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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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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관 해석:

지도교수 : 김 성 균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함 백 림

 

중국은 중화민족을 중심으로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

이다. 각 민족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적 특성을 인정

하고 이를 보존하면서 각 민족의 특색 있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시 한다. 이러한 삶의 환경이 보존되어 있고,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가 남아있는 곳이 중국의 고촌락(古村落)이다.

이러한 고촌락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한편으

로 복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나 촌락공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물리적 요소의 복원으로 그 본래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고 있다.

고촌락 문화경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 지리학, 건축

학, 인구통계 관련 분야에서 마을의 역사 사건과 마을의 물리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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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 마을의 공간과 주변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또한 연구가 대부분 연구자의 관점에서 수행

되어 피상적으로 기록되었고, 마을 내부자의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고촌락에 대한 문화경관 해석을 거주

민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저장 란시시(蘭溪市) 서부에 위

치한 약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갈촌(諸葛村)을 연구 대상지로 하

여 제갈촌의 마을 형성과정, 마을 산수와 풍수, 마을 공간구성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갈촌에 대하여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관점에서 마을 공간을 이해하는 질적인 연

구를 진행하였다. 제갈촌의 거주자들은 제갈 성씨를 가진 제갈량의 후예

들이고, 그들은 끈끈하게 연결된 친족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제갈촌의 이러한 사회적 요소가 마을의 공간구성에 주요한 영향

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풍수지리 이론을 도입하여 마을 터의 선

정과 마을 배치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그들의 선조가 남긴 팔괘진법

이론을 마을의 공간구성에 도입하여 마을 전체를 방어 요새와 흡사한 마

을경관을 조성하였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만

큼의 공간만 건축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갈촌의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요소가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서 마을 사람들의 생존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제갈촌의

상업공간인 마을장터는 제갈촌의 특산품들, 제갈촌의 마을사람들, 제갈촌

의 풍습들을 접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다. 마을장터는 단순히 상업공

간으로만 이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자, 명절 축제가 열리는 커뮤니티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체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요소가 단순한 거래 행

위를 보다 의미 있는 행위로 전환하는 제갈촌만의 마을 문화경관임을 밝

혔다. 제갈촌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발생 하고 있었다.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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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속에서 제갈촌의 정자와 같은 일부 공간은 내적인 의미 체계를 상

실하고 물리적인 환경요소로만 남아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갈촌은 특유의 물리적인 환경요소를 존중하는 것

을 기반으로 마을의 공간을 구축 시 마을 자체의 생존을 가장 중요시 하

여 그들 조상이 만든 팔괘진법(八卦阵法)의 구성을 마을형성에 도입하여

마을을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특유의 문화경관을 형성하였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의 물리적 내용에 대한 서술적인 데이터를 기록하고,

내부자의 관점에서 문화경관의 해석을 통한 내적인 관계성에 대한 데이

터를 남겼으며, 이는 향후 시대적 변천 속에서 제갈촌의 문화경관에 대

한 보존 및 복원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고촌락, 풍수, 제갈량, 제갈촌, 팔괘진법, 문화경관

학 번 : 2017-2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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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전설을 보면 삼황시기(三皇時期)는 지금부

터 약 8천 년 전, 오제시기(五帝時期)는 약 4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1). 이러한 긴 시간동안 중국은 방대한 문화자원이 축적되었다. 그

중 고촌락(古村落)은 마을의 지리, 건축물, 다리, 길 등 유형의 문화요소

와 민족의 습성, 명절, 민간신앙, 예술 등 무형의 민족문화요소2)의 융합

적인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적인 국가이다. 중국문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한족(漢族)3)

은 중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민족으로 중국 전체인구수의 92%를 차

지하고 있다. 한족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건축물, 공간구성, 언어, 풍속,

음식, 경관 등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중국의 민족들은 고유한 민족의 특색이 반영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최근 민족의 전통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도시 밖의 지역문화가 숨 쉬는 중소도시 또는 고촌락과 같은 곳이 각

광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관광산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

었으나, 문화경관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무관심과 도시화 현상이 심화

되어 지역의 문화다양성은 소실되었다. 또한 현재 마을들의 풍속, 제사,

전통축제 등은 계승자의 부재로 인하여 이벤트 식으로만 유지관리 되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잘 알려진 봉황고성(鳳凰古城)4), 주장고진(周莊)5)

1) 中华上下5000年 (https://baike.baidu.com/ (Baidu백과)

2) 지역문화는 방언, 식습관, 민가, 각종 명절, 민간신앙 등을 통해 한 공간에 내재하는 특징을 가
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화 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생성 원인으로는 지리환경, 
이민, 정치권력과 행정기획, 민족, 종교와 외래문화를 꼽을 수 있다. (葛剑雄., 2012)

3) 한족(漢族) https://baike.baidu.com/ (Baidu백과)

4) 봉황고성：후난(湖南)성 샹시투자족먀오족(湘西土家族苗族) 자치주에 있는 여유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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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광지는 고령화가 심각하고, 관광위주의 상업적 공간들만 확장되

어 본래의 경관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촌락은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남아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다룰 때는 고유요소에 대한 보존을 기반으로 재건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모습을 잃기 쉽다. 대상지의 물리적 경관에 대한 해석과 문화경관 해석

을 남기는 것은 향후 변천과정에서 대상지의 고유요소의 보존과 복원을

돕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중국민족의 특색 있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문화를 보존

하는 과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문화경관에 대

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관점에서 문화경관의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란시시(蘭西市)에

위치한 제갈량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제갈촌(諸葛村)을 연구 대상으

로 설정하여 문화경관의 공간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제갈촌(諸葛村)은 명나라와 청나라시기의 모습이 보존된 고건축군의

마을로 원나라 중후기 제갈량의 후손인 제갈대사(諸葛大師)에 의하여 조

성된 공간이며 약 4,000명의 후손들이 집거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경관을 가지고 있는 연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

의 특색 있는 문화경관 해석은 한족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존관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AAAA등급의 중국 국가공인 관광지로 총면적 은 10 km2이며 총 인구수는 대략 5만 명이다.  
https://baike.baidu.com/ (Baidu백과)

5) 주장고진: 저우좡고진 (주장고진, 周莊)관광지. 장쑤(江苏)성 쑤저우(苏州)시에 있는 여유경구 
AAAAA등급의 중국 국가 공인 관광지이다. 주장고진은 전형적인 중국 강남(江南)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곳의 60%이상의 건축물들은 여전히 명청(明清)시기의 건축물들이다. 
Baidu백과 (https://baik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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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관련 문헌연구

본 연구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란시시(蘭西市)에 위치한 제갈촌(諸葛

村)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참여관찰법을 이용하여 문화경관을 해

석하고자 한다. 대상지의 문화경관의 해석 및 공간의 이해를 위해 각각

‘란시시 제갈촌’, ‘제갈량’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1. 제갈촌(諸葛村)과 제갈량(諸葛亮)

2.1.1. 제갈촌(諸葛村)

제갈촌은 1,280년에 조성되었으며, 본래 지명은 고룡촌(高隆村)으로 제

갈량의 제27대손인 제갈대사(诸葛大师)가 왕씨(王氏)에게서 구매했다(諸

葛議, 2013). 마을의 연못인 종지(鍾池)를 중심으로 제갈량은 팔괘진(八

卦阵法)을 이용하여 마을을 조성하였다(陳志華 2003; 樓慶西 2003; 李秋

香 2003).

제갈촌은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 4,000명의 제갈량의 후

손들이 거주하고 있다6).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제갈량 후손들의 집단촌

일 뿐만 아니라 다량의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있

는 유일한 고전문화 마을이다(柳博 2017). 전 중국문화연구소 소장이자

저명한 고대건축학자 라철문은 “제갈촌(諸葛村)의 팔괘형(八卦形) 공간배

치는 중국 건축 역사상 유일무이하며 그 가치는 상상 그 이상이다.” 라

고 하였다. 제갈촌(諸葛村)은 996년 중국 중점문물 보호단위(保護單位)

중 중요 문화재보호대상(文化財保護對象)으로 지정되었다. 2017년 11월

에는 “보존도가 높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명촌(名村)” 122위로 등재되었

6) 한이(汉彝)양족 혈원형 부족 공간 형태에 대한 기초비교와 연구 —— 저장성(浙江省) 제갈촌(諸
葛村) 과 운남성 고평촌 (柳博，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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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1949년 중화민국 건국 이후 학자들은 제갈촌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 연구의 주제는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로서의 개발, 건

축물에 대한 보존 및 계승, 그리고 마을의 풍수문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제갈 일족의 문화와 여행개발에 대한 연구로는 제갈량 후손들의

가족문화(徐國平 1997)가 있으며, 제갈량 후손의 가족문화 생성원인, 특

징, 내용 및 형식을 소개하였다.

제갈촌(諸葛村)의 풍수·건축·공간 및 경관에 대해서는 (張慧麗 2008)8)

가 제갈촌의 전통마을 여행사업 발전현황과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

다. 또한, (蔣靜靜 陳敏 2016)9)는 제갈촌(諸葛村)의 구릉 지형, 전통거리,

공간형태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고, (柳智 2011)은10) 경관설계를 위한

제갈촌(諸葛村)의 경관자원 보호와 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胡曉麗

2008)11)는 제갈촌의 공간구조를 도시공간 분석법을 토대로 도로·경계선·

구역·노드·표지판 등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였

다.

제갈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건축학, 인구통계, 역사 관련 분

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거민의 관점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갈촌(諸葛村)의 거주자의 입장에서

마을의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제갈촌(諸葛村)의 공간해석을 수행하기 위

해 란시시 제갈촌 키워드에 대한 관련문헌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제갈촌

(諸葛村)의 이론연구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근 24년 동안 역사, 지리,

7) 광서장족자치구(廣西藏族自治區) 옥림시(鈺林市)에서 열린 제 17회 이장 칼럼에서 발표함 (광

서장족자치구 옥림시 정부，2017) 

8) <풍수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마을 여행사업 개발 –저장성(浙江省) 제갈촌(諸葛村)> (张慧

丽). 2008)

9) <구릉 지형인 저장성(浙江省) 제갈촌(諸葛村)의 전통 거리> (蔣靜靜 외. 2016) 

10) <란시 제갈촌(諸葛村)의 경관자원 보호의 이용과 연구> (柳智. 2011)

11) <저장성(浙江省) 제갈촌(諸葛村)의 공간이미지에 대한 분석> (胡晓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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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해 고찰하였다(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1) 제갈촌(諸葛村)관련 정기 간

행물 발행 회수(출처: 초성발현 <超星發

現>)

(그림 2-2) 제갈촌(諸葛村)관련 정기 간

행물 발행 회수 비율(출처: 초성발현  

<超星發現>)

(그림 2-3) 제갈촌(諸葛村)관련 각 분

야 간행물 발행 회수(출처: 초성발현 <超

星發現>)

(그림 2-4) 제갈촌(諸葛村)관련 각 분야 

간행물 발행 회수 비율(출처: 초성발현 

<超星發現>)

 

 

2.1.2. 제갈량(諸葛亮)

제갈량(181∼234년)의 자는 공명(孔明)，호는 와룡(臥龍), 고향은 산동

성 린이시이며 삼국시대 촉한(蜀汉)의 승상을 역임하였다. 그는 걸출한

정치학자, 군사 전문가, 외교가, 문학자, 서예가, 과학자로 명망이 높았으

며, 군사적으로는 최초로 팔괘진을 도입하여 크게 승리하였다(邱剑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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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표적인 저서로는 유비의 아들에게 남겨준 《출사표 전편》과

《출사표 후편》이 있다.

제갈량은 명말(明末) 나관중(羅貫中)의 소설 《삼국연의》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다. 특히 제120회에서 제갈량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담았고, 그에 관한 사건을 다룬 것만 30여회나 된다.12) 이 작품에서 작가

는 집중적으로 제갈량의 군사적 재능과 월등한 지혜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 예로는 초선 차전(草船借箭)13)중 제갈량은 탁월한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날씨와 안개를 미리 예견하였으며, 초선(草船) 몇 척으로 위

(魏)나라의 화살 수십만 개를 받아온 이야기가 유명하다. 또한 공성기(空

城計)14)에서는 위나라 군사에 맞서 아무도 없는 성문을 열어줌으로서 심

리전술로 위나라를 물리친 이야기가 있으며, 적벽대전(赤壁之戰)15)에서

는 오나라와 함께 위나라 군에 맞서 싸울 때 탁월한 천문지식에 의해 예

측되는 동풍을 활용한 화공으로 위나라 70만 명의 대군을 무찌른 이야기

가 유명하다. 이렇듯 영화나 소설 속에서 제갈량을 신격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제갈량을 신묘한 지략과 탁월한 계책의 대명사로 믿게 하였다.

하지만 소설과 영화 속16)의 제갈량과 실존 인물의 제갈량과는 큰 차

이가 있다. 소설과 영화 속에서는 제갈량의 지혜와 능력을 신격화하였지

만, 〈삼국지·제갈량전〉17)에서는 영화나 소설처럼 군사적 재능을 주로

묘사한 것이 아닌 제갈량의 일생에 대해 기록하였다. 진도의 〈삼국지·

제갈량전〉에 의하면 제갈량은 국가의 운영과 병사를 양병하는 데에 집

중하였고,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12)《삼국연의》중 제갈량 에대한 분석”(魏月琴,2006)

13)《삼국연의》제 46회 (나관중(羅貫中, 명말(明末)

14)《삼국연의》제 95회 (나관중(羅貫中, 명말(明末)
15)《삼국연의》제 109회 (나관중(羅貫中, 명말(明末)

16) 소설 및 영화 “삼국연의”
17)《삼국지 제갈량전(三国志·諸葛亮传)》중 《삼국지》(陳壽, 280~290)중의 한 문장으로, 작가가 

촉한(蜀汉) 승상 제갈량을 위해 만든 것이다. 제갈량의 일생을 상세하게 기록했으며 《제갈량 
전》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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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군대를 이끄는 일보다는 정치·외교 분야에 더

치중 했다고 한다(陳友良 2002; 梅金裏 2002).

2006년 10월 27일 샤먼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이중텐(易中天, 2016)

은 “사람들은 삼국 역사와 삼국연의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저명 문학작품과 역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둘을 하나로 보면 안 된

다.”라고 하였다.

2.2. 문화경관

문화경관은 처음에 지리학적 개념이었다. 미국의 지리학자 Carl Sauer

(1974)는 그의 저서 The Morphology of Landscape에서 “문화경관은 지

역성이 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사람과 자

연이 어울러져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체이다. 문화경관은 인간사회가 부

단히 발전함에 따라 변화가 생기고 인위적 행동 때문에 변하기도 한다.”

라고 한바 있다. 비록 많은 학자들이 문화와 경관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

만 문화경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매우 적고,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보호

를 더 중시하는 추세다. 세계유산위원회(UNESCO)는 1992년 제 16회 회

의 중에서 정식으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역

시 여전히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문화경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위와 같이,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는 인류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경

관을 만들고 형성한다는데 있다. 미국 지리학자 Carl Sauer(1925)는 문화

경관의 특성, 문화경관과 자연문화경관의 발전적 의미 및 역할 등에 대

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로 전 인류 사회발전을 연결시켜주며 자연은 인류 생활의

매체이자 문화경관의 매체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문화경관은 인류 문명

발전의 외적 표현이자 인류문명의 결과물이다. 오늘 사회에서 문화경관

은 인위적 경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경관은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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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문화경관 중에 “문화”는 사람이 부여했다는 뜻을

가진다. 하지만 통상적인 인위경관과는 달리 문화경관은 인위경관의 특

징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그 속에 문화가 내포되어 있어야한다.

문화가 내포되어 있어야만 일반 인위경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

으로 하여금 인류 문명을 내포한 문화경관이 되게 할 수 있다(Kim,

1988).

다른 측면에서 문화경관의 발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어떤 문화들

은 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종점을 찍고 서서히 사라지는 반면, 계속 발전

하는 문화는 다른 요소들의 개입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된다.

UNESCO(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의 구분 표준에 따르면 문화경

관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UNESCO, 2005). 그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명확하게 규정된 경관(Clearly Defined Landscape)’이다.

이 경관은 인간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적 공간

이다. 그 예로 세계 역사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성된 정원이나 공원, 기념 건축물 및 그 복합물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이다. 인류는 특정 생활환경중 사회, 경제의 특성을 문화경관

을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하나는

보편적으로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유물/유적경관(Relic/Fossil

Landscape). 다른 하나는 역사 속 어느 특정 시기부터 지금까지 보존되

었으며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지속적인경관(Continuing

Landscape)이다.

세 번째 경관은 ‘연상의 문화경관 (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18)’

이다. 이것은 자연적 요소와 강력한 종교 예술 또는 문화와 밀접한 연관

18)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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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관이다. 전통과 경관특징에 따라 문화경관은 또 마을문화경관,

도시문화경관, 공업문화경관, 목장문화경관, 공정문화경관, 종교문화 경관

으로 나뉘었다.19)

중국에서 문화경관 이론 연구는 주로 근 30년 사이에 이루어 졌다(그

림 2-5, 그림 2-6, 그림 2-7). 연구적 측면에서 그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문화경관 유산의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

(그림 2-5)문화경관 관련 정기 발행 회

수(출처: 초성발현<超星發現>)

(그림 2-6) 문화경관 학위논문 논술 발

행 회수(출처: 초성발현<超星發現>)

(그림 2-7)문화경관 각 분야 발표 비율(출처: 초성발현<超星發現>)

  

  

19) <문화경관 유산의 세계로>, (單霽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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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문화경관의 개념은 (趙中樞 1995), (劉之浩 1999), (金其銘

1999), 등의 학자들에 의해 1990년대에 유입되었다. 그리고 문화경관 유

산보호는 서서히 중국에서 보편화 되어갔으며, 그 이후로(單霽翔 2010),

(湯茂林 2000) 등 학자들은 문화경관유산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ICOMOS20)-IFLA21)전문가인 한봉은 <세계 유산문화경관

및 새로운 동향>, <전진 중인 문화 국가 문물경관>등 여러 연구도 발표

한바 있다. 2010년에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 국장 단제상(單霽翔)은

<문화경관 유산의 세계로>에서 처음으로 문화경관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문화경관유산 유형에 대한 구문연구에서 주연흥(週年興 2006) 등은

<유산보호 새 동향: 문화경관>22)에서 문화경관 유산 및 유형에 대해 정

리하였으며 문화경관의 “유산노선” 연구방법에 대해 재분석하였다. 동시

에 (孫藝惠 2008), (陳田 2008), (王雲才 2008)등은 추가로 지역적 문화경

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현재 문화경관의 연구는 중국의 학계에서 개념적인 보편화는 이루어

졌으며 그 연구들은 지역적인 문화경관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거시적인 개념 분석과 원칙의 진술에 머물러 있거나 구

체적인 사례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 영역은 아직 다각

적인 발전과 심도 깊은 공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경

관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전통마을 문화경관에 대해 참여관

찰 연구방법을 통해 주거민의 관점에서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20)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는 1965년에 
폴란드바르샤바에서 설립되있다.이는 세계유산 위원회의 전문 자문 기구이다.이는 세계각지의 
문화 유산 전문가 들로 이루어 졌으며 유적보호복원 영역의 유일한국제 비정부 단체이다. 이는 
세계각지에서 제출한 세계문화 유산 신청 결정하는 방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세계조경가협회. 
22) 《유산보호 새 동향: 문화경관》, (週年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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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범위

3.1. 공간적 범위

현재 중국에는 3개의 제갈촌(諸葛村)이 있다.23) 중국 저장성(浙江省)

란시시(蘭溪市) 하남성(河南省) 낙양시(南陽市), 사천성(四川省), 미산시

(眉山市)(그림 3-1)에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성 란시시 서부에 위

치한 제갈촌(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을 연구

하였다. 현재 이 마을에는 명, 청시기 전통 건축물 약 200여 채가 남아있

다.

(그림 3-1) 제갈촌(諸葛村) 분포 지도

(그림 3-2) 중국지도에서 저장성(浙江省) 위치도

23) 《諸葛村志》(諸葛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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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저장성에서 금화시(金華市) 위치도

(그림 3-4) 금화시에서 란시시(蘭西市) 위치도

(그림 3-5) 란시시에서 제갈촌(諸葛村)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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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제갈촌의 경계도

본 연구에서는 제갈촌 내의 문화경관에 대하여 거주자 관점에서 해석

을 하였다. 또한 대상지의 평면도를 기반으로 거주자의 입장에서 공간

구분 분석지도를 제작하였다. 특히 제갈촌의 풍수지리 요소와 공간 속

사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문화경관을 해석을 하였다.

3.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2017년 4월에서 2019년 1월까지 수행하였다. 란시시의 제갈

촌에서 참여관찰법을 이용해 제갈촌(諸葛村)의 문화경관에 대해 분석했

다.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는 문헌의 조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부터

7월에는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하였다.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참여

관찰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1월까지는 관찰 자료들

을 정리하고 경관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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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과정

4.1. 연구방법

관련된 간행본, 학술논문, 학술회의기록과 단행본 등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연구 대상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 제갈촌(諸葛村)의

문화경관을 이해하고 마을 내부 공간과 형태의 구성과 문화적 의미를 알

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자의 객관적인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량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간의 내면적 동기까지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보완

하였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James P. Spradley(1980)가 제시한 참여관찰

법을 사용하여 관찰과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현장 고찰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한 후 분석하였다. Spradley의 참여관찰법의 연구과정은 총 6단계이다:

“서술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영역분석(Domain Anlysis), 집중관

찰(Focused Observation),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선별관찰

(Screening Analysis),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이 있다.

서술관찰은 연구자가 마을에서 본 모든 사물을 기록하고 분류하여 서

술형 질문 목록에 정리해 넣어 영역 분석을 한다. 영역분석의 결과를 현

장에서 비교한 후 사물에 대해 집중관찰을 함과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해당 사물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주인이 없을 경우 해당 사물을 이용하는 사람 혹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집중관찰 또는 인터뷰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분류 분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물이 현지인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이러한 분류분석 결과를 가지고 현지에서 다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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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상대로 추가로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별관찰을 하였

다. 선별관찰은 연구초점이 가장 집중되는 관찰법이다. 선별관찰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성분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문화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상의 문화경관에 대한 해

석을 하였다.

참여관찰법을 도입한 연구는 연구자가 현장에 장기간 머물면서 참여관

찰법 연구방법론에 의존하여 연구대상지의 내부자 관점으로 본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다시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갈촌의 이질 문화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지인 제갈촌은 현

재 보존 상태가 비교적 완정한 고촌락이고 현재에도 제갈 성씨 거주자들

이 마을을 가꾸고 있는 고촌락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헌연구만으로

마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변화요소를 고려하여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현장연구과정에서 이질문화 속 내부자

관점으로 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관찰법의 관찰방법론과 참여

관찰법의 질문리스트를 인용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거주자를 대상으로

질문과 인터뷰를 통해 연구대상지의 내부자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마을의 형성·인구·배치·산수(山水) 등에 대해 분석 하고 팔괘진과 제갈

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을 내에 집(거주 공간)·정자·길·등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문화경관 분석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제갈촌(諸葛村)의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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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과정

(표 4-1) 연구의 과정

현장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갈촌의 문화경관을 해석했다. 연구 순서는

마을의 형성 마을의 인구, 공간배치 제갈촌의 산수(山水)에 대해 분석하

고 팔괘진과 제갈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을 내에 집(거주공

간) 정자, 길 등 세 부분을 마을의 대상으로 하여 참여관찰하였다. 그리

고 제갈촌에 대한 문화경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들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제갈촌(諸葛村)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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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갈촌(諸葛村)의 문화경관 해석

5.1. 제갈촌의 마을 형성

제갈촌은 저장성(浙江省) 란시시 서부에 위치한다. 이 마을은 역사상

최고의 재상(宰相)24)으로 불리는 제갈량의 후손들이 조성한 마을이다.

마을이 조성될 초기에는 고융촌(高隆村)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제갈량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높을‘고(高)’자에 흥성할‘융(隆)’자를 써서 고융촌

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諸葛議 2013)(그림 5-1).

(그림 5-1) 명대의 제갈촌(諸葛村) 도면 (출처: 제갈족보<諸葛族譜>)

  

제갈촌의 형성과 유래에 대해서 제갈가의 후손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

다. “제갈촌의 유래는 송(宋)나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행정구

역 단위는 현재와 많이 달랐는데 제갈촌은 태평향(太平鄉)에 속해 있는

24) 재상(宰相): 재상은 구체적인 관직명이 아닌 중국고대 황제 이하의 최고 직책을 말한다. “재
(宰)” 는 주재, 즉 지배한다는 뜻이고 “상(相)”은 예의바른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보좌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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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제갈촌 변천

명(明) 시기
제갈량의 후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을의 규모는 나날이 커졌고 마

을이름도 원래의 고융촌에서 제갈촌(諸葛村)으로 바뀌게 되었다. 

청나라 말
란시현(兰溪县) 은 15개의 자치구를 설립했고 제갈촌(諸葛村)은 그중 

한 자치구에 속했다.
중화민국 

원년 

(1912년)

명청(明淸) 시대의 도도제(都图制)가 패쇄 되면서, 자치구를 설립하고 

청나라 말기의 마을 자치제도를 시행했다. 

중화민국 

16년 

(1927년)

촌 제도를 시행했다; 같은 해 구, 촌 제도로 바꾸었는데 당시 행정단위

는 현(縣)아래에 구(區), 구아래는 촌이다. 당시 100가구 이상은 리

(里)라고 했으며 100가구 미만은 촌이라고 불렀고 촌 아래는 려(闾)

와 린(邻)으로 나뉘었는데 5가구당 1린 이였고 5 인당 1리(里) 라고 

분류했다. 당시 제갈촌은 제갈 구 제갈리(諸葛理)에 속한 9개의 마을 

중 하나였다.

중화민국 

18년

(1929년)

현역 행정구획에서 정한 1 현은 10개구 이상이 되면 안 되다는 규정

에 따라 란시현을 원래의 15구에서 9개구로 줄였고 제갈구(諸葛區)와 

영창구(永昌區)는 합병하여 창갈구(昌葛區)라고 불렀다. 제갈촌은 당

시 창갈구 제갈리에 소속이였다.
중화민국 

20년 

(1931년)

촌은 향으로 바뀌고 리(里)는 진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란시현은 9개 

구에서 5개 구로 줄어들었는데 제갈촌은 제3구 팔괘진법에 소속 되였

다. 당시의 제3구는 3개의진(鎭) 25개의 향을 관할하고 있었다.

마을 중 하나였다.” “원(元)나라 시기 중 후반 제갈량의 제20대 손인 제

갈대사(诸葛大师)는 당시의 거점인 갈당원(葛塘原)이 너무 비좁아 향후

발전에 지장이 될까 우려되어 직접 새로운 거주지를 찾던 도중 고융파

(高隆坡)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높은 가격으로 당시 이 땅의 소유주인

왕씨를 통해 땅을 구매하고 총 12명의 가족과 함께 이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당시 고융파는 태평촌(太平鄉)에 소속되어 있었다.”(諸葛議

2013).

제갈촌에 관한 마을 변천사에 관한 문헌 연구는 마을 거주자들이 가지

고 있는 역사자료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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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23년 

(1934년) 

3월

향, 보,갑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10갑당 1보, 10호당 1갑 이였다. 

제갈촌은 진건제(镇建制)였는데 제갈수표(诸葛寿标)가 진장으로 임명

되었다. 진 이하에는 보, 갑, 그 당시에 제갈촌은 1~7 보가 없었다.

중화민국 

27년 

(1938년) 

10월

팔괘진법은 제갈향(諸葛鄕)으로 개명했고 19개의 보를 관할하고 있었

다. 민국 35년(1946년), 제갈향 소속의 19의 보를 11개로 합병했는

데 제갈촌은 1~5보였다 1938년부터 1949년 10년간 제갈서강(诸葛

瑞康), 제갈조봉(诸葛兆鹏), 제갈좌청(诸葛佐清), 제갈 췌신(诸葛萃臣), 

제갈 성(诸葛諴), 제갈치내(诸葛希奶)가 이 장직을 맡음 바 있다.

1949년 5월
제갈촌 해방 후 보갑제 페지와 함께 지방자치제에 도입했는데 그때 당

시 제갈촌은 란시현(蘭西县) 영창구(永昌區) 제갈향에 속해있었다.

1950년 

10월

토지개혁의 원활한 진행과 관할구역 축소를 위해 영창구는 원래의 3개

의 향에서 9개의 향으로 바뀌었고 제갈향의 이름도 고융향 으로 바뀌

었다 그 와함께 장덕청(蒋德清), 제갈지근(诸葛志根) 은 각각 이장과   

 부이장 으로 임명 되였다. 같은 해, 여러 마을에서 농민협회를 설립함

에 따라 제갈촌도 농민협회를 설립하고 그아래 5개의 지부를 두었다.

1953년 9월
고용촌은 팔괘진법(诸葛镇)으로 개명하고 진장귀(陈樟贵)이 진장(镇
长)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로부터 제갈촌 제갈촌 관할구로 소속 되였다.

1956년

농업협동화(农业合作化) 정책에 따라 팔괘진법은 다시 제갈촌으로 개

명하고 방사달(方士达) 이 이장으로, 서사사(徐卸沙), 서숙녀(徐淑女) 

가 부 이장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제갈촌에서는 6개의 노동생산 협동조

합을 설립했다.

1957년

농업생산 협동운동조합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당시 6개의 노동생산 협

동조합이 통합되어 제갈경봉(诸葛庆丰)고급 노동생산 조합으로 거듭났

고 제갈도도(诸葛桃桃) 와 제갈만곤(诸葛满堃) 이 공동 조합장으로 입

명 되었는데 이는 정사일체화 체계(政社一体化)의 첫걸음이었다.

1958년

체계가 완성되었는데 우선 제갈경봉(諸葛敬奉) 과 상서군력(上徐群力) 

두 고급 노동생산 조합이 제갈대조합(诸葛大社) 으로 통합되고 그 아

래 중대를 설립했다. 같 은해 10월 인민공사화(人民公社化) 운동이 일

어나면서 란시현에서 7개의 인민공사(人民公会)를 설립했는데 제갈대

조합은 영창 인민공사에 소속되었다.

1960년
  제갈대사는 제갈 생산대대로 바뀌고 1961년 연말에서 1962년 초 

사이에 란시현의 인민공사규모 조정으로 7개의 인민공사가 51개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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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되었다. 이에 따라 영창 인민공사 소속이였던 제갈 관리구(管理區)

는 제갈 인민공사 관리위원회 로 독립하였고 제갈촌은 제갈 인민공사 

소속 제갈생산대(諸葛生産隊)로 분리되고 관리위원회를 제갈촌에 설립

했다.

1968년
제갈 인민광사 관리 위원회가 폐쇄되고 제갈 인민공사 혁명 위원회를 

설립했으며“제갈생산대대 관리 위원회” 로 개명했다.

1982년 6월
란시현의 정사일체화 체계에 대해 개혁하면서 마을 인민정부 를 제갈

촌에 설립했다.
1983년 제갈생산대 관리위원회는 “제갈촌 주민위원회” 로 개명했다.
1985년 7월 제갈향은 팔괘진법으로 바뀌었고 당시 영창구 소속이였다.

1992년

란시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진행하면서 현존 행정구역인 구(区)를 취소

하고 향(乡)을 합병하여 팔괘진법(镇– 현 관할에 속하는 행정단위) 인

민정부를 설립하였다. 팔괘진법인민정부는 제갈촌(諸葛村)에 주둔해 

있으며，제갈촌(諸葛村)은 팔괘진법에 소속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다.”
(표 5-1) 제갈촌 변천 시기 (출처 : 제갈촌지<諸葛村志>)

  

제갈량의 후손 중 한명에 따르면 “송나라 시절부터 여기에 왕(王), 장

(張), 주(祝)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원나라 중후반,

제갈대사가 이곳으로 이전하시고 마을을 형성한 후 제갈 일족은 이곳에

서 번성해 나아갔고,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마을에 제갈성을 가진 사

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또 “당시 제갈 성씨 사람들이 종사해왔던

한약업의 발전과 상당(上塘)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당시 상인, 수습생, 수공업자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몰려들었

다. 그와 동시에 마을주민들의 이주 현상도 빈번히 일어나고 특히 1949

년 이후, 토지개혁과 공·상업의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한 후 많은 외지인

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정착이후 정기적인 호구관리제도 등으

로 제갈촌은 제갈 성씨를 주체로 한 여러 성씨가 공존하는 마을이 되었

다.”

2012년 제갈촌 인구 통계표에 따르면, 제갈촌 농촌 호구 수는(시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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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인구 성씨 인구

제갈(诸葛) 1500 오(吴) 68

서(徐) 152 장(蒋) 67

소(邵) 133 조(赵) 55

호(胡) 100 장(张) 49

섭(叶) 97 주(朱) 46

방(方) 94 왕(王) 44

(표 5-2) 제갈촌(諸葛村)의 성씨 및 인구수 (출처: 제갈촌 인구 통계 조사표)

구와 임시거주 인구 비 포함) 957가구, 총 91개의 성씨가 있는데 그 중

제갈 성씨는 524가구 1,500여명에 이르렀고, 기타 성씨는 433호구, 1,300

여명이었다. 기타 성씨로는 서(徐), 소(邵), 호(胡), 엽(叶), 방(方), 오(吴),

장(蒋), 조(赵), 장(张), 주(朱), 왕(王) 등이 있었다. 각 성씨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표 5-2).

 

1949년 이후 사회와 경제 발전에 따라 제갈촌(諸葛村)의 인구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1950년대 초에는 입주민 수가 점차 회복하고 발전하는

시기다. 1957년 총 가구 수는 542가구 1,583명; 1959년 총 가구 수 569,

1,997명; 1960년 총 가구 수 617가구 1,963명이었다. 이후 1960년 전후

발생했던 천재지변, 출생률 감소 및 부분 인구 유출로 1961년에는 555가

구 1,790명에 불과했다(諸葛議 2013).

19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기까지는 인구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시

기이다. 1980년 총 입주민 수는 2,884명에 달했다(諸葛議 2013).

1980년대 초에서 80년대 말까지 입주민 수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늘어

난 시기이다. 70년대 중후반부터 정부의 계획출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기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의 인구수 증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2년 제3차 전국 인구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1년 제갈촌의 농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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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구 수는 762가구 2,859명; 1990년 제4차 전국 인구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837가구 2,838명이다(諸葛議 2013).

가정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다. 가정의 수와규모는 사회, 정치와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갈촌 가정구조의 변화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예로부터 제갈촌은 유가에서 말하는 “효(孝)”를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빈부에 상관없이 여러 세대가 같이 살수 있다는 것을 온 가족에게 내려

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나라와 중화민국시절(1911∼
1949년), 제갈촌에서 3세대, 4세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아주 많았고 심지

어 5세대가 같이 사는 가정도 있었는데 이러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이었다. 사회 정치, 종교와 경제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이 대가

족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諸葛議 2013).

토지개혁 이후 제갈촌이 의지하던 경제기초인 토지, 집, 소(耕牛) 등이

파괴되었다. 농기구와 생활용품은 가구별로 분배됐으며 토지개혁에 참가

한 마을주민들은 남녀에 상관없이 땅과 집을 나눠받을 수 있었다. 하여

그 당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 후 자립해 나갔다. 2세대가 같이 사는

5인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

다. 60년대에서 70년대에 들어서는 3대 이상 같이 사는 가족 수가 현저

히 줄어들었다(陳志華 2003).

즉 제갈촌은 토지개혁 전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았는데, 토지개혁을 겪

은 후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여 사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

했다(陳志華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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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갈촌의 산수(山水)와 풍수(风水)

제갈촌의 위치는 산 옆 가장자리에 있다. 제갈촌 북쪽으로 약 10㎞ 정

도 떨어진 곳에 수창현(壽昌縣)의 천지산(天池山), 대자암(大慈巖)이 있

고 서쪽에는 현산(岘山)과 응취산(鷹嘴山)이 있다(諸葛議文禄 2018 인터

뷰) (그림 5-2).

(그림 5-2) 제갈촌(諸葛村) 전경 (출처: 제갈촌지<诸葛志>)

마을 북쪽에는 높지는 않지만 조금 가파른 고융산(高隆岡)이 있고, 마

을 서쪽에는 석부암(石阜岩), 현산(岘山), 노서산(老鼠山) 이 있다. 마을

동쪽에는 가호손산(假猢狲山), 그리고 원천이 천지산(天池山)에 있는 석

령(石岭) 계곡이 있고 마을의 남쪽에는 도원산(桃源山) 이 있다(诸葛文

禄, 2018, 인터뷰). 산 사이에는 여러 개의 작은 산들이 있는데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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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촌에서 가장 복잡한 지형이다.

제갈촌(諸葛村)은 아열대 기후이며 연간 강수량이 많은 편이나 균일하

지 않다. 주로 5월과 6월에 집중되는데 이는 연간 강수량의 60%를 차지

한다. 그래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고 7월과 8월에는 강수량이 낮아서 가

뭄이 발생하기 쉽다. 9월과 10월에도 주로 맑고 더운 날씨여서 가뭄이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갈촌은 여전히 물이 부족

한 마을이다. 역사적으로 제갈촌은 주로 못과 우물을 파서 물을 보관하

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 자원을 공급했다고 한다.

마을의 논밭은 석령계곡(石嶺溪谷)이 있어 자연 관개가 되고 특히 벼

농사에 유리하다(诸葛定远, 2018, 인터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란시시의 주요 식량 공급지 중 하나이다. 서쪽과 북쪽에 있는 산들은 나

무가 무성하여 채집업과 충분한 목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사계절이 분명하지만 여름이 길고 봄과 가을이 짧다. 여름은 대략 4개

월 반 정도고 겨울은 3개월 반 정도이며 봄과 가을은 각각 2개월씩이다.

겨울은 보통 북풍이 불고, 여름에는 동남풍이 많이 분다(陳志華 2003).

제갈촌은 금구분지(金衢盆地) 이북, 란시시 서부에 있는 진흙언덕 지대

에 있는데, 지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동남쪽이 낮고 서북

쪽이 높다. 토질은 황토를 함유한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토양은 각

종 자연요인(지형, 기후, 토양생성 시간, 각종생물) 등과 인위적 요인(생

산 활동) 등이 종합되어 생긴 것 이다. 수원의 응용에 있어 관개수는 주

로 석령 계곡의 물을 사용했고 보통 마을의 연못 옆에는 우물이 하나씩

다 있는데 연못은 관개와 물고기를 키우는데 쓰고 우물은 식용수로 쓰고

있다(諸葛議 2013).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주민들은 이곳의 풍수 덕분이라

고 생각한다. 농업 사회에서 조직의 단합은 생존과 발전에 있어 아주 중

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단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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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들어야 하는데 귀속감이 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고

있는 땅에 의지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곧 풍수다. 풍수

란 자연지형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길흉(吉凶)을

말한다. 풍수와 조상의 음양택(陰陽宅)을 연결시켜 자연숭배와 조상숭배

를 결합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냈다라고 하였다(諸葛

議 2018 인터뷰).

제갈촌(諸葛村)의 지형은 주로 구릉지 가장자리의 기복이 있는 언덕

위에 있는데 기복이 있는 언덕지형이 곧 형태종(邢太宗) 풍수의 기본 바

탕이다. 제갈촌(諸葛村)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으며 계곡(석령계

곡)을 등지고 있는데 이 지형이 곧 형태종에서 추구하는 ‘천지의세(天地

之势)’이다. 제갈촌은 용혈(龙穴)에 있고 그 뒤에는 풍수지리설에서 “소

조산(少祖山)” 이라 불리는 절산(寺山)과 “주산(主山)” 이라 불리는 진산

(镇山)이 있고 앞에는 “안산(案山)”이라 불리는 도원산(桃源山)이 있다.

대사당은 동쪽 40도에 있고 산의 세로축선이 소조산, 주산, 안산의 연결

선과 겹치며 서쪽으로는 천지산(天池山)과 마주보고 있다. 천지산을 조산

(祖山)이라고 하고 현산(岘山)을 근조산(近祖山)이라 한다. 대 사당을 중

심으로 동서 양쪽에 두갈래의 길이 있는데 동쪽은 청룡(青龙)을 상징하

는 수로 석령계곡이 있고 서쪽은 백호를 상징하는 고융길이 있으며 북쪽

은 현무를 상징하는 조산(천지산), 남쪽은 청룡과 백호가 만나는 지점 적

경당(積慶塘)(그림 5-5) 북로당(北漏唐)(그림 5-4)은 주작을 상징한다. 풍

수지리에서는 이런 지형을 청룡·백호·주작·현무가 중심을 지키는 ‘사령수

중(四灵守中)’이라 부른다. 제갈의(諸葛議) 선생의《양재열서·논 실외형

제1편》(阳宅十书·论室外形第一) 이라는 풍수지리학 책에서는“집 왼쪽에

흐르는 물은 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의 백호라고 하며 앞쪽의 저수지를 주

작이라 하며 뒤쪽의 언덕을 현무라 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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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지산(조산)

2. 노서산

3. 가호손산

4. 석부산

5. 현산(근조산)

6. 대자산

7. 성령계곡

8. 도원산(안산)

9. 응취산

10. 제갈 촌(용혈)

11. 지산(주산)

12. 절산(소조산)   

13. 고융길

(그림 5-3) 제갈촌(諸葛村) 풍수구조 분석도

(그림 5-4)제갈촌(諸葛村) 북로당(北漏唐)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키는 공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땅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갈촌

(諸葛村)이 바로 이러한 터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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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제갈촌(諸葛村) 적경당(積慶塘)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풍수는 인류 발전수준이 아주 낮을 때부터 생긴 자연숭배론 중의 하나

이다. 자연 지형, 초목과 지물(地物)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

의 후손에게 길과 흉을 가져다주고 이런 자연숭배를 통해 인간과 자연사

이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한다(邱剑敏 2017). 제갈촌 또한 이러한 풍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들이 마을 터 배치에 뿐만 아니라 마을 내부 공간구성에도 영향을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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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팔괘진법(八卦阵法) 공간 구성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제갈촌은 동남쪽을 향해있다. 풍수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논밭과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대다수의 집

은 산비탈에 지어졌다. 마을중심에는 큰 언덕이 있는데 이는 마을을 크

게 동북, 서남 두 부분으로 나누고, 양쪽산맥 동쪽에는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큰 길이 마련되어있다. 그 중 서남쪽에 위치한 길은 원래 란시시에

서 용유시(龙游市)로 가는 길목인데 고대에는 고융로(高隆路)라고 불렸

고, 현재는 구시로(旧市路)라고 불린다(諸葛議, 2013). 동쪽에 위치한 길

은 북로 저수지(北漏塘) 동북쪽에서 정승사당 앞쪽의 취녹 저수지(聚禄

塘)와 홍익 저수지(弘毅塘)를 지나 마을을 나갈 수 있고, 또는 직접 약점

저수지(药店塘)를 지나 마을을 나갈 수도 있다.

다음은 제갈촌의 길이라는 가로공간요소를 통해 물리적 환경을 파악하

고, 팔괘진법이 길의 공간적 요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제갈촌의 토지이용 현황은 (그림 5-6)과 같다. 제갈촌의 도로는 아주 특

별하다. 제갈대사는 조상인 제갈량이 남겨준 팔괘진의 원리로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마을에는 수많은 골목길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의 연못 종지

(鍾池)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다(그림 5-7).

팔괘진법은 최초에 전국시기 손빈(孫臏)이 만들었고 이후 제갈량이 지

휘대를 하나 추가했는데, 현존하는 제갈촌의 구조로 볼 때 종지가 곧 이

지휘대에 해당한다. 종지는 육지의 음과 수면의 양으로 나뉘는데, 중국태

극 음양의 운용은 무술 속의 한 수다. 이 수는 자신보다 강한 자를 만났

을 때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타인의 힘을

이용해 적을 물리치는 수이다. 제갈량은 무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지휘대에 서서 약한 보병을 이용해 강한 기병들을 물리쳤는데 이 또한

같은 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쟁에서 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

는데 이 수법은 적군의 심리를 점차 무너뜨림으로 전면적으로 적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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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를 수 있는 진법이다(陳友良 2002). 제갈촌에서 종지는 여러 구불구불

한 도로들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하여 원주민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

곳을 벗어나는 길을 기억하기 쉽지가 않다. 만약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

어가게 되면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고촌락 거주 공간            타성씨 거주 공간                상업 공간

        신촌 구역                   제갈량 제사 공간                정자 공간
(그림 5-6) 제갈촌(諸葛村) 토지이용 현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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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촌락 거주 공간 길
(그림 5-7) 팔괘진법을 기반이론으로 한 제갈촌길 분석도 

이 지역은 경관 예술 기법 중 광경(框景), 차경(借景), 협경(夾景), 장경

(障景)등 네 가지의 방식을 사용했다(제갈촌지(諸葛村志) 2013). 제갈촌

의 지형이 독특하여 마을 내 경관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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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광경(框景)은 문틀과 창틀 그리고 정자를 액자틀로 사용하여 자연경관

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관은 제갈촌의 유일한 천

일당정자(天一堂亭子)이다. 정자 안에서 주변 자연경관을 바라 볼 수 있

는 “ㅁ”형태, “○”형태, “△”형태 등 모양을 한 오픈 스페이스 공간이 형

성 되었다. 또한 그 주변부는 액자틀이 장식이 되어 있다.

차경(借景)은 산, 저수지, 식물 등 각종 경물(景物)을 취하거나 각 풍경

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다. 제갈촌은 지형 때문에 차경이 많이 사

용되었다. 특히 마을 저수지 근처의 수변경관을 차경 하였다.

협경(夾景)은 주요 원로(園路)를 따라 나무나 돌 등을 놓아서 경관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제갈촌 건축물의 구조·색상·외형은 대부분 비슷하

고, 건축물과 벽이 아주 높아서 그 사이사이로 생겨난 좁은 길 사이로

비치는 빛이 깊숙하다는 느낌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길은 피서에도 아주

용이하다.

장경(障景)은 서로 독립적인 요소들을 돌·건축물·수목 등으로 분리시

키는 것을 말한다. 제갈촌에는 좁고 어두운 길이 많은데 이러한 길들 사

이에서 답답함, 피곤함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 수많은 작은

골목들 이외에도 상당(上堂), 하당(下堂), 종지(鍾池)와 같은 넓은 공간을

조성하여 이러한 피로를 해소해 준다(표 5-3).

이상과 같이 제갈촌은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경관 예술 기법을 적극 활

용하여 지금의 제갈촌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표 5-4).

제갈촌의 가로 공간은 기복(起伏)과 수방(收放), 전환(轉折), 본화(分

化)와 팔괘진의 원리를 결합했다. 마을내의 모든 건축물은 모두 비슷하

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 32 -

조경(造景)방식 사진1 사진2

광경(框景)

차경(借景)

협경(夹景)

장경(障景)

(표 5-3)길 경관 개념 (출처: 蔣靜靜，陳敏，2016)
  
  
제갈량의 팔괘진법은 적군을 상대하는데 유리하다. 고대에는 보병으로

기병을 상대는 수단이었다. 상대방이 돌격할 때 의도적으로 진영들 사이

에 공간을 만들고, 적군 기병을 이 공간으로 유인한 후 신속히 공격대형

으로 바꿔 공격하는 방법이다. 이 진형의 핵심은 모든 동선 을 먼저 연

습을 해봤기 때문에 적군 기병을 자신의 공격범위로 유인하기 쉽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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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식 입면형식 공간형식 시각특징

기복(起伏)
자유롭고 

능동적임

수방(收放) 경관의 다양성

이다. 또한 기병은 정해진 동선대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영 안에 있는 적군들에게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실어주고 최종

적으로 적을 물리치게 된다(陳友良 2002)(그림 5-8).

(그림 5-8) 제갈량의 팔괘진 (출처: 적벽<赤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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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轉折) 반복 되는 패턴

분화(分化)

굽은 길을 지나갈 

때 

극적인 경관의 

변화

(표 5-4) 길 공간 분석 (출처: 蔣靜靜，陳敏，2016)

   
마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공간구조 덕분에 위기를 여러 번 피해

갈 수 있었다.

“전에 마을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당시 고위 관리직들도 대다수가

부자여서 마을에 도둑이 자주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종지

나 길목에서 도둑을 기다리고 있으면 됐다.”라고 했다(诸葛柏云 2018 인

터뷰).

비록 태평군(太平軍)에게 점령당했지만, 그 이전에 마을주민들은 침략

군을 여러 번 물리친 사례가 있다. 제갈촌의 길은 모두 연결되어있으나,

정확한 길을 아는 사람은 원주민 밖에 없기 때문에 태평군이 침략해올

때 마을 주민들은 지형을 이용하여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柳智

2011). 최근에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본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

는 제갈촌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여행객들이 자주 길을 잃는

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여행객을 데리고 나가야 하므로 보통

이곳을 여행하려는 여행객들은 원주민을 가이드로 두곤 한다(湯茂林

2000). 이러한 가로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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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촌의 길은 종지(鍾池)를 중심으로 된 가로공간이며, 팔괘진법을 마

을에 구현하면서 조성된 공간요소이다. 제갈촌에서의 길은 이동통로의

역할도 하지만 제갈 성씨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도입된 산물이다. 제갈

촌의 길은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관광을 위한 이동통로 인식되어있지만

마을 주민들과 같은 내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마

을 형태로 된 팔괘진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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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거주 공간

제갈촌의 거주 공간은 물리적 환경과 제갈 성씨 주민들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내부공간배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그림 5-9).

         고촌락 거주 공간
(그림 5-9) 제갈촌(諸葛村) 고촌락 거주 공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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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촌(諸葛村)은 명(明), 청(清)두 시기에 지어진 수많은 정교한 주택

들이 있다. 일부는 명나라 때 지어졌고, 대부분은 청나라 건가년(乾嘉年

1795-1799)에 많이 지어졌다. 이 주택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반영하여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张慧丽, 2008).

“마을에는 풍습이 하나 있다. 핵가족 수가 많아지면서 재산 분배 후에

주택을 짓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다. 하나는 부모가 원래 살

던 주택 옆에 아이들이 살집을 지어 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곁채를

앞뒤로 나누는 형식이다.” (諸葛議 2018 인터뷰).

5.4.1. 집

제갈촌의 주택 내부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주방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공간들은 부속공간(附属空间)으로 불리며 주 건축물 주변에 만들어 진다.

제갈촌의 주택공간 형태인 삼간양탑상(三間兩撘廂式) 형태로 두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침실 용도로 쓰이는 방 3개와 오픈된 형태로 만들어진

방 2개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분에는 실내 마당으로 쓰이는 공간이 있다

(그림 5-10).

1. 중당/中堂/ZhongTang (거실)

2. 천정/天井/TianJing (마당)

3. 주와/主卧/ZhuWo (주 침실)

4. 차와/次卧/CiWo (기타 침실)

5. 상방/厢房/XiangFang (곁채)

6. 창고/仓库/Changku (창고)
(그림 5-10) 삼간양탑상식（三間兩撘廂式）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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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당(中堂/거실)은 보통 거실에 조상의 사진을 놓고 공양하는 제실(祭

室)로 사용된다(그림 5-11, 그림 5-12).

(그림 5-11) 거실에 모셔둔 조상의 영정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제갈촌의 주택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규정에 따라 평민의 집은 최대

방을 3개까지만 지을 수 있고, 천정(天井/마당)원을 만들 수 없는 관계로

마당에 있는 천정(天井/마당)을 천정(天井/마당)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제갈촌(諸葛村)의 제일 기본적인 자택 구조이며, 2층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柳博 2017).

제갈촌의 주택형식에는 삼간양탑상식(三間兩撘廂式)형태, 대합식(對合

式)형태, 부속 공간(附属空间)이 있다. 그 속에는 중당/中堂/ZhongTang

(거실), 천정/天井/TianJing(마당), 주와/主卧/ZhuWo(주침실), 차와/次卧

/CiWo(기타 침실), 상방/厢房/XiangFang(곁채), 창고/仓库/Changku/(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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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공간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관련 요소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

히 해석하였다.

“이 마을에서 남자가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거실이 있는 집이 있어야

비로소 독립하고 가정을 꾸릴 조건을 가졌다고 본다. 즉, 만약 아직 거실

이 없으면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諸葛議 2018 인터뷰).

(그림 5-12) 거실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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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공간은 안쪽에 위치며, 빛이 들어오는 곳은 대문 옆에 있는 창

문 한 곳뿐이다. 주택의 구조와 남방의 기후 때문에 침실은 아주 어둡고

통풍이 잘 안되며 매우 습하다. 사람들은 아침에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활동한다. 거실과 천정 사이에서 바람을 쐴 수 있고, 가족들이

세수와 양치질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여기에서 놀 수도 있어서 가족

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

“2층은 보통 아주 간소하다.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워

서 보통 집안의 식량이나 오래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다. 하

지만 간혹 집안에 식구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2층에서 잠을 자기도 한

다.”(諸葛議 2018 인터뷰).

마당 공간을 천정(天井 TianJing)이라고 부른다. 마당은 넓이 1.5∼2㎡
의 아주 비좁은 공간이다. 그 중심에 돌을 배치하고, 옆에는 배수구가 있

으며 큰항아리를 마련하여 빗물을 받아 놓는다(그림 5-13, 그림 5-14).

(그림 5-13) 천정(天井/마당)분재(天井盆栽) (촬영: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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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천정(天井/마당)분재(天井盆栽) (촬영: 2018.08.10)

제갈의(諸葛議)는“항아리 안에는 물고기를 키우고 마당에는 꽃이나 식

물들을 심어 놓는데 보통 대나무를 주로 심는다. 이곳은 사면이 막혀 있

는 천정에서 유일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

였으며, 또한 삼간이곁채식 형태와 삼간이곁채직렬식 형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분가하기 위해 지은 대형 주택이다. 이러한 주택은 두개 혹은

세 개의 삼간이곁채식 형태 건물은 연결 시켜놓은 것이다.” (諸葛議

2018 인터뷰)(그림 5-15).

대합식(對合式) 주택은 전체적으로 “ㅁ”자형으로 지어진 집을 말 한다.

이 형태는 삼간이곁채식 형태의 집 두개를 이어놓은 것과 흡사하여 대합

(对合)이라고 부른다(그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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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당/中堂/ZhongTang (거실)

2. 천정/天井/TianJing (마당)

3. 주와/主卧/ZhuWo (주 침실)

4. 차와/次卧/CiWo (기타 침실)

5. 상방/厢房/XiangFang (곁채)

6. 창고/仓库/Changku (창고)
(그림 5-15) 삼간양탑상 직렬식(三间两撘厢 串联式) 공간분석

   

1. 상중당/上中堂/ShangZhongTang (위쪽 거실)
2. 하중당/下中堂/XiaZhongTang (아래쪽 거실)
3. 천정/天井/TianJing (마당)
4. 주와/主卧/ZhuWo (주 침실)

5. 차와/次卧/CiWo (기타 침실)
6. 상방/厢房/XiangFang (곁채)
7. 창고/仓库/Changku (창고)

(그림 5-16) 대합식(對合式) 공간분석
  
주택은 천정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고. 출입문을 기준으로 출입문과 멀

리 있는 방은 상중당의 출입문과 가까이에 있는 방은 하중당이라고 부른

다. 중국 북방의 사합원(四合院)과 같이 4개의 주택 건축물로 둘러싸인

“ㅁ”자 구조와 다르게 이곳의 대합식 주택은 2층으로 만들어진 단독주택

건축물 중앙에 하늘(天)과 땅(地)을 이어주는 ‘ㅁ’자 구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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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방과 방 사이에는 복도 공간이 없다. 상방과 중당 사이의 이음

공간은 대부분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다(그림 5-17).

외부에서 보면 높낮이가 다른 외벽들만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하

나하나가 단독주택의 외벽들로 이어진 형태이다. 이는 풍수 이론과 지면

의 경사로 인해 높낮이가 다른 모습을 한 건축구조이다.

안과 밖을 구분하기 위해 바깥쪽에 병풍(屏风/PingFeng)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밖에서 안쪽을 볼 수 없게 했는데 큰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일

이 있을 때만 병풍을 떼어낸다(湯茂林 2000).

(그림 5-17) 대합식 주택 내부공간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 44 -

“조상들은 현관의 넓이는 거실보다 조금 좁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거실은 문틀이 있고 위쪽 거실은 벽이 생겨 둘 사이에 “창(昌)”이

라는 글씨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번창한다는 뜻으로 가족의 번창을 기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諸葛議 2018 인터뷰).

부속 공간(附属空间)은 제갈촌의 또 하나의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갈촌의 주택 내부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주방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공

간들이 없다. 이러한 공간들은 필요에 따라 주택건축물 주위에 불규칙적

으로 덧붙여 짓는다(그림 5-18).

제갈촌의 지형이 복잡해서 집을 지을 때는 정방형으로 된 공지에 주택

을 지어야 하고, 나머지 불규칙적인 공간에는 부속건물을 짓는데 사용

한다.”(諸葛議 2018 인터뷰).

(그림 5-18) 부속 건물-주방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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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조대(竈臺/ZaoTai)라고 부르는 선반과 부뚜막이 합쳐진 계단

모양을 한 공간이다. 조태는 주방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 있다. 그 속에

는 길이 135mm, 넓이 80mm로 된 부뚜막 하나가 있고, 연기가 빠지는

통로와 조미료를 놓는 조대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선반은 높이가 대

략 2m로 창문 바로 옆에 있다. 주방의 동쪽에는 2층 창고와 연결된 층

계가 있다. 진열장 옆에 바구니가 걸려있는데 이 바구니는 쥐가 물고기,

고기와 야채 등을 훔쳐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걸어 놓은 것이라고 한

다(諸葛議 2013)(그림 5-19).

토지개혁(1947년) 이후 제갈촌의 여러 세대가 같이 생활하는 풍습도

변화가 생겼다. 자식들은 독립하기를 원했으나 부모 세대에서는 대가족

문화를 간직하고자 했다.

(그림 5-19)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주부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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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곁채를 서로 연결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함께 사는 대가족 문화를 지킬 수 있

었다(柳博 2017).

부속공간은 가족 수에 따라 1∼2개를 만드는데, 이 또한 곁채형식으로

건물과 연결시켰다. 또한 거실중심에는 조상들의 사진을 걸어두고, 만약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집안에 작은 사당을 하나 만들어서 제실(祭室

/JiShi)로 사용한다(그림 5-20).

(그림 5-20) 부속공간(附属空间) 평면도 

“대부분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마을에서 모든 마을 주민들은 조상들이

남겨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은 몇 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諸葛議 2018 인터뷰).

지역문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현재까지 계승해온

지역의 생태, 민속, 전통, 습관 등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방언, 기온, 생

태환경, 생활방식 등에 따라 독특하고 고유한 지역문화가 형성된다. 중국

에는 56개의 민족(부록)이 있고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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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옛 마을에는 그 마을 만의 특별한 지역마을문화가 존재한다.

이런 문화의 계승, 발전, 진화, 보존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제갈

촌에는 팔괘진법, 생사음양(生死阴阳) 등 제갈량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독

특한 문화 외에도 이 마을 주민들만의 특별한 지역민속 문화와 이 마을

에서만 숭배하는 신이 있다.

매년 12월 24일 저녁이 되면 마을주민 모두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부

엌의 신을 숭배하는데 이러한 풍습은 마을에서 아주 경험한 의식 중 하

나이다.

“마을 주민들 모두 각자 모시고 있는 부엌의 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부엌의 신

께서 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12월 24일이 되면 부엌의 신

을 하늘나라로 모셔서 쉬게 하는 의식을 치룬다.” (诸葛坤元 2018 인터

뷰).

“제갈촌에서 12월 24일은 부엌의 신을 보내는 날인데 이날 고위관리직

들은 다음날인 25일에 의식을 진행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다.”(诸葛品林 2018 인터뷰).

“보통 부엌의 신을 보낸 후 꼭 30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다시 부엌의 신을 모셔와야만 한다. 신을 보낼 때는 영패 앞에 뜨거운

차 3잔을 놓고 완탕 등 음식을 놓은 다음 향 3대를 피워 제사를 지내면

된다. 이후 벽에 붙어있는 신을 상징하는 신상(神像)을 뜯어 밖에 나가

태우면 된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식사를 한 후 1월 1일 아침에 폭죽을

터뜨려 신을 다시 모셔온 후 벽에 다시 신상을 붙이면 된다.”(諸葛議

2018 인터뷰) (그림 5-21, 그림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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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조태신(灶台神)을 보내는 

중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그림 5-22) 조태신(灶台神)을 마중하는 

중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부엌의 신은 마을에서 제갈량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이다. 마을 주민

들이 모시는 신은 제갈량과 부엌의 신뿐이다. 제갈량을 모시는 이유는

팔괘진을 이용해 마을을 건설했고, 마을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

활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부엌의 신을 모시는 이유는 마을에 있는 모든

가구들에게 불을 선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라고 했

다(諸葛議 2018 인터뷰).

공간 구성에 있어 제갈촌은 태극의 형태로 주위에 8개의 작은 길이 있

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중국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형태

적으로 봤을 때 ‘8’은 원두개로 이루어 졌는데 이를 90도로 돌리면 곧 무

한대를 의미하는 부호가 된다. 또한 숫자 ‘8’의 에너지는 매우 크다. 2개

의 원은 원만함, 용기와 영원을 뜻한다. 발음 면에서 ‘8’은 중국어의 발재

(發財, 큰 돈을 벌다)라는 단어 중 發와 발음이 비슷하여 행운과 재운을

가져다준다는 의미가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 시간을 8월

8일 저녁 8시 8분으로 할 정도로 중국은 ‘8’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시한

다(刘艺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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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대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일수 있으나 마을주민들은 수

백 년 간 발전, 보존해왔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남겨준 풍습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諸葛議 2013).

5.4.2. 연못

음양론은 대립과 융합에 관한 고대의 철학이다. 중국 고대에서는 사람

들이 살고 있는 공간 양간(陽間)과 죽은 이들이 존재하는 공간 음간(저

승)으로 나뉘었는데 사람이 이승에 머문 기간을 뜻하는 수명을 다른 말

로 “양수”(陽壽, 양간에 머무른 시간)라고도 했다. 음과 양은 모두 윤회

(轮回)에 속하고 사람 또한 삶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데. 이 또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상들이 제갈촌을 지을 때 대공당(大公堂/DaGongTang)과 사당을

각각 태극형 연못인 종지(鍾池)의 양옆에 지었는데 이는 종지, 공당, 사

당이 서로 통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诸葛文禄, 2018, 인터뷰).

“조상들이 마을을 설계할 때, 제갈량의 영혼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행 중 마을 터의 방향에 제갈량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한 대

사당을 짓고, 수(水)의 방향에 제갈량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한 정승사당

을 지었다. 대공당은 양성(阳性)이고 승상사당(丞相祠堂/ChengXiang)은

음성(阴性)에 속하며 오행에 따르면 종지의 터의 방향은 음, 수(水)의 방

향은 양에 속한다. 하여 이들은 서로 제어 할 수 있고 음양 평등을 이룰

수 있다.”(諸葛議 2018 인터뷰).

매년 4월 14일에는 마을사람들은 대공당에 모여서 제갈량의 탄생을

기념하고, 매년 8월 28일이 되면 정승사당에 모여 제갈량의 기일을 기린

다. 마을에서 이 두 곳은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곳이다, 그래서 보통 외

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张慧丽 2008).

“종지가 없으면 공당과 사당의 음양 조화가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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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마을에서 종지, 대사당과 정

승사당은 마을 주민들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장소다.” (諸葛

議 2018 인터뷰).

제갈촌의 조상들은 음양풍수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갈량을 기념하는 장

소의 음양조화를 이뤘다. 제갈 선생들의 분석에 따르면 종지를 중심으로

공당과 사당의 아래 위 두 부분을 음과 양으로 나누었다. 현재까지도 마

을 주민들은 매년 같은 날짜에 대사당과 공당에서 조상을 기리고 있다

(諸葛議 2013). 정승사당에는“택근발상지(宅近发祥地), 문임취녹당(门临聚

禄塘)”이라는 대련이 붙어있는데 첫마디는 고융촌 제갈 성씨의 발원지를

의미한다. 이 주택가는 상대적으로 고급스럽고 정교하지만 반면 오래된

주택도 많다(그림5-23). 다른 주택가는 하당로(下塘路)에 있다. 이 지역

은 리본형으로 되어 있고 약점당(药店塘), 상당(上塘), 하당(下塘)의 동쪽

등고선을 따라 발전했다. 이곳은 서쪽이 더 높아서 물을 사용하는데 불

편함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동쪽은 제갈촌에서 보기 드문 평지이다.

세 번째 지역은 옛 고융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이곳 역시 리본형으로 되

어 있다. 북쪽에는 자수당(慈树堂), 춘휘당(春晖唐) 일대까지 연결된 넓

은 평지가 있는데 태평군이 침략할 때 이곳은 완전히 파괴되어 주변건물

은 사라지고 길만 남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제갈촌 북로당(北漏塘) 동남쪽에는 수구 하나와 관제묘(关帝庙), 정절

방(贞节坊)이 있는데 제갈표(诸葛彪)에 따르면 “관제묘는 자물쇠와 같고

정절방은 열쇠와 같다. 사당과 정절방은 수구(水口/ShuiKou)를 잠갔는데

이는 기를 모으는데 아주 좋다.” 수구를 잠그는 것은 형태종(形式宗)25)

풍수의 기본이다(諸葛議 2013). 마을의 연못과 우물은 움푹 파인 곳과

분지에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마을 중심에 위치하여있다. 연못은 생활용

수(그림 5-24) 외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25) 형태종(形式宗): 하늘과 강이 이어지고 경관 속에 사람의 존속 되어 있으므로 천인합일이 이루
어지는 하나의 풍수적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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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지(鐘池)            2: 대공당(大公堂)
(그림 5-23) 중지(鐘池), 대공당(大公堂) 도면 분석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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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생활용수를 취하는 마을주민 (촬영: 2018.08.10)

  
여름이 되면 마을은 자주 가뭄이 드는데 농업용 관개수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승사당 앞 취녹당(聚禄塘)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져있다. 마

을의 모든 주택은 조상이 남겨준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

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연못 주위로 모여 살았는데 이는 지리적 요인

을 완벽하게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강가에

서 빨래나 샤워를 하지만 제갈촌에서는 연못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

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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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정자

마을에서 유일한 정자는 천일당(天一堂)의 뒤 뜰 화원에 있는데, 천일

당 화원은 제갈촌 약상(藥商)–천일당 가문의 화원이다(陳志華 2003). 이

화원은 제갈촌 중심지인 “대측수하(大柏树下)”라는 고지에 위치해 있고

이는 제갈촌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원림정자이다(그림 5-25).

    정자 공간
(그림 5-25) 정자의 위치 

천일당화원은 청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기 사이에 지어졌으므로 이곳에

식재된 나무들은 대부분은 200년 이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제

갈촌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곳이기에 정자에 오르면 마을 전체를 내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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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예전에 천일당 일족의 화원은 마을 간부들의 오락 장소로

사용 되었다(陳志華, 2003).

정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의 정자는

많은 시인들이 정자에서 풍경을 감상한 후 시와 노래를 읊었는데, 중국

도 많이 흡사하다.

“당시에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천일당 일족은 화원을 이 고지에

지었는데 이는 신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諸葛議 2018 인터뷰).

“이 화원은 원래 일반 주민의 입장을 금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이곳은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귀중하고 신성한 곳이며 마을의 통치

자와 간부들만이 조상들이 남겨준 이 유산을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때 실제로 간부들이 이곳에서 연회나 모임을 가졌다.”

(诸葛坤亨 2018 인터뷰).

“이 화원은 제갈촌에서 종지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다. 이

곳에서 간부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이곳의 좋은 풍경 때문이었

다.”(诸葛文禄 2018 인터뷰).

위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 전체를 조상이 남겨준 문화유산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을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천일당화원은 아주 귀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사에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하북성(河北省) 승덕시(承

德市)에 위치한 피서산장 속에 있는 정자들은 황족들을 모시고 외국의

사제들이 왔을 때 모여서 즐기는 곳이었다. 제갈촌의 특수한 지리적 위

치로 인해 주민들은 집안에 정자를 짓기가 매우 힘들었으며, 대신에 집

안의 천정(天井)에서 쉬곤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로 마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천일당화원은 제갈촌의 신성한 곳으로 인식되었다.(그림

5-26, 그림 5-27, 그림 5-28, 그림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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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천일당 정자(天一堂 亭子) (촬영: 2018.08.10)

(그림 5-27) 천일당 정자(天一堂 亭子) (촬영: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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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천일당 정자(天一堂 亭子) (촬영: 2018.08.10)

(그림 5-29) 천일당 정자(天一堂 亭子) (촬영: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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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반인들도 관광할 수 있게 개방되었지만, 당시 천일당 정자는

조상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마을 전체의 풍경을 만끽함과 동

시에 제갈촌의 그 당시 고위간부들 정서적인 경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다. 한국의 정자는 가문의 훌륭한 조상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주민들의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고, 이곳에서 주변 경관에 대해 의미를

붙이고 시를 짓는 공간이지만(Kim 1988), 중국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정

원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개인적으로 향유하고 휴식하는

공간이다(諸葛議 2013). 그들은 정자에서 중요한 만남을 갖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정자는 커뮤니티의 공간인데 비해 중국 정자

는 가족의 공간으로 특정 집단이나 고위관직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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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업 공간

상업중심가의 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

나라 중기에서 청나라 중후기까지 강남(江南)의 도시발전은 절정에 달했

다. 제갈 상업권의 형성 요인으로는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외부요인, 두

번째 독특한 지리적 위치, 세 번째 상업인식 등을 꼽을 수 있다(그림

5-30).

남송(南宋)시기 란시시는 해양운수 이용하여 상업 및 무역의 중심이 되

었다. 이 때 이미 항구가 존재 했는데, 항구는 란시(兰溪), 수창(寿昌), 용

유(龙游) 3개의 현(縣) 행정단위를 중심에 위치하였다. 란시현에서는

18km 정도 떨어져있고 북쪽으로는 수창현의 리엽(里叶), 당촌(唐村), 이

촌(李村), 신업서(新叶溪)의 서쪽으로 용유현의 지당(志棠), 회원(回源),

신택(新宅)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연결 되어 있다(刘艺兰 2011).

고융시(高隆市)의 상업가는 제갈촌의 서부에 위치해 있다. 이 상업가는

남쪽으로 상례당(尚礼堂), 적경당(积庆堂), 북쪽으로 춘휘당(春晖堂), 자

수당(滋树堂)과 연결되는데 총길이가 300m인 대형 상업가이다(柳智,

2011). 이 상업가는 명나라시기에 형성되어 청나라 초기에서 중기 시절

발전하고 1863년에 쇠락했다. 이곳은 원래 제갈촌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었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큰 길에서 가까운 곳에서 약장사를 시작했는

데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다방, 식당, 담배 가게, 잡화점 등이 잇따

라 생기기 시작했고 매달 1일과 15일에 고정적으로 무역시장이 생겼다.

이 무역시장의 이름은 제갈촌의 옛 지명인 고융시를 본 따 고융시장

(高隆市場)이라고 했다. 태평천국(太平天国 1851∼1864)시절 이세현(李世

贤)은 제갈촌에서 3년 동안 주둔하는 동안 태평군을 이끌고 여러 전쟁의

흔적들을 남겼는데 문여당(文与堂), 춘휘당(春晖堂)등 건물 기둥에 남겨

진 칼자국이 이를 증명한다(그림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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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공간

(그림 5-30) 제갈촌 상업 공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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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명나라 시대 상가 거리 (출처: 고융 제갈족보<高隆 諸葛族譜>)

“고융시장이 파괴된 이후 태평천국 전쟁이 끝나면서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제갈촌 상업도 잇따라 회복하고 발전했다. 무역시장은 의태(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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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항구부터 아래위로 뻗어져 나갔고 청나라 말에는 완전한 상업중심

형태를 갖추게 됐다.”(诸葛柏云 2018 인터뷰).

이 무역시장은 의태항(义泰巷), 상하당(上下塘), 마두경(马头颈) 3개의

상업구역에 총 140여개의 가게가 있다. 이는 태평천국 전쟁 전 고융시

규모의 두 배이며 상업 또한 완비했다(柳智 2011).

민국시기에 이르러서는 일반 상점 외에도 전당포, 금방, 담배 가게, 안

경점, 사진관, 다방 등 여러 가게들이 잇따라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경찰서와 상회 및 소방서, 발전소까지 생기면서 도시의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상하당(上下塘) 상업중심가가 생기면서 제갈촌을 찾는 상인들도 급격

히 늘기 시작했다, 그중 성 밖에서 오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천 가게나 잡화점을 차렸고, 성 내의 상인들은 전당포, 옷가게, 구리가게

등을 차렸다(柳智 2011). (그림 5-32, 그림 5-33, 그림 5-34).

(그림 5-32) 상당(上塘) 상업 공간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매년 농력(農歷) 4월 14일 제갈촌에서 장터가 열린다. 같은 날 명나라

때부터 전통적으로 선조 제갈량을 숭배하는 제사가 진행되는데 이 행사

는 여러 지역들의 상인들을 끌어 모았고 점차 장터의 규모가 커져갔다.

최초의 장터는 대사당 근처 고융시 일대에서 시작됐는데 청나라 말기부

터 그 뒤 상당으로 발전해 나갔고 점차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

다 중화민국(1912-1949) 중기에 절정에 이르렀다. 장터는 보통 3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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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데 그때마다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당시에 서커스단 공연도 볼 수 있었다.

(그림 5-33) 현 가게 (촬영: 2018.08.10)

(그림 5-34) 현 가게 (촬영: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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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은 철재와 목재로 된 각종 공기구들이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

때가 되면 길 양 옆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무수하고 상품의 종

류도, 손님의 신분도 다양했다.

4월 14일 외에도 매달 2일, 5일, 8일 및 숫자 9가 들어가는 날마다 작

은 장터가 열린다. 제갈촌은 중화민국(1912-1949) 초기부터 가축거래를

시작했는데 매달 아홉 번씩 가축 거래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지

역은 주변의 용유, 건덕, 춘안현(春安縣)까지 뻗어져 나갔다.

장터가 있는 날은 평소보다 북적이고 식당, 다방 같은 가게들은 평소

보다 손님이 30%이상 더 많아진다. 제갈촌의 야채시장은 주로 마을주민

들 간의 자유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상업지역은 주변 10㎞안에 있는 의봉

항구, 상당길, 마두견 등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제갈촌의 장터는 중화민국(1912-1949) 상업 결집력이 하류주변이 범위

가 넓어서 란시현에 있는 모든 농촌 장터 중 2위를 차지했다. 민국24년

(1935년)《란시실험현성구및각진상점개요(蘭溪實驗縣城區及各鎮商店概

況)》에 기재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팔괘진법의 자본금은 106,901위안 이

였는데 이는 전체 현의 7.9%에 해당하고, 영창진은 56,104위안(4.2%)에

머물렀다. 팔괘진법 당시 납세금액은 5,396위안이었는데 이는 전체 현의

5.7%에 해당되고 영창군은 2,027위안(2.1%)이었다.

제갈촌의 문화에서 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장터는 그런 오해

를 풀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장터에서 차 한 잔 하면

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간다. 제갈품림(诸葛品林)은 “이곳은 마을 주

민들에게 있어 아주 많이 특별한 곳이다. 여기서 마을주민들은 오해를

풀 뿐만 아니라 같이 오락을 즐기고 명절을 보내는 재미있는 곳이다. 마

을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이 이곳 장터이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과자를

먹는 곳이고, 어른들에게 있어 이곳은 수다를 떨기 좋은 장소다. 장터에



- 64 -

서 가게의 의자들은 보통 연못 근처에 놓는다.”(諸葛議 2013) 라고 했다.

제갈촌의 주민들은 이 장터를 통해 마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의 소통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5-35, 그림

5-36).

(그림 5-35) 상업가 야시장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그림 5-36) 상업가 아침 (출처: 제갈촌지<諸葛村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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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제갈촌의 이전과정을 알 수 있었고 현재

란시시에 있는 제갈촌은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고촌락이다. 시대

의 변천 속에서 오늘날까지 유지는 제갈량의 후예들은 그들의 선조에 대

한 끝임 없는 공양과 선조가 물려준 지혜를 끝임 없이 시대의 변천 속에

서 쓰임에 맞게 활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차례의 이전 및 여러

차례의 전쟁에도 불과하고 제갈촌이 오늘날 모습을 세인들한테 보여준

것은 그만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결정체 마냥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 자료의 해석을 통해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경관에 대한 문화경관 해석을 통해 마을을 알아

가다 보면 마을의 터 선정에 있어 언덕지형이 곧 형태종(邢太宗)이라는

풍수 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마을 터 선정하였다고 해석한다. 또한 산에

관한 풍수 이론을 통해 대사당은 마을 중심 용혈(龙穴)로 두고 그 뒤에

는 풍수지리설에서 “소조산(少祖山)”이라 불리는 절산(寺山) 과 “주산(主

山)”이라 불리는 진산(镇山)이 있고 앞에는“안산(案山)”이라 불리는 도원

산(桃源山)을 둔 지리적 위치에 마을의 배치를 결정하였다.

팔괘진법은 제갈공명(诸葛孔明)이 남긴 전술이자 제갈 성씨를 가진 사

람들이 제갈촌을 만들 때 도입한 이론이다. 마을건설에 있어 팔괘진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다. 진법의 고유의 물리적인 형태를

해체하고 내적인 이론만 살리는 방법을 택하였다. 제갈촌의 길 공간이

바로 제갈촌에서 팔괘진법법의 실체이다. 이는 내부에서 정해진 좁은 통

로 공간, 튼튼한 방어벽을 이용해 외적의 진영을 분해하고, 분산을 통해

외적의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고, 분해된 실체를 일일이 처단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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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고 본다. 제갈촌의 좁은 길, 길 양

쪽에 높은 담벽, 제갈촌에서 다닐 때 주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 등 이

러한 요소들이 바로 제갈 성씨 주민들이 만들어낸 제갈촌의 팔괘진법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된 마을 전체의 모습은 또한 향후

의 시대적 변천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존속시키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주택공간의 외부로 나와 보면 언덕지형의 풍수 이론으로 인해 그들

의 단독주택들 간의 외벽 높낮이가 다를 뿐 마을에 있는 주택은 내부는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서적으로도 연결 되어 있는

사회적인 환경요소가 물리적 환경요소에서도 반영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갈촌이 긴 역사 흐름 속에서도 현재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이유는 마을 내부에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요소들이 작용하였

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을의 공간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마을 속 주택

공간의 분석 결과 명(明), 청清）두 시기에 물리적으로 수많은 정교한 주

택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제갈촌에서 지속가능한 요소

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갈 성씨 주민들이 서로 간에 끈끈한 이음을

가진 그들의 정서적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갈촌의 물리적 환경은 이

러한 내부적인 사회적 요소가 반영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갈촌에

서는 주민들이 주택공간을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닌 자아 생존을 위한,

외래 침략을 대비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선조가 남긴 팔괘

진법 관련 이론지식을 활용하는 건축방법을 터득하였고, 내부적으로 이

러한 건축물 규제를 엄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만큼

의 부속 공간(附属空间)을 건축하면서 공간 지배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내려놓고 살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선조를 공양하는 공간과 가정을 가

꾸어 가는 공간들을 똑같이 중요시 여기면서 주택공간을 구축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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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

뷰를 통해 제갈촌의 독특한 풍습에는 부엌의 신을 모시는 풍습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거주 공간, 부속 공간 내부에 있는 조태(灶台)공간

에서 연초부터 1년간 모시고 있는 부적을 연말에 붙 태워 하늘에 보내주

는 이러한 공양하는 행위이다. 고유의 문화요소를 지키며 살고 있는 주

민들의 의지를 보여 이러한 모습은 제갈촌 문화경관의 일부이다. 이는

마을경관 건설에서 고유문화요소를 지키려는 사회적 요소와 같은 성분을

가진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근대 역사의 문화적인 침투가 극심한 시대적

배경에도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문명만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문

화를 지니고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통해 밝혔다.

제갈촌에서는 연못이라는 물리적인 요소가 마을의 일상생활에서 수자

원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갈촌의 연못은 응양이론과 풍

수이론을 기반으로 마을의 좋은 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내부자들

의 정서적인 요소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제갈촌에서 변화하지 않은 고유의 문화경관이 있는가하면 변화된 공간

도 있다. 그 곳은 바로 제갈촌의 천일당정자이다. 천일당정자는 제갈촌의

유일한 정자이다. 과거에는 시인 혹은 고위층 신분을 소지한 사람들만

이용하던 공간이 제갈촌이 관광 가능한 곳으로 개방되면서 이제는 정자

가 관광지가 되었다. 사적인 공간이 공용공간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정

자의 물리적인형태는 변하지 않았고, 천일당정자에서 바라보는 제갈촌의

독특한 마을전경은 변하지 않았다. 물리적 요소만 남아 있고 내부의 의

미체계가 변화한 이러한 공간은 제갈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역사의 흔적이다.

그 외에 문헌연구를 통해 마을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

적 요소를 살펴보면 핵 가정의 수를 늘리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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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단합을 강화하고 마을 유지 및 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풍수이론을 명당자

리에 마을 터 선정을 하였기에 주변 일대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토지자원

을 이용하여 농업과 약초상업을 제갈촌(諸葛村) 특산품 상업으로 발전시

켰다. 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의 풍파 속에서 생존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인 정교함, 사회적인 단결심, 특산

품 상업에 대한 중시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자기들만의

깊은 이해가 형성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갈촌의 이러한 사회적 요소가 마을의 공간구성에 주

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풍수지리 이론을 도입하여 마

을 터 선정과 마을 배치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선조가 남긴 팔괘진법

이론을 마을의 공간구성에 도입하여 마을 전체를 방어 요새와 흡사한 마

을경관을 조성하였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만

큼의 공간만 건축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갈촌의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요소가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서 마을 사람들의 생존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제갈촌의

상업공간인 마을장터는 제갈촌의 특산품들, 제갈촌의 마을사람들, 제갈촌

의 풍습들을 접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다. 마을장터는 단순히 상업공

간으로만 이용 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화합이 이루어지

는 공간이자, 명절 축제가 발생하는 커뮤니티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체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요소가 단순한

거래 행위를 보다 의미있는 행위로 전환하는 제갈촌의 마을 문화경관임

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의 활발한 진행을 돕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질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물리적인 요

소에 대한 서술적인 내용과 문화경관 해석을 통한 내부자들의 현황 상태



- 69 -

를 자료로 남김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자들한테 참고자료로 될 수 있다.

또한 본 내용은 향후 중국 내에서 고촌락 복원 및 보호에 있어 중요시해

야 할 요소들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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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주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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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out history, Chinese prefers to create a living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ir own culture and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a living environment for the people. It is vital for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lements of the village and the space from

which cultural elements are inherited that still exist today, and from

all of these a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unique

elements when processing these spaces. The fact that historical data

describing physical contents of the target area, while the mental data

are related to internal relation through landscape interpretation

strongly implies that in the future transition process, such data will

be useful resources to help save and restore the unique elements of

the land.

Looking at the existing research on high village cultural landscapes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es, the focus was mostly on historical

incidents of the town. The researcher used the physical data of the

village to foot forward this study. These include historical studies,

geography, architecture, and population. However until now, fewer

studies were conducted from which the perspective and viewpoint of

the town’s inhabitants are utilized and integrated in a research. Due

to this underlying fact, a research on the background of Chinese

villages and cultural landscape analyses of China and its villages are

highly realized in this study. Specifically, Zhujiang Province and the

Galchon (Kukura Village) were selected which are primarily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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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western part of the city as the research study areas.

Moreover, the village formation process of the Gangchon village, the

town arithmetic, Feng Shui, literature research and the field research

were also carried out in order to advance this study. Using a

qualitative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village space from the

viewpoint of the people, Galchon which is accounted for about 600

years of history was included in the research process and

interpretation. A brief look at the reasons why Galchcheon was

preserved until today and the village's space composition include the

following: (1) the inhabitants of Garcheon take emotions that are

attached to the descendants of Mr. Jegarson's Zhuge Liang, (2) The

theory of eight-branding leftovers left by the ancestors into the

village's space composition to create a cityscape was similar to the

fort that protects the whole town, (3) people in the village have built

as ample space necessary for the life of the dwellers, and live with

maximum desire for space control. Through this research, it is found

out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Galchun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the village’s survival throughout its history.

Furthermore, Garcheon's town market is not only a space solely

used as a commercial space, but a space where villagers gather and

where holiday and various events occur. The market which is rich in

meanings became a space of encounter that can meet customs of

Garcheon's special products and the people of the village themselves.

Moreover, it was interpreted that the economic factors acting on

these complex semantic systems as the village cultural landscape,

transformed simple trading activities into more meaningfu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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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also noted that there were also significant changes in

Garcheon all throughout time. In the transition of the era, some areas

like the sperm of the Galchon, lose the internal semantic system, with

only the physical environmental elements remain. Unlike intrinsic

culture, it is important to leave relevant data in the internal

relationships through history data and Munhwak Landscape. Through

the interpretation conducted that describes the physical attributes of

these special spaces where change had occurred all throughout time,

implies that these processes are vital for restoring and preserving

this place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Galchon

drew the conclusion that Mr. Rigidity, Mr. Rigaku made a "village

form in the form of a village (八卦阵)”. In addition, Garcheon is a

space that has elements of these cultural landscapes that emphasize

the "survival of the village itself" when building the village space

composition based on respecting and strictly adhering to the unique

physical environmental elements. This research helps to understand

Galchon from the viewpoint of an outside person, interpretation of

cultural landscape, and utilized as a reference material in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landscape elements where the transition for

the future are now highly plausible because of this study.

Keywords: Ancient Villages, Feng Shui, Zhuge Liang, Zhuge 

Village,  Residence culture,  cultural landscape

Student number: 2017-2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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