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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巿史) 上』, 1998, pp. 132~134.
4)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市史) 1』, 2009,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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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巿史) 上』, 1998, p. 137. 
6)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巿史) 上』 , 1998, p. 138.  
7)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巿史) 下』, 1998,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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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巿史) 上』, 1998,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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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巿史) 下』. 1998, pp. 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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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탄 어린이 천문대 홈페이지. (http://www.astrocam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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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市史) 1』, 2009, p. 25.
12) 여계산 애기바위 안내 판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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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계산에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금암동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

내던 당집 터와 정자가 있다. 산신제는 금암동 마을에서 제일 신

성시하던 행사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날 엄숙하게 지냈으며, 

2003년 마을이 해체되기 전까지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예전의 당

집은 세교 1지구 개발로 인해 2003년 이후 산신제의 명맥이 끊겼

으며, 당집도 헐리게 되었다. 그리고 당집이 헐린 자리에 지금의 

정자가 지어졌다. 사라진 산신제는 2013년부터 매년 독산성문화제

때 금암향우회에 의해 고인돌 공원에서 재연되고 있다.14)  

13) 이인경, 「여계산 또 하나의 전설 “장군바위”」, 『생생오산』, 
2014.03.20.

14) 여계산 당집 터 안내 판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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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巿史) 上』, 1998, pp. 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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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산독산성문화제 홈페이지, (http://www.doksanse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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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산시편찬위원회, 『오산시사(烏山市史)』, 2009, pp. 29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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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홈페이지, (http://doksanseongfood.com/).
19) 오산사랑 홈페이지, 관광안내 카테고리, 「독산성 삼림욕장」, 

(http://loveo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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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기옛길이 발표한 독산성길의 총 길이는 7.2km이나 본 연구는 실제 
답사를 통해 독산성길 거리 안내판 기준으로 측정한 8.38km를 독산성
길의 총 길이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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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쓰에 홈페이지(VISIT MATSUE)”, (https://www.matsue-castle.jp/index.html).
22) 신광철 외, 「독산성 남문(진남루)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

구」, 2014, p. 84.
23) 위의 글,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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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의 글, p. 84.
25) 위의 글,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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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종면 외, 「2013 읍면발전계획 핵심리더 국외연수(벤치마킹)참가 결과 
보고서」, 2013. p. 3.

27) 위의 글, p. 12.
28) 신광철 외, 앞의 글,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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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쓰에 역사관 홈페이지. (https://www.matsu-reki.jp/).
30) 신광철 외, 앞의 글,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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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정부관광국. 지역관광정보 카테고리. 「주고쿠-시네마현-마쓰에」. 
(https://www.welcometojapan.or.kr/).
32) 호리카와 유람선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atsue-horikawameguri.jp/language/kr/index.html)
33) 신광철 외, 앞의 글,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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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의 주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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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김선회,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경인일보』,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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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봉석, 「울산 방어동 성끝마을, 벽화로 ‘새 단장’」, 『울산제일일보』,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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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포인트 배너, 바스켓입간판 철제배너 채움간판 이미지, https://smartstore.naver.com/banner.
38) 조근영, 「해남군 땅끝마을에 1년 뒤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 설치」, 『연

합뉴스』, 2018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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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實錄』 卷72, 26年9月 26日 乙丑.
『華城誌』 卷2· 「山城」 
서울大學校 奎章閣編, 『京畿道邑誌』1,「水原府邑誌」· 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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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연구보조원(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
료)

2) 김문식, ｢18세기 후반 正祖 陵行의 意義｣, 韓國學報 23, 일지사, 
1997; 김정훈, ｢正祖代 陵幸의 성격과 그 변화｣,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6. 

3) 윤진영·이상해, ｢정조의 현륭원 원행 의의와 역사문화환경으로의 보존방
안: 시흥길에 분포된 시설물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 대한건축학회, 2005; 정해득, ｢顯隆園의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에서 
正祖의 역할｣, 서울학연구 51, 서울학연구소, 2013; ｢정조의 영우원·
현륭원 원행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75, 조선시대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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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성환,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
학보 76, 조선시대사학회, 2016;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8일, 효
형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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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英祖實錄 卷20, 英祖 4年 11月 壬申(26日).
5) 承政院日記 英祖 4年 12月 戊寅(2日).
6) 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啓辭秩｣, 戊申 11月 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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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啓辭秩｣, 戊申 11月 26日.
8) 英祖實錄 卷21, 英祖 5年 1月 辛未(26日).
9) 英祖實錄 卷75, 英祖 28年 1月 甲申(22日).
10)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3月 初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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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英祖實錄 卷103, 英祖 40年 2月 壬寅(20日).
12) 英祖實錄 卷127, 英祖 52年 1月 己亥(27日). 
13)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3月 19日.
14) 처음 도감의 도제조는 영의정 김양택(金陽澤)이었는데(眞宗追崇都監儀

軌 ｢啓辭秩｣, 丙申 3月 21日.), 약 한달 뒤 영의정 김양택(金陽澤)이 
차자를 올려 총호사(摠護使)의 소임을 해면해 주기를 바라므로, 그대로 
윤허하고, 좌의정 김상철(金尙喆)로 대신하였다(眞宗追崇都監儀軌 ｢啓
辭秩｣, 丙申 4月 22日.). 이후 김상철이 파직되면서(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6月 25日.), 우의정 정존겸(鄭存謙)을 추숭도감의 도제조
로 임명하였다(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6月 26日.).

15)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3月 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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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眞宗追崇都監儀軌 ｢一房儀軌｣. 
17) 眞宗追崇都監儀軌 ｢二房儀軌｣. 
18) 眞宗追崇都監儀軌 ｢三房儀軌｣. 
19) 眞宗追崇都監儀軌 ｢造主所儀軌｣.
20)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6月 12日.
21)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7月 22日.
22)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7月 30日.
23)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3月 19日.



정조의 영릉 행행과 그 의미 │ 67

24)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3月 21日.
25)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4月 12日.
26)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3月 22日.
27) 成宗實錄 卷2, 成宗 1年 甲辰(25日); 卷97, 成宗 9年 10月 辛卯(3

日).
28)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3月 29日.
29)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4月 13日.
30)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8月 初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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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8月 初6日.
32)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8月 初6日.
33)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8月 初7日.
34)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8月 初6日.
35) 眞宗追崇都監儀軌 ｢啓辭秩｣, 丙申 8月 初9日.
36) 眞宗追崇都監儀軌 ｢儀註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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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日省錄 正祖 卽位年 8月 甲寅(15日).
38)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5月 辛酉(2日).
39)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11月 壬子(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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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표 1>은 김문식, ｢18세기 후반 正祖 陵行의 意義｣, 韓國學報 23, 
일지사, 1997, 39쪽, 표1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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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丁酉(1日).
42)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戊戌(2日).
43)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戊戌(2日); 2月 壬寅(6日). 
4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丙午(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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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戊申(12日). 
46)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己酉(13日).
47) 숙종대에 왕릉에 국왕이 친림하여 전알하는 예는 봄은 2월·3월, 가을에

는 8월·9월로 한다는 규범이 마련되었다( 受敎輯錄 ｢禮典｣, 雜令.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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陵親臨展謁, 春則二三月, 秋則八九月, 袒式取稟.”). 
48) 承政院日記 正祖 4年 8月 丙寅(20日). 
49) 承政院日記 正祖 4年 8月 戊申(2日). 
50) 承政院日記 正祖 4年 8月 丙寅(20日). 
51) 承政院日記 正祖 4年 8月 乙亥(29日).
52)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丁丑(2日). 
53)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戊寅(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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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丁丑(2日); 戊寅(3日); 己卯(4日). 
55) 承政院日記 正祖 8年 8月 己丑(6日). 
56) 承政院日記 正祖 8年 8月 己丑(6日); 庚寅(7日); 壬辰(9日); 甲午(11

日); 丁酉(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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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承政院日記 正祖 8年 8月 庚子(16日).
58) 承政院日記 正祖 8年 8月 己亥(17日).
59) 承政院日記 正祖 8年 8月 辛丑(18日). 
60) 正祖實錄 卷27, 正祖 13年 2月 戊子(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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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戊子(1日). 
62)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己丑(2日). 
63)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辛卯(4日). 
64)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壬辰(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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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戊戌(11日).
66)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己亥(12日). 
67)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己亥(12日); 庚子(13日); 辛卯(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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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乙卯(16日).
69)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戊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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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癸亥(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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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乙丑(26日).
72)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丙寅(27日).
73) 조병로, ｢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의 가치｣, (2017 경기옛길 학

술 토론회)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 활성화 방안, 경기문화재단, 
2017,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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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조의 행행로는 承政院日記, 正祖實錄의 관계 기사와 道路考
卷1, ｢陵園墓御路｣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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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燃藜室記述別集 卷16, ｢地理典故｣.
   “弘濟院 在沙峴北郊. 蒼松滿其上, 上有小亭, 天使入京之日, 留連改服於

其亭. 後亭毁, 今則天使止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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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 9月 乙丑(25日).
77) 京畿誌 院, ｢楊州｣. 
   “黔巌站, 在州西神穴靣五十里, 至髙陽碧蹄站二十五里, 至京城三十里. 

… 當宁辛丑, 立御製御筆碑.”



정조의 영릉 행행과 그 의미 │ 85

 

78) 파주문화원, 파주시지 2, 파주시, 2009,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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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正祖實錄 卷12, 正祖 5年 8月 乙酉(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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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289쪽.
81) 파주문화원, 앞의 책, 203-204쪽. 
82) 高陽郡輿地勝覽, ｢驛院｣, 碧蹄驛.



88 │ 2018 경기도 역시문화탐방로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논문 공모 학술발표회

 

 

83) 坡州牧邑誌, ｢山川｣, 惠陰嶺. 
84) 최종현, ｢개경과 남경사이｣, 서울학연구 63, 서울학연구소, 2016, 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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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지리정보원, 앞의 책,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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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김선희, ｢조선의 行宮｣, 古宮文化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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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능행에서 민력을 쓰는 데 관계된 모든 일은 이미 저치미

(儲置米)로 회감(會減)하게 하였으나, 만에 하나라도 하리(下吏)

가 농간을 부린 것으로 인하여 은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면 이 어찌 신칙한 본래 의미이겠는가. 이러한 뜻으로 기백(畿伯)

으로 하여금 잘 알고 각별히 엄히 신칙하게 하라. 도로와 교량은 

대략만 손을 보도록 한 것도 신칙하는 하교가 있었으나 오히려 널

리 알리지 못하였을까 염려된다. 차사원(差使員)은 대부분 특교

(特敎)로 별군직(別軍職)인 수령 중에서 차정(差定)하였으니, 이

와 같이 하였는데도 털끝만치라도 폐를 끼치는 단서가 있어 뒤에 

적발된다면 엄하게 감처(勘處)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길옆의 화곡은 절대 경솔히 먼저 베지 말라고 일체 분부하라. 화

곡은 금군(禁軍)을 여러 명을 더 차정하여 파수(把守)를 세우고 

줄기 하나 이삭 하나라도 밟는 일이 있으면 이는 병판(兵判)이 신

칙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미리 엄히 신칙하

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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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承政院日記 正祖 8年 8月 丙申(13日).
  “今番陵幸, 凡係用民力之節, 旣令儲置米會減, 而萬一吏因爲奸, 澤未下

究, 是豈申飭之本意. 以此意令畿伯知悉. 各別嚴飭. 道路橋梁, 略略修治, 
亦有飭敎, 而猶慮不能宣揚, 差使員多以特敎, 以別軍職守令中差定. 如是
而有一毫貽弊之端, 從後現發, 難免重勘, 道傍禾穀, 切勿輕先刈穫事, 一
體分付. 禾穀禁軍, 多數加定把立, 雖一莖一穗, 如或踐踏, 此則兵判難免
不飭之責, 預爲嚴飭.”

88)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乙卯(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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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丙辰(17日).
90)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乙卯(16日);  2月 戊午(19日). 
9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戊申(12日). 
92)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戊戌(2日).
93) 承政院日記 正祖 4年 8月 癸酉(27日); 正祖 8年 8月 己丑(6日). 
94) 承政院日記 正祖 8年 8月 壬辰(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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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2月 癸酉(16日). 
96) 正祖實錄 卷24, 正祖 11年 8月 乙巳(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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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己卯(4日); 8年 8月 庚子(16日); 8月 己亥
(17日); 8月 辛丑(18日); 13年 2月 戊戌(11日); 2月 己亥(12日); 2월 庚
子(13日); 2月 辛卯(14日); 16年 2月 癸亥(24日); 2月 甲子(25日). 

98) 日省錄 正祖 1年 2月 戊申(12日); 正祖 4年 9月 戊寅(3日); 正祖 8
年 8月 庚子(17日); 正祖 16年 2月 甲子(25日). 

99) 김문식, ｢특집2: 18세기를 읽는 몇 가지 키워드, 통, 흥, 맛; 18세기 국
왕의 소통방식｣.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173~174쪽. 

100) 日省錄 正祖 1年 2月 庚戌(14日); 正祖 4年 9月 辛巳(6日); 正祖 8
年 8月 辛丑(18日); 8月 癸卯(20日); 8月 乙巳(22日); 正祖 13年 2月 癸
卯(16일); 正祖 16年 2月 乙丑(26日). 

10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丙辰(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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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 신하가, 민인이 상언(上言)하며 격고(擊鼓)하는 것이 근래 

매우 외람되고 잡스럽다는 것으로 아뢰었다. (정조가) 하교하기

를, “불쌍한 저 고할 데 없는 민인들이 가슴에 깊은 원한을 품고

도 스스로 현관(縣官)에게 아뢸 수 없어 분주히 와서 호소하는 것

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저들은 

실로 죄가 없고, 그렇게 만든 자들이 죄인이다.”하였다.102)

 

102) 弘齋全書 卷168, 日得錄, 政事3.
   “筵臣以小民之上言擊鼓, 近甚猥雜爲言. 敎曰, ‘唉彼無告, 懷抱幽寃, 不

能自達于縣官, 奔走來愬. 若赤子之控于父母. 彼固無罪, 使之然者罪也.’”
103) 弘齋全書 卷182, 羣書標記 御定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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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행행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올 때에 구경하는 선비와 부

녀들이 먼저 성에 들어가려고 다투다가 더러 혼잡해지는 폐단이 

있었다. 매번 성문은 그대로 닫아 두고 사잇문은 일찍 열지 않으

면서 규례대로 야순(夜巡)을 하여 잡아가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려

고 다투는 폐단이 여전한 것이라고 한다. 오늘 이후로 궁으로 돌

아올 때에는 임시로 닫아 두었던 성문을 적절히 헤아려서 미리 열

고 그날 밤에는 구경하는 선비와 부녀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야금

을 풀어 주도록 하라. 이 내용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절목에 첨

가하여 실어 두게 하고 이어서 방방곡곡에 알리게 하라.”105)

104) 김문식, 앞의 논문, 1997, 52쪽. 
105)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2月 壬戌(23日).
  “近於陵幸還宮時, 爲念觀光士女爭先入城, 或有雜沓之弊, 城鑰每令仍留, 

而以間門之未卽早開, 夜巡之如例執捉, 爭先之弊依舊云. 今後還宮時, 權
閉之城門, 量宜預開, 伊夜則觀光士女, 亦爲弛禁事, 令該曹知悉. 添載節
目, 仍令知委防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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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경기문화재단, ｢제2장 경기도 옛길의 개요｣, 경기옛길 삼남길·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보고서 1- 삼남길·의주길 연구, 201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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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신춘호, ｢古地圖를 통해 본 義州大路 원형 복원 일고｣, 韓國古地圖
硏究 6,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4,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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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신춘호, 앞의 논문, 18~19쪽; 27쪽의 표2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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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신춘호, 앞의 논문, 18~19쪽; 27쪽의 표2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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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도10은 수원화성문화제 공식홈페이지(http://shcf.kr/)와 정조 효문화
제 홈페이지(http://www.hs-jeongjo.com/)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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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도11은 아시아투데이 2018년 4월 14일 기사 사진과 고양신문 2018년 
9월 19일 기사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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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기문화재단, ｢제5장 경기도 옛길 역사문화 탐방로 활용계획｣, 경기
옛길 삼남길·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보고서 1- 삼남길·의주길 연구, 
2014,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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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戊寅(3日); 8年 8月 己亥(17日); 庚子(18
日); 13年 2月 己亥(12日); 16年 2月 壬戌(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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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丙午(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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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최진욱, ｢고종 능행의 정치적 의미｣, 향토서울 91, 서울특별시시사
편찬위원회, 2015,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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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조선의 국왕들은 태종부터 고종까지 총 14회에 걸쳐 개성에 행차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이자 태조의 잠저가 있는 곳이고, 왕실의 어머니라고 
할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제릉(齊陵)이 개성 인근의 풍덕(豐德)에 위치했
기 때문이다(김문식,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朝鮮時代史學報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12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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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김기덕, ｢자료의 힘과 역사적 상상력: 역사학과 문화콘텐츠｣, 인문학
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72~73쪽.



정조의 영릉 행행과 그 의미 │ 113

 
 
 
 
 
 
 
 
 
 
 
 
 
 
 
 








114 │ 2018 경기도 역시문화탐방로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논문 공모 학술발표회


 
 










 

 




 



정조의 영릉 행행과 그 의미 │ 115

 

 
 

 

 
 





시흥지역 역로(驛路) 연구
1797년 8월 행행(幸行)을 중심으로

이병권

Ⅰ. 머리말

Ⅱ. 시흥지역의 교통로와 역원

Ⅲ. 1797년 8월 행행의 고찰

Ⅳ. 맺음말

119

122

154

204





시흥지역 역로 연구 │ 119

* 시흥문화원
2) 본문 인용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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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은 정조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 화산으
로 옮겨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하기 위해 1789년 기존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이설하고 수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행궁과 성곽을 축조하였다. 농업과 상공업을 장려하기 위한 도시 기반시
설이 마련되었고, 정조의 친위군영인 장용외영(壯勇外營)을 배치함으로
써 군사적 기능이 함께 갖추어진 경기 남부의 중진(重鎭)으로 발돋움하
였다. 정조의 적극적 지원과 당대 학자들의 지식이 결합되어 조성된 화
성 신도시는 정조의 ‘갑자년 구상(甲子年 構想)’에 따라 개혁의지를 실천
하기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돌베개),  2002.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일지사),  2002.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여유당), 2001.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신구문화사), 1996.
   -김선희,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수원학연구』8호(수원

학연구소), 2011, 5쪽.
4) 정조행행과 관련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성환,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6(조선시대사학회), 2016.
   정해득, 「국왕의 융릉․건릉 행차」, 『왕의 행차』(화성시), 2014.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

문,  2007.
   박천우, 「현륭원과 용주사」,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구소), 2005.
   조병로, 「조선후기 현륭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

구소), 2005.
   김문식, 「1779년 정조능행과 남한산성」, 『한국실학연구』8(한국실학학

회), 2004.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차시 국정운영체제-『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

심으로-」, 『조선시대학보』17, 2001.
   최홍규, 「정조의 13차 현륭원 원행과 읍민정책」, 『정조사상연구』4, 

2001.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88(일지사),  



시흥지역 역로 연구 │ 121

2000.
           「정조의 능행과 수도권의 성장」, 『한중실학사 연구』(믿음사), 

1998.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효형출판),  1998. 
5)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계」, 『조선시대사학보』, 2001
6) 최성환,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6(조선시대사학회), 2016,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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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지훈, 「경기도의 역사와 경기옛길」, 『2016 경기옛길 학술대회-역사문
화탐방로의 현재와 미래적 가치』(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6, 
9~10쪽.

8)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245쪽.
9) 고동환, 『한국 전근대 교통사』(들녘), 2015, 89쪽.
10)  우리나라도 사방 6천 리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 산길로 수레를 타

고 요동이나 심양까지도 가고, 바닷길로 배를 타고 중국이나 왜국에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조정(朝廷)에서 여항(閭巷)에 이르기까지 나는 솔개
처럼 물길도 잘 모르고 늙은 말만큼 뭍길도 익숙하지 못할 바에야 경고
(鏡考)의 책이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가탐(賈耽)의 『군국지(郡國志)』를 
모방하여 각군(各郡)의 경계를 표시하고, 상흠(桑欽)의 『수경(水經)』에 의
거하여 사방 연해의 이정표를 만들고, 모원의(茅元儀)의 『변방고(邊防
考)』를 참작하여 봉수(烽燧)와 역발(驛撥)의 위치를 기록하였다. 기타 조
석(潮汐)의 차이, 풍우(風雨)의 기후, 심지어 장시의 이름까지 낱낱이 기
재하여 마치 그림처럼 눈에 훤히 들어오게 만들었으므로, 장인에 있어 
옥척(玉尺)이나, 의사에 있어 동인(銅人) 이상으로 필요한 책이 되었다.
(我國方六千里 被山帶海 山而車通於遼瀋 海而舟連於漢倭 而自朝廷至閭
巷 水無飛鴟之妙 陸無老馬之智 則不可以不有鏡考之書也 故倣賈耽之郡
國志 則書列郡之境界 依桑欽之水經 則書四沿之程站 取茅元儀之邊防考  
則書烽燧驛撥之第次 以至潮汐之信 風雨之候 場市之名 歷歷紀載 按之如
畫 雖匠氏之玉尺 醫師之銅人 無以尙焉)-『홍재전서』 권9, 서인(序引) 2 
「도리총고서(道里摠攷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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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총고』는 1797년(정조 21)에 편찬된 지리서로 실물은 전하지 않고 
정조가 쓴 서문이 『홍재전서』에 전한다. 

11) 이지훈, 「경기도의 역사와 경기옛길」, 『2016 경기옛길 학술대회-역사문
화탐방로의 현재와 미래적 가치』(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6,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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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고』제5로 제주로 : 경성(京城)-10동작진(銅雀津)-20과천

(果川)-13갈산점(葛山店)-7벌사근천(伐沙斤川)-10사근천(沙斤川,

彌勒堂)-30수원부(水原府)-(중략)-제주(濟州)(숫자는 거리 표시)

『대동지지』정리고(程里攷) 해남로 : 경성-10동작진-8인덕원(仁

德院)-3갈산점-9사근평(肆覲坪)-5지지대(遲遲臺)-15수원(중략)-30

우수영(右水營, 해남)12)

12) 조병로, 「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의 가치」, 『2017 경기옛길 학
술토론회-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 활성화 방안』(경기도․경기문화
재단), 2017, 21~22쪽. 

    조병로는 위 글에서 삼남로를 호남대로로 서술하였으나 삼남로의 규명
을 위한 세부구분이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호남대로를 삼남로로 바꿔 인
용하였다.

13) 강진갑은 삼남로의 특징을 “삼남길은 한양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로 이어지는데. 정도전이 나
주로 유배가면서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졌던 길이고,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으로 유배 갔던 길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기 위해 
갔던 길이며, 춘향전 주인공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춘향이
를 구하러 갔던 길이다. 전국 각지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루기 위해 
오르내렸던 길이고, 전국의 장돌뱅이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걸었던 길이
다.”라고 하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강진갑, 「경기 옛길 
조성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 관점에서 본 옛길의 가치와 활용방안』
(경기문화재단 외), 2013,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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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병로, 「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의 가치」, 『2017 경기옛길 학
술토론회-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 활성화 방안』(경기도․경기문화
재단), 2017, 22~23쪽. 

15) 조병로, 앞의 논문,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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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진각 선생의 안산의 길-장하동에 교통요지 상징 ‘쌍록원’있었다」, 
『GrassRooti』 2011. 10. 27

17)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245쪽 : 최영준․김종혁, 「경기
지역의 교통로와 교통의 발달」,『경기지역의 향토문화』(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7, 162쪽.

18) 조병로, 「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의 가치」, 『2017 경기옛길 학
술토론회-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 활성화 방안』(경기도․경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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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2017, 26쪽.
19) 조선 후기 전국적 도로망 체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10대로(大路)가 나타

난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1864)의 정리고(程里考)에서 10대
로 중 ‘해남로(海南路)’가 현륭원을 찾아가는 정조의 필로(蹕路)인 ‘수원
별로’와 일치한다. 또한 수원부의 초경(初境)인 지지대에 이를 알리는 장
승을 세워 이하 5리마다 현륭원까지 장승을 세웠다. -수원박물관,『수원
시 세류동지』,  2010, 101~103쪽.

20)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245~247쪽.
2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지도』(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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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흥시, 「시흥의 어제와 오늘」, 『사진으로 보는 시흥100년』2, 1997, 
18~19쪽 : 육지측량부, 「구한말 한반도지형도」3권, 1911

23)  뱀내장(蛇川場, 뱀내우장)은 시흥지역에서 조선후기『동국문헌비고(東國
文獻備考)』(1770)에서 확인되는 문헌상 오랜 역사를 가진 큰 시장으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1, 6일에 개장하는 5일 장이다. 우시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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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전지역에서 뱀내장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수원장을 이용하기도 하였
다. 빈도수는 낮으나 소사장, 황어장, 삼거리장 등도 주민들이 출입하였
던 우시장이다. 특히 뱀내장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손꼽히는 우시장이
었다. 1922년 당시 뱀내장의 연간 개장횟수는 74회였다. 품목별 거래 
실적을 보면 우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축산물이 24만 7,743원으로 
가장 컸고 농산물 2,219원, 수산물 93원, 직물 270원, 기타 2,221원으
로 총 거래실적이 25만 2,546원에 이르던 큰 장이었다. 그러나 소이외
의 거래품목은 많지 않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다른 장을 이용하
는 일이 많았다.- 이병권,「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
族解放運動)」,『京畿鄕土史學』제22집(京畿道文化院聯合會), 2017, 
126,128쪽.

24) 인천(仁川)으로 가는 도중에 읊어서 부아(府衙)에 걸도록 명하고 읍쉬
(邑倅) 황운조로 하여금 쓰게 하다. “바람 깃발 휘날리며 해문을 돌아오
니 소래산 좋은 경치에 눈이 번쩍 뜨이네 높다란 군자봉을 서로 가리켜 
보이어라 혹 그 안에 숨은 인재가 있지 않을는지” (過仁川路中有唫, 命
揭府衙, 使邑倅黃運祚書之, 風旂獵獵海門廻, 秀色蘇來眼忽開, 君子峰高
入指點, 儻非中有隱淪才)” -『홍재전서』 권7, 시3.

    정조는 부평에서 인천 경내로 들어와 소래산을 끼고 남쪽으로 군자봉
을 바라보고는 이를 시로 썼는데, 현재의 지리적 환경과 일치한다.  

25) 조선시대 도로의 등급과 규격은 15세기 후반에 간행된 『경국대전(經國
大典)』, 공전(公典) 교로조(橋路條)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도성 안의 도
로는 너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대로는 폭이 56척(17.9m), 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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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척(5.1m), 소로는 폭 11척(3.5m)이었고, 대중소로의 좌우에 폭 2
척(0.64m)의 도랑을 두었다.-고동환, 『한국 전근대 교통사』(들녘), 2015, 
83~84쪽.

26) 余嘗居海畔 慣見賣醢婆行徑 負孩戴筐 十數爲群 海天初旭 鷗鷺爭飛 一
段荒寒風物 又在筆墨之外 方在滾滾城塵中 閱此 尤令人有歸歟之思 豹菴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4, 2011, 140쪽 : 「매해파행」(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

27) 그림의 바닷가 마을을 두고 김홍도의 고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오주석
은 김홍도의 호가 서호(西湖)라서 고향을 마포 강가라고 추정했고, 변영
섭은 안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안산이라는 주장은 강세황의『표암유고(豹
菴遺稿)』「단원기(檀園記)」등에서 어려서 김홍도가 자신의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고 하였는데, 강세황이 안산에 살았던 시기라는 것이다.

28) 栗蟹鰕鹽 滿筐盈缸 曉發浦口 鷗鷺鷺飛 一展看 覺腥風鼻-안산시사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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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산시사』4, 2011, 140쪽
29) 소성과 계양 사이는 땅이 바다에 가까워서 방게가 나니, 봄과 여름의 

교체기에 갯가 아낙들이 이 게를 주워 무리를 지어 한양에 들어와 해진 
옷을 바꾸어 돌아간다. 이는 소성, 계양의 습속이다.(邵城桂陽之間 地濱
海産螃蟹 春夏之交 浦女拾此蟹 群入京師 易弊衣以歸 此邵城桂陽之俗
也)-『자저(自著)』, 권19, 「매방녀」: 앞의 책, 141쪽.

30)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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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역승과 찰방은 역과 마정(馬政) 관리, 역리와 역호(驛戶) 보호, 검문 등
의 임무를 맡았다. 역승은 조선시대 각도의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동반 종구품(從九品) 외관직(外官職)이다. 약간의 역참을 1구로 하여 이
를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의 마정(馬政)을 맡아보는 관직을 마관
(馬官)이라 하였다가 고려(高麗) 후기부터 역승(驛丞)이라고 불렀다. 역승
은 재주를 시험하여 발탁되었고 발령을 받았지만 나라의 녹을 받지 않는 
자리였다. 찰방은 역승을 고쳐 부르는 이름이지만 여전히 역승을 두는 
역이 공존했으며 역승보다 상위 직급에 해당했다. 이들 또한 나라의 록
을 받지 않는 무록관이었다. 양반의 신분 유지의 필요성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맞물려 녹봉 지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 역원을 
관리하는 역승과 찰방은 무록관(無祿官)이었다. 역승과 찰방은 1392년
(태조 1)에 조준(趙浚) 상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
던 전근대시대에는 공무만이 아니라 관료들이 수조(收租)·유람(遊覽)·사
물(私物)수송 등 사적(私的)인 용도에도 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고려시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정역별감(程驛別監)을 파견했으나 실효
가 없었다. 미천한 역리들로서는 관료들의 청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으
며, 역에 할당된 토지와 호구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권력자
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역장과 역리를 포섭하거나 자신이 부리기 
쉬운 사람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조준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상소하여 
매 역마다 5~6품관으로 역승 1명을 임명하고, 정역별감이 추천, 임명하
던 것과는 달리 역승을 정식 추천을 거쳐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후 
역승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역에 모두 5~6품관을 파견할 수 없
었으므로, 일정구역의 역로를 순시·감독하는 정역찰방제(程驛察訪制)가 
등장했다. 이 두 방안은 치폐(置廢)를 반복하다가 1462년(세조 8)에 찰
방과 역승을 공존하게 했고(단 양계는 역승이 없음), 약간 수정되어『경국
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처음의 방안과는 달리 이때의 역승은 일정
한 역로를 관리하는 직으로서 품계도 종9품직으로 역승·도승(渡丞)의 취
재(取材)에 합격한 자를 임명하였다. 이 때문에 역승이 미천하여 실권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니 혁파하자는 폐지론이 대두되어 1535년(중종 30)
에 찰방으로 대체했으며, 이 조치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시흥시 과
림동, 『과림동사』,  2014, 239~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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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병로, 「조선후기 현륭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
구소), 2005, 159쪽.

33) 조병로, 앞의 논문, 160~161쪽.
34) 역리는 역역을 부담하는 댓가로 인위전(人位田), 마위전(馬位田) 등의 

역전(驛田)을 지급받아 경작하고 그 수확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직접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차경(借耕)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
데, 가령 마위전은 입마 의무를 진 마호(馬戶)가 소작인으로부터 지대를 



136 │ 2018 경기도 역시문화탐방로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논문 공모 학술발표회

수취하여 말 값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왕래하는 사객(使客)을 접
대하는 비용이라든지 찰방을 비롯한 감독관원의 판공비, 역 운영에 필요
한 각종 사무비 등은 공수전(公須田)을 통해 조달하였다. 공수전은 대로
역에 20결(結), 중로역에 15결, 소로역에 5결을 지급하되, 평안도, 함경
도에는 3~10결씩 더 지급하였다. 

35) 조선시대의 역노비는 역역(驛役)에 따라 크게 전운노비(轉運奴婢)와 급
주노비(急走奴婢)로 나눌 수 있다. 전운노비는 사신의 복물(卜物)이나 진
상, 공부 등의 관수품을 운반하는 노비이고, 급주노비는 각력(脚力)을 이
용하여 문서를 전송하는 노비이다. 

36) 대군(大君)과 의정(議政)에게는 상등마 1필과 하등마 3필, 짐을 싣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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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駄馬) 3필을 지급하였으며, 정2품 이상 관료에게는 상등마 1필, 하등
마 3필, 태마 2필을 제공하였다. 종2품 관료에게는 상등마 1필, 하등마 
2필, 태마 2필 을, 3품 이상 당상관에게는 상등마 1필, 하등마 2필, 태
마 1필, 6품 이상 관료에게는 중등마 1필, 하등마 1필, 태마 1필, 9품 
이상 관인에게는 중등마 1필과 태마 1필을 주었다. 부경사(赴京使)와 부
사(副使)에게는 상등마 1필과 태마 2필을 주었으며, 서장관(書狀官)은 중
등마 1필과 태마 1필을 제공하였고, 종사관(從事官)에게는 중마 1필과 2
명당 태마 1필을 주었다. 부경사를 따르는 종인(從人)에게는 하등마 1필
과 2명당 태마 1필이 공급되었다. 이 밖에 어사(御使)는 상등마 1필과 
하등마 1필, 태마 1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관찰사와 절도사의 명령으
로 왕에게 보고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도 하등마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
라 제주도 출신으로서 상경하여 병조에서 종사(從使)하다가 돌아가는 사
람(濟州子弟)과 제주도의 공물을 호송하여 상납한 다음 돌아가는 사람
(押貢人)에게는 2명당 태마 1필을 지급하였고, 진장(鎭將)과 역관, 가족
을 거느리지 않은 연변의 수령, 영안도(永安道) 홍원(洪原) 이북과 평안
도 박천(博川) 이서의 교관(敎官) 등에게도 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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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354~355쪽. 
38)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시흥시사』1,  2007, 

523~525쪽. : 重林驛在府東三十里 大馬二匹 騎馬三匹 卜馬三匹 奴婢五
十五口 吏十三名奴 원주-輿地圖書 驛院 

39) 중림역은 구전에 따르면 조선말 달성서씨가 경기감사로 재직할 때 선대
의 묘를 쓰기 위하여 역원을 서울의 금천으로 옮기면서 사라졌고 이후에 
마을에 들어오게 된 서씨들 또한 가세가 기울어 대부분 이주하였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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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림역」 봄이 시내와 들에 이르렀으나 눈은 아직 남아 있는데 역정이 
야트막한 산들 사이로 쓸쓸히 서 있네. 뜰 앞의 고목엔 가지가 드문드문
하니 감당나무 잡지도 말라고 한 것을 누군가 흉내 내네.(春到川原雪尙
殘 驛亭寥落小山間 庭前古樹枝柯少 誰擬甘棠且勿攀)  

41) 시흥시 과림동, 『과림동사』,  2014, 239~341쪽.
42) 『원행을묘정리의궤』,권3, 「來關」, 을묘 윤2월 초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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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화도(同化道) 속해 있는 가천(加川)·청호(菁好)·강
복(康福) 등의 역(驛)은 경기좌도(京畿左道)로 옮겨 붙이고, 충청도 찰방
도인 중림도의 소속인 석곡·반유 등 역은 동화도에 옮겨 붙이도록 하소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경기 감사의 역로(驛路)의 폐단을 구제하
자는 계책으로 인한 것이었다.(兵曹啓 同化道屬加川 菁好 康福等驛 移
屬京畿左道 忠淸道察訪道重林道屬石谷 盤乳等驛 移屬同化道 從之 因京
畿監司驛路救弊之策也)-『세종실록』 권66, 16년 12월 갑진.

44)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360쪽 : 『여지도서』 경기도 
통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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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356쪽. 
46) 이제 빈궁(嬪宮)의 능소(陵所)인 안산(安山) 고읍(古邑) 땅을 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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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山)의 내룡(來龍)이 얕고 약하며, 길[路]로 끊어진 곳이 많아서 10여 
군데나 되옵니다.([今] 觀嬪宮陵所安山古邑之地 其山來龍低弱 路斷之處 
多至十餘-『세종실록』 권93, 23년 8월 기축

47) 來龍低弱, 路斷之處, 多至十餘 然來龍自安山新郡主山來, 或起或伏, 形
勢有氣, 非低弱也-『세종실록』 권93, 23년 8월 신묘

48)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158, 162쪽.
49) 석곡산대장은 산대장으로 불리며 시흥시 거모동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

2동에 인접하여 위치하였다. 석곡산대장은 조선시대 안산관내 최초로 들
어선 5일장으로 3∙8일에 장이섰다. 1872년 지방지도에 산대장이 등장
하는데, 위치는 안산 서쪽 대월면이다.『안산군읍지』에 따르면 대월면에 
산대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위치는 군자봉 남쪽으로 석곡역과도 
인접해있다. 간척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산대장에서 서해까지는 약 2㎞
로 수산물과 내륙농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더욱이 이곳은 
1896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대하여 안산군민이 봉기하였던 곳이고,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이미 폐시된 구장터에서 권희(權憘)와 장수
산(張壽山)이 만세운동을 모의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병
권, 「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京畿
鄕土史學』제22집(京畿道文化院聯合會) 2017, 126, 156~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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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석곡(石谷)’이란 지명은 역이 설치되어 처음 기록이 1434년(세종 16)에 
등장하고, 1789년(정조 13) 작성된 『호구총수』의 안산군 대월면 석곡리
(石谷里)가 나온다. 이는 한자식 명칭으로 현재의 도일이다. 도일은 시흥
시의 자연마을로 조선 초기에 마을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와 군자초등학
교 뒤(북쪽) 돌산(현재는 호나자산, 환자산, 주라산으로 불림) 골짜기에 
자리를 잡아 ‘석골’, ‘돌고을’, ‘돌골’, ‘돌고지’라 했다가 후대에 오면서 
‘도일’이라 칭하였다. 바닷물이 밀려나자 현재의 자리로 정착하였다. 장
터골고개를 기점으로 군자공고 지역을 ‘안도일’이라 부르고, 장터골고개 
아래 도일시장 지역을 ‘밖도일’로 부른다. 전의이씨, 성주이씨, 순흥안씨
가 처음 세거하여 예로부터 ‘만호지지’로 불렸다. 이 일대의 교통의 요지
로 군자면 관내 최초의 시장인 석곡산대장이 위치하여 구장터라는 지명
과 장터골, 주막거리 지명 등이 남아있으며, 돌산의 환자산의 의미는 지
역 사람들이 춘궁기에 받은 환곡을 추수기에 반납하는 환자(환곡, 환상)
를 싣고 이 산을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흥문화원, 『시흥시 
지명유래(始興市地名由來)』, 2006, 161~162,168,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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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惟京畿安山西石谷驛柳垈 今始興郡 秀岩面楊上里十三番地也
52)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356쪽.
    이밖에도 양상동 인근에 석곡역이 있었다는 단서로 윗버대의 진주강씨 

묘역 강희(姜僖) 묘지명에서 “석곡역 북쪽에 장사지내다(葬于安山郡石谷
驛坎向之原)”라는 대목 에서 나타난 위치 관계기록이다. 그리고 문헌조
사를 통하여 다산 정약용의 선조 묘역에 있는 아랫버대의 여산송씨묘가 
“석곡역 남동쪽에 장사지냈다(葬于安山石谷己向之原)”라는 정호선(丁好
善) 묘갈명, 또한 강징의 묘는 “안산 석곡에 장례지냈다(葬安山石谷)”라
는 강우(姜鄅)의 행장 등이 있다. 그리고 「해동지도」를 통해 석곡역은 
장명현(獐鳴峴)에서 마하산(麻河山)을 지나  금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
로와 안산 읍치에서 광덕산을 지나 목내동을 거쳐 신길동으로 가는 도로
가 교차하는 지점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정진각 선
생의 안산의 길-수인산업도로 근간은 조선시대 ‘석곡역’」, 『GrassRooti』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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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석곡역」안산 석곡역 작은 시냇가에 꽃과 버들이 봄바람과 함께 2월 
하늘에 가득하네. 봄 술 막 깨이니 산은 이미 저물어

서둘러 말 몰아 건넜던 시내로 돌아가네.(石谷驛舍小溪邊 花柳東風二月天 
春酒初醒山日晩 强催歸騎渡前川)-디지털안산문화대전,「석곡역」
(ansan.grandculture.net/).

54)「安山郡石谷驛舍音 崔昌煥 所志」, 『각사등록(各司謄錄)』 建陽二年一月 
日(189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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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디지털안산문화대전, 「쌍록원 터」(ansa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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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정진각 선생의 안산의 길-장하동에 교통요지 상징 ‘쌍록원’있었다」, 
『GrassRooti』 2011. 10. 27

57)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249,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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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61쪽. 
59) 시흥문화원, 『시흥시 지명유래(始興市地名由來)』, 2006,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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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조병로, 「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의 가치」, 『2017경기옛길학술
토론회』(경기문화재단), 2017,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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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앞의 논문,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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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조병로, 「조선후기 현륭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
구소), 2005, 140쪽.

63) 파발제는 조선 전기의 봉수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자 그 대안으로 나타
났다. 파발제를 처음 개설한 나라는 중국의 송(宋)이었다. 북방의 금(金)
나라가 빠르게 남하 하자 이를 대비하고자 일종의 군사첩보기관인 파포
(擺鋪)를 설치하여 변경의 동정을 중앙에 전달케 하였다. 전달방법은 발
빠른 포졸(鋪卒)들이 번갈아 달리기로 문서를 전달(하루 400리)하는 보
체(步遞)와 급각체(急脚遞)와 기마(騎馬)로 전달하는 마체 방식(하루 500
리)이다. 이후 원(元)을 거쳐 명(明)나라에 계승 발전되어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대를 통해 조선에 소개되어 채용되었다. 
선조 30년(1597)에 봉수대가 많아 다 지킬 수 없으니 발군(撥軍)을 세우
는 것이 좋겠다는 영사(領事) 김응남(金應南)의 건의로 파발제 설치가 본
격 논의되어 집의 한준겸(韓浚謙)의 건의로 명나라처럼 기발(騎撥)은 25
리 1참, 보발(步撥)은 30리 1참으로 서발, 북발, 남발의 3대로 근간으로 
한 파발제가 인조, 효종대 국방력 강화정책의 하나로 성립하였다.-조병
로, 앞의 논문,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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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조병로, 앞의 논문, 172, 178쪽.
65) 부교리 홍낙유, 부수찬 한치응이 연명(聯名)하여 상차하기를, "행행하는 

일이 있을 적마다 민폐를 줄이고 민력을 견감(蠲減)하는 데에 관계되는 
방도에 마음을 극진하게 쓰지 않음이 없었으니, 도신과 수령이 된 사람
은 진실로 성상의 생각을 우러러 체득하여 백성의 고통을 살펴서 조금이
라도 폐해를 끼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로에서 본 바
로 징험해 보면 혹 바라다보이는 가까운 지점을 늘여 30리 길로 만들기
도 하였고, 혹 지름길을 광막한 들판으로 돌아나가게 하기도 하였습니
다. 그리하여 도로의 원근이 아주 다르고 연로(輦路) 역참의 배정이 너
무 길게 되어 어제 여위(輿衛)172) 의 행차가 밤이 되도록 우회하는 지
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副校理洪樂游 副修撰韓致應聯名上箚曰 每當行
幸之時 凡係省民弊蠲民力之道 靡不用極 爲道臣守令者 固當仰體聖念 俯
察民隱 毋或一毫貽弊 而以今番沿路所見驗之 則或莽蒼之地 迤爲一舍之
程 或捷徑之路 繞出曠漠之野 道路遠近太懸 輦路排站太長 以致昨日輿衛
之行 至有侵夜迂回之境)-『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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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원행을묘정리의궤』,권3, 來關, 을묘 윤2월 초 8일
67) 조병로, 「조선후기 현륭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

구소), 2005,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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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조는 즉위하여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寡人思悼世子之子也)”
라고 밝혔다. -『정조실록』 권1, 즉위년 3월 신사. 

69) 외조부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은 노론 권신으로서 사도세자의 죽
음과 관련되었지만,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해 사면하였다.  

7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1) 변태섭, 『한국사통론』(삼영사), 2007, 324쪽.
72) 정조는 아버지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추존하는 한편(고종 때 장조로 

추존됨), 양주 배봉산(拜峰山) 아래에 있던 영우원(永祐園, 초기에는 수
은묘[垂恩廟])을 1789년(정조 13) 수원  용복면(龍伏面) 화산(花山)으로 
이장해 ‘현부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의미의 현륭원(顯隆園)을 
만들고, 용주사(龍珠寺)를 세워 원찰(願刹)로 삼았다. 옛 수원 관아가 있
던 화산에 현륭원을 조성하면서 대신 팔달산 기슭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
하고 행궁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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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행행이라는 것은 백성이 

거가의 행림(行臨)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거가가 가는 곳

에는 반드시 백성에게 미치는 은택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다 이것

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내 거가가 이곳에 왔으니, 저 

백성이 어찌 바라는 뜻이 없겠는가? 옛사람이 이른바 행행의 의의

를 실천한 뒤에야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였으니, 경들은 각

각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을 아뢰라.”76)

73) 조병로, 「조선후기 현륭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
구소), 2005, 135쪽.

74)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태학총서 20(태학사), 2007, 280~285쪽.
75) 김준혁,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더봄), 

2017, 283쪽.
76) 上謂諸臣曰 行幸云者, 民幸其車駕之行臨也 車駕所臨, 必有恩澤之及於

民者, 故民皆以此爲幸也 今予駕到此地, 彼小民, 豈無顒望之情乎 古人所
謂行幸之義, 實踐之, 然後無愧於心 卿等各陳便民捄弊之策-『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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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8, 3년 8월 갑인.
77) 이 화성의 땅은 어가가 머무는 곳이며, 선조의 산소가 있는 곳이다. 이 

곳에 우리 자궁을 편안히 모시니 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임금의 행차를 보는 기쁨에 날이 갈수록 정성이 더하여 곳곳
에 거리의 노래 모든 사람이 합창하도다. 만약 지금에 있어 혜택을 특별
히 베풀지 않으면 장차 무엇으로 크게 위안하리(矧玆華城之爲地鑾蹕之
所 駐臨珠邱之所 奉安陪我 慈宮而至來路觀者堵墻如也 瞻旄惠澤將何以
大慰)-『원행을묘정리의궤』,권3, 移文, 을묘 3월 초3일.

78) “今因章陵展拜 幸於一歲中 再謁園寢 而路出果川 始興金浦富平仁川安
山廣州南陽水原凡爲十邑 以吾民望幸之心 豈容使之徒瞻羽旄?”-『정조실
록』 권47, 21년 8월 갑인.

79) 「정조 능행(陵幸)의 의미」,『김준혁의 화성이야기』36(경기일보), 200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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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申明衛外擊錚推問之法-『정조실록』 권3 1년 2월 병진. 
81)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 치는 북으로 태종 원

년(1401)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 두어 백성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받아들였다. 영조는 신문고 전면과 후면에 신문고라고 써서 알렸다.

82) 국초의 고례에 의거하여 창덕궁의 진선문과 시어소의 건명문 남쪽에 신
문고를 다시 설치하도록 명 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신문고를 설치하면서 
하교하기를 길에 바라를 치며 행차를 막는 행동에 대해 사건사(四件事) 
에 해당해도 장(杖)을 치고 신문고를 쳤어도 사건사가 아니면 호남 연해
에 충군(充軍)시켜 벌을 주라 명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17 47
년 11월 기미. 

    사건사는 상언(上言)이나 격고(擊鼓)를 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로 곧 적첩 분별(嫡妾分別), 형륙 급신(刑戮及身), 양천 변별(良賤辨別), 
부자 분별(父子分別) 등이고 정조는 신사건사(新四件事)라 하여 자손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한 것, 처가 남편을 위한 것, 동생이 형을 위한 
것, 노비가 주인을 위한 것 등을 추가로 받았다.     

83)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07~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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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이러한 상언과 격쟁으로 요구한 민의(民意)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각종 은전(恩典)을 요구하는 간은(干恩)으로 전채 40%이
상에 이르고 상언이 많으며 양반 유학(幼學)이 많았다. 둘째, 사회경제적
인 비리와 침탈을 호소한 민은(民隱)이다. 전체 20%에 이르며 주로 평
민들이 격쟁으로 호소하여 부세수탈, 토지침탈, 상공업이익 침탈, 노비추
쇄, 징채남징, 비리횡침, 토호무단, 읍폐 등이었다. 셋째, 산림 소유권과 
관련하여 묘지의 투장(偸葬)과 금장(禁葬)을 둘러싼 송사(訟事)인 산송(山
訟)이다. 전체 13%로 주로 양반이 상언으로 호소하였다. 넷째, 살인죄, 
역적죄, 억울한 옥살이, 국고유용과 절도, 문서 위조, 강상죄, 수령에 대
한 능멸, 과거장 문란죄 등 신원(伸寃)이다. 전체 13%로 양반, 평민이 
주로 격쟁으로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사(後嗣)가 없을 때 봉사손을 
들이는 청원, 적서(嫡庶)의 판단, 파양(罷養), 탈종(奪宗) 문제를 호소하
는 입후(立後)로 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로 양반 상언이 많았다. 전
체 10%다.-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상언․격쟁연구』 일조각,  
1996, 339쪽.

85) 還宮 判下上言八十四度-『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을묘.
86)『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신해, 임자, 계축, 갑인, 을묘,『일성록』정조 

21년 8월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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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김준혁,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더봄), 
2017, 285쪽.

88) 행차가 지나간 지방의 벼가 혹 짓밟힌 곳이 있으면 해당 도로 하여금 
곡식 소출(所出)의 수량만을 환산해 주도록 하라.(輦路地方禾穀, 或有踐
踏處, 令該道折給所出之數)-『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갑인.

89) 김준혁,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더봄), 
2017, 285쪽.  

90) 1779년 8월 6일 여주 영릉(英陵)을 찾은 정조는 이번 연로(輦路)에서 
구경하는 백성(觀光民人)이 많은 것은 처음 본다 하겠다. 저 많이 모인 
자가 다 내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안정할 바를 얻지 못하는 
한탄이 없게 하겠는가 한 사람이라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밀어서 
도랑 속에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今番輦路 觀光民人之多 可謂初
見 彼林林葱葱者 皆予赤子也 何以則使無一夫不獲之歎乎 一有不獲 是何



시흥지역 역로 연구 │ 161

異於推而納諸溝中也)-『정조실록』 권8, 3년 8월 정사. 
91) 上具軍服 乘馬以出 到五里程… 以觀光人之路上雜畓-『승정원일기(承政

院日記)』, 1780책, 정조 21년, 8월 16일 임자.
    어가가 석전리(石田里)에 이르렀는데 안산군(安山郡)과의 거리가 7리가 

채 되지 않았다. 날이 이미 저물려고 하여, 각 영(營)에 영기(令旗)를 보
내 등불을 매달라고 호령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 여쭙지 말고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거화(炬火 횃불)를 즉시 대령하지 않았으므로 치거 차사원인 
장단 부사(長湍府使) 조의진(趙義鎭)을 기과하였고, 행차를 구경하는 자
들이 길가에 난잡하게 있었으므로 고훤 도사이백(李湐)을 기과하였다. 
그런 다음 두 사람 모두 안산군에 대령하게 하였다.(駕到石田里距安山郡
未及七里日已向暮命送令旗於各營懸燈號令除取稟擧行以炬火之不卽待令
命植炬 差使員 長湍府使 趙義鎭記過以觀光人之路上雜沓命考喧都事 李
湐記過竝使之待令於安山郡)-『일성록』정조 21년 8월 임자. 

92) 조병로, 「조선후기 현륭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
구소),  2005, 136쪽을 중심으로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충․효․예의 고장」
乾, 『화성시사』1,  2005, 502~523쪽, 『정조실록』,『일성록』을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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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797년 1월 행행은 ‘수원별로’를 이용하여 화성에 온 것으로 작년 화성
축성을 마친 것에 대한 시찰이었다. 정조는 29일 첫날부터 화성 화양루 
북쪽에서 시작하여 서장대까지 전체를 돌아보고 밤에 화성행궁에서 유숙
하였다. 다음날 30일에 현륭원에서 작헌례를 올리고 2월 1일 성안 부로
들을 위로하고 창덕궁으로 환어하였다.  -『정조실록』 권46, 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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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 1월 신미, 2월 임신.
94) 필로(蹕路)는 ‘거둥길 즉, 제왕(帝王)이 행차하는 도로’이다. ‘필(蹕)’은 

제왕이 행차(行次)할 때 통행(通行)을 금(禁)하여 길을 치운다는 뜻이다.
95)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신구문화사), 1996,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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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한영우,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효형출판), 2007, 100쪽.
97) 서울부터 노량행궁(현 서울시 동작구 본동), 시흥행궁(미복원, 현 서울

시 금천구 시흥5동), 안양행궁(미복원, 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
동), 사근참행궁(미복원, 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화성행궁(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순이다. 참고로 원 필로에 과천행궁(경기도 과천시 
관문동)이 있다.

98) 이병권, 「1797년 8월 행행(行幸)과 정조사적(正祖史蹟) 고찰(考察)-시흥
지역을 중심으로-」,『京畿鄕土史學』제19집(京畿道文化院聯合會), 2014,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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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백성들의 힘을 들이지 않게 하고, 영, 
읍에 무관하게 하며, 명색이 타당하고, 수용이 간편해야 만이 절약하려
는 본뜻에 부응할 수 있다.(上曰 必須不勞民力 無關營邑名色妥當 需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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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便方可 副省約之本意矣)-『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갑인 7월 
20일.

100) 정조 13년(1789)에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옮긴 후 국가에서 길가의 전
답을 매입하여 길을 넓히고 눈을 제거하는 비용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수리소(修理所)를 두어 장정을 고용하여 제설작업과 치도(治道)를 담당하
게 하고 부족분은 저치미(儲置米)나 공전(公錢)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조병로, 「조선후기 현륭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창간호(수원학연
구소) 2005, 153쪽.

101) 원행 재원의 확보는 대부분 정리소의 재원으로 마련하였다.-조병로, 
앞의 논문, 176쪽 : 정숭교, 「정조대 을묘원행의 재정운영과 정리곡 마
련」, 『한국학보』82, 1996

102) 한영우,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효형출판), 2007, 
100~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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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兵曹進章陵顯隆園幸行軍令」,『일성록』, 정조 21년 8월 경자. 이외에
도 이날 병조에서는 『원행정례』에 따라 역마의 차출, 척후 등 행행에 관
하여 보고하였다.-『승정원일기』, 94책, 정조21년, 8월 4일 경자. 

104) 8월 4일 예조 김리익(金履翼)이 올린 계에는 선원전 다례, 장릉 작헌
례, 현륭원 작헌례만 보고 되었다.-『승정원일기』, 94책, 21년, 8월 4일 
경자. 또 위의 8월 4일의 행행군령에도 민회빈 묘에 대한 보고는 없다. 
정조는 당일 “어가가 동구 밖을 지나가는데 상설(象設)이 눈에 들어왔
다. 애초에 관원을 보내고자 하였으니 한번 직접 배알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민회묘에 들러 전알하고 이어 제사를 행할 것이니 예방(禮房)은 
그리 알라.”(敎曰駕過洞外象設入望而初欲遣官一拜亦可矣愍懷墓歷謁仍爲
行祭該房知悉-『일성록』정조 21년 8월 임자. 

     이처럼 예정에 없던 민회빈 묘를 찾은 것은 정조가 남긴 민회묘(愍懷
墓) 고안제문(告安祭文)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아, 민회빈 강씨(姜氏)여 덕이 정숙함으로 드러났는데 소현세자(昭顯世
子)의 배필이 되어 위태한 지경을 겪었다네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
인지라 명을 내림이 인색했더니 숙종(肅宗)께서 결단을 내려  단서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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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원통함을 씻었다네 묘소에 의물을 갖추어 받드니 그곳이 금천(衿
川)의 산기슭인데 흙이 무너지고 모래가 쌓였으므로  날을 가려 삼태기
와 삽을 가지고 단장하네 몇 걸음 떨어진 언덕에는 부친 문정공이 잠드
신 곳이니 황묘를 크게 수리하고 전분을 새로 짓는다네 백령이 꿈틀꿈틀 
돌면서 향함이 더욱 많으니 길이 이 언덕에 편안히 잠드시어 나의 잔을 
흠향하소서 -『홍재전서』 권21, 제문3 「민회묘(愍懷墓) 고안제문(告安祭
文)」

105) 『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경술, 신해, 임자, 계축, 갑인, 을묘, 『승
정원일기』,『일성록』해당일자 참조

106) 1730∼1800.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사용(士用)이고 호는 오수(寤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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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천(道川)이다. 이괄(李适)의 난과 병자호란에 공을 세운 황일호
(黃一皓)의 현손이다. 정조대의 학자이자 서예가로, 어려서부터 학문과 
서도(書道)에 힘써 이 분야에 일가를 이루었다. 음직으로 출사하여 관직
은 도정(都正)에 이르렀다. 윤순(尹淳)‧김상숙(金相肅)과 함께 강도삼절
(江都三絶)로 불리었다. 1797년(정조 21) 왕명에 따라 『通監綱目(통감강
목)』과 『춘추좌전(春秋左傳)』의 ‘綱(강)’을 써서 바쳐 가자(加資)되었다. 
또한 인천부사(仁川府使)로 재직 중에 8월 정조행행에 어가를 호종하면
서 시를 받아썼다. 인천에 선행비(善行碑) 2기가 세워졌으며, 효행(孝行)
으로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황운
조」(people.aks.ac.kr)

107) 16일 밤이 늦어 안산행궁에 도착한 정조는 경기 감사 이재학(李在學)
을 기과(檢飭)하고 밤길 연도에 구경하는 사람들을 좌측 나장들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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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못하여 의금부 도사 이백과 어가 안산에 이르러 교졸을 세워 검칙(檢
飭)해야 했는데 교졸이 없어 어가를 호위하지 못하여 안산군수 왕도상
(王道常, ?~1825)을 잡아들였으나 부임한지 오래지 않은 이유로 이백과 
왕도상은 처벌을 면하였다. 반면에 날이 저문 뒤에도 횃불을 세우지 않
아 등롱(燈籠)을 가지고 1마장(馬場)을 행행 하게 한 장단 부사 조의진
에게는 곤장을 쳤다.-『일성록』정조 21년 8월 임자. 

108) 본관은 제남(濟南), 명나라 유민으로 심양에서 효종을 따라 들어온 왕
이문(王以文)의 증손, 부사 왕한정(王漢禎)의 아들이다. 무보(武譜)로 별
군직(別軍職)의 남행부장(南行部長)이 되고 1794년 고양군수를 거쳐 
1797년 안산군수를 역임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경기암행어사(京畿暗
行御史)로 수령(守令)의 잘잘못을 논한 계(啓)에서  “고양군수(高陽 郡
守) 왕도상은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 기력(氣力)이 있으며, 정사(政事)가 
정비되고 이루어진 일이 많으므로 아전은 꺼려하고 백성들은 사모하여, 
모든 사람이 칭송하니 흉년에 큰 고을에서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정
도(正道)를 얻었습니다.(高陽郡守王道常 段 治有氣力 政多修擧 吏憚民懷 
行路稱頌 荒歲孔道 字牧得宜-『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10, 계[啓])”
라고 하였다. 정조는 정약용을 포함한 세 어사의 서계에서 모두 왕도상
을 칭송하므로 승진 서용하였다.(『정조실록』권41, 18년 11월 경자.)

109) 정조는 행궁(안산관아)에서 양주 목사(楊州牧使) 오정원(吳鼎源), 김포 
군수 홍대협, 인천 부사(仁川府使) 황운조, 시흥 현령(始興縣令) 정치수
(鄭致綏),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이유, 안산군수 왕도상을 불러 “고을에
서 일어나는 폐단이나 백성들이 겪는 고충 중에서 아뢸 만한 것이 있으
면 제각기 아뢰도록 하라.”하자 부임한지 오래되지 않은 인천부사 황운
조는 총융청의 환곡 900여 섬이 백성에게 폐단이 된다고 하였고 마찬가
지 부임한지 오래지 않은 안산군수 왕도도은 체납된 환곡 중 가장 오래
된 연조(年條) 1000여 섬이 크나큰 폐단이 된다고 하자 정조는 넓게 트
인 곳에 부로를 이끌고 와서 대령하라고 하였다.-『일성록』정조 21년 8
월 임자. 

    정조는 다음날 안산 군문 밖 5리에서 안산 군민의 민원을 청취하였다. 
이때 부로들이 풍년이 들었으나 구환이 봉납(捧納)이 근심이라는 이야기
를 들었다.- 『일성록』정조 21년 8월 계축. 

110) 삼취(三吹) 후에 융복(戎服)을 갖추고 교(轎)에 올라 안산 군문(郡門)을 
출발하여 5리 정도 이르러 주필하였다. 고을의 부로를 불러들여 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하문하였다. 백성들이 아뢰기를, 근년에 풍년을 만나 
백성들이 모두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풍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임인년(1782, 정조6)과 병오년(1786) 조의 체납된 환곡을 모두 
봉납(捧納)하게 되었는데, 그 섬수가 1000여 섬에 이릅니다. 이는 비록 
백성들이 마땅히 봉납해야 하는 곡물이긴 하지만, 바치기 곤란한 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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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않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모두 선처하는 방도를 두도록 하겠
다. 너희들은 물러가도 좋다.”하였다.(三吹後具戎服乘轎出安山郡門至五
里程駐蹕招入邑中父老下詢疾若民人等曰近値豐歲民皆樂生而但以豐燈之
故壬寅丙午條舊還皆爲捧納則其數至於千餘石此雖民間當納之物而不能無
難捧之患矣予曰竝當有善處之道爾等退去好在)-『일성록』정조 21년 8월 
계축. 

111) 주교(舟橋)에 이르러 주교 당상(舟橋堂上)에게 이르기를, 선부(船夫)가 
1년에 두 차례나 부역을 당하니 노고가 매우 심하다. 오늘 즉시 풀어 보
내어 생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至舟橋, 謂舟橋堂上曰 船
夫一年再役 勞苦甚矣 卽日解送 俾勿失業)-『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을묘.

112) 본문 <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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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흥시, 「시흥의 어제와 오늘」, 『사진으로 보는 시흥100년』2, 1997, 
18~19쪽 : 육지측량부, 「구한말 한반도지형도」3권, 1911

     위 추정 노선은 『정조실록』, 『일성록』를 토대로 옛길에 현장 및 구술
조사와 함께 일제시기 제작된 「구한말 한반도지형도」로 파악하여 추정
한 것이다. 현재 시흥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지리적 변화가 많
은 관계로 옛길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추정이 어려운 경우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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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을 지역에 대한 지명으로 부기하였다.  
114) 『정조실록』권47, 21년 8월 계축.
115) 인천으로 가는 도중에 읊어서 부아(府衙)에 걸도록 명하고 읍쉬(邑倅) 

황운조로 하여금 쓰게 하다.(過仁川路中有唫 命揭府衙 使邑倅黃運祚書
之) -『홍재전서』 권7, 시3.

116) 행행노선이 우회한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나 확인이 어렵다. 
다만 시흥시 물왕동 박석고개는 안골과 금이동 도리재 사이에 있는 고개
로 조선 6대 단종(端宗)이 안산시 목내동 능안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릉
(소릉)을 참배하기 위해 이 고개를 넘을 때 주민들이 박석을 깔았다는 
이야기와 시흥시 금이동 능너머(능째)는 도리재 웃말 서쪽으로 운흥산 
줄기로 예전에 왕이 행차했던 고개라고 하며, 전설에 따르면 조선 단종
이 어머니 묘를 쓰려다가 좁아서 안산시 목내동 능안으로 옮겨 ‘능째’라 
불린다는 기록(시흥문화원, 『시흥시 지명유래(始興市地名由來)』, 2006, 
113, 125쪽)이 있다. 실제로 단종이 1454년(단종 2)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릉(昭陵, 안산시 목내동 산47번지)에 제사하고 안산 보천리
(甫川里, 와리면 포촌리 추정)에 유숙한 사실이 있다.(『단종실록(端宗實
錄)』권12, 2년 9월 9월 정축, 무인, 10월 기묘) 그러나 기록에서 한양-
양재역-과천-수리산-안산 목내동을 경유한 행차로 금이동 도리재 지역
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명유래의 특성상 구전과 민담이라서 임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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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1797년 8월 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근거로는 두 이야기의 장소 모두 도리
재 인근으로 인천-안산(안산로)으로 이어지는 옛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
문이다. 

117) 富平站之於安山, 名雖四十里, 實則幾倍 -『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계축.

118) 이와 같은 능행로는 김문식의 책에 수록된 위치도인 ‘그림 2. 정조의 
능행로와 숙소’에 표시된 능행로와 일치한다.-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총서 20(태학사), 2007,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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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 화성」, 『수원시사』17,  2014, 387쪽.
120) 이러한 정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복권과 군왕의 추존을 염원했던 사실

은 여러 행적에서도 드러난다. 1795년(정조 19년) 1월, 환조(桓祖, 태조
의 父) 부부의 위판을 영흥본궁에 추가하는 제사도 사도세자의 복권과 
관련이 있다. 이때 정조는 자신이 태조의 마음을 가지고 부친을 사모하
는 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거행한다고 하였다.(『정조실록』권42, 
19년 1월 병술.) 부친을 사모하는 태조가 익조(翼祖, 태조의 증조부)의 
위판을 제사공간에 추가로 모셨듯이, 부친인 사도세자를 사모하는 정조
는 사도세자의 위판을 제사공간에 추가로 모시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
는 행사였다. 영흥본궁에 새로 모신 위판의 글씨를 민종현(閔鍾顯, 1735
∼1798)이 쓴 것도 의미가 있었다. 숙종 대에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위판을 함흥본궁과 영흥본궁에 모시도록 건의한 사람은 민진후(閔鎭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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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1720)였는데, 민종현은 바로 민진후의 증손이었기 때문이다. 정조
는 숙종이 신덕왕후의 위판을 추가로 모시고, 자신이 환조 부부의 위판
을 추가로 모셨듯이,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숭하여 그 신주를 추가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 화성」, 
『수원시사』17,  2014, 381~382쪽.

121) 정조는 장차 갑자년(1804년)에 세자가 15세가 되고 어머니 혜경궁이 
칠순이 되는 해에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으로 은퇴한다는 이른바 ‘갑자년 
구상’을 입안하고 이제는 장기적 정국운영 구도 위에 자신의 적극적 주
도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왕위를 물려준 후 신왕으로 하여금 사도
세자 추숭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고, 상왕으로 보위하려는 계획이다.-유봉
학 외,『정조시대 화성신도시의 건설』(백산서당), 2001, 30쪽.

122)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개혁과 갈등의 시대』(신구문화사), 2001, 
77~78쪽.

123) ‘원래 늙는 것은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거처하면 그곳이 고향(老來又
委命 安處卽爲鄕)’이라는 백거이(白居易)의 시(詩)에서 나온 ‘노래(老來)’
라는 말로 이곳에서 늙어 안식처로 삼겠다는 정조의 의지를 엿볼 수 있
다.-유봉학,『꿈의 문화유산 화성』(신구문화사), 1996, 140쪽.

124)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개혁과 갈등의 시대』(신구문화사), 200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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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125) 『정조실록』권47, 21년 8월 신해. 
126)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1, 2011,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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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에서 모곡(耗穀)을 받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다. 백

성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너무 많은데, 어찌 구환의 감면을 

아끼겠는가."하고, 하교하기를, 이번에 장릉(章陵) 참배를 인하여 

다행히 한 해 안에 재차 원침(園寢)을 배알(拜謁)하게 되었는데, 

경유한 길이 과천·시흥·김포·부평·인천·안산·광주·남양·

수원 등 모두 10개 고을이다. 우리 백성의 혜택을 바라는 마음을 

생각하건대 어찌 한갓 의장(儀仗)의 성대함만을 바라보게 할 수야 

있겠는가?...(중략)  부평·안산의 구환은 가장 오래된 1년 조를 

탕감하고, 당년의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을 특별히 면제하라. 인

천·남양은 비록 행차가 지나가기만 한 고을이나 처음으로 의장을 

본 곳이다. 지나간 곳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구환으로서 문서에 

실려 있는 것은, 원근을 논하지 말고 지방관이 백성을 모아 놓고 

효유한 뒤에 문권(文券)을 불태우라. 시흥·과천·광주만 유독 누

락시킬 수는 없다. 하물며 처음 지나간 곳인데 또한 어찌 달리하

127) 御得中亭 設小的 御射五巡 獲八矢 命諸將臣耦射 上 謂京畿觀察使李
在學曰 輦過邑金浦, 則蕩減舊還, 安山亦當如之 而仁、富諸邑 當如何施
惠 -『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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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 출궁(出宮)과 환궁(還宮) 때 행차가 지나간 곳의 백성이 

지고 있는 구환은 또한 그 문권을 불태우도록 하라.”128)

128) 還穀取耗 皆出於民 取於民 亦已多矣 何靳於舊還蠲減乎 敎曰 今因章
陵展拜 幸於一歲中 再謁園寢 而路出果川 始興金浦富平仁川安山廣州南
陽水原,凡爲十邑 以吾民望幸之心 豈容使之徒瞻羽旄...(중략) 富平安山舊
還最久一年條蕩減, 當年還耗特除 仁川南陽,雖曰輦過邑 卽初見羽旄之地
也 所過處民人所負舊還之載於還簿者 無論遠近 令地方官 聚會民人 曉諭
後燒券 始興果川廣州不可獨漏 況有初過之處 亦豈異同 出還宮時 輦路民
人之所負舊還 亦令燒券-『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갑인.

129) 儒生應製 校卒試射 依昨年下敎擧行-『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갑
인.

130) 지세는 만 송이 연꽃처럼 서려 있는데 해산물은 보통 돈도 따지지 않
는다오 살기는 안산이 가장 좋다 말하거니와 더구나 다시 큰 풍년까지 
들었음에랴 (地勢盤如萬朶蓮 尋常魚蟹不論錢 生居最說安山好 况復穰穰
大有年) -『홍재전서』 권7, 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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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안산관아의 문루(門樓)로 ‘평근’이란 『사략』에 의하면 주공(周公)이 노
공(魯公)에게 삼가라며 “평이하게 다스려 백성들에게 가까워지면, 백성
들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하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시흥시사
편찬위원회, 「시흥이 남긴 기록, 기록에 담긴 시흥」,『시흥시사』10,  
2007, 309쪽.

132) 능허대지(凌虛臺址)는 인천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옥련동 194-54)로 
378년(근초고왕 27)부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던 475년(개로왕 21)까지 
중국을 왕래할 때 출발했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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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安山收券七十四張賦三上三人三中一人三下三人次上八人詩三下四人次
上四人銘草三下一人次上一人總入格二十五人-『일성록』정조 21년 9월 무
인. 

134) 1715~1815. 18세기 안산 15학사 중의 한 사람인 최성대(崔成大)의 
종손이며, 류경종(柳慶種)의 사위. 1801년(순조 1) 4월 24일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字 : 정9품)를 지낸 후 안산에 은퇴하여 살았다.

135) 安山賦三上一幼學金鏶 許赴監試會試三上幼學李載命等二人各五倫行實
一件三中幼學崔命龜 陸奏約選一件三下幼學李正賢等三人各大本奎章全韵
一件草次上幼學尹稴等八人各小本奎章全韵一件詩三下一幼學權中述  許
赴監試會試三下幼學崔孟晉等三人各大本奎章全韵一件次上幼學柳重祿等
四人各小本奎章全韵一件銘草三下進士崔鴻晉 直赴會試草次上進士趙正逵 
小本奎章全韵一件-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이 남긴 기록, 기록에 담긴 
시흥」,『시흥시사』10,  2007, 308~311쪽 : 『일성록』정조 21년 9월 무인.

136) 仁川收券五十三張賦三下二人次上九人詩三下一人次上四人銘三下一人
草次上三人總入格二十人-『일성록』정조 21년 9월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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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安山)의 장교인 한량 김광세(金光世)는 유엽전에서 변에 

2발을 맞혔으므로 쌀 3말을 주었다. 김재문(金才文)은 관에 1발을 

맞혔고, 이세대(李世大) 등 10인은 모두 변에 1발을 맞혔으므로 

각기 쌀 2말을 주었다. 군병인 양인 강차돌(姜次乭)은 조총에서 

관에 1발을 맞혔고, 석복돌(石福乭) 등 3명은 모두 변에 1발을 맞

혔으므로 각기 쌀 1말을 주었다.

  인천은 장교인 한량 박취대(朴就大)는 유엽전에서 변에 2발을 

맞혔으므로 쌀 3말을 주었다. 김호천(金好千)은 관에 1발을 맞혔

고, 사과 하도숙(河道淑) 등 8인은 모두 변에 1발을 맞혔으므로 

각기 쌀 2말을 주었다. 군병인 양인 김거복(金巨福)은 조총에서 

변에 1발을 맞혔으므로 쌀 1말을 주었다.138)

137) 仁川賦三下幼學朴師簡 許赴監試會試草三下幼學李升說 大本奎章全韵
一件次上幼學河尙貞等九人各小本奎章全韵一件詩三下幼學嚴思祖 許赴監
試會試草次上幼學劉在淳等四人各小本奎章全韵一件銘三下幼學李喆煥 許
赴監試會試草次上幼學宋徽載等三人各小本奎章全韵一件-『일성록』정조 
21년 9월 무인.

138) 命駕過十邑校卒試射放入格人施賞有差 敎曰今番幸行時駕過十邑校卒試
射放時  安山將校閑良金光世 柳葉箭邊二中米三斗金才文貫一中李世大等
十人竝邊一中各米二斗軍兵良人姜次乭 鳥銃貫一中石福乭等三名竝邊一中
各米一斗 仁川將校閑良朴就大 柳葉箭邊二中米三斗金好千貫一中司果 河
道淑等八人竝邊一中各米二斗軍兵良人金巨福 鳥銃邊一中米一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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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명문에서 덕을 길러 우리 왕실에 출가했는데 형황이 점차 멀어지니 
창상의 변고를 어찌 차마 말하리오 아득한 천원이여 실로 그 무덤에 가
까운데  주위의 송백이 일찍이 자라지 않았네 내가 이에 도모하여 봉분
을 북돋우고 나무를 심었으며 내가 무덤에 와서 절하고 예주(醴酒)를 가
득 따르네(名門鍾德 俔我京室 珩璜漸遠 滄桑忍說 瀰瀰泉源 實邇其兆 
侯松侯柏 曾不盈眺 我維圖之 以封以植 來拜玄扃 崇醴于酌)-홍재전서 
제24권 제문6 민회묘친제문(愍懷墓親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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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영정조대 영의정을 역임한 김치인이 당시에 시호가 내려지지 않은 것
을 안 정조는 이를 애석하게 여겨 홍문관으로 하여금 처리하여 이듬해인 
1798년 2월 29일 헌숙(憲肅)이 내려졌다.-『정조실록』 권48, 22년 2월 
계해. 

141) 『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임자, 계축, 『홍재전서』 권24, 제문6,『일
성록』정조 21년 8월 임자,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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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追惟崇陵御筆神道之盛蹟, 一倍愴想-『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임자, 
계축.

143) 還宮 判下上言八十四度-『정조실록』 권47, 21년 8월 을묘.
144) 奉使南京 取錢塘紅種之號曰 蓮城-『일성록』 정조 21년 9월 무인.
145) 관곡지는 조선 초기 이숙번의 소유에서 그 사위 진주 강씨 강순덕에 

전해지고 그 아들 강희맹, 그리고 사위인 사헌부 감찰 권만형(權曼衡)에
게 이어져 현재 안동권씨 화천군파가 관리하고 있다. 관곡지는 시흥시 
황토유적 제8호이다.(하중동 208)

146) 고찬성 진산군 강희맹 공이 일찍이 사신으로 가 남경에 이르러 전당
홍이라고 하는 전당강의 연꽃 씨앗을 얻었다. 돌아와서 이를 하중리의 
작은 못에 심은 까닭으로 읍의 명칭의 연성이라 하였다. 이 연꽃은 색깔
이 하얀데, 오직 끝 부분만 엷은 홍색이어서 다른 연꽃과는 매우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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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대왕 정사년에 본군(안산군)에 주필하실 때 연꽃을 심은 

(故贊成 晉山君姜公希孟嘗奉使至 南京得錢塘蓮子曰錢塘紅 歸而種之下
中里小池 故邑號蓮城 此蓮色白 惟瓣尖淡紅 迥異他蓮)-『연지사적』

     강희맹의 사신행은 1463년(세조 9) 8월 22일 중추원부사로 인순부윤
(仁順府尹) 안경손(安慶孫)과 진하사(進賀使)로 명에 파견되어 흰 꿩(白
雉)·흰 사슴(白鹿), 큰 모양의 흰 후지(厚紙) 1백 장(張)과 표문(表文)을 
바치고(『세조실록(世祖實錄)』 권31, 9년 8월 무신.) 이듬해 정월 24일에 
돌아온 것이다.(『세조실록』 권32, 10년 1월 정축.) 북경에 파견된 강희
맹이 남경까지 간 이유는 서적을 구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추정(남달우, 
「연지사적과 관곡지」, 『강희맹의 학문과 관곡지』 제15회 연성문화제 기
념 학술회의 자료집[시흥문화원․시흥시 향토사료실], 2003, 54쪽)하나 확
실하지는 않다. 다만 『사숙재집』 권12 「부록」에 전하는 노형태(盧亨泰)
의 서찰을 통해 “옛날 진사 강희맹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 위성(渭城)
의 버드나무를 꺾어 흙에다 싸 가지고 와서 대문 밖에 심었는데, 남대문 
밖이 바로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댁을 작호로 부르지 
않고 위성류댁(渭城柳宅)으로 불렀다.”를 통해서 남경을 다녀왔을 개연
성이 있다. 연의 식재에 관하여는 강희맹의 형 강희안(姜希顔)이 지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연화(蓮花)」를 통해 연에 대한 재배와 관심이 높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이 남긴 기록, 기록
에 담긴 시흥」,『시흥시사』10,  2007, 312~314쪽.

147)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8~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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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제로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시고 이어 이 못을 쳐내고 관리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본군의 성대한 일입니다”148)

148) 正廟丁巳 駐蹕于本郡以 種蓮事出題試士 仍命浚治此池 實是本郡之盛
事也

149) 황폐해진 관곡지는 1845년(헌종11)에 안산군수로 부임한 권용정이 봄
에 장정들을 동원하여 못을 파고 연을 되살렸다. 그리고 당시 경기도 관
찰사 이계조(李啓朝)에게 서목(書目)을 올려 이도문(李道文), 황차돌(黃次
乭), 김춘복(金春卜), 황해금(黃海金), 김만돌(金萬乭), 김삼손(金三孫) 6
명의 연지기를 두도록 청해 받아들여졌다. 이들 연지기는 각종 노역(勞
役), 부역(賦役), 포세(布稅), 양곡세(糧穀稅)를 제외시켜 주고 오직 못만
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권용정은 관곡지의 유래와 수축 경과, 연지
기 배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1846년(헌종12)「연지사적(蓮池事蹟)」과 
「연지수치후보초(蓮池修治後報草)」로 구성된 『연지사적』(시흥시 향토사
료실 소장)을 펴냈다. 

150) 일찍이 (연지) 전설을 들은 바 있는데, 오늘 진적을 얻고 보니 일이 
우연스럽지가 않거니와 또한 하나의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 보고한 바가 
매우 마땅하므로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의당 영구히 준행해야 할 것
이다.(曾聞傳說今得眞跡 事不偶然亦一奇事 所報甚好依此施行永久遵行宜
當事)-시흥시 향토사료실,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시흥역
사문화총서』제1권,  2006, 64쪽 : 「安山郡守 書目」(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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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錢塘紅蓮池 旣有丁未年分營門完文 不必更爲敍
152) 시흥시 향토사료실,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시흥역사

문화총서』제1권,  2006,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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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정조 22년(1798) 봄에 임금님 행차가 우리 마을에 직접 오셔서 머무
실 때 우리 마을에서 받들어 모시는 절차와 의식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바다 귀퉁이의 궁벽한 마을에서 갑자기 판별하여 갖추기 어려울 뿐 아니
라 임금님께서 농업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시는 까닭으로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마을 농민이 권농사(勸農社)를 조직한 후 깃발을 만들고 북
과 징을 사서 갖추고 농악(農樂)을 연주하며 어가를 받들어 모신지라(正
廟二十二年(開國四百六年) 丁巳春에 御駕 本洞에 親臨駐蹕하실 时(時)
本洞에서 奉迎의 節次와 儀式을 錐欲準備나 海隅僻村에서 猝地辦備키 
難할분 外에 聖慮가 農業을 軫念하시는 故로 御意로 奉軆한이 本洞農
民이 勸農社를 組織한 後標旗를 創造하고 鼓鐙을 購得하야 農樂을 演
奏하며 御駕를 奉迎한지라) -「권농사창설연보(勸農社創設年譜)」,『권농편
(勸農篇)』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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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제2집』, 2000.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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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변태섭,『한국사통론』(삼영사),  2007, 323쪽.
156) 특히 문중은 부계의 지파별 조직을 갖으면서, 혈연관계에 입각하여 종

계(宗契=종안(宗案))로 불린 규약을 만들어 단체의 목적과 사업,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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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임원 조항으로 문중을 결속하였다. 17세기에 결성된 문중은 대개 
4~5세대 정도의 소 종족(宗族)으로 구성되었고, 이것이 18세기에 이르러 
7~8세대, 19세기에는 동성(同姓) 전체의 대종(大宗)단위로 확대되었고 
더불어 동성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集姓村)들이 전국적으로 발달하여 그 
수가 급증했다. 이들 문중의 사업은 도덕과 질서의 권장, 성원 간의 친
목행사, 장학사업, 상부상조 등을 통해 나름으로 각박해져 가는 향촌사
회에 대처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문중 사업의 큰 것은 공동조상, 즉 시
조 또는 중시조를 집단적으로 제사하고 기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혈족집
단의 제사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새로이 발달한 것이다. 거기에 족보편
찬과 더불어 특히, 조상을 기리는 위선(爲先)사업에 따라 문집(文集)의 
간행, 묘역의 조성, 조상과 관련된 서원과 사우의 건립이 크게 유행했다. 
이러한 일들은 조상에 대한 효심의 실천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혈족 
간의 친목을 다지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중의 사회적 위세를 과
시하는 목적에서 추구된 면도 컸다. 문중의 위세는 배타성과 불공정성을 
띠며 그 성원들의 향촌사회 내에서의 세력과 이익의 확보에 크게 작용했
다.-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413~416쪽.

157) 『시흥군지』上(1988) 1163~1164쪽에 수록되어 있고 제보자는 포리 거
주 이병인 씨로 기록되어 있다. 걸뚝설화가 소개된 자료는 시흥시,『시흥
문화유산』,  2013, 72쪽, 시흥문화원, 『시흥시 신현동지』,  1999, 
344~345쪽, 이승언,「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시흥향토총서』3(시흥
시문화공보실), 1995, 333~334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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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안산과 인천 두 읍의 경계에 제방을 쌓아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감관(감독관)을 정하고 군정을 고용하여 일을 시작하여 이제 
완공하였습니다. 가까운 경기지역 내에 수백 석의 논을 얻어 실로 다행
입니다...(又以賑恤廳言啓曰, 本廳用度浩繁, 蓄積匱竭, 而元無稅入之物, 
牽補推移之際, 極其苟簡, 安山·仁川兩邑之境, 有可以築堰作畓之處, 故
別定監官, 雇軍始役, 今已完畢, 近畿之內, 得此數百石缺畓, 誠爲多幸) -
『승정원일기』제535책, 경종 원년(1721) 12월 6일. 

159) 진휼청은 기근으로 굶주리는 백성 구휼을 위한 관청이므로 기민 구휼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진휼청의 기능 중, 제언의 축조와 관리
기능으로 조선 초기 제언사를 설치하여 관리하다 선조 이후 폐지되었고, 
1662년(현종3) 복설(復設)하여 비변사에 속하였으나 제언사를 실제로 담
당한 것은 호조판서와 진휼당상이었기 때문에 제언에 관한 업무는 진휼
청의 소관이었다. 따라서 진휼청에서 제언의 보수와 관리는 물론 축조된 
제언을 통해 얻어지는 경작지에 둔전을 경영하여 그 소출을 진휼에 필요
한 곡식으로 활용하였다.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전통시대」,『시
흥시사』1,  2007, 241~242쪽.

160) 경종 때 축조된 호조방죽의 문헌기록을 최초로 확인한 것은 시흥시 
향토연구가인 심우일(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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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시흥시사』1,  2007, 
239쪽.

162) 「신고계면(新古介面)에서 신현동(新峴洞)까지의 변천사」를 집필한 주
혁(상임위원)은 ‘호조벌판의 조성’이라는 본문 내용에서 호조벌의 형성시
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시흥에 정통한 인사와 현지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18세기 후반 정조의 화성행차 당시 그 비용마련을 목적으로 조
성한 것으로 믿고 있다.(시흥문화원, 『시흥시 신현동지』,  1999, 37~38
쪽) 같은 책 「지명유래」를 집필한 이승언은 ‘걸뚝’과 ‘호조벌’을 설명하
면서 이를 정조가 만든 것으로 쓰며(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1, 
102쪽), 논증을 달리하고 있어 호조벌의  정조사적에 그가 관계된 사실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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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華城市民貸下 賑廳錢六萬五千兩 退限4年取其利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상, 연설, 갑인 7월 20일.

16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 화성」, 『수원시사』17,  2014, 453쪽.
     진휼청에서 정리소에 관문을 보내 정리소의 자금 처리 결과 보고(『원

행을묘정리의궤』 권중, 내관, 을묘 4월 1일.)한 사실과 1797년 당시 장
용대장(壯勇大將)을 맡고 있던 정민시가 정조에게 아뢰기를 “진청(賑廳)
의 월과미(月課米)는 한 해의 간격으로 수어청과 총융청의 양청에서 올
려 받고 내려주고 하였는데, 수어청이 출진(出鎭)한 뒤로는 월과미가 귀
속될 곳이 없습니다. 본영의 군기색(軍器色)에 이속시켜 수어청의 예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賑廳月課米 有間年上下於守摠
兩廳者 而守禦廳出鎭之後 月課米姑無歸屬處 請移屬本營軍器色 依守禦
廳例擧行 從之 )-『정조실록』 권46, 21년 2월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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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정조 22년(1798) 봄에 임금님 행차가 우리 마을에 직접 오셔서 머무
실 때 우리 마을에서 받들어 모시는 절차와 의식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바다 귀퉁이의 궁벽한 마을에서 갑자기 판별하여 갖추기 어려울 뿐 아니
라 임금님께서 농업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시는 까닭으로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마을 농민이 권농사(勸農社)를 조직한 후 깃발을 만들고 북
과 징을 사서 갖추고 농악(農樂)을 연주하며 어가를 받들어 모신지라(正
廟二十二年(開國四百六年) 丁巳春에 御駕 本洞에 親臨駐蹕하실 时(時)
本洞에서 奉迎의 節次와 儀式을 錐欲準備나 海隅僻村에서 猝地辦備키 
難할분 外에 聖慮가 農業을 軫念하시는 故로 御意로 奉軆한이 本洞農
民이 勸農社를 組織한 後標旗를 創造하고 鼓鐙을 購得하야 農樂을 演
奏하며 御駕를 奉迎한지라)-「권농사창설연보(勸農社創設年譜)」,『권농편
(勸農篇)』 1891년.

166) 『권농편』(1891년, 21.5*30cm, 시흥시 향토사료실 소장)은 안산군 초
산면(현 시흥시 하중동) 일대 주민들이 ‘권농사’라는 조직을 재결성한 동
기를 기록하고, '권농사‘의 임원 명단을 수록한 자료이다. 서문에 해당하
는 「역농문(力農文)」과 1891년 당시의 「임원명단」, ’권농사‘의 창설 경
위를 적은 「권농사창설연보」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67) 『정조실록』 권48, 22년 2월 을미,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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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대가가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갔다. 상이 편찮으시자, 대신·각신·
약원 등이 안부를 물으며 유여택(維與宅)에 입시하였다.(乙未朔/駕詣華
城行宮 上候未寧 大臣閣臣藥院承候 入侍于維與宅) -『정조실록』 권48, 
22년 2월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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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訓鍊都監 宜開屯於京畿地方 而訓局軍萬名中五千名 在京操鍊 五千名
赴屯耕作 以爲兵農相寓之義

170) 『정조실록』 권46, 21년 1월 경오.
171)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사』2,  2007, 

371~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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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장용대장이 향군(鄕軍) 2개 초(哨)와 선기대(善騎隊) 2개 초를 거느리
고 선상(先廂)이 되고(壯勇大將率鄕軍二哨善騎隊二哨爲先廂)-『일성록』 
정조 22년 2월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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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전하 봉영놀이’는 ‘1997년에 제11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시흥
시 대표 민속놀이로 출전하여 노력상을 수상한 고증자료이다. ‘전하 봉
영놀이’를 발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시흥시 향토사료실에 
근무하던 이승언(필명 이한기, 1945~2002)이다. 그는 ‘전하 봉영놀이’의 
기록이 전하고 있는 『시흥시 신현동지』(1999)를 편찬하는데 편찬자문위
원과 이 이야기가 수록된 동책「민속예술과 놀이마당」의 증언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하 봉영놀이’의 내용이 되는 정조 친림 이야기의 주요 
출처인 『권농편』을 발굴한 장본인이다. 또한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백상형에 대한 인물 조사를 하여 널리 읽혀지는 「시흥의 인물과 행적」
(1995)을 펴낸 저자이다. 

174) 백상형은 자가 순보(純甫), 호는 오헌(傲軒)으로, 본관은 수원(水原)이
다. 경종 때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뒤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정
주(定州)로 유배된 아버지를 따라 18세의 나이로 배행했다가 귀양지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올 정도의 효자
였다. 일생 동안 오로지 경서(經書) 연구에만 몰두했던 백상형은 본래 
서울에서 살았으나 배가 드나드는 해변을 찾아 현재의 하중동 샛말에 정
착했다. 이곳에 면포정(面圃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앞에 작은 연못 2
개를 파서 물고기와 연꽃을 길렀다. 연못에는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 바
위를 세우고 주위에 갖은 꽃들을 가꾸어 자적하며 시를 남기기도 하였고 
때로는 멀리까지 명승지를 탐방하여 기행문과 시를 남겼다. 그리고 백상
형은 시흥지역, 당시 안산의 남인 및 소북계 사대부들과 사로사(四老社)
라는 시사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그의 문집 『오헌집』에 따르면 이들은 
시와 문장이 뛰어난 당대 문인이나 서화가(書畵家)들로 특히 시∙서∙화
로 유명했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을 비롯하여 의암(蟻
庵) 조중보(趙重普, 1705~?), 석가재(夕可齋) 이태길(李泰吉, 1709~?)과 
함께 안산의 4대 문장가로 알려졌으며, 뒤에 포동 출신의 학산(鶴山) 엄
경응(嚴慶膺, 1696~1784), 현재(弦齋) 최창헌(崔昌憲), 권요성(權堯性), 
김춘용(金春容)이 추가되어 세칭 ‘안산팔문장(安山八文章)’이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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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엄경응은 포동에, 그리고 강세황은 조남동 방화마을에, 이태길
은 백상형의 거처에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으나 그 밖의 인물
은 거주지가 자세하지 않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사』2,  2007, 346~354쪽.

175) 이승언, 「시흥의 인물과 행적」,『시흥향토총서』2(시흥시문화공보실),  
1995,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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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혜은, 「조선시대의 교통로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 : 한성-의주간을 
사례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류명환, 「義州路 道程 기
록 계통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6-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4; 신춘
호, 「古地圖를 통해 본 義州大路 원형 복원 일고」,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학술대회 학술집』,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4; 정대영, 「의주대로 답사
후기」, 『한국고지도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4; 최영
준, 「조선시대의 영남길 연구 : 서울-상주의 경우」, 『지리학』 12, 1975; 
최영준, 「영남로의 경관변화」, 『지리학』 28, 1983; 최영준, 「영남대로-
한국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총서』 24, 고
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0; 김종혁, 「평해로 따라 강원도 가기」, 
『내일을 여는 역사』 3, 내일을 여는 역사, 2000; 도도로키 히로시, 「“대
동지지”에 나타난 ‘동남지평해삼대로(관동대로)’의 경로 비정」, 『문화역
사지리』 14-1, 2002; 나연숙, 「조선시대 평해로 연구 : 울릉도 검찰일기
에 나타나는 기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등.

4) 이뉴스투데이 2012년 10월 8일 기사, 「경기도내 ‘삼남길’ 개통식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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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5) 뉴시스 2013년 5월 21일 기사, 「삼남길 경기지역 전 구간 25일 개통」.
6) 연합뉴스 2013년 10월 26일 기사, 「조선시대 한양~중국 잇던 경기 ‘의

주길’ 개통」.
7) 경인일보 2015년 10월 14일 기사, 「한양과 영남 잇던 옛길... 시민 품으

로 돌아오다」.
8) 신춘호, 「경기옛길, `의주길 원형`의 방송콘텐츠 구현 양상 -OUN, MBC 

다큐멘터리 제작사례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
9) 6대로를 살피며 강화로를 같이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명환, 「旅

菴 申景濬의 『道路考』 연구 : 「六大路」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5; 류명환, 「『도로고』ㆍ「여지고」의 도로체계와 『동역도』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등.

10) 조병로, 「역사문화탐방로로서의 경기옛길의 가치」, 『2017경기옛길 학술 
토론회』, 경기문화재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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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조실록』 7년(1398) 8월 26일 : (…) 將置通津, 過楊花渡, 宿渡丞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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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주소는 참고문헌 참조. 이하 동일)
1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14) 지적아카이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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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왕(필자 주 : 태종)이 揚花渡로 행차하여 戰艦을 관람하였다. 

이에 앞서 여러 도의 전함이 倭船을 추격하다가 왜선이 빨라 따라

잡을 수 없었다. 상왕이 그것을 한심하게 여겨 대호군 尹得民에게 

명하여 快船 3척을 만들도록 명하였다.17)

주사청이 아뢰기를, “(…)  과거 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수군 연

습을 할 때에는 으레 楊花渡 望遠亭의 강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8) 

15) 『고려사』 권56 지리지 금주 : 衿州【衿一作黔】 (…) 有楊花渡.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楊花津 항목
17) 『세종실록』 2년(1420) 11월 17일 : 上王幸楊花渡, 觀戰艦. 先是, 諸道

戰艦追倭船, 倭船快甚不能及, 王恨之, 命大護軍尹得民造快船三艘, 
(…).

18) 『광해군일기』 11년(1619) 9월 10일 : 舟師廳啓曰: “(…) 故在前, 或有
親臨水操之時, 例於楊花渡 望遠亭前洋爲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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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선시대 孝寧大君이 세운 정자로 외국사신을 위한 연회를 베풀던 곳
이었다. 세종 7년(1425)에는 세종이 喜雨亭이라고 명명하였다가 후대에
는 月山大君이 망원정이라 명명하였다. 현재도 합정동에 터가 있다.

20) 『양천현읍지』 「津渡」 : 間浦津, 自官門東去十三里, 有津船二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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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양화도를 건너면 그 앞길에 鐵串浦가 있는데 潮水

가 진퇴하여 행인들 길이 막힙니다. 이곳에다 돌다리를 만든다면 

참으로 강화를 통행하는 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전에 

경기 감영에서 승도들을 모집하고 재력을 모아, 돌을 깨어 이곳에 

운반해서 거의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력이 모

자라 마침내 중도에 그만 두었으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 

役事에 필요한 식량 2~30석과 돈 3~4백냥도 진휼청으로 하여금 적

당히 지급하게 하여 役事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품달한 대로 하라.“라고 하셨

다.21)

21) 『비변사등록』 숙종 18년(1692) 1월 5일 : “(…) 但自楊花渡, 指向前路
之間, 有鐵串浦潮水進退, 行旅不通, 若造石橋於此處, 則實爲江都通行
之大路, 故頃年, 自畿營募得僧徒, 鳩集財力代石, 運致於役所, 幾至成
橋矣, 財竭力乏, 終至中掇, 事甚可惜. (…) 至於役糧數三十石, 錢文三
四百兩, 亦令賑廳量宜題給, 以爲助役之地何如?” 上曰, “依所達爲之可
也.”

22) 『비변사등록』 숙종 18년(1692) 6월 23일 : 鐵串橋役, 纔已完畢於雨水
之前矣. (…) 所入物力, 雖自官家備給, 而化主僧人, 終始擔當. (…) 鐵
串橋役時, 石工十人 (…).

23) 비변사등록 숙종 30년(1704) 3월 17일 : 因楊(陽)川縣監李斗相牒報,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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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鐵串浦, 乃是江都往來之直路, 且章陵陵幸大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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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천현읍지』 「환적」조 참조.
25) 『고려사』 「열전」 권34 孝友 鄭愈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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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허가바위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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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당 교량은 자료에 따라 출현하지 않기도 한다. 반면 절근교와 천등고
개, 굴포교는 지속적으로 표기된다. 이로 보아 학교는 그리 크지 않은 
교량이기에 간혹 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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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사료총서』 제20집, 『여지도서』 上 『김포군읍지』 「橋梁」 : 折斤橋·
土橋·臥橋竝板橋, 掘浦橋·羅津橋竝紅霓.

29) 『정조실록』 21년(1797) 8월 15일 : (…) 至天登峴, 召見本縣父老詢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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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통경대로를 通津과 서울(京)을 이어주는 대로로 이해할 수 있으나, 『비
변사등록』에서 살펴보면 의주와 서울을 이어주는 길목도 통경대로라고 
표현한다. 이로 보아 서울로 통하는 큰 길이라는 해석이 보다 합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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㤿

31) 『택당집』 권2 9b~10a : ‘宿通津瓮井山. 山有沈舅先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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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선총독부학무국, 『朝鮮敎育要覽』, 1926, 194-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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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자, 맹자, 안자, 증자, 자사
34)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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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본관 수원, 무과 출신이다. 아버지는 광양현감을 지낸 白魯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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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宮山은 城山으로도 불렸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조실록의 권율이 
행주 산성 대첩을 보고할 때 일면은 강가이고 삼면은 구릉으로 되어있는 
성산이 궁산일 것으로 추정된다.(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4일 기
유 1번째기사) 이를 기준으로 보면 권율이 녹각을 설치하고 토석성을 쌓
았다는 대답은 양천고성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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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태조실록』 7년(1398) 8월 26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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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동야승』 「동각잡기」 권상 本朝璿源寶錄: 燕山旣廢. 大臣議安置節
目, 配喬桐縣. (…) 初日宿衍禧宮. 宿金浦. 宿通津江華. 抵喬桐.

39) 『광해군일기』 7년(1615) 11월 10일 임오 7번째기사.
40) 『승정원일기』 철종 즉위년(1849) 6월 9일 : 己酉六月初九日申時, 大王

大妃殿, 命大臣都承旨, 奉迎嗣王于江華府, (…), 嗣王出門外乘轎, 仍進
發渡甲津, 至通津, 小駐於官舍, (…). 少頃, 進發至金浦中火, 大臣·承史
進入問候訖. (…) 少頃, 進發至陽川宿所, 大臣·承史問候, 退出. (…) 少
頃, 進發渡楊花津, 至藥峴前路, (…) 仍詣崇禮門外, 降轎入小次. 少頃, 
進發入崇禮門, 由鍾街前路, 至敦化門外, 降轎乘輿. 仍由敦化東夾門, 
入進善東夾門, 至仁政門正路, 降輿步過。 仍乘輿入肅章東夾門.

41) 철종이 교동에서 강화로 옮기는 도중 풍랑이 심하였는데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본시 위험한 물목인데다 바람까지 만나 
요행을 바랄 수 없었음에도 건너게 된 것은 배에 하늘이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왕이 양화진에 이르렀을 때 길
가에 양떼가 편을 나누어 꿇어앉아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철종실록』 권1, 명순왕비가 써내린 행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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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 회화』, 2007.
43) 한 예로 1797년 8월 장릉으로 행차한 정조의 기록에서 양천, 천등현 

등을 거쳐 장릉으로 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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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조대부터 실록 및 『승정원일기』 등을 근거로 살펴보아도 인조 5회, 
효종 10회, 현종 15회, 숙종 47회, 경종 4회, 영조 52회, 정조 24회, 
순조 34회, 헌종 15회, 철종 14회로 중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한다.

45) 태종은 1409년 5월, 동년 12월 27일, 1410년 8월 3일 건원릉으로 능
행을 거행하였으며, 이후 1457년 세조가 건원릉에 가 望祭를 친히 행
하였다. 또한 현종이 숙종의 寧陵 및 건원릉, 현릉, 목릉을 참배하는 
등 초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진다.

46) 『정조실록』 21년(1797) 8월 15일 신해 2번째기사. 
47) 신경준의 『도로고』에서는 장릉으로 가는 길을 노량진부터 방하곶-고산

-양천현-부석리-천등현-장릉 구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거리는 총 85
리라고 기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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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김문식, 「18세기 후반 正祖 陵行의 意義」, 『한국학보』 88집, 1997.
49) 『일성록』 정조 21년(1797) 9월 12일. 
50) 『영조실록』 21년(1745)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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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광해군일기』중초본 10년(1618) 7월 2일 : (…) 王曰: “江都欲爲保障, 
已爲預度, 而江都之外, 可合保障, 何處耶?” (…) 惇曰: “江都, 陸行, 則
自陽川、通津, 抵甲串乘舟, 則自江頭, 過金浦、陽川、通津, 抵燕尾亭, 
自江都向湖西, 陸行, 則由振威、水原、平澤、德山, 到水營, 舟行, 則過
安興渡, 抵沔川矣.”

52) 『한민족독립운동사』 1권 「국권수호운동1」 중 양헌수의 출격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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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2) 고려사에 따르면 현종 9년(1018) 중앙과 지방의 행정제도를 정비하면

서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그 주변의 12개 군현을 묶은‘경기제(京畿
制)’의 도입으로부터 1000년이 지났음을 뜻한다. 경기천년 홈페이지 
http://ggma.ggcf.kr/about. 

   “현종(顯宗) 9년(1018)에 부(府)를 없애고 현령(縣令)을 두어, 정주(貞
州)·덕수(德水)·강음(江陰)의 세 현(縣)을 관할하고, 장단현령(長湍縣令)을 
두어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
마전(麻田)의 7개 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
시키고, 이를 경기(京畿)라 불렀다.” 고려사 권56, 지리1, 왕경개성부 
기사.  

3) 본 논문에서 옛길의 개념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
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의 원형으로, 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조성된 
길”로 정의한다. 경기도,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 경기도조례 제4651호, 2013년 12월 2일 시행. 또한 문화콘텐츠의 
개념은 ‘문화로서의 자격’과 ‘문화적 기능’을 포괄하는 의미로 다양한 매
체를 통해 구현되어 사람들에게 지적, 정서적 만족을 주는 창의적 가공
물로 정의한다. 박상천, ‘문화콘텐츠’ 개념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
화 제3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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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영, ｢금강산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17쪽.

5)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史 硏究, 경인문화사, 2014, 28쪽. 추가로 
동일책의 [부록] ‘조선시대 국내 山水遊記 일람’ 참조.

6) 금강산 유산기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너무 방대하여 본 고에서 고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국문학과 역사학 등의 선행연구자의 연
구동향은 이상균(앞의 책, 6-10쪽)의 연구와 역사지리학 분야는 정치영
의 연구가 독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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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
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정치영, ｢‘金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
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한국문화
역사지리학회, 2003. ; 이영숙, ｢17세기 이전 금강산 유람의 경로 및 특
징｣, 남명학연구 Vol.55,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17. 등이 있다.

8) 지(池)씨는 총 16개 본관(충주, 경주, 봉산(봉주), 광주, 단양, 전주, 진주, 
청송, 청주, 충남, 충북, 평산, 평창, 해주, 밀양, 수원)이 있다. 대표적인 
충주지씨(忠州池氏) 외에 단양지씨(丹陽池氏)와 광주지씨(廣州池氏)가 
나와 있으나, 충주지씨의 분파로서 현재는 충주지씨로 일원화되었으며, 
그 밖의 다른 본관은 충주지씨의 세거지였다고 한다. 이 중 충주, 경주, 
봉산(봉주)지씨를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1832년 금강록의 저자로 보
이는 지상은(池尙殷)은 성씨 본관 항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금강록의 저자는 ‘지상은’으로 가정한다. 추후 금강록의 저자 
지상은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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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운기, ｢안산시의 김홍도 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동아시아고대학 제
37권, 東아시아古代學會, 2015, 32쪽.

10) 지역문화콘텐츠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완성된 
콘텐츠의 재미요소가 충분하더라도 역사적 사실 요소를 왜곡한다면 콘
텐츠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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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금강산 관
광과 개성공단사업에서 평화의 의미를 찾았다. 먼저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동해안의 금강호가 북강원도 장전항을 향해 첫 출항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9월부터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 11일 관광객의 북한군 피격 사건으로 
잠정 중단되었다. 반면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서 남북화해 교류협력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30일 개성공단 건설이 착수 준공식을 시작하였지만 2016년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금강산과 개성지역은 북측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었지만 경협사업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마리를 제공했
으며, 두 지역 모두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3번 국도의 종
점인 철원ㆍ금화 지역은 한반도의‘마지막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금강산 육로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북측과 남측의 군사적 대치가 없는 시
기의 도래이며, 바로 이 시기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 시점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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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지훈, 「경기도의 역사와 경기옛길」, 『2016경기옛길학술대회, 역사문화
탐방로의 현재와 미래적 가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6, 
12쪽.

13) 위의 글,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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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월에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郵驛)을 두고 해당 관부에 명해 관도(官
道)를 수리하게 하였다.(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삼국사기 권
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3월조. ; 김부식, 삼국사기Ⅰ, 이강래 역, 
한길사, 2013, 113쪽. 또한 “한지(漢志)에서 이른…평양에서 여기까지에 이
르기까지는 17개 역(驛)이 있었다고 하니…”,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
리4 고구려조. ; 김부식, 앞의 책, 687쪽. 등의 기사를 통해 삼국시대
에도 역과 역제가 존재하였고, 도로가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상열, 역사문화로 개발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3쪽.

16) 정요근,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32쪽.

17) 고동환, 한국전근대교통사, 들녘, 2015,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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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요근, 위의 글, 41쪽.
19) 고동환, 앞의 책, 2015,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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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의 책,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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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작성




21) “도원도(桃源道)는 21개의 역을 관할하는데, 도원(桃源)[송림(松林, 황해
북도 개성특급시)], 백령(白嶺)[단주(湍州, 경기도 파주시)], 옥계(玉溪)[장
주(章州, 경기도 연천군)], 용담(龍潭)·풍천(楓川)[동주], 임단(臨湍)[평강
(平康, 강원도 평강군)], 송간(松閒)·단림(丹林)[남곡(嵐谷, 강원도 회양
군)], 은계(銀溪)[교주], 임강역(臨江驛)·전원(田原)[동주], 도창(桃昌)·남역(南
驛)·단암(丹嵒)[김화(金化, 강원도 김화군)], 동음역(洞陰驛)·삭녕역(朔寧驛)·봉
곡(烽谷)[승령(僧嶺, 경기도 연천군)], 통언(通堰)[교주(交州)], 이령(梨
嶺)·직목(直木)[금성(金城, 강원도 김화군)], 웅양(熊壤)[기성(歧城, 강원도 철원
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권82 병지2 참역(站驛) 기사.

22) 정요근, 위의 글, 30쪽. 
23) 가정집(稼亭集) 권5와 동문선(東文選) 권7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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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려 초기 교주(交州)였으며, 이후 장양에서 ‘회양’으로 바뀌었다.
25) 강원도에 있는 김화 지역의 옛 이름이다.
26) “自鐵原至山三百里, 則踞京實五百餘里也.” 윤호진ㆍ이상필ㆍ강정화ㆍ

이영숙ㆍ강동욱ㆍ문정우, 금강산유람록1, 민속원, 2016, 15쪽, 282쪽.
27) ｢전국 525개 역도ㆍ22개 고려 간선도로 구축...국가 대동맥 이어지다｣, 중

부일보, 2015년 3월 9일자,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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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강진갑, ｢경기도 옛길 조성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 관점에서 본 옛길의 가
치와 활용방안, 경기문화재단ㆍ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30쪽.

29) 경기옛길 홈페이지 http://ggoldroad.ggcf.or.kr/ggoldroad/road/road_introduce.php
30) 이상열, 위의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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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접사(遠椄使) 이맹균(李孟畇)이 급히 보고하기를, 

"이번 4월 초2일에 창(昌)·윤(尹)·백(白) 세 중국 사신이 의

주(義州) 송산(松山) 반야사(般若寺)를 유람하였는데, 창성(昌盛)

이 최치운(崔致雲)에게 말하기를, ‘금강산(金剛山)을 가 보고자 

하는데 경기(京畿)에서 며칠 노정인가.’ 하니, 치운이 답하기를, 

‘대엿새 노정이라.’ 하기에, 신이 이것을 듣고 치운에게 이르기

31) 류명환, 여암 신경준과 역주 도로고, 도서출판 역사문화, 2014,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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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신이 만일 다시 묻거든 길이 험난(險難)하여 여름철에는 

유람 다니기가 불가하다고 대답하라.’ 하였습니다."32)

32)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4월 8일 병인기사.
33) 고동환, 앞의 책, 376-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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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동환, 앞의 책,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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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강세황, 표암유고, 김종진, 변영섭, 정은진, 조송식 역, ㈜지식산업사, 
2010, 373쪽.

36) 위의 책,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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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 산 유람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는데 세상일에 얽

매이다 보니 금강산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임진년 봄이 되어 어

머니께서도 건강하시고 형제들도 무탈하였으며 어린 자식들도 자

라서 집안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동지 김익경

과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계획하고서 한마을에 사는 이춘보, 노래 

잘하는 김군오와 동행을 하게 되었다. 임관용은 그 당시 늘 바쁜 

벼슬아치였지만 우리와 금강산 유람을 함께 가기로 했다. 화창하

고 좋은 봄날에 귀를 깨우는 거문고 가락이나 피리 소리가 없어서

는 안 되겠기에 거문고를 잘 타고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을 선발하

여 데리고 가기로 했다.37)

 

37) 지상은, 수원사람들의 금강산 유람기 금강록, 박종훈 역, 수원박물관, 
2016, 32쪽.

38) 위의 책, 132쪽.
39) 위의 책,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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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위의 책, 38쪽.
41) 위의 책, 58쪽.
42) 위의 책, 18쪽.
43) 신은경은 “어느 특정 지리공간을 중심으로 그곳의 산수자연, 사회, 문화 등

의 지리적 현상을 서술함과 동시에 그곳에 관련된 시문이나 고사, 전설, 지
명 유래 등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그곳에 대한 실재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텍스트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지리서와 문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형태의 담론을 ‘박물학적 담론’이라 명명”하였다. 신은경, ｢지리공간의 
담론화 과정에 대한 일고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를 중심으
로｣, 정신문화연구 32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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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상은, 앞의 책, 60쪽.
45) 위의 책,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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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최선웅ㆍ민병준, 해설 대동여지도, 진선출판사,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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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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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김영순ㆍ오영훈ㆍ한성우ㆍ윤희진ㆍ권도영, 인문콘텐츠와 인물스토리텔링, 북
코리아, 2018,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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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장부터 의미하는 ‘금강산 옛길’은 경기도 지역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경로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열린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수
많은 길과 점ㆍ선ㆍ면ㆍ심미적 가치들을 연결하여 지역의 역할과 가치
를 재조명하고 지역민 및 탐방객에 의한 지역 생활의 역할까지도 담당
해 낼 수 있는 걷는 길을 의미한다. 또한 ‘열린 공간’은 금강산에 이르
는 경로가 ‘선’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역’의 
개념으로 전환된 의미를 말한다.

50) 이지훈, 위의 글, 2016, 8쪽.
51) 이지훈, ｢경기도 옛길(영남길) 조성사업 개요｣, 경기도 옛길, 영남길 개

발 및 조성 결과보고서, 경기도, 2015, 14쪽.
52) 이상열, 위의 글, 2014, 54-55쪽. 이상열은 당시까지 조선시대 10대로 

관련 역사문화로 현황을 조사하여 도표화하였다. 이때까지 경흥로는 역
사문화로로 개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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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지훈도 2016 경기옛길학술대회에서 “옛길 원형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이지훈, 위의 글, 2016, 8쪽.

54) 국내에서는 트레일에 대한 개념 및 계획, 관리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한 가지 용어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해
석되고 있다. 유사 개념으로 그린웨이, 탐방로, 녹지축, 녹지기반시
설 등이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옛길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 
보고서 2권, 경기도 외, 2014년, 338쪽.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트레일이란 지역에서 이동 및 농경 등의 활동을 위해 자연스럽게 생
겨난 길 가운데, 특히 지역의 역사자원, 문화자원, 자연자원 및 심미적 가치
를 지닌 길을 발굴, 연결해 지역에 사는 사람과 외부에서 온 탐방객에게 
지역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열려있는 도보 여행길을 의미한다. (사)나
를만나는숲, ｢백두대간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방안 연구｣, 산림청, 
2010,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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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영초, 「경기옛길의 비전과 방향」, 2016경기옛길학술대회,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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