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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사회에서 지방고을의 중심공간은 官衙(관아)가 있던 邑治(읍치)였다. 해안가 고을의 읍치는 읍성 안에 있었으나, 내륙 고

을의 읍치는 성곽이 없이 관아만 있었다. 현재 양평군(楊平郡)인 양근군(楊根郡)과 지평현(砥平縣)은 관아만 있던 고을이었다. 

양근군과 지평현에 관아가 정식으로 설치된 시점은 조선 초기이다. ①조선 초부터 두 지역에 수령(守令)이 정식으로 임명되었던 

점, ②1703년(숙종 29)과 1465년(세조 11)에 양근군 동헌(東軒)과 지평현 객사(客舍)가 중수(重修)되었던 점, ③조선 초부터 향교가 

있었던 점 등이 조선 초부터 두 지역에 관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 

조선시대 양근ㆍ지평관아의 주요건물은 아사(衙舍)ㆍ향청(鄕廳)ㆍ작청(作廳)ㆍ객사(客舍)ㆍ군관청(軍官廳) 등의 공해(公廨), 향

교 등의 교육시설, 사직단(社稷壇)ㆍ성황사(城隍祠)ㆍ여단(厲壇) 등의 제단(祭壇)이었다. 

현재 양근관아와 지평관아의 흔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공간구성 원칙 속에서 남아있는 문헌ㆍ고지도ㆍ유

물 등을 분석한다면, 두 관아의 터[址]는 대략 찾을 수 있다. 

문헌상 양근 아사[동헌] 터로 지목된 지역은 ‘현 양근중학교 앞 양평읍 관문1길 15(양근리 151)’이다. 실제 관문1길 일대에서 조

선시대 백자편ㆍ기와편 등이 발견되며, 일부 주택에서 옛 동헌의 장대석을 재활용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한편 양근 객사 터로 추정되

는 지역은 ‘현 양평경찰서 주변’이다. 하지만 양평경찰서 주변에서 객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양평경찰서 근처의 양평역 

앞에 천주교 성지 표석이 있어, 이 일대가 관아 터였음을 알 수 있다. 

지평관아의 주요건물(동헌ㆍ내아ㆍ작청ㆍ장청ㆍ군향고ㆍ연무정ㆍ화약고ㆍ향청ㆍ객사 등)은 현 관교길(지평리 238~250)

을 따라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물 터는 객사와 아사[동헌] 터이다. 객사 터로 지목된 지평리 

238번지는 주민의 구술과 문헌 내용이 일치하며, 아사[동헌] 터로 추정된 지평리 248~250번지 일대는 백자편ㆍ기와편ㆍ옛 동헌

의 담장 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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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양평군(楊平郡)은 본래 양근군(楊根郡)과 지평현(砥

平縣)으로 나뉘었다. 1908년 양근군과 지평현이 통합되어, 

양평군이 되었다. 현재의 양평읍·양서면·서종면·옥천면·

강하면·강상면 등은 양근군의 역사이며, 용문면·지제면·

단월면·청운면·양동면 등은 지평현의 역사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지방고을의 중심공간은 관아(官衙)

가 있던 읍치(邑治)였다.1 대개 해안가 고을의 읍치는 성곽

으로 둘러싸인 읍성 안에 있었으며, 내륙 고을의 읍치는 성

곽이 없이 관아만 있었다. 조선시대 양근군과 지평현은 관

아만 있던 고을이었다.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

면, 양근군과 지평현의 관아가 있던 읍치부터 살펴야 한다. 

현재 양근관아와 지평관아의 흔적은 거의 없다. 1907

년(고종 44) 지방관전고규정(地方官銓考規程) 폐지2와 

1908년(순종 1) 지방행정조직 개편3으로 지방관아는 치소

(治所)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지방관아의 주요시설도 점차 

사라졌다. 양근관아와 지평관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

요건물이 모두 사라졌다. 더욱이 두 관아의 위치·규모·연

혁 등을 알 수 있는 문헌도 부족하다.4 하지만 지방관아의 

공간구성 원칙 속에서 남아있는 문헌·고지도 등을 분석한

다면, 양근·지평관아의 연혁·규모·터를 대략 찾을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문헌을 이용하여, 양근·지평관아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먼저 연대기 자료와 문집 등을 이용하

여 양근·지평지역의 읍호 변천과 관아의 연혁을 살피고, 다

음으로 읍지·구술자료·유물 등을 종합하여 두 관아의 규

모와 옛터를 추정하겠다. 

Ⅱ. 양근ㆍ지평 관아의 설치와 변천

1. 읍호(邑號)와 행정구역의 변천

삼국시대 양근지역은 본래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경

덕왕 때 신라의 땅으로 복속되었다. 고구려 때 읍호는 양

근 또는 항양(恒楊)이었으며, 신라 때 읍호는 빈양(濱陽)이

었다. 고려 초에 다시 양근이 되었고, 고려 고종 때 영화(永

化)로 불리다가, 공민왕 때 양근군으로 복호(復號)되었다.5

지평지역도 본래 고구려 땅이었는데, 경덕왕 때 신라의 땅

이 되었다. 고구려 때 읍호는 지현현(砥峴縣)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지평현으로 바뀌었다. 그 뒤 지평지역의 읍호는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6 

고려 초 양근지역의 읍호가 빈양에서 다시 양근이 된 

시점은 940년(태조 23)이었다. 고려왕조는 940년에 청주·

충주·원주·광주·공주·양주·전주·광주·춘주 등으로 지

방 체제를 개편하고,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름

1 고려 전기까지 지방고을의 읍치는 주로 산성 안에 있었다. 당시 산성은 지방 세력의 거점이었으며, 통치 및 방어의 중심지였다. 이 때문에 산성은 주로 고을이 한눈

에 보이는 곳에 축조되었다. 고려 중기부터 읍치는 산성 안에서 읍성 안으로 이설(移設)되었다. 산성의 통치기능과 방어기능이 점차 유명무실해지면서, 읍치가 읍

성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읍치가 읍성 안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해안가 고을의 읍치는 읍성 안에 있었으나, 내륙 고을의 읍치는 관아와 주요시설만 있었

다(유동호, 2014,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학교 박사논문, pp.13~14). 

2 『高宗實錄』 卷48, 高宗 44년 6월 20일. “勅令第四十三號 地方官銓考規程廢止件 裁可頒布”.

3 『純宗實錄』 卷2, 純宗 1년 9월 14일. “第六十九號, 楊根、砥平을 廢合야 楊平郡을 置고 鎭海、熊川을 廢야 昌原府에 合고 漆原을 廢야 咸安郡에 

合 件을 竝裁可頒布”.

4 양근ㆍ지평관아를 자세히 다룬 문헌은 거의 없다. 다만 『朝鮮王朝實錄』ㆍ『備邊司謄錄』ㆍ『承政院日記』 등의 연대기 자료와 『輿地圖書』ㆍ『邑誌』 등에 두 관아

와 관련한 내용이 간략히 나올 뿐이다.

5 『高麗史』 卷56, 志10, 地理1, 楊廣道,  廣州牧. “楊根縣 本高勾麗楊根郡 (一云恒陽) 新羅景德王 改名濱陽 爲川郡領縣 高麗初 復古名 顯宗九年 來屬 明宗

五年 置  監務 高宗四十四年 稱永化 元宗十年 以衛社功臣金自廷內鄕 陞爲益和縣令 恭愍王五年 以王師普愚母鄕 陞爲楊根郡 有龍門山 有龍津渡 (恭愍王

五年 以普愚 寓居于述元莊之小雪庵 陞莊爲縣 置監務 尋以地窄人稀 還屬于縣” .

6 『三國史記』 卷35, 志4, 地理2, 新羅. “砥平縣 本高句麗砥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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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쳤다. 이때 양근지역의 읍호가 빈양에서 양근으로 바

뀌었다. 

10세기는 고려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가 완성되

지 않은 시기였다. 고려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는 1019

년(현종 9년) 5도 양계를 중심으로 완성되었다. 이때 양근·

지평지역은 천녕군(川寧郡)·이천군(利川郡)·죽주군(竹州

郡)·과주군(果州郡)·용구현(龍駒縣)과 함께 양광도 광주

목에 속했다. 이때까지 양근과 지평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었다.7 즉 두 지역은 고려 전기(前期)까지 중앙

정부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양근·지평지역이 중앙정부의 직접통치권 안에 들어온 

시점은 고려후기부터였다. 양근지역은 1356년(공민왕 5)에 

양근군으로 승격되어, 정식 지방관이 배치되었다. 한편 지

평지역에는 1378년(우왕 4)과 1391년(공양왕 3)에 감무가 

배치되었다.8 양근의 읍호 승격과 지평의 감무 배치는 두 지

역이 중앙정부의 직접통치권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양근과 지평은 대체로 군(郡)과 현(縣)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양근군에는 종4품의 군수(郡守), 지평

현에는 정6품의 현감(縣監)이 임명되었다. 『楊根郡邑誌』先

生案과 『朝鮮王朝實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근군수는 

총 236명9이며, 지평현감은 총 237명10이다. 최초의 양근군

수는 태조 때 부임한 원숙(元肅)이었으며, 지평현감은 세종 

때의 유종식(柳宗植)이었다.11 한편 양근군의 마지막 군수

(郡守)는 1899년에 부임했던 민영석(閔泳奭)12이며, 지평현

의 마지막 현감(縣監)은 1907년까지 재임했던 민달식(閔達

植)13이었다. 

조선시대 양근군과 지평현의 읍호는 대체로 유지되었

다. 다만 읍호의 승강(昇降)이 잦았다. 1658년(효종 9) 양

근군은 강상(綱常)의 변(變)으로 지평현과 통합되었다가, 

1668년(현종 9)에 양근군으로 복설(復設)되었다.14 1728년

(영조 4)과 1776년(정조 즉위)에도 양근군은 현으로 강등

되었다가, 군으로 복설되었다.15 한편 지평현은 1685년(숙종 

11) 강상죄인(綱常罪人)이 생겨 양근군에 귀속(歸屬)되었다

가, 1688년(숙종 14)에 복설되었다.16

양근군과 지평현은 1895년(고종 32) 8도제가 23부제

로 개편될 때, 춘천·양구·홍천·인제·횡성·철원·평강·김

화·낭천·회양·금성 등과 함께 춘천부에 귀속되었다. 하지

만 이듬해 13도 체제로 바뀌면서, 양근군과 지평현은 경기

도에 속하였다.17 그러다가 1906년 칙령(勅令) 제49호 「地方

區域整理件」이 반포되면서 지평현이 지평군으로 바뀌었으

7 양근은 1175년(명종 5)과 1255년(고종 42)에 감무(監務)와 소복별감(蘇復別監)이 파견되었다. 또 1269년(원종 10) 위사공신(衛社功臣) 김자정(金自貞)의 고향이

란 이유로 익화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되었으며, 1356년(공민왕 5)에는 왕사(王師) 보우(普愚)의 어머니 고향이란 이유로 양근군으로 승격되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ㆍ양평군, pp.39~40).

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pp.40.

9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앞의 책 上, pp.369~370.

10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앞의 책 上, pp.379~380.

11 원숙은 태조 때 양근군사(楊根軍事)에 임명되었으며, 유종식은 세종 때(1419~1421) 지평현감을 역임했다(『成宗實錄』 卷176, 成宗 9년 1월 13일 ; 『砥平縣

邑誌』 先生案).

12 『楊根郡邑誌』 先生案 ;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앞의 책 上, pp.369~370.

13 『承政院日記』 141冊, 純宗 1년 11월 3일. “咸陽郡守李鍾元 淸道郡守關泳采 泰安郡守趙東濬 砥平郡守閔達植 依願免本官”.

14 『顯宗改修實錄』 卷18, 顯宗 9년 1월 2일. “復設楊根郡 曾以綱常之變 革屬砥平 至是 限滿復設”.

15 『京畿邑誌』, 楊根建置沿革. “營造戊申降縣辛酉復陞爲郡 …… 正祖丙申降縣乙巳復陞爲郡” 『正祖實錄』 卷1, 正祖 즉위년 4월 7일. “降楊根利川瑞山三邑號 

以逆賊胎生邑也” 『正祖實錄』 卷19, 正祖 9년 1월 13일. “安東利川 還陞府使 瑞山楊根 還陞郡守 降號準十年之限也”.

16 『京畿邑誌』, 楊根建置沿革. “因綱常罪人 …… 廢縣屬楊根郡戊辰復設”.

1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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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08년 칙령 제69호 「府郡廢合에 관한 件」이 반포되면

서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되어 양평군이 되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강제로 합병된 후, 일제는 총

독부 통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1914

년 부령(府令)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

칭·위치·관할구역」의 시행은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

를 대폭 바꾸었다. 이때 지방행정구역은 부(府)·군(郡)·면

(面)·리(里)·동(洞)으로 재편되었다. 부·군은 일본의 시·

군(市·郡)을, 면은 일본의 정·촌(町·村)을, 리·동은 일본의 

대자(大字)를 따른 것이다. 일제가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양평군의 구역도 크게 통폐합되었다. 이때 양평군은 남종면

을 광주군에 이속(移屬)하였고, 12개 면 112리로 개편되었

다. 1914년에 개편된 양평군의 행정구역은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18

2. 관아의 설치와 변천

고려시대까지 양근·지평지역에 별도의 읍치가 조성된 

흔적은 없다. 대개 고려 중기 이전의 읍치는 산성에 있었고, 

중기 이후의 읍치는 읍성에 있었다. 하지만 양근·지평지역

에서 산성과 읍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19 일반적으로 읍

치나 관아는 정식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때 조성하였다. 356

년(공민왕 5)에 양근지역은 군으로 승격되었지만, 지역의 규

모가 커져서 승격된 것이 아니었다. 왕사 보우의 어머니 고

향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평도 감무가 배치되었으나, 정식 지

방관은 파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 말까지 양근·지평지

역에 읍치나 관아는 조성되지 않았다.

양근·지평지역에 관아가 조성된 시점은 조선 초기인 

것 같다. 조선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읍성을 쌓았다. 이 때 해안가 

고을들의 읍치는 읍성 안에 만들어졌고, 내륙 고을들의 읍

치는 성곽 없이 관아만 설치되었다. 조선 초기에 양근군과 

지평현도 고읍면(古邑面, 현 옥천면 옥천리)과 지평면에 관

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에 건축된 양근관아와 지평관아는 각각 1703

년(숙종 29)에 양근관아의 동헌이, 1465년(세조 11)에 지평

관아의 객사가 재건축되었다. 양근관아의 동헌은 1703년

(숙종 29) 양근군수로 부임한 어사형(魚史衡)20에 의해 중

수되었다. 어사형의 아들 어유봉(魚有鳳)이 쓴 「楊根縣東

軒新修記」에 양근 동헌의 중수 배경이 자세히 나온다. 

“읍(邑)의 경계가 공도(孔道 : 큰길)에 임해 있어 응대

하고 접견하기가 자못 번거롭고, 해가 갈수록 거듭 흉년이 

들어 읍력(邑力)이 말라 시들어버렸다. 또 관리된 자가 대부

분 오래 있지 못해 오륙 년이 못되어 번번이 일곱 여덟 번이

나 바뀌자 대개 모두 관사를 역려(逆旅)처럼 보고 한 결 같

이 피폐해지고 무너진 채로 놓아두었다. 이른바 동헌은 더

욱 낮고 좁고 황량하고 누추했다. 용마루가 기울고 벽에 비

가 새고,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곁에서 바람이 불어 들

어왔고, 짧은 말뚝으로 받쳐 놓고 처마가 기울어진 채 얽

어 놓아 구부리고 들어가 구부리고 나오니 동헌 밖에 사방

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처음 이르

러 둘러보시고는 탄식을 하시었다. …… 이에 비로소 고쳐 

새롭게 할 것을 도모하셨다. …… 드디어 평소에 받는 봉급

을 덜어 생업이 없거나 한가한 사람들을 부리고, 장인을 지

휘하여 백성들을 노역시키지 않고 공사하여 마쳤음을 알렸

1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pp.48.

19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조선시대에 편찬된 어떤 지리지에도 양근과 지평지역에 산성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현재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함왕산성이 있지

만, 함왕산성은 둘레 약 9,000m의 대형산성이다. 대형산성은 읍치가 아니라, 고을 백성이 피난하기 위해 만든 산성이었다. 함왕산성도 몽골제국이 침입했을 

때, 양근지역 백성들이 피난하려고 쌓은 산성이었다(이기봉, 2011, 「고지도와 지리지 속에 담긴 경기도 고을의 역사와 읍치 이해」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pp.224~225).

20 어사형은 1703년(숙종 29)에서 1705년(숙종 31)까지 양근군수로 있었다(『楊根郡邑誌』 先生案 ;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앞의 책 上, p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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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 집은 무릇 앞이 4칸, 옆이 6칸인데 온돌방이 있

고, 널찍한 툇간이 있어 겨울에는 따뜻함을 취할 수 있고, 

여름에는 서늘함을 맞이할 수 있다. 위에서는 손님을 맞이

하고 아래서는 아전과 백성들을 대할 수 있다. …… 아버지

께서는 계미년(1702) 봄에 외방 수령으로 나오시며 대부인

을 모시고 부임해 오셨다.”21

조선시대 양근군은 평해(平海)에서 도성(都城)으로 

오가는 큰길(孔道)에 놓여22, 수많은 관리가 양근군을 지

났다. 양근군의 군세(郡勢)는 오가는 관리와 여행객을 접대

하느라 점차 약해졌다. 더욱이 부임한 수령들은 빈번히 교

체되어, 동헌을 비롯한 관아의 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

았다. 어사형은 관아의 위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자신의 봉급을 덜어 동헌을 중수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에 건축되었던 지평현의 객사는 1465

년(세조 11)에 현감 박운손(朴雲孫)23이 중수하였다. 다음 

「砥平縣客舍重營記」를 살펴보자.

“…… (지평현은) 서울에 오고가는 빈객이 항상 이어

지고 모이니 실로 요충지이여서, 그들이 머물 관사(館舍)가 

필요했다. 돌아보니 처음에 경영하던 관사는 낮고 좁은데다, 

세월이 많이 흘러 침식하여 기울어졌다. 기둥을 받치지 않

으면 능히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관사가 한(恨)이다. 정묘

년에 한려(韓黎)가 수령으로 와서 객사를 확장하려고 재목

(材木)을 베어 산처럼 쌓았으나, 일 년 만에 체직되어 관사

를 짓지 못하였다. 갑신년 가을에 이 고장 사람인 판사(判

事) 박서창(朴徐昌)과 도사(都事) 권영화(權永和)가 공모하

여 지평현감 이숭경(李崇經)에게 말하기를 ‘슬프다 한려 현

감이 재물로 구한 재목이 썩고 갈라져 헛되이 되었으니 애

석하다. 빨리 경영하여 덮어야 하겠다’ 하면서 각각 면포 40

필을 내어 서로 기탁하니, 현감이 기뻐하면서 공금을 더하

고 승려들을 모집하여 대청 및 동헌 8칸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마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을유년 가을에 박현감

이 부임해서 몇 개월 동안 행정 및 송사를 쉬고 여가를 만

들고, 향리와 관노들을 밤낮으로 재촉하여 몇 개월 만에 일

을 마쳤다. 서헌(西軒)의 동서(東西)에 아방(兒房)이 있고, 

남대청(南大廳)의 동서에 상방(上房)이 있으며, 좌우 긴 행

랑이 이청(吏廳) 대문에 이르렀다. …… 현감의 이름은 운

손이며, 자는 선경인데 연과(蓮科)로 벼슬을 시작하여 명성

이 있었다.”24

21 魚有鳳, 『杞園集』 卷二十, 楊根縣東軒新修記. “ …… 然介臨孔道 應接頗煩 歲經荐凶 邑力凋殘 爲官者又多不能久 不五六年 輒七八易 卛皆視官舍如逆旅 

而一任其弊頓 所謂東軒者 尤湫隘荒陋 棟傾壁漏 上雨旁風 支以短杙 架以頹簷 俯而入俛而出 殆不識軒外四面有何物也. 家君始至 顧而歎 居數月 益病之 

乃曰 守令官雖卑 四境之內所歸向 而政令之所由出. 顧其居陋甚 其何以臨民 且使我寢處不安 起居不怡 意鬱鬱無以自適, 則又若何以爲政 於是始謀所以

易新之. 或者以爲歲且荒矣 民亦勞止 苟可以時月 何必改爲 家君獨不然曰 苟如是 是官不官. 且爲之有方 何至費財而煩民 遂减常俸 役游指匠不勞而功告

訖 蓋運木石督斧鉅者 亦旣有月 而邑人往往不知官有役也. …… 家君於癸未春, 出守奉板輿赴官 ……”.

22 양근은 한성에서 평해(平海, 현 경상북도 울진)를 잇는 ‘東南至平海三大路’ 상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였다. ‘東南至平海三大路’는 서울에서 중량포(中梁

浦)를 거쳐, 평구역(平邱驛, 현 남양주시 와부읍 부근)에서 양근으로 가는 길과 가평ㆍ청평ㆍ춘천 쪽으로 가는 길로 갈라진다. 양근 쪽으로 가는 길은 다시 원

주ㆍ횡계역ㆍ대관령ㆍ강릉ㆍ삼척ㆍ울진ㆍ망양정 등을 거쳐 평해로 이어졌다(『大東地志』 卷28 「程里考」).

23 박운손은 1465년(세조 11)에 지평현감으로 부임했다가, 1468년(세조 14)에 전교서(典校署) 별제(別提)로 체직(遞職)했다(『砥平顯邑誌』 先生案 ; 양평군지편

찬위원회, 2005, 앞의 책 上, pp.379). 

24 崔恒, 『太虛亭文集』, 卷一, 砥平縣客舍重營記.

 “…… 顧初經營矮窄 歲月已遐 寢以頹陊 非撑柱 莫能存 館者恨之 歲在丁卯 韓侯黎來守兹邑 慨然欲重新 伐材山積 未朞而遞 後罔有繼之者 甲申秋 邑人判

事朴徐昌都事權永和相與謀 白宰李侯崇經曰噫 韓城主所鳩之材 朽且散殆盡 惜其虛棄 盍亟營之 遂各出緜布四十匹相其費 李侯欣從之 乃增營辦 募僧徒 

建大廳及東軒凡八間 未訖見代 乙酉秋 今朴侯來莅 不數月 政簡訟息 又多暇豫 於是輪役鄕吏官奴輩 朝夕勸趨 數期而斷手 …… 侯名雲孫 字善慶 捷蓮科

筮仕 有能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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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에 지어진 지평현의 객사는 낡고 비좁았다. 

지평현감으로 부임한 한유·이숭경 등이 객사를 중수하려

고 했으나, 임기가 마감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1465년(세조 11)에 부임한 박운손이 앞선 현감들이 준비한 

재목(材木)을 이용하여 객사를 수개월 만에 재건축하였다. 

양근지역과 지평지역은 고려 말까지 지방관이 파견되

지 않은 지역으로서, 관아가 조성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 

양근지역과 지평지역은 각각 군과 현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군수와 현감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군수와 현감이 군무(郡

務)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아를 조성하였다. 「양근현동

헌신수기」과 「지평현객사중영기」는 조선 초기에 양근과 지

평에 관아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평관아는 한 곳에서 유지되었으나, 양근관아는 

1747년(영조 23)에 고읍면 건지산 아래에서 갈산(현 양평읍 

양근리)의 강변으로 이설되었다.25 양근·지평관아는 1908

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되고, 일제강점기에 지방행정구

역이 대폭 통폐합되면서 치소(治所)의 기능을 잃었다. 또 

관아의 건물들은 새로운 행정조직의 임시관사로 사용되거

나 소실되면서, 점차 그 흔적을 감추었다.

Ⅲ. 양근·지평 관아의 공간구성
 

1.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공간구성과 주요건물

조선왕조는 각 고을의 읍치를 획일화하였다. 15세기에 

이르면 각 고을의 읍치는 공통된 통치시설을 갖추었고, 통치

시설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성되었다.26 향교는 문묘(文廟)

를 모범으로 조영(造營)되었고, 읍치는 도성과 궁궐을 전형

(典型)으로 삼아 조영되었다.27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건축물은 크게 행정·사법·군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해(公廨), 교육시설이었던 향교, 제단(祭

壇)이었던 사직단(社稷壇)·성황사(城隍祠)·여단(厲壇) 등

으로 구분된다. 행정 및 사법기능의 건물은 아사(衙舍, 또

는 東幹)·향청(鄕廳)·작청(作廳)·객사(客舍) 등이었으며, 군

사기능의 건축물은 장관청(將官廳)·군관청(軍官廳)·토포청

(討捕廳) 등이었다.

객사는 고을의 수령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향궐망배

(向闕望拜)하던 곳이었으며, 여행(旅行)하는 관료들에게 숙

박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아사는 수령이 정무(政務)를 보던 

청사(廳舍)였다. 동헌과 객사는 관아의 핵심시설로서 중요한 

곳에 위치하였다. 또 관아에는 내동헌(內東幹)이라 불리는 

내아(內衙)가 존재했다. 내아는 수령의 살림채였다. 향청은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머무는 곳으로서, 수령을 보좌하

는 행정기구였다. 향청에는 좌수(座首)·별감(別藍) 등의 향

임(鄕任)과 소경(所更)·통인(通引)·서원(書員) 등의 관원이 

있었다. 향청의 구성원은 육방(六房)의 업무를 감찰하였다. 

작청(作廳)은 아전(衙前)들이 집무를 보던 곳이었다. 공식명

칭은 인리청(人吏廳) 또는 이청(吏廳)이었으나, 성청(星廳)·

길청(吉廳)·연청(椽廳)이라고도 했다. 

지방관아에는 동헌·객사·향청·작청 등의 주요건물 외

에 책방(冊房)·형청(刑廳)·장관청(將官廳)·군관청(軍官廳)·

사령청(使令廳)·토포청(討捕廳)·창고(倉庫) 등의 기타건물

도 존재했다. 책방은 수령의 비서가 거처하는 비서실이며, 수

령의 자제(子弟)가 글공부를 하는 서실(書室)이었다. 형청

은 죄인을 다루는 형리(刑吏)가 거처하는 곳이었으며, 장관

청은 장관(將官)들이 군무(軍務)를 보던 곳이었다. 군관청은 

장교(將校)들이 병무(兵務)를 주관하던 곳이었으며, 사령청

은 수령의 각종 명령을 전달·집행하던 사령들의 거처였다. 

그리고 토포청은 도적이나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별포군(別

捕軍)의 집무처였다. 이 외에 양곡(糧穀)을 관리하던 읍창

(邑倉)·사창(司倉) 등의 각종 창고와 군기(軍器)를 관리하

25 『輿地圖書』 建置沿革. “郡治 舊在乾芝山下 今上丁卯移置于葛山江邊”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 “英宗 …… 舊在乾芝山下 丁卯移置于葛山江邊” .

26 김동욱, 1998,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pp.160~161.

27 김기덕ㆍ이재헌, 2001, 「조선후기 충청도 전의현 관아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10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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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기고(軍器庫)도 있었다.

읍치에는 공해와 함께 향교와 제단이 반드시 있었다. 

향교는 중앙정부가 지방 백성들에게 유교를 교육하기 위해 

만든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조선시대 향교는 ‘일읍일교(一邑

一校)’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설립되었다. 즉 지방관이 

파견되던 고을에 향교를 꼭 설치하였다. 『經國大典』에 따르

면, 주(州)·부(府) 등 대읍(大邑)에는 교수(敎授, 종 6품) 

각 1명, 군·현에는 훈도(訓導, 종 9품) 각 1명을 두었다. 교

생(校生)의 정원도 법으로 규정하였다. 부·대도호부(大都

護府)·목(牧)은 각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은 50

명, 현은 30명을 두었다. 

성황사는 작은 건물이었으나, 상징성은 컸다. 고을과 

관련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시고, 수

령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직단과 여단은 

태종 때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禮制)를 본떠 만든 제단으

로서, 수령이 주관하여 제사를 지냈다. 사직단은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신인 직(稷)에게 풍요를 비는 곳이었으며, 여

단은 외로운 혼령에게 돌림병을 막아 달라고 비는 곳이었

다. 사직단과 여단은 제단(祭壇)만 설치되었다. 대개 사직단

은 고을의 서쪽, 여단은 고을의 북쪽에 만들었다. 다만 방

향을 제외한 구체적인 위치는 고을마다 달랐다.

2. 양근관아의 주요건물

조선시대 양근군의 읍치는 고읍면(현 옥천면 옥천리)에 

있다가, 1747년(영조 23)에 갈산(현 양평읍 양근리)으로 이설

되었다. 아사·객사·창고 등의 공해는 갈산으로 이설되었으

나, 향교·사직단·성황사·여단 등의 교육시설과 제단은 고읍

면에 남겼다. 『輿地圖書』와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28을 보

면, 아사·객사·창고·향교 등의 위치를 대략 알 수 있다. 두 

자료에 표기된 양근관아 주요건물의 위치는 <표 1>과 같다. 

아사[동헌]는 한곡리(閑谷里), 객사는 갈산, 전창은 갈

산, 북창은 미원고현, 향교는 고읍면에 위치하였다. 또 사직

단은 고을의 북쪽으로 13리, 성황사는 고을의 북쪽으로 10

리, 여단은 고을의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여지도서』와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에 표기된 양근

관아 주요건물의 위치는 대체로 같으나, 향교의 위치가 사

뭇 다르다. 『여지도서』는 ‘고을의 북쪽으로 13리 떨어진 곳’

에,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은 ‘고을의 북쪽으로 15리 떨어

진 고읍면’에 있다고 전한다. 

양근향교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5세

기에 편찬된 『東國輿地勝覽』學校條에 “在郡西三里”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근향교는 조선 초기에 창건되

었다. 그러나 양근향교의 연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여지도서』와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의 서로 다른 

기록이 단순한 오기(誤記)인지, 아니면 18~19세기 사이에 

양근향교가 이설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 관직 항목에는 ‘군수 1

원,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軍官) 25인, 아전 30인, 지인

28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은 1899년(광무 3) 읍지 상송령(上送令)에 따라 양근군이 편찬하여 중앙에 올린 읍지이다. 이 읍지는 1899년에 편찬되었으나, 실제 

1894∼1895년에 편찬된 『畿甸邑誌』 「楊根邑誌」事例를 그대로 전사(轉寫)하였다. 또 『기전읍지』, 「양근읍지」사례도 1842년경 편찬된 『京畿誌』, 「양근읍지」

를 저본(底本)으로 하였다.

표 1. 양근관아 주요건물의 위치

건물명 『여지도서』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

아사 在閑谷里 在閒谷里

객사 在郡南葛山里 在郡南葛山江邊三里

전창(前倉) 在郡南葛山里 在郡南葛山江邊

북창(北倉) 在郡北六十里迷源古縣 在郡北六十里迷源古縣

향교 在郡北十三里 在郡北十五里古邑面

사직단 在郡北十三里 在郡北十三里

성황사 在郡北十里 在郡北十里

여단 在郡北十五里 在郡北十五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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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印) 20인, 사령 10명, 기수(旗手) 12명, 관노(官奴) 13명, 

관비(官婢) 6명 등’의 관속(官屬)이 기록되어 있다.29 지방관

아 관속들의 신분은 각자 달랐다. 수령은 관인양반(官人兩

班)이었으며, 좌수·별감 등의 향임(鄕任)들은 재지사족이

었다. 그리고 군무 및 토포를 담당하였던 군관과 행정업무

를 담당하였던 아전들은 중인이었다. 또 관인(官印)을 담당

하는 지인과 수령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령·관노비 등은 천

인(賤人)이었다.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관속은 통치 및 감독의 기능을 

맡은 수령과 향임, 관아의 실무를 보는 아전과 군관, 관아

의 잡무를 담당하는 사령 및 관노 등으로 이루어졌다.30

따라서 지방관아는 세 계층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구

성되었다. 관속의 신분에 따라 지방관아의 공간 및 건물을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수령의 업무공간인 아사[동헌]와 향임·군관·아전의 

실무공간인 향청·군관청·작청 등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였다.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지인·사령·관노·관비 등의 천인 계층은 각자의 임무에 따

라 공간이 결정되었다.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거처는 

수령의 통치공간과 가까웠고, 향임·아전·군관들을 보좌하

는 사람들의 거처는 실무공간에 가까웠다.

『여지도서』와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에 별도로 기록

되지 않았지만, 양근관아에는 향임의 공간인 향청, 아전의 

공간인 작청, 군관의 공간인 군관청, 잡무를 맡은 사람들의 

공간인 사령청·지인청·관노청 등의 건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3. 지평관아의 주요건물

『여지도서』와  『 砥平郡邑誌與地圖』에 조선후기 지평

29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 官職. “郡守一員從四品門蔭武互差置座首一人別監二人軍官二十五人衙前三十人知印二十人使令十名旗手十二名官奴十三名官

婢六名”.

30 관아의 구성원에 양인(良人)은 없었다. 국가의 역(役)과 세(稅)를 부담하였던 양인은 통치의 대상이었다(김기덕, 2004, 「조선후기 지방관아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13권 1호 통권 3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pp.17).

31 김기덕, 2004, 앞의 논문, pp.16.

표 2. 관속의 신분과 관아의 주요건물31

직명 신분 건물명 종류 및 별칭

수령 양반 아사[동헌] 목사·군수·현감·현령 등

좌수 양반 향청 향대승(鄕大丞)

별감 양반 향청 좌우부승(左右副丞)

군관 중인 군관청
장관, 군관(또는 兵房掌務), 

포교(또는 討捕都將)

아전 중인 작청 육방임(六房任), 읍리(色吏)

지인 천인 지인청
시동(侍童), 통인, 

책방통인(冊房通引)

사령 천인 사령청

일수(日守), 문졸(門卒), 

나장(羅將), 

도사령(都使令 또는都頭)

관노 천인 관노청

시노(侍奴 또는 及唱), 

수노(首奴), 공노(工奴), 

구노(廐奴 또는 驅從), 

방노(房奴 또는 房子), 

포노(庖奴 또는 肉直), 

주노(廚奴), 

창노(倉奴, 園丁 兼職)

관비 천인 관노청

기생(또는 酒湯), 

비자(婢子 또는 水汲), 

침비(針婢)

표 3. 지평관아 주요건물의 위치

건물명 『여지도서』 『지평군읍지여지도』

내동헌(內東軒) 六間 六間

외동헌(外東軒) 八間 八間

아사 十五間 十五間

객사 十六間 十六間

군기고 四間 四間

창고 十三間 十三間

향교 在縣西二里 在縣西二里

사직단 在縣西 在縣西

문묘 在鄕校 在鄕校

성황사 在縣北 在縣北

여단 在縣北 在縣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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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 건물들의 위치와 규모가 간략히 나타난다. <표 3>을 

살펴보자.

『여지도서』와 『지평군읍지여지도』에 기록된 지평관아 

건물들의 규모와 위치는 똑같다. 다만 특이점 두 가지가 발

견된다. 첫째 실무를 보는 건물은 규모만 적혀 있고, 향교와 

제단은 위치만 기록된 점이다. 대개 지방관아를 조성할 때, 

향교와 제단은 고을 밖에, 공해는 고을 안에 설치하였다. 굳

이 고을 안에 몰려있는 동헌·객사·창고 등의 위치 및 거리

를 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동헌과 아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이다. 수령

의 공간은 공적공간인 아사와 사적공간인 내아로 이루어졌

다. 아사는 수령의 정청(政廳)으로서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

지던 곳이다. 내아는 수령과 그의 가족이 생활하던 곳이다. 

일반적으로 아사는 동쪽에 위치해서 동헌[외동헌]이라 했

고, 내아는 서쪽에 위치해서 서헌[내동헌]이라 불렀다. 아사

와 동헌은 일반적으로 같은 건물을 말한다. 그런데 지평관

아는 외동헌과 아사가 함께 존재한다. 구(舊) 동헌과 신(新) 

동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 수 있고, 용도가 다른 건물일 수

도 있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여지도서』와 『지평군읍지여지도』는 동헌·객사·향교·

군기고·성황사·사직단·단묘 등의 정보만 전한다. 하지만 

지평관아의 관속은 ‘현감 1인·훈도 1인·좌수 1인·별감 2

인·군관 30인·아전 11인·지인 5인·사령 8명·관노 11명·관

비 5명 등’이었다.32 그렇다면 지평관아도 각 관속이 거처하

면서 업무를 보는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즉 향청·작청·군

관청·사령청 등의 건물도 존재했을 것이다.

Ⅳ. 문헌으로 찾은 양근ㆍ지평 관아 터

1. 양근관아 터

양근군의 읍치는 고읍면(현 옥천면 옥천리)에 있었으

나, 1747년(영조 23)에 갈산(현 양평읍 양근리)으로 옮겼다. 

아사·객사·창고 등의 공해는 새 읍치인 갈산으로 이설되었

으나, 향교·사직단·성황사·여단 등은 옛 읍치인 고읍면에 

남겼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우의정 민응수(閔應洙)가 아뢰기를, “읍치 이전의 편부

(便否)는 신(臣)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흉년의 민폐가 참으

로 장계의 사연과 같습니다. 시굴거영(時屈擧贏)의 뜻으로 

장청까지 하였다면 막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 시작한 역사를 즉시 정지하라고 명한다면, 비단 일이 전

도(顚倒)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봄에 공사를 중

지하면 이전에 지정한 재정(財政)이 없어지기 쉬우며, 중지

한 뒤 다시 역사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실로 민망합

니다.” 하니, …… 임금이 이르기를 도신(道臣)이 다시 적간

(摘奸)하여 그 편부(便否)를 살펴보고, 읍치를 옮기는 일이 

만일 긴요하지 않다면 바로 정지하고, 획급한 물력(物力)은 

진정(賑政)의 밑천에 보태게 하라”고 하였다.33

병조참판 김상로(金尙魯)가 아뢰기를, “신이 이 일에 

대해 들은바가 있어 감히 진달합니다. 만일 지금의 읍기(邑

基)가 참으로 좋아서 반드시 옮길 필요가 없다면 그만이나, 

읍기를 옮기는 것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옮기고자 하는 

곳이 토호(土豪)의 집터라는 이유로 조정의 명이 바로 그치

고 역사를 중도에 철거했다는 말이 과연 듣는바와 같다면 

진실로 법강(法綱)에 관계된 일입니다.” …… “신이 들은 바

는 이와 다릅니다. 그 지형이 호로병(葫蘆甁)의 모양과 같

은데 홍가의 선산 분묘가 제 1국(局)에 있고, 홍가의 집터가 

제 2국인데 당초부터 별국(別局)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 그 

집터에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홍가가 방해하여 다시 집터의 

32 『砥平郡邑誌與地圖』 官職. “縣監一人從六品諸縣監同〇文南武醫除拜 訓導一人今罷置其屬座首一人別監二人軍官三十人衙前十一人知人五人使令八名

官奴十一名官婢五名”.

33 『備邊司謄錄』 117冊, 英祖 23년 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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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外局)으로 옮기려 하였는데, 홍가가 또 저지했다고 합

니다. 읍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하나의 토호

에 구애되어, 마침내 이루지 못한다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

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읍기(邑基)를 다시 처음 잡았던 곳

으로 지정해야 법강이 바로 행해진다고 여깁니다.”34

조선후기 중앙정부는 주로 관방상의 문제로 지방 군

현의 읍치를 이설하였다.35 하지만 풍수명당을 찾아, 읍치

가 이설된 사례도 있었다. 1747년(영조 23) 양근군의 읍치

는 ‘邑基가 좋다’는 이유로 고읍면에서 읍내면으로 옮겨졌

다. 즉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자리로 읍치가 옮겨졌다. 

하지만 기근, 토호의 방해, 재정 부족 등으로 아사·객사·창

고 등의 공해는 새 읍치로 이전하였으나, 향교·사직단·성황

사·여단·북창 등의 교육시설과 제단은 못 옮긴 것으로 보

인다. 새 읍치(읍내면)로 옮긴 공해의 위치를 『여지도서』와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에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아사[동헌]는 ‘한곡리(閑谷里 또는 閒谷里)’에 있었다. 

하지만 한곡리는 현 지명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여지

도서』 에 ‘관문리는 관아 앞에 있다’36라는 기록이 있다. 관

문리는 현 양평읍 양근리 관문거리로서, 양일중·고등학교 

아랫마을 일대이다.37 따라서 아사[동헌]가 있던 한곡리는 

현 관문거리 일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양근군은 조선후기 천주교의 중심지 중 한 곳이

었다. 이 때문에 1801년 신유박해 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

다. 교회기록에 따르면, 양근에서 순교한 신자는 윤유일·윤

관수·이재몽·이괘몽·조동섬·조상덕 등 총 13명이었다. 양

근관아는 신유박해 때 양근지역 천주교 신자들을 치죄(治

罪)하던 곳이었다. 조선후기 양근군의 읍치였던 양근리 일

대에는 천주교 사적지가 많다. 아사[동헌] 터·참수 터·감

옥 터 등이 대표적인 천주교 사적지이다. 천주교 측은 아사

[동헌] 터를 양일중·고등학교 인근으로 주장한다. 다음 <평

화신문>과 <카톨릭신문>의 기사를 살펴보자.

34 『備邊司謄錄』 117冊, 英祖 23年 2월19일.

35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이읍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pp.236~237.

36 『輿地圖書』 楊根 方里. “邑內面 …… 官門里在官門前編戶六十男七十三口女二十四口”.

37 국립중앙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1, pp.135 ;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양평군지』中, 양

평군, pp.886.

표 4. 읍내면으로 옮긴 양근관아 건물

건물명 『여지도서』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

아사 在閑谷里 在閒谷里

객사 在郡南葛山里 在郡南葛山江邊三里

전창(前倉) 在郡南葛山里 在郡南葛山江邊

사진 1.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아사 터(좌)와 양근관아 터 표석(우) (출처 : 카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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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양근군의 치소는 고읍면(현 옥천면)에 있다가 

1747년(영조 12)에 현 양평읍내로 이전되었으며, 그 위치는 

현 양평읍내 관문거리에서부터 100m 북쪽까지로 관아 전

체는 남향이었다. 본래 관아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작은 동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지금은 북쪽 정상에 초등학교

가, 감옥 터 서쪽 동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38

양평 양일중고등학교 인근은 예전의 ‘양근관아 터’로 

지목되는 곳이다. 굵은 고목(느티나무)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한 집(양근5리 151번지)은 예전의 ‘관아’이며, 순교자들은 

이곳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의 양평시장 길을 통해 남한

강 백사장으로 향했다고 추정된다.39

『여지도서』·『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신문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조선시대 양근 아사[동헌] 터는 ‘현 양일중·고

등학교 아랫마을 일대’로 보인다.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 

지도와 위성지도를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다. 고지도에 표

시된 아사[동헌] 앞을 흐르는 냇가[川]와 위성지도의 양일

중·고등학교 앞의 냇가[川]의 형태가 유사하다. 도로는 변

할 수 있으나, 냇가[川]는 복개공사를 하지 않는 한 대개 유

38 <평화신문> 2010. 5. 9 (제1067호).

39 <카톨릭신문> 2010. 5. 2 (제2695호).

그림 1.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지도(좌)와 위성지도로 본 양근 동헌 터(우)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좌〉; 네이버 위성지도〈우〉).

사진 2. 양근 아사[동헌] 터 추정지의 위성지도(좌)와 항공사진(우) (출처 : 네이버 위성지도<좌> ; 유동호ㆍ김정인, 2017, 『양평 양근ㆍ지평 추정 관아지 학술 

 기초조사 보고서』, 양평문화원ㆍ(재)한성문화재연구원 , pp.37<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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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다. 또 고지도를 보면 양근군의 아사[동헌]는 작은 동

산에 둘러싸였다. 위성지도를 보면, 양일중·고등학교 일대

를 둘러 싼 동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아사[동헌] 터를 찾으려면 고문헌 뿐 만 아니

라, 실증적인 구술 자료와 유물도 필요하다. 앞서 ‘관아는 

현 관문거리부터 북쪽으로 100m이었으며, …… 북쪽 정

상에 초등학교가, 감옥 터 서쪽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라는 

<평화신문> 기사와 ‘순교자들은 관아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의 양평시장 길을 통해 남한강 백사장으로 향했다’는 

<카톨릭신문> 기사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아사[동헌] 터

는 ‘현 양근중학교 앞 양평읍 관문1길 15(양근리 151) 일대’

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관문1길 일대(양근리 147~151번지)에서 조선시

대의 백자편·도기편·청해파문기와(靑海波文平瓦) 등이 발

견된다. 특히 ‘共瓦’문자가 새겨진 기와편은 관문1길 일대가 

동헌 터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물이 발견되는 범위는 관

문1길의 서쪽에 위치한 오은빌리지 주변부터 동쪽의 양일

고등학교 등교 길까지이다. 

또한 현재 폐가(廢家)인 양근리 151-30번지 주택에

서 잘 다듬어진 장대석이 발견되었다. 이 주택은 주춧돌·

담장·장독대 등에 장대석을 사용하였는데, 옛 아사[동헌]

의 부재들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40 현재 관문1길 일대

는 모두 개발되어, 아사[동헌]의 흔적은 거의 없다. 다만 유

물이 발견되는 양근리 147~151번지에 아사[동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근 객사는 ‘고을의 남쪽 갈산리’에 있었다. 갈

산리는 ‘관문[동헌]에서 남쪽으로 2리 떨어진 곳’41으로서, 

현재 양평읍 양근리 강변길 일대이다. 다음 세 기록을 통해 

객사의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자.

객사는 관문 남쪽으로 3리 떨어진 갈산강변에 있다42

객사터(客舍-) 양근리에 있는 양근군의 객사터로 양

근대교 위 옛나루터 위쪽43

경기 양평군은 구한말 의병과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기억의 징검다리' 문화재 표석 설

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 이 외에도 독립운동가 몽

양 여운형 선생이 1907년 세운 신식학교인 광동학교의 터

와 조선시대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됐던 

양근 객사터(현 양평경찰서)에 표석이 설치됐다.44

40 유동호ㆍ김정인, 2017, 『양평 양근ㆍ지평 추정 관아지 학술기초조사 보고서』, 양평문화원ㆍ(재)한성문화재연구원, pp.38~39.

41 『輿地圖書』 楊根 方里. “葛山里自官門南距二里編戶三十三男二十八口女六十三口”.

42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官衙.

43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앞의 책 中, pp.886.

44 <뉴시스> 2016. 12. 21.

사진 3.  관문1길 채집 유물과 유적 : ①양근리 151-30 폐가 전경 ②양근리 

151-30 폐가 초석 ③양근리 151-30 폐가 장독대 ④양근리 151-

30 폐가 채집유물 ⑤양근리 147 채집유물 ⑥양근리 147 채집 ‘共

瓦’ 기와(출처 : 유동호·김정인, 2017, 앞의 책,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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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양평경찰서와 양근나루터 추정지 전경 (출처 : 유동호·김정인, 2017, 앞의 책, pp.42).

그림 2. 『양근군읍지여지도성책』지도(좌)와 위성지도로 본 양근 동헌과 객사(우)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좌〉; 네이버 위성지도〈우〉).

그림 3.1918년 근세지형도와 현재 지도 합성 (출처 : 유동호·김정인, 2017, 앞의 책,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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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록을 종합하면, 양근군의 객사는 ‘아사[동헌]에

서 남쪽으로 3리(약 1200m) 떨어진 옛 나루터 위쪽’에 있

었다. 그 곳은 ‘현 양평경찰서(양평읍 양근리 280)’ 자리이

다. 실제 객사 터로 추정하는 양평경찰서는 옛 나루터 위에 

위치하며, 아사[동헌] 터로 추정한 ‘양근중학교 앞 양평읍 

관문1길 15(양근리 151)’에서 남쪽으로 약 1Km 거리에 있

다. 양평경찰서 주변에서 객사와 관련한 유적 및 유물은 발

견되지 않는다. 다만 양평경찰서 근처의 양평역 앞에 천주

교 성지 표석이 설치되어 있어, 양평역과 양평시장 일대가 

관아 터였음을 알 수 있다<사진 1 참조>.45

19세기까지 양근 동헌과 객사는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곧게 뻗은 길로 이어졌다<그림 2 참조>. 동헌에서 객

사로 이어지던 길은 일제강점기에 철도가 관통하면서 끊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길은 현재 양평읍 관문 1길과 양평시

장 17길로 추정된다. 1918년에 간행된 양평 근세지형도와 

현재 지형도를 겹치면, 현재의 양평역을 두고 끊어진 길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46

2. 지평관아 터

조선시대 지평현의 읍치는 ‘현 양평읍 관교길 33-6(지

평면 지평리 248-1)’47로 추정된다. 지평관아의 여러 건물 중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물은 객사와 아사[동헌]

이다. 평생 지평면에서 살아 온 이청구 씨(1931년 생)는 ‘현 

지평리 238번지가 객사였고, 객사 앞에 월하마을로 갈 수 

있는 돌다리 학교(鶴橋)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청구씨의 구

술은 『여지도서』의 “학교(鶴橋)는 객사의 앞에 있다”48라는 

기록과 일치한다. 따라서 객사의 위치는 ‘현 지평리 238번

지’가 거의 확실하다. 다음은 이청구씨의 구술 내용이다.

이청구 : 관아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없었기

에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듣거나 관아 터와 관계된 부분을 본 

것을 증언하겠다. 지평은 관아 있던 지역인 관교, 개울 넘어 

월하, 광탄으로 가는 길 밑 여촌, 잔등너머 마산[말미] 등 4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지금 빨간 지붕 이청우 씨

의 집(248~250번지)이 관아 터라고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

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곳에는 기왓장이 널려 있었다. 우리

는 주운 기왓장을 갈아 팽이를 깎아 놀았다. 박민구 씨(5년

전 사망)가 살아 있을 적에 이 집 옆 논에서 을미의병 출정

식을 재현했었다. 또 병국이네(?) 집(현재 거주자는 이옥희 

씨 : 238번지)은 객실[客舍]이 있었고 그 앞 개울가 사이 공

간은 연무장 터라고 들었다. 

이청구 : 이 돌다리는 연무장터라고 불리었던 앞 개천

에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현재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었다.

문헌과 구술을 통해 객사 터로 추정되는 지평리 238

번지에서 객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38번지 주

택의 북쪽 일대에서 백자편과 다양한 기와편이 발견되어, 

이 일대에 기와 건물지가 있었음을 알려준다.49

조선시대 지평현 객사의 모습은 「지평현객사중영기」

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가운데 대청(大廳)이 있었고, 좌·

우에 동헌(東軒)과 서헌(西軒)이 있었다. 서헌의 동서쪽에 

아방(兒房)이 있었으며, 대청은 남쪽을 향했는데 좌·우에 

윗방이 있었다. 그리고 좌·우의 긴 행랑이 아전들이 머무

는 작청과 연결되었다.50

관아에서 객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물이 아사[동

45 유동호ㆍ김정인, 2017, 앞의 책, pp.41~42.

46 유동호ㆍ김정인, 2017, 앞의 책, pp.34.

47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앞의 책 中, pp.979. “관교 : 옛날 지평관아와 향교가 있던 곳”.

48 『輿地圖書』 砥平 橋梁. “鶴橋在客舍前”

49 유동호ㆍ김정인, 2017, 앞의 책, pp.46~47.

50 『太虛亭文集』, 卷一, 砥平縣客舍重營記. “西軒東西兒房 南大廳東西上房 左右長廊 以至吏廳大門 莫不營構 以間計者摠三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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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다. 이청구 씨는 “지평리 248~250번지 일대가 관아

[동헌] 터라고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한다. 『여지도

서』와 『지평군읍지여지도』에 기록된 향교·사직단·성황사·

여단 등의 위치를 보면, 구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향교

와 사직단은 고을의 서쪽에, 성황사와 여단은 고을의 북쪽

에 있었다. 특히 향교는 고을로부터 서쪽으로 2리(800m) 

떨어져 있었다. 실제 지평리 343번지에 소재한 지평향교와 

아사[동헌]로 추정되는 지평리 248~250번지의 거리는 약 

800m정도이다. 또한 지평리 248번지 일대에서 조선후기 

건물의 기와·자기 등이 많이 발견된다.51 구술·문헌·유물 

등을 종합하면, ‘지평리 248번지 일대’는 아사[동헌] 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동헌 터로 지목되는 지평리 248-1번지의 주택은 

옛 동헌의 부재를 이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

은 붉은색과 파란색의 ‘ㄱ’자 모양의 두 건물이 마주보는 구

조로서, 평면 ‘ㅁ’자 형태를 띤다.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었

으나, 벽면은 나무기둥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획하였다. 주

택의 뒤편엔 옛 동헌의 부재를 이용하여 쌓은 석축이 담장

을 구성한다. 또 주택 주변에서 다양한 백자편과 기와편이 

발견된다.52

그림 4. 지평 동헌[아사] 추정지와 지평향교의 거리(출처 : 네이버 위성지도).

사진 5. 지평리248-1 주택 모습과 채집유물 : ①주택 측면 ②축대 ③채집 

 기와편 ④채집 백자편 (출처 : 유동호·김정인, 2017, 앞의 책,  

 pp.46).

51 지평리 248번지와 250번지 일대에서 조선시대 백자편ㆍ도기편ㆍ청해파문와ㆍ어골문와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물이 발견되는 범위는 동쪽의 지평리 

254번지 일대부터 서쪽의 지평리 479번지까지이다(유동호ㆍ김정인, 2017, 앞의 책, pp.43). 

52 유동호ㆍ김정인, 2017, 앞의 책, p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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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사와 아사[동헌] 외의 건물들은 지방관아의 공간구

성 원칙과 고지도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아사[동헌]를 중심으로 수령의 

사적공간(燕朝領域)， 수령의 정무공간(治朝領域), 관속의 

실무공간(外朝領域)으로 구성되었다. 

좌수·별감 등의 향임이 머무는 향청, 아전들이 

머무는 작청， 군관들이 머무는 장관청·군관청 등은 외삼문 

(外三門) 밖에 배치되었다. 실무공간(외조영역)을 외삼

문 밖에 설치한 이유는 실무자들의 업무를 보장하고, 고

을 백성들의 민원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향청

은 사창·객사ㆍ작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향청은 본

래 유향소로서 수령의 자문기구였으나, 점차 고을의 재정과 

아전의 근무태도를 감찰하는 기구로 변하였다. 이 때문에 

사창·작청 등과 붙어 있었다. 

형리가 머무는 형리청과 사령이 거처였던 사령청은 외

삼문 안쪽에 있었으며, 관노비들이 있었던 관노청·통인청

(通引廳)·급창방(及唱房) 등은 내삼문 안쪽에 위치하였다. 

특히 관노비들이 머무는 건물은 수령의 편리함을 위해 대

개 동헌의 좌우에 배치되었다.

1872년에 제작된 「지평현여지도」를 보면, 지평관아는 

공간구성 원칙에 따라 각 시설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평관아는 기본적으로 수령의 정무공간(치조영역), 수령의 

사적공간(연조영역), 관속의 실무공간(외조영역)으로 구분

되었다. 내삼문 안쪽에 동헌과 내아를 배치했고, 외삼문 밖

에 객사·향청·장청·작청·창고 등을 배치하였다. 지평관아

의 각 시설들의 위치를 표시하면, <그림 5>와 같다.53

Ⅴ. 맺음말

양근관아와 지평관아를 자세히 다룬 문헌이 거의 없

어, 두 관아의 흔적을 정확히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방

관아의 공간구성 원칙 속에서 남아있는 문헌·고지도 등을 

분석하니, 두 관아의 연혁·규모·위치 등을 대략 찾을 수 

있었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근대 사회에서 관아가 있었던 읍치는 고을의 중심 

공간이었다. 일반적으로 고려 중기 이전의 읍치는 산성에 

있었고, 중기 이후의 읍치는 읍성에 있었다. 그렇다고 고려 

중기 이후 모든 읍치가 읍성에 있던 것은 아니다. 해안가 고

을의 읍치는 읍성에 있었으나, 내륙의 고을은 읍성 없이 관

아만 있었다. 양근군과 지평현도 관아만 있었던 고을이었

다. 양근과 지평지역에는 고려시대까지 읍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산성 및 관아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53 문헌과 구술을 바탕으로 추정한 지평관아의 건물들은 현재의 관교길(지평리 239~249번지)을 따라 분포하였다.

그림 5. 지평관아의 공간구성 및 주요건물 추정지(출처 : 『지평현여지도』1872년 지방지도〈좌〉; 네이버 위성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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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지평의 관아는 조선 초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

다. 양근과 지평은 조선 초부터 수령이 파견되었으며, 향교

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수령이 파견되는 지역

에 향교를 꼭 설치했다. 또 양근관아의 동헌이 1703년(숙종 

29)에, 지평관아의 객사가 1465년(세조 11)에 중수되었다. 

관아의 핵심시설이었던 동헌과 객사가 중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관아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초에 양근과 지평 지역에 관아가 설치된 것은 

분명하다.

『여지도서』와 『읍지』에 보이는 양근·지평관아의 건물

은 아사·객사·창고·사직단·성황사·여단 등이다. 하지만 

향청·작청·군관청·사령청·지인청·관노청 등도 건물도 있

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관아에 향임·아전·군관·사령·

지인 등의  관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관아의 구성원들은 각자 신분과 업무에 따라 자신들

의 업무공간을 가졌다. 

문헌상 양근 아사[동헌] 터로 지목된 지역은 ‘현 양근

중학교 앞 양평읍 관문1길 15(양근리 151)’이다. 실제 관문1

길 일대에서 조선시대 백자편·기와편 등이 발견되며, 일부 

주택에서 옛 동헌의 장대석을 재활용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한편 양근 객사 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 양평경찰서 주변’

이다. 하지만 양평경찰서 주변에서 객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양평경찰서 근처의 양평역 앞에 천주교 성지 

표석이 있어, 이 일대가 관아 터였음을 알 수 있다. 

지평관아의 주요건물(동헌·내아·작청·장청·군향

고·연무정·화약고·향청·객사 등)은 현 관교길(지평리 

238~250)을 따라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정확

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물 터는 객사와 동헌[아사] 터이다. 

객사 터로 지목된 지평리 238번지는 주민의 구술과 문헌 

내용이 일치하며, 동헌 터로 추정된 지평리 248~250번지 

일대는 백자편·기와편·옛 동헌의 담장 등이 발견된다. 

양근·지평 관아의 터로 지목한 곳들은 간략히 남은 

문헌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정확한 관아의 터를 찾기 

위해서는 두 관아의 연혁·위치·규모 등이 자세히 기록된 

문헌과 실증적인 유물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가 향후 양

근관아와 지평관아의 실체를 찾는데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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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modern society, the central spaces in local counties were known as Eupchi (邑治), in which Gwan-a (官衙). The 

Eupchi located in seaside counties were in Eupseong, whereas the Eupchi of inland counties only included a Gwan-a, and did 

not have a fortress. Yanggeun-gun (楊根郡) and Jipyeonghyeon (砥平縣), which currently form Yangpyeong-gun (楊平郡), 

were counties where only Gwan-a existed. 

At present, there are few traces of the Gwan-a in Yanggeun and Jipyeong.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exactly verify the 

history, scale and location of these two Gwan-a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rough estimation of the histories, 

scales and sites of these Gwan-a by analyzing the relevant literature and ancient maps that are scatte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patial organization of local Gwan-a. 

The Yanggeun and Jipyeong Gwan-a appear to have been built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is 

assertion: First, in Yanggeun and Jipyeong, Suryeong (守令) were first officially appointed after the early Joseon period. Once 

Suryoeng were appointed to such counties, the Gwan-a in which they would serve c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Dongheon (東軒) 

in Yanggengun and the Gaeksa (客舍) in Jipyeonghyeon were rebuilt in 1703 (2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1465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respectively; thus; the Gwan-a must have existed since the early Joseon period.. 

Third, in Yanggeungun, the Hyanggyo (鄕校) had existed since the early Joseon period, as the Joseon government 

necessarily established the Hyanggyo in areas where Suryeong were established.

The facilities of local Gwan-a in the Joseon period were largely divided into gonghae (公廨), educational institutes, and 

alters. The gonghae was a facility in which the Suryeong and Gwanwon (官員) managed administrative, judicial and military 

affairs, and consisted of the A-sa (衙舍), Hyeongcheong (鄕廳), Jackcheong (作廳), Gaeksa (客舍), Gungwancheon (軍官

廳), and so on. The education institute was called a Hyeonggyo, while alters included the Sajikdan (社稷壇), Seonghwansa (城

隍祠) and Yeodan (厲壇). Both the Yeongeun and Jipyeong Gwan-a also consisted of such facilities as A-sa, Hyangcheong, 

Jakcheong, Gaeksa, Gungwancheong, Hyeonggyo, Changgo, Sajikdan, Seonghwangsa, Yeodan, Saryeongcheong, Jiincheong 

and Gwannocheong. 

The present sites for both Gwan-as cannot be identified with any certitude. However, they can be roughly identified by 

connecting the related literatures, oral statements and relics with the principles of spatial organization of local Gwan-a in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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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of the Yanggeun A-sa (Dongheon): the whole of # 15, Gwanmun 1-gil, Yangpyeong-eup (Yanggeun-ri 

151) in front of Yanggeun Junior High School at present.

● Address of Yanggeun Gaeksa: around the Yangpyeong police station at present.

●  Address of Jipyeong A-sa(Dongheon): the whole of Jipyeong-ri 248-250, Jipyeong-myeon at present.

●  Address of Jipyeong Gaeksa: the whole of Jipyeong-ri 238, Jipyeong-myeon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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