

고을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화정은 임진왜란 때 

4 누각은 학이 춤추는 형상을 보인다. 누각에 오르면 금(琴)과 학(鶴)으로 인해 속세를 벗어나는 청량한 기운이 있다. 거문고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는 조화로워 

운치를 더하고, 불어오는 남풍에는 속세의 근심을 잊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 

5 莊子與惠子遊於濠梁之上 장자와 혜자가 호수의 둑을 거닐고 있었다.  

莊子曰 儵魚出遊從容 是魚之樂也 장자왈, 피라미가 물에서 유유히 노니는데, 저것이 어지락이라네. 

惠子曰 子非魚 安知魚之樂 혜자왈,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莊子曰 子非我 安知我不知魚之樂 장자왈,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 하는가.

그림 9.   영유현 관아 후원의 조경요소. 그림 10.   영유현 관아의 객사와 조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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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로 파천하던 선조가 100여일 간 머무르던 임시거처였

고, 이 때 선조가 물맛이 좋다 하여 품계석(品階石)을 내

렸던 우물이 대부정이다. 이화정은 배꽃이 피어난 아름다

운 정자라는 뜻풀이를 갖는데, 도가적 선경(洛陽洞天 梨

花亭) 또는 송나라 때 미인 숙향이 난리가 나자 부모와 

헤어져 절강성 천태산 이화정에서 마고선녀와 함께 살았

다는 전설에서 유래하는 바, 신선들이 사는 선경세계를 

상징한다. 

순안으로 가는 대로(大路), 동대로, 그리고 관아로 등 

3거리가 접속되는 지점에 너른 장방형 장터마당을 두었다. 

이곳에는 수(帥)자를 쓴 깃발이 걸려있고, 시장 동편에 위

치한 운조헌(雲鳥軒) 뒤뜰에는 타원형 연못이 자리한다. 장

터마당의 건물 택호인 운조헌은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사

는 집” 또는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찾아오는 수레 집”이란 

뜻을 갖는데, 진나라 도연명(365~427)의 ‘귀거래사’ 글귀6

에서 차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사정(射亭)으로 판단되는 사승정(四勝亭)이 과

녁판을 마주하고 소나무 총림을 배후로 자리하며, 한양

으로 가는 길목에 버드나무 숲이 정자목 기능을 하고 있

다. 낮은 언덕 위 시장 밖 남서쪽의 사각 단은 영유현지도

(1872년, 규장각)에 의하면 학사대(學士臺)임을 알 수 있다

(『숙천제아도』 2012: 108). 학사대는 한림학사 출신 같은 문

장가 등이 학문에 심취했던 장소성을 갖는데, 학인의 지조

와 너그러운 기풍을 선양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 신천군(信川郡) 읍치의 공간구조와 관아조경

1) 신천군 읍치의 공간구조

신천군7(현 황해남도 신천군)은 황해도 서부지역 고을

로 문화(文化)와 재령(載寧) 사이에 자리하는데, 동헌과 내

아 중심의 관아가 북서쪽 화산을 진산으로 뒷동산인 중앙

봉을 배산하여 남산을 안대로 재령강의 지류인 부정천(남

천)을 마주하며, 전형적인 배산임수 국면이다.

동선체계는 고을 바깥길에서 고갯길 너머 안길로 접

어들면 조산숲을 끼고 아래 장터마당이 자리하고 객사

(화산관, 관덕정)길과 관아 길로 분절되며, 위 장터마당을 

거쳐 북쪽으로 관아의 외삼문(화산군루)이 지표경관으로 

그림 11.   『숙천제아도』 제13도 신천군 지도(1867). 그림 12.   『여지도서』 신천군(1765).

6 雲無心以出岫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오르고.   鳥倦飛而知還 날다 지친 새들은 둥지로 돌아오네.  

景翳翳以將入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려 하는데.   撫孤松而盤桓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서성이네. 

7 동쪽으로 재령군 경계까지 30리, 남쪽으로 해주 경계까지 45리, 서쪽으로 송화현(松禾縣) 경계까지 8리, 북쪽으로 안악군(安岳郡) 경계까지 15리, 서울과의 

거리는 4백 40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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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을 중심으로 -

노단경을 형성한다. 한편, 화산, 중앙봉, 남산, 망일산이 풍

수적 사신사 구조를 보여주고 동장림을 따라 동쪽 재령

으로 가는 큰길, 서장림을 지나 부정천에 다리(척서정교)

를 놓아 서쪽 해주로 가는 큰길, 그리고 고을 안길을 따라 

북쪽 문화로 가는 큰길 등 교통 요충지 체계를 보여준다

(그림 11 참조). 

관아에 딸린 아사의 공간구조는 누문 형태의 화산군

루(花山郡樓)가 전면에 자리하고, 누문을 지나 방전(方塼)

으로 포장된 답도(踏道)와 동서판위(版位)를 거쳐 절애헌

(節愛軒)에 다다르며 동헌인 이신당(履信堂)이 북쪽에 위치

한다. 후원에 신당(神堂)이 있고 서북 편에 내아를 두었으

며, 동쪽에 뜰을 가꾸었는데, 연꽃이 심어진 못 북편에 정

자(류하정), 그리고 읍향정이 향나무(또는 노송)와 화목류 

사이에 위치한다. 아사 남동쪽으로 객사인 화산관(花山館)

이 있고, 인접하여 활시위를 즐기던 관덕정과 연꽃이 어우

러진 사각형 못, 그리고 향청, 충정공비각, 원형 못 등이 자

리한다. 

여당(厲堂)이 관아 밖 북서쪽 높은 곳에 자리하고 사

방으로 홍살문을 둔 사단(社壇)이 독립 영역을 형성하며, 

담장을 두른 향교(전학후묘 배치)가 동북 편에 성황당과 인

접하여 위치한다. 즉, 신천군 읍치에 3단 1묘의 단묘가 조성

되었는데, 사직단(사단), 성황단(성황당), 여단(여당), 그리고 

문묘(향교)이다.

조선조 궁궐의 토지이용체계는 ‘주례고공기’에 근거

한 3문3조(外朝, 治朝, 燕朝) 그리고 후원이 접속된 구성인

데, 지방관아에도 동일한 양상이다. 신천군의 경우 3문<외

문(화산군루), 중문, 내문>, 3조<외조(사령방, 관청, 향청, 작

청, 포청 등), 치조(동헌, 이신당, 절애헌), 연조(내아, 신당)>, 

후원(읍향정, 류하정), 별원(화산관, 관덕정)이 접속된 공간

구성체계를 보여준다. 즉, 지방관아의 토지이용체계는 3조

의 개념(행정집행공간인 외조, 수령의 통치공간인 치조, 생

활공간인 연조)을 반영한 위계적 구성 체계임을 알 수 있

는데, 후원과 별원 등을 경영하여 3문3조+2원(三門三朝+二

園)의 배치구조이다.

고을이 형성되면서 관아 안팎으로 우물이 중요했는데, 

많은 인재를 길러 냈다고 전해지는 문정(文井)과 무정(武

井)이 관아 밖 남천변에 자리하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서 신천군의 문·무정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8 한편, 

조선초기 고을 관아에 방화용 우물을 설치하도록 명한 세

종실록(세종 8년 2월 19일) 기록을 통하여 실용적 차원의 

우물이 본 연구 대상인 영유현과 신천군에도 동일하게 도

입되고 있다.  

“서울의 행랑에 방화장을 쌓고, 성내의 도로를 넓게 

사방으로 통하게 만들고, 궁성이나 전곡이 있는 각 관

청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가옥은 적당히 철거하며, 행랑

은 10간 마다, 개인 집은 5간마다 우물 하나씩을 파

고, 각 관청 안에는 우물 두 개씩을 파서 물을 저장하

여 두고, 종묘와 대궐 안과 종루의 누문에는 불을 끄

는 기계를 만들어서 비치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곧 쫓아가서 끄게 하며, 군인과 노비가 있는 

각 관청에도 불을 끄는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가, 화재

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각각 그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끄게 하라”하였다.[세종실록 31권(세종 

8년 2월 19일)]9

부정천 지류인 남천변 고을숲을 끼고 큰길가에 장

터마당(만하관, 上場岱와 下場岱)이 마련되었고, 조산(造

8 신천에서는 예로부터 문무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두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언제부터 우물의 명칭이 유래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척서정을 창건한 군수 이의봉(1733~1801)이 우물을 깊게 파 수리한 이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뒤 군수 권기가 재정비하였고, ‘문무정’ 글제로 

백일장을 열었는데, 1799년 그해 이정일이 알성시에 급제하였다. 

9 命 “京都行廊, 築防火墻, 廣開城內道路, 使之四通宮城。 及有錢穀各司, 逼近家舍, 量宜撤去。 行廊十間, 私家五間, 作一坎井。 各司內作二坎井貯水。 宗廟、闕

內及鍾樓樓門, 作救火器械藏之, 見火起則奔救。 有軍人奴婢各司, 亦備救火諸緣, 聞火災, 則各領其屬救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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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을 축토하였다. 이는 남쪽에 안산이 없기 때문에 조산

을 만들어 허함을 보충하려는 일종의 비보책인데, 동장

림(東長林)과 서장림(西長林) 수대(樹帶)를 펼쳐 숲띠를 

구축했다. 

신천군 읍치와 관아의 공간구조에서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자연지명과 시설내용은 <표 3>과 같다. 특히, 신천군 

읍치도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신천군지방도(1872년)’의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주기내용을 정리한 다음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정교한 기록화 성격인지 유추할 수 있다. 즉, 

신천군은 황해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고을로 문화와 재령 

사이에 있다. 산지는 연맥을 강조하였고, 재령강 지류인 청

천, 부정천 등을 그렸다. 고을의 진산(花山)은 읍치의 북서

쪽에 있고, 남쪽의 조산은 허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비보책

이다.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었는데 심리적 안정과 하천 범

람 방지기능을 지닌다. 조산 옆 좌우로 문정(文井)과 무정

(武井) 이름이 이채롭고, 읍치에는 아사, 객사, 창고, 군기, 

훈련 등의 관청 건물과 사단, 여단, 성황사, 향교의 3단1묘

(三壇一廟)가 자리한다. 통운정은 1808년에 창건한 정자인

데, 내장, 탑가장, 훈련장 등 시장이 인접해 있다. 

2) 신천군 읍치와 관아조경

신천군 읍치의 문화경관 양상을 보면 관아 뒷동산은 

소나무 총림이 배후 숲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남천 변에는 

버드나무 숲(동장림과 서장림)을 조성했고 풍수적 지기 비

보를 위한 조산(造山)을 구축했다. 즉, 읍치의 남쪽 부정천 

변에 조성된 조산과 고을 숲은 허한 지기를 보완하려는 비

보책의 일환이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

천 범람을 방지하는 방재림 기능을 겸하고 있다. 관아 안 

동편으로 규모가 큰 동원(東園)이 조성되었는데, 모정인 류

하정(柳荷亭)이 네모꼴 연못을 끼고 있으며 후면부에 읍향

정(揖香亭)이 자리한다. 이러한 명칭과 그림을 볼 때 못에는 

연꽃이 심어졌고 정자 주변에는 노송 1그루와 많은 버드나

무, 화목류 등이 군식되었다. 띠로 지붕을 이은 읍향정의 경

우 소박하고 정갈한 것이 좋으며 농염하고 화려한 것은 좋
그림 13.   신천군 관아의 공간구성 체계   

3문3조(외조, 치조, 연조) 2원(후원, 별원).

표 3. 신천군 읍치와 관아의 주요 지명과 시설(박정혜 2012: 117, 재구성)

구분 지명과 시설 비고

지명 中央烽, 花山, 雨靈山, 雲溪山, 望日山, 西長林, 滌暑亭橋, 南山, 南川, 淸川, 婦貞川, 造山, 東長林
東西長林

(邑藪)

행정

衙舍(節愛軒, 中東軒 履信堂, 內東軒, 內衙, 花山郡樓, 慕濂堂)

客舍(花山館, 觀民如傷), 訓練(挽河觀)

各廳(吸唱間, 吏房直所, 官廳, 差備間, 使令房, 歇所, 厠, 廊, 欞星門, 門, 池, 通引房, 秋房, 使令廳, 本廳, 作廳, 捕廳, 官奴廳, 

鄕廳, 獄)
衙舍內外

경제
倉庫(內工庫, 戶籍庫, 勅庫, 措置庫, 庫, 外工庫, 軍器庫, 司倉, 氷庫) 衙舍內外

場市(上場岱, 下場岱), 道路(北距文化, 北距安岳, 東距載寧, 西距松禾, 西距海州)

문화
敎育(鄕校, 明倫堂), 壇廟(厲堂, 社壇, 城隍堂, 東山祠, 神堂)

樓亭(降霞樓, 揖香亭, 柳荷亭, 觀德亭, 通雲亭, 枕漱亭, 洗心臺) 衙舍內外

기타 石塔, 石塔, 石佛, 文井, 武井, 池, 宣祖忠靖公碑閣, 文會齋, 甘草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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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을 중심으로 -

지 않다는 조영의식을 엿볼 수 있다. 

관아에는 담장을 경계로 동원과 후원에 많은 조경

식물이 도입되고 있다. 즉, 교목과 초화류, 화목류 등 다

양한 식물을 도입하여 관아를 차폐하고자 하는 기능식

재 양상은 물론 계절감을 보여주는 심미적 속성 등을 유

추할 수 있다. 

동남쪽 감초동 서편에 네모꼴 연못을 둔 정면 3칸 규

모의 관덕정이 자리하는데, 관덕(觀德)은 『예기』 사의편에

서 유래한다.10 즉, 관덕정은 군자의 도로서 활을 쏘며 군사

훈련을 하는 가운데 심신수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사정(射

亭)에 해당된다. 

관아 문루인 화산군루, 아사의 강하루, 군사시설인 만

하관(挽河觀), 아사 밖 서쪽 백호지맥의 승경지에 자리한 

통운정(通雲亭)과 침수정(枕漱亭, 洗心臺), 그리고 부정천

을 가로지르는 척서정교(滌暑亭橋) 등에 누정명이 표기되

어 있다. 만하관은 같은 명칭을 갖는 공주 금강변의 만하

루(挽河樓) 사례와 같이 강변에 조영되어 고을방어를 위한 

군사목적과 경승을 즐기기 위한 누관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침수’는 ‘돌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에 양치질 한다’

는 의미로 진서(晉書) 『손초전』의 ‘침류수석’(枕流漱石)에

서 유래한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고집부리지 않으

며 도(道)에 뜻을 두고,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고 

양치질하며, 학문에 정진하면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은일의 삶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심(洗心)’은 『역경』 

‘계사상전’에서 차용했는데, “심중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물러나 담대하게 은거하리라”로 풀이된다.11 

즉, 세심대는 유흥상경(遊興賞境)의 거점임은 물론 일

신의 안위와 권력,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부정적 속성을 씻

어버리고 안분지족하는 수심양성의 장(場)임을 나타낸다. 

이상의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 읍치를 대상

으로 공간구조와 관아조경의 경관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림 14.   신천군 관아 객사와 고을숲 등 조경요소. 그림 15.   신천군 관아 후원 등 조경요소.

10 射者所以觀盛德也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 

進退周旋必乎中禮 활쏘기는 진퇴주선이 예에 필히 맞아야 하고. 

志正體直然後審固 안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한 후 궁시를 잡아 심고한다.

11 是故 蓍之德 圓而神 卦之德 方以知 六爻之義 易以貢 聖人 以此洗心 이런 까닭으로 시초의 덕은 둥글고 신묘하며, 괘의 덕은 네모나며 지혜롭고, 육효의 뜻

은 변화하여 고함이니, 성인이 이로써 마음을 닦아. 

退藏於密 吉凶 與民同患 神以知來 知以藏往 其孰能與於此哉 은밀함에 물러나 감추며, 길흉에 백성과 함께 근심하여, 신으로써 미래를 알고, 지혜로써 과거

를 간직하니, 누가 이에 참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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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조선후기 문신 한필교가 제작한 『숙천제아도』화첩의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 읍치를 중심으로 분석한 

공간구조 및 관아조경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형국도’ 성격을 보여주며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의 읍치도는 조선시대 지방군현의 터잡기 

및 공간구조는 물론 조경문화경관 특성을 세밀하게 파

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데, 비산비야(非山非

野)의 거점에 자리잡은 치소(邑治)는 주산과 안산을 잇

는 남북 중심축선에 위계를 설정한 배산임수 체계이며,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관아시설, 그리고 3단1묘(사직단, 

여단, 성황단, 향교)의 제례처 등 도성에 준한 토지이용

과 배치규범을 적용하였다. 

2.   교통요충지에 자리한 고을 치소는 어귀 장터마당을 중심

으로 길이 분절되는 양상인데, 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

하면 관아 문루에 다다르는 노단경이 형성되고, 고갯길 

또는 물길을 따라 바깥길로 이어지는 동선체계를 갖는

다. 즉, 바깥길-고갯길-어귀길-장터마당-안길-또는 샛길

로 분절되는데, 수용력과 위계에 따라 3거리 길에서 접

합, 분산되는 양상이다. 

3.   지방관아의 토지이용은 3조(三朝 : 행정외조, 통치치조, 

생활연조)의 개념을 반영한 위계적 구성인데, 동헌의 후

원과 객사의 별원 등을 포함하여 3문3조2원(三門三朝二

園)의 공간체계이다. 한편, 사신사 구조와 뒷동산 송림, 

명당수, 조산(造山)과 비보숲(邑藪) 등 풍수적 경관짜임

이 작용되었는데, 환경쾌적성 조건에 부합되는 설계원칙

과 연계된다.   

4.   승경처에 자리한 누정(운조헌, 금학루, 관어각, 관덕정, 침

수정, 세심대 등)은 심신수양, 안분지족, 자연회귀 같은 

상징적 가치와 정치적 윤리관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정

치행사, 유흥상경, 강학 등을 위한 거점처 및 지표경관의 

도입, 군사훈련 및 심신수양을 겸한 사정(射亭) 등 문화

경관 양상이 다양하게 표출되며, 객사에는 와정(瓦亭)이, 

표 4. 영유현과 신천군 읍치의 공간구조와 관아조경의 경관특성

구분 영유현 신천군 비고

자리잡기
미두산(주산), 후산과 덕수봉(안산)을 잇는 중심축선상

에 남면하여 관아와 고을 읍치입지

화산(주산), 중앙봉과 남산(안산)을 잇는 중심축선상에 

부정천(남천)을 마주하여 남향으로 읍치 입지

풍수사신사,  

배산임수

토지이용
관아(북쪽, 3문3조, 후원과 별원), 3단1묘, 고을 민가, 

시장(남쪽)

관아(북쪽, 3문3조, 후원과 별원), 3단1묘, 고을 민가, 

시장(남쪽)
상하 위계

동선체계

상장대 시장마당에서 3거리로 분절 

고을안길-시장-객사-동헌접근체계

고을 안길–어귀길-고갯길-바깥길 

읍치마당, 시장에서 3거리로 분절

고을안길-시장-객사-동헌접근체계

고을 샛길–안길–고갯길-바깥길 

관아 

및 

부속시설

청민당(동헌), 내아, 청계관(객사), 향청, 사창(창고), 훈

련원, 삼충사, 향교, 여단, 사단, 성황사 등

이신당(동헌), 내아, 화산관(객사), 향청, 사창(창고), 훈

련원, 향교, 여당, 사단, 성황당 등

읍치 북쪽,

문루(花山郡樓)

읍치경관

뒷동산숲(소나무 총림) 등 풍수적 사신사 문화경관, 경

관 축 설정,

관아건물: 노단경(路端景) 지표경관

뒷동산 숲(소나무 총림)

고을비보숲(버드나무, 동서장림) 등 풍수적 사신사 문

화경관, 경관축

관아건물: 노단경(路端景) 지표경관

고을비보숲

(邑藪)

조경식물 및 

시설요소

누정(화산군루, 금학루, 관어각, 이화정, 운조헌, 사승

정, 모정), 학사대(學士臺), 연못(관어각, 사각형, 원형), 

느티나무, 배나무 등

누정(유하정, 읍향정, 강하루, 관덕정, 통운정, 침수

정(세심대), 척서정, 만하관 등), 연못(유하정, 관덕정, 

사각형, 원형), 조산, 고을숲, 버드나무, 노송(반송), 

연꽃 등

주요 조경공간 :  

객사, 동헌, 후원 

등 

  기타
괴천(槐泉), 용정(龍井), 태천정(太天井), 깃대, 과녁판

(射亭), 시장(운조헌, 帥) 등 

문정(文井), 무정(武井), 석탑, 석불, 충정공비각, 척서

정교, 시장(상장대, 하장대) 등

槐木 : 느티나무 

또는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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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과 내아에는 네모꼴 연못을 두고 소박한 모정(茅亭)

이 도입되는 위계적 차별성이 도출된다. 

5.   아사의 앞뜰은 네모꼴 마당(庭)을 두어 특별한 조경처리

를 하지 않은 반면, 정청의 뒤뜰(後園)과 객사의 별원(別

園) 등에는 적극적 조경이 행해졌다. 즉, 관아조경은 공

간성격 및 위계를 반영하되 심미성과 관념적 가치를 고

려하였고 기능적 지속성과 심리적 건전성 등을 복합적

으로 고려한 경관미학의 반영이라 하겠다.  

6.   소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향나무, 연(蓮), 화목

(花木) 등이 조경식물로 활용되었는데, 읍치의 경우 소나

무를 주 수종으로 하는 배후숲, 버드나무를 활용한 조

산숲과 비보숲 등은 대표적 문화경관요소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한편, 내명당수, 연못, 샘과 우물 등 수경시설은 

생활환경의 필요와 방화용수로서의 실용성, 심미성 등

을 고려한 산물이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전통마을 조

경설계기법과 유사한 보편적 향유양상이다. 

『숙천제아도』 분석을 통해 3문3조2원의 읍치토지이

용체계, 내아와 객사를 중심으로 한 별원의 경영, 고을숲의 

조성 등 전통마을 조경과 유사한 환경설계원칙 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한편, 『숙천제아도』의 제작자 한필교가 서문

에 “천년의 오랜 세월, 만리 먼 곳 사물까지 방불하여 생각

해낼 수 있으니 그림의 도움이 참으로 크다”고 기록한 것처

럼, 본 연구를 통해 전통시대 읍치조경은 물론 환경설계영

역에서 실증적 사료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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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chunjeahdo’ illustration-book, which was left by Han, Pil-gyo(韓弼敎 : 1807~1878)in the late Joseon 

Dynasty, includes pictorial record paintings containing government offices, Eupchi, and Feng Shui condition 

drawn by Gyehwa(界畵) method Sabangjeondomyobeop(四方顚倒描法) and is the rare historical material that 

help to understand spatial structure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Youngyuhyun(永柔縣) and Sincheongun(信川郡) 

town, the case sites of this study, show Feng Shui  foundation structure and placement rules of government 

offices in the Joseon Period are applied such as 3Dan 1Myo(三壇一廟 : Sajikdan, Yeodan, Seonghwangdan, 

Hyanggyo), 3Mun 3Jo(三門三朝 : Oeah, Dongheon, Naeah) and Jeonjohuchim(前朝後寢) etc. by setting the 

upper and lower hierarchy of the north south central axis. The circulation system is the pattern that roads are 

segmented around the marketplace of the entrance of the town and the structure is that heading to the north 

along the internal way leads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going out to the main street leads to the major city. 

Baesanimsu(背山臨水 : Mountain in backward and water in front) foundation, back hill pine forest, intentionally 

created low mountains and town forest etc. showed landscape aesthetics well suited for the environmental 

comfort condition such as microclimate control,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sychological stability reflecting 

color constancy principle etc. and tower pavilions were built throughout the scenic spot, ref lecting life 

philosophy and thoughts of contemporaries such as physical and mental discipline, satisfied at the reality of 

poverty, returning to nature etc. For government office landscape, shielding and buffer planting, landscape 

planting etc. were considered around Gaeksa(客舍), Dongheon(東軒), Naeah(內衙) backyard and deciduous 

tree s and flowering trees were cultivated as main species and in case of Gaeksa, tiled pavilions and pavilions 

topped with poke weed in tetragonal pond were introduced to Dongheon and Naeah and separate pavilions 

were built for the purpose of physical and mental discipline and military training such as archery. Back hill pine 

tree forest formed back landscape and zelkova, pear trees, willow trees, old pine trees, lotus, flowering tr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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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ultivated as gardening trees and Feng-Shui forest with willow trees as its main species was created for 

landscape and practical purposes. On the other hand, various cultural landscape elements etc. were introduced 

such as pavilions<Nu(樓), Jeong(亭), Dae(臺), Gwan(觀), Gwan(館), Gak(閣), Heon(軒) etc.>, pond serving 

as fire protection water(square and circle), stone pagoda and stone Buddha, fountains and wells, monument 

houses, flagpoles etc. In case of Sincheongun town forest(邑藪), Manhagwan(挽河觀), Moonmujeong(文武井), 

Sangjangdae(上場岱) and Hajangdae(下場岱) Market place, Josanshup<(造山藪 : Dongseojanglim(東西長林)>, 

Namcheon(南川) etc. were combined and community cultural park with the nature of modern urban park was 

operated. In this context, government office landscape shows the garden management aspect where square 

pond and pavilions, flowering trees are harmonized around side pavilion and backyard. Also, environmental 

design technique not biased to aesthetics and ideological moral philosophy an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functionality (shielding and fire prevention, microclimate control, etc.) and environmental soundness etc. i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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