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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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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살필 수 있다.

1. 班究目的과 짤f究方法

朝蘇時代의 村落은 韓國벚， 人類學， 農村社會

學 분야에서 전통사회 연쿠의
본 연쿠는 조선시대 安東地方의 民族村落形成

왔으며 지리학 분야에서는

주요대상이
同族部落의

관첨에서

되어
형성과

過程과 立地 및 景觀을 연구함오로써 문화적 영

발달이 공간형태적

향과 판련된 村落形成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

地域이 라는 공간을 쿠성하는 文化景觀오로 보고

흑은 동족부략을

가 한국 천동촌락에 대 한 文化 • 歷史地理的 설

발생， 업지， 쿠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찰한

맹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1)

연쿠가 있다 4)

文化地理學은 주로 역 사적 접 근방법 을 사용하

본 연쿠에서는 朝蘇時代의 支配的 文化안 橋

며 문화가 공간적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촌략은

敎와 판련하여 文化集團의 居住地 形成 츄 居 tt

그 주요 연쿠대상의 하나이다 2) 또한 촌략은 農

地의 移動파 立地의 選擇， 그러 고 촌락의

觀社會안 朝蘇時代의

景觀 形成의 諸 特徵을 고찰함으로써

生活空間 3)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공간단위가 된다는 점에서도 역사

形成過程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대의 공간쿠조 이해에 차지하는촌락연쭈와 줌

*

文化

文化 EE 間

본 연쿠는 휩~따時代에

주로 정립된

K 첼i 村

서 울大學뾰 大學院 博士過種

1) 本橋는 필자의 碩士學位論文 (83년 8월)을 요약 정 리 한 것 엄 •
2) 李條 外， 198 1. “大學院 地理學科 敎育課程 發展을 위한 짧究
地理學論遊， 제 8 호， p.9 1.
3) 水澤~朋(社會地理學의 基本問題， p.31 , 大明堂， 1980) 에 의 하연 “社會生活。1 영 위 되 는 空間的 it쪼즙~~J료서
「生活空間」을 생 각한다따라서 「地域 J (Landschaft) 과 同義語로 된다

4) 楊普景(“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昭究

地理學 論靈， 제 7 호)운 동족부락의 발전과정을 가옥과 경지를
지표로 형태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였다. 張保雄(1 983，“全南地方 同族部落의 構造와 擬能地理學 27호)은
숲南池方 13개 동-족부락의 제 문화경관 요소블 기능석 ·형태석 접근오로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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露 5) 연쿠를 위하여 주요 형성세력안 士大夫

.EÇ

族의 備敎文化와 판련된 村짧形成을 가장 천형

;켜￡로 설명할 수 있는 지역으로 慶北 安東那파
그 일대 (朝蘇時ft 安東府 및 禮安縣)블 짧究地域으
후 택하였다.

2.

安東地方 民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
地， i需敎 文化景觀

관 연쿠에서 安東地方은 오능날 慶北 安東郵
파 奉:化那의

대 부분]으로서

朝蘇時代 安東府의

本府 및 屬縣 그러고 禮安縣 일대블 포함한다.

ðl

지역은 「安東文化탬」으로 불리워질 수 있을

만큼 朝廳時代 圖敎文化의 영 향이 가장 큰 지역
￡로 생 각되 어 왔다. 朝蘇王횡~ 5백 년간 f需敎文
化의 지배적 영향하에서 특히 鎭南은 ‘都웰之劉’

이 라 하여 歸敎文化의 淵源地이 며

安東은 바로

鎭南文物의 中心地였다 6) 또한 이 지방은 조선

초기 이 래 수 많은 士旅들이

F휩敎文化 영 향어1

외한 가장 전형적 兩班 .EÇ據村落을 형성한 지역

金.EÇ는 고해 시대에 이미

~-로 알려져 있다 7)

였다.

名門距族으로 成長하

14세기 王朝 交替期와 15세기

中葉의

世r

祖의 찬탈 및 그 후 반먼한 士祝로 안하여 在京

(1) 士族 居住地로서 安東地方 ~l 함:景

官A 의 落劉이 많아졌을 때 이들 落椰士族은 결

安東은 高麗 建國에 功을 세우고 그 後에도

국 外獅 • 棄椰을 통해 移住함A로서 安東地域은←

中央에 었￡雄블 들지 않고 紅rtJ戰 홉入時에는 옆

士族의 雲集地가 되었다 8)

廳王을 맞아 정성껏 호위한 덕분으로 특히 고려

말부터 土姓 更族의 士族化가 많았다.

安東地方의 官人化 過程을 동하여 偏敎文化에
젖은 士大夫 階層을 끌어 당걸 수 있었던

安東의 代表的 土姓 士旅안 安東權民와 安東

다릎

중요한 要因은 士大夫 階層의 地域觀 내 지 可居

5) 본 연쿠에서는 ‘同族部落’， ‘同姓部落’， ‘民族村落’둥의 표현을 民族村落으로 통일한다. 여기서 ‘B:;族’이라
함은 조선시 대 家父長制 확립 이 후의 父系 血緣集團올 말한다. 짜라서 父系血緣만올 의 마 하지 않는 일본의
‘同族’파 쿠벨하고 한 마을이 同一先祖를 중심한 하냐의 B:;族으로만 구성되 었음울 강조하게 되는 同姓파 구

별된다. 金혐圭(民族村落의 構造핍究 pp.321"""326) 에 의하면 ‘民族’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에 의해 성립된 父
系血緣을 宗族組織으로 地域的으로 펀성 한 歷史的 實體이 다.

또한 ‘村落’ 이 라항은 地緣團體블 강조하는 部落올 社會學的 用語로 보고， 이 를 쿠벌하여 마을의 공간적
의 마 를 강조하는 용에 로 사용하 였 마. (신용철， 신기 철 펀저 「새 우리 말 큰 사전 J p.1520(부략)， p.3283(촌
략)참고， 崔在錫(韓國農村社會맑究 pp.59"""74) 참고.
6) 成均館大學俊 國語國文學科 安東文化圍 學術調훌團， 1967, 安東文化圖 學術調훌報告書， p.3.

7)

善生永助는 安東지방의 關敎文化 影響올 아래 안용과 같이 강조하고，

“第四節 關敎의 獅土的 影響 "(pp.683:

""'72 1)에서 安東의 民族村落파 輩出 {需學者를 기록하였다.
“냐는 朝蘇의 A文地理 陽究를 뜻하여 그 한 부문~로서 備學의 발달， 보급， 분포， 감화， 영 향， 現勢 풍
을 상세허 지방적으로 검토하다가 ...... 朝蘇의 地方 중에 가장 關學이 발달하고 兩班 關林의 淵覆으로불랴
워지는 곳은 新羅， 高麗， 李朝에 걸쳐 많은 학자·정치가를 낸 慶尙北道 安東那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얘
지 방에 있 어 關敎文化를 서 술하고 함께 關敎의 鄭土的 影響을 천명 해 보고자 한다. ’ (1 935 , 朝解@ 村落，
下篇 p.683)
8) 李樹健， 1981, ‘題南士林派의 在地的 基盤一朝解前期 安東地方을 중심 A로， ’ 新羅없椰文f~， 12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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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觀과도 판계가 깊다. 慶尙道地理志에는 “토질

置寶 李.EÇ는 원래 置寶縣 獅更로 質寶縣 붙.內

에l 척박하고 風氣는 冷하지만 風倚은 農素을 숭

에 거주하였다 13) 高麗末 14세기

상하고 禮讓을 重허 여 기 고 또한 근검 절약한다”

紅 rn~명 침입시 裡將으로 從軍하여

‘고 하였 다 9) 星湖 李얄옳은 領南은 山勢7} 겹 겹 으

松安君에 封하게 됨으로써 士族으로 신분상승하

-로 돌아 둘러 싸고 있어 물이 흩어져 흐르지 않

고 本實地블 이 탈 豊山 麻居에 移居하였 다.

고 여러 고을 물이 낱낱이 合流되어

세기 중엽 4세 順은 安東府 北 周村으로 옮기면

風氣가 모

중엽

李子備가

戰功을 세워

15

어지는 이륜바 局面을 이루고 있으며， 安東·禮

서 이곳은 順의 長子 遇陽 자손의

安에는 줌Ij處에 名堂이 열렸다고 評하였다 10) 領

었다. 祖의 次子 繼陽은 처음 棄家가 있는 禮安

南의 安東地方은 太白파小白山服이 뽑風처럼 둘

縣浮羅村에 거 주하다가 15세 기 말 奉化縣의

걷1 있고 落東江야 西流하면서 수 많은 大小 支流

훨로 부임차 가는 길에 溫漢를 지났는데 그는 이

블 合流하여 많은 山間運씁을 形成하였다 1 1) 이

곳이 村落形成의 適地임을 알고 溫평에

h 居하

라한 演씁은 대개 避兵避世하기

게 되었다. 李混은 그의 祖 繼陽의 i닮짧

「居事

유러한 자연지

세블 갖추었고 루害와 水害블 최소로 줄여 비교

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情景을 좋아하는 士林派의

해문에

뢰 11

由를 다음파 같이 적고 있다.

빼閔한

F 居地形成에 유리 하

였다.
擇里志는 경 상도를

世居地가 되

“人材府庫”라 하고 특히

太白山 밑은 山이 평평하여 들이 넓으나 ‘明秀淸

期’하며 흰 모래와 단단한 土質이어서

氣色이

완연 漢陽파 같다고 評하고 禮安 • 安東 • I1頂興 •

(奏)金民家，

在禮安縣西村，

村， 寫奉 tt 縣닮11 導

公(繼陽)初居縣東浮羅

日 將往奉 tt過溫漢，

愛其폈石

之勝公及決意移居， 時， 漢上只有一戶， 田購閒
廢， 隨處可鏡， 樹木잖密， 洞擊深짧， 漢水淸彦，多應
魚， 可引而縣田灌團， 公性↑좁靜閒遠， 不務進取， 以親

的寫樂， 敎子孫寫業， 有終뚫之志 cr退품集」 繼集 卷

8,

先祖考譯繼陽事폐;條)-방점 필자

·榮 JII. 體果 등을 “神이 알려 준 福地”로 예잔하
또한 退홉 李混은 16세기 중엽 관직에서 은퇴

고， 특히 “安東과 禮安은 退、짧 李混과 西똘 柳成

龍의 故劉이다서로 가까운 이

다섯

고을에

한 후 짧流콸 찾아 定居한 자신의 심경을 다음
詩와 같이 표현하였다.

士大夫가 가장 많다”고 하였 다 12)

身退安遇分 學退憂홉꿇

(2) 安東地方의 民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
地，

漢上始定居 臨流日有省

備敎 文化景觀

조선

李냥한의 손자대 에 와서 長子 安道는 宗家가 있

시대에 걸치는 民族集 l짧의 村落 形成過첼을 유

는 上漢， 二子 純道의 자손은 17세기 좋엽에 낙

고l 문화와 판련하여 연구코자 한 바，

동강 건너 펀안 宜仁， 그러 고 三子 泳道의

本 爾는 ↑生理學이 전래되는 고려말에서

船究꽃、f 象

J\:族으로 質寶 李.EÇ， 義城 金.EÇ， 安東 權.EÇ， 豊

자손

은 下짧로 각각 확산꾀었다.

이 상 휩寶 李民의 居住地 移動을 동하여 安東

山 柳.EÇ， 全싸l 柳.EÇ등 5개 士大夫 .EÇ族을 선정

地方에서 형성한 대표적 民族村落을 마음과 갈

고찰한마.

이 정리할 수 있다.

1) 흩寶 李民(인접 鄭縣 本貴姓)

9) 慶尙道地理志 道內各官 風土倚尙條
10) 李魔， 星湖塵說 l 卷下 天地篇 兩南水勢條
11) 鄭鎭元(1 983 ， “韓國人의 環境知覺어l 관한 맑究

地理學論靈， 9호，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地理學科)에 의

하연 漢삼을 나타내 는 골(삼) 地名이 安東， 奉化(과거 安東府 지 역 )가 각각 27.4% , 27.9% 로 전국 최 고 비
율을 점한다. 또한 갑과 같은 의마인 ‘실’ ‘일’을 더하연 전채 지영의 35% , 32% 로서 全國 平均 19.1% 에
비하면 매우 높다.

12) 李重煥， r 擇里志」 八道總論-慶尙道 .
.13) “홈家世錄(륨寶 李民 家讀)에 의하면，
“우리 진보 이씨는 고려 말엽에 알어났다. 시조
...... 대대로 읍내에 살았는데”

휘는 碩이신데 진보 고을의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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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출신으갚

생원시세 낌-걱

置 寶 -<廠 居)-<周村(주하))-<溫 漢)(1 3세 기 )
(1 4세 기 )(1 5세 기 초) ’
(1 5세 기 후반)
〈克 逢)-→免漢 周邊 낙동강 상 • 하류로 확산
(1 6 세기
(1 7세기 이 후)

2) 義랬 金民(인접 君ß 縣 姓)

義城金Ã; 金鍵 家門을 중심으로 거주지 이동

‘ 확산을 시 대 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혈윷

域→上

京→安東 뽑山→安東뭘→上 京→安東콩

(서펌]) (14켈7]) (14젤7])

(1할감1 )

→ ()I\ 前)힐河縣 연 대

e빨!;l)
Tr」

/~:O'

확산

::~세기 이 후)

f1C ùhl

l- 〈金확) (1 6 세 기 말)

1_< 九梁) (16 세 기 말〉

f엎濤의 立地， 民族村落 形成過程 및 偶敎 文化景觀 :

지금의 安東那 西後面 金짧 i同에 해 당한다.
이 마을은 북쪽 天짧山 아래 商山과 佳鳳山에

서 말원한 시내가 마윤의 북쪽언 春城에서 합류

하여 남쪽￡로 實流하면서 좌우의

작은 지류를

합류하여 마을 엽쿠(만원릎 지나 松夜川 본류와
함류하기 까지 형 성 한 南南폈 방향의

긴 골짜기

와 束西 방향의 작은 골짜기후 형성되었다. I金

隱誌」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

모양을 거운

고(琴) 모양으로 보아 琴앓라 불리웠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 마을은 북쪽이

標高 200m 내외

(해 말 300m) 의 비 교적 높은 商山，

佳鳳山 등에

의하여 막혀 있오나 동서는 비교적

標텔 50m 내외의 낮은 산에 둘러

낮은 평균

싸이고 남쪽

洞口는 낮은 산지에 의하여 좁은 업쿠를 만들어
洞 外部와 지형적으로 쿠붐된다.

2. 金逢의 文化景觀 復元圖(1 9서l 기 말기준)

게 되었다.
한펀 이 마을의 취락형태가 다른

同姓村落어{

서는 보기드문 小集村이 散在하는 헝타}를 보이
케 띈 것은 地形的 휩因 외에도 각 써족이 宗家

콜 중심으로 거주지블 형성한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3) 安東 權j?Ç(安횡本府 本貴姓)
安東 權.EÇ는 安東 最大의 士姓이 다.

‘티故者 뚫分兩水， 中開虛落， 而如琴形， 故精 ...... 軟

山環抱， 氣色明婚’

그림

-金짧志 序-

이 도입되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科學 등
17세

士族A

安東府 서쪽 松城(松夜)에

터전을 좌고， 그의 자손은 안근 지대에

토지와

거주를 확장하여 갔다.

權士짧은 如祖父안 鄭 若을 따라 15세 기 추만

h 居地를

찾아 移住한 여러 士族의 村落이 되었다.

更族에서

로 신분을 상승시켜 오다가 고려말 14세기 중만
權햄| 代에 물內에서

金헬는 조선 천기 (14세기 --16세기) 즉 性理學

」으로 士大夫 신분을 확보하고 새로운

權撥 가문은 고려 후기 부터

松夜에서 府北 道村(道漢村)으로 移居하였다.
士權의 次子 撥은 道村에 서

커 이후의 金逢는 첨차 安東 權， 原싸l 邊， 安東

출생 하여

高官을

張， 義城 金民의 Ã;旅村落으로 새로운 士族의 이

역임하였는데 1521년 외가안 放平 尹￡ 터전이

주가없 었으며， 조선 시대 말에 와서는 이 마을

었던 奈城 西갑(닭실)에

이 배출한 대표적 性理學者안

하고 또 1535년 春 l場縣에 別莊·을 개 설하였 다.

외 후손이 자 주하는 유영

金誠i파 張興孝

，EÇ族村落오로 알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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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하면서 농장을개설

그의 자손은 西갑을 발판A로 奈城 • 春陽縣

일대에 확산되어 갔다. 安東地方에서 安東 權~

가 형성한 대표적 ~族村落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있다.
뿔東물

.••..•••••••...•. →〈松夜>-→〈道村>---+
(14켈7J ) e짧J)
-→〈西씁> : 주변 좋城， 春陽 일 대 據散

(펄값J)

(17세 기 이 후)

4) 훌山 柳民(安東 屬縣 本賣姓)

豊山縣은 安東 일대에서 가장 광활한 농엽지

대가형성되어 있는豊山들과그주변으로서 安
東의 많은 士雄이 이곳에

일시적

거주지

혹은

世居地로서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14)

豊山 柳.a:;는 고려 중거 까지

士姓更族오로 戶

長을 세습하면서 豊山縣 上里洞에

거주하였다.

고려말 14세기 중엽 柳從惠 代에 와서 本貴地를

이탈하여 士族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면서 河限村
(河며村)..Q..로 裵尙悲과 함께 移居하였다. 16세기

까지 河며는 柳 • 裵民와 그들의 女續가 함께 거

그림 3. 河回의 입지와 文化景觀 復元圖(1 9세기

주하였 A며 河回 原住民안 許.a:;， 安民를 포함하
는 異姓 雜居村이 었 다. 그러 냐 觸長子 優位相續，
뼈릎子 奉祝가 일반화되는 17세기
回는 柳.a:;의 同姓 村落化하기

이후부터

시 작하여

河

오늘날

까지 대표적 同姓村落이 된 것이다.

柳i:&'龍 家門의 居住地 移動과 대 표적

.a:;族村

落을 형성 시기벨로 종합하면 다음파 같다.

條件에 의한 교통상의

벽지블 이룬다.

마을의 主山에 해당하는 花山에서

리미 모양을 한 半島形의

촌략은

서쪽으로 다

背山臨流形이며 風水

상A로 運花浮水形으로 불리 워 이 른바 三南 四
大吉地의 하나로 꼼혔다 한다.
5) 全씨11 柳~(遠隔地 本貴性)

全싸l 柳.Et:는고려말안 14세기부터 本貴地를 이
성
의

주후
상이

세

””

〉기

#>

탈하여 上京從任하기 시 작하였 다. 조선 초 15세

권 권)

〉기，

德세

廣퍼 生 愚

J (
「
켜 역(

河

미

뼈끼

제”

禮빼

山

里μ
上기

퍼
훌(

n

말기준)

키에는 漢陽에

世居하였 A냐

16세기초

潤善이

落南하여 지금의 緣轉面에 살았다. 潤善의 子城

은 16세기
河며의 立地와 {需敎 交化景觀 : i可回는 오늘날 安

중엽 義城 金.a:; 金鍵의 사위가 되어

쫓劉을 짜라 臨河縣 東 十里 무실(水삼)에

h居

東都 豊川面 河回洞에 속한다. 河回마을은 東에

하고 그의 지-손은 무살을 중심￡로 주변무로 확

서 西로 曲流하는 강파 높은 산에 둘려싸여 외

산되었다.

부와 地形的으로 뚜렷이

분리

고럽되어

있다.

외부와의 교동로는 북쪽으로 산고개블 넘 어

豊

무살의 全싸l 柳民의 .a:;族村落 形成은 인쿠여
동에 의한 새로운 거주지 형성이 三山을 제외하

띠고1- ..!동하는 陸路와 강을 건너 廣德 ó 로 몽하는

고는 安東웹方에서 나타나지 않고 초기

걸이 있괄 뿐， 조선 시대 이래 지금까지 地形的

에서 주떤지로 확산되는 득징을 보인다.

정착껴

14) 豊山平野가 있는 豊山縣어1 安東入獅초기 일시적 A로 거주한 士族은 쉴寶李fE;， 義城金fE;， 光山金fE;， 韓山李
fE; 등이 대 표적 이 며 世居地블 형 성 한 士雄은 豊山柳fE;， 豊山金民， 安東權民， 安東金fE;， Ii價興安民， 英!場南
.fé, )/頂天金fE;， 光山金fE;， 全義李fE;， 禮安李fE;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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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安東地方 土族村落의 形成過程，

立地

및 文化景觀 特性에 관한 線合的 考察
(1) 民族의 居住地移動과 據散의 性格
士族村落 形成이 시 작된 시 기

즉 入劉時期는

14세기 (高麗末)에서 16세기 (朝蘇前期 • 王亂前)이
다 15) 安東을 본관으로 하지 않은 姓民가 安東

에 入劉하게 된 계기로는 土著 在地士族파의 婚
뼈에 의 한 奏椰 入獅의

경 우와(義城 金j;Ç의 내 앞

A獅， 全州 柳民의 무실 入獅) 獅更에서

士族A로

身分上昇과 함께 새로운 h 居地를 택한 경우(置
寶 李民)가 있다.
安東府 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의

특성을 살펴

보연， 安東의 士姓 즉 安東 權~와 豊띠 柳~는
13세 기 까지 安東파

豊山의

戶長으로서

가까운 로內에 거주하다가 14세기경

官衛에

士族의

신

그림

갚을 확보하면서 城 • 물을 벗어나 주변 촌략으
로 이 주하였 다.

서 大各 JII 支流 방향으로 거주치를 확산시컸다，

(豊山 柳j;Ç: 豊山 上里→河回， 安東

豊山 柳.E'ç는 河回 주변 낙동강 연얀에 확산되는

.權j;Ç: 安東몹→松城(松夜)

외에 중 • 장거리 이동에 의하여 尙州 愚 JII ，

安東에서 최초의 居住地를 확보한 ~族은 安

승}게 나타난다.

義

城 生物 둥지에 새로운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東府 흑은 안접 컴5 縣으로 중거리 이동을 하는데
이는 15세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에

4. 씨족의 이동 • 확산방향과 경로

가장 활발

(2) 民族村落의 立地特性

(員寶 李j;Ç: 麻g →周村→溫漢， 安

安東府 일대는 洛東江 본류와 半邊川이

東 權j;Ç: 松城→道村→西삼， 義城 金j;Ç :JII 前→金짧)

흘러

중거 리 이동은 族人 중에 官燈로서 혹은 學者로

합류하는 益地 地形으로 洛東江의

서 立身의 정도가 늪은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며

가 형성한 大小의 홈館、짧감이

곳곳에

발달하고

(金誠一 : 내 앞→金漢， 權撥 : 道村→西갑) 다른 族人

있다. 렬館演各에는 많은 漢居聚落이

형성되어

은 先代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한다. 중거리

있기 혜문에 安東地方의 村落名에는 짧씁과 판

거

本流와 支流

주지 이동의 經路는 道路와 관련되어 있다. (道

계되는 씁， 실， 질， 일， 홉，

村→西갑

地名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16)

:

安東-護果-乃城을 연결하는 安東北路 방

향， 周村→溫짧

: 安東--禮安-奉化도로)

河，

내

둥의

본 연쿠의 대 상이 된 民族村落도 모두 평씁에

17세 기 이 후 安東의 士族村落 形成은 중거 리
이 동보다는 안쿠증가에 의 한 주밸지 확산이

JII ,

立地한 演居聚落이 다. 이 들 흉居聚落을 지형 적

중

특색에 따라 보다 細分하면

요한 특성이다. 員寶 李~의 거주지는 토계에서

背山臨流形과 漢씁

효地形으로 쿠분할 수 있 다(그렴 5, 6).

지금의 隔山面 알대 洛東江 상 • 하류로 확산되

背山臨流形A로 분류될 수 있는 河回，

내앞

고， 義城 金民는 내앞(前J[I)에서 半邊川 상류 방

(川前) 둥은 地形的으로 비 교적 높은 산파 큰 하천

향오로， 安東 權民는 닭살 (西갑)에 서 乃城川

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曲流河川 堆積面의

상

2f-tê.

地이다. 마을은 비교적 넓으며 하나로 동일되어

류와 春陽 방면오로， 全싸I 柳~는 무살(水갑)에

15) 筆者의 조사에 의 하면 얀동의 유명 士族 가운데 安東 入鄭時期가 가장 늦은 j;Ç族은 一直 蘇湖의 韓山 李많
로서 17세기 초엽 光海君 혜 서울에서 落南하였다.

16) 安東地方의 E휠갑 意味 地名은 35% 이 며 천국 평 균은 19% 이 다(鄭鎭元， 前握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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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背山臨流形 村落立행의 樣式圖

있어 100 戶 내외의

大姓巨村의

그림

立地와 전형적

集村 發達에 유러한 地形條件을 갖추고 있다 17)

6. 漢참효地形 村落立地의 模式圖

는 상대적으로 넓은 까닭에 촌꽉의 경지는 마을
내의 :J: 地에 의존하는 비율야 높았다.

이들 背山臨流形 村落은 地形的으로는 외부와

본 연구에서 考察對象이 된 逢居聚落들은 조

단철된 독럽적 단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마을의

선 시대의 入獅 始祖와 그들의

안구가 많고 경지면적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까

士大夫 兩班 知識人들에 의 하여 景勝地 혹은 福

닭에 마을 외부의 토지에 의존하는 율이

地(可居地)로 안식되고 있었다. 이들 촌락의

(河回의 토지는 豊山平野. 내앞의

토지는

높다.

臨河縣 엘

자손 혹은 다른
경

치를 묘사한 끌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파 같다.

대 )따라서 촌략자체 는 地形的으로 외 부와 분리
되어 있으나 이들 촌락은 외부 마을파

밀접한

경제적 ·사회적 연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펀 漢~益地形으로 붐류될

수 있는 金漢，

道村， 무살 (水씁) 동은 小河川이 山地사이블實
流하면서 樹技狀의 좌우 지류를 合流하여

뼈山 : ‘물은 거룻배을 이용하기에 족하고 골복판어1

는 고목(古木)이 매우 않아서 조용하고 시원하다. 산
뒤와 시내 남쪽은 모두 좋은 밭파 펑펑한 밭둑이다.’
河回 : ‘演江 물이 휘돌아 출렁이며 마을 앞에 모여

형성

들어 갚어진 4 ...... 강가에 둘러 있는 산은 모두 석벡

한 좁고 긴 홉館효地이다. 효地 내의 마을은 지

이고 돌빛이 차분하연서 험악한 모양이 천혀 없다. 그

형적 A로 다시 여러 작은 골짜기로 쿠분되어 있

위에 玉淵훔파 작은 암자가 바위 사이에

어 하천 양쪽에 소규모의 集村이 산재하여 발달

양고 소나무와 전냐무가 덮여 있어 참 A 로절경이다

하기에 유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상 李寶成역 , 擇里志

金漢

점점이 잇날

h 居總論 UJ 水，

p.?35-

는 다수 民族이 한 마을어l 거 추하는 複數 J32族
村落을 형성하였다. 한펀 무실은 갚걷 中始祖에
의해 형성되었으면서도 촌릭-내에서 다시 派가 냐

내앞 (111 前)

: 밝은 달빛아래 .q 만을 빨아 널어 놓은

형국

누어지는 뚜렷한 分村 현상을 나타냈다. 金演 •
무실과 같은 득색있는 民族村落의

-村山智順， 朝‘輝의 風‘水 p.832-

발달은 이러

金쫓

한 지형적 훨因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펀다. 이

들 漢씁효地형의 촌닦은 지형적오로 역시

: “軟山環抱， 氣色明婚， 一漢中貴， 聞關擺地. ’
“金漢之洞， 빼逢閒靜. 風土淳경，

果石明眉.’

-金漢志-

외부

와 산지에 의하여 쿠분되며 洞의 入口는 마을을

實流하는 하천의 하쥬가 된다. 또한 마을은 주
위의 Ji[髮性 低山地에 의하여
로 背山臨流形에 비하여

둘러싸여

開짧의

여지가

촌락의 규모는 背山臨流形에 바 하여

있오므
많다.

작고 뺨地

j앓짧 : 양E 漢之曲， 樂其빼深，
自誤， εE邊有水，

擾之四十餘lf.，

縣良田數百煩以自廳，

以폈石

小有餘홉-國

朝人物考 中 (pp.696-697) 李樹健， 領南土林派의 形
成， p.208 펴 서 재 안용

17) 善生永助(前獨書， p.350) 에 의하면 저명 동족부락 1, 6857~ 가운데 150 戶 이상(非同族 포함)은 9% 에 불파하
다.

1930 년 경

조사 당시 河回는 290 戶， 내 앞은 156 戶 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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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설 : ‘선생이 살고 있던 동문밖은 물이 맑고 돌도

쩨끗하얘 그 그유하고 아릎마운 경치가 터끌 세상올
혀난듯 하였다.

-뺀齊先生文集 "(뿌齊先生 年讀’ p.85무실 帳陽里社 : 閒靜뼈選한 鍵뼈山斷麗
박실 三價훔 : 石潤짧流 斷뿔훌훌林地
-完山世題-

위에서 냐타난 바와 같이， 士大夫들은 村落의
‘關選閒靜’한 경치와 漢流와 石慶으로 이루어진
‘果石之購’을 애호하면서도 논밭을 일쿠어 ‘以
鏡約寫樂， 敎子孫寫業’ 하는 景勝과 生利를 다같
이 중시한 것이다.

그림 7. 民族村落 文化景觀 훌륭素 配置의 模式圖

의 낮은 쿠릉으로 마을에 서

가장 松林 造林01

(3) 村落의 文化最觀 特性

잘 되어 있다. 마을에서 가장 건립 역사기· 오래

士大夫 民族村落의 橋敎的 文化景觀의 特性은

되고 위풍이 당당한 기와집안 宗家는 民族村落

16세기부터 형성되었다. 觸長子優位 相續制度와

構成員의 宗族的 組帶의 중심공간 역할을 하고

養子制와 같은 宗法의 살천 즉 性理學的 生活規
範의 民間定훌은 17세거부터지만， 安東地方의

기도했다.

경우 16세기를 전후하여 각 ~族을 대표하는 中
心A 物이 배출되고 이들에 의하여

椰村의

橋敎

朝蘇時代에는 兩班民旅의 對外的 威勢를 상징하
書院 : 安東地方에서 최초의 書院은 15701건 易

東 禹掉을 모시는 易東書院이며 17"'18세기에는

的 敎化가 적극 추진되었기 혜문이다.

많은 民族村落의 洞 • 書堂이 書院으로 승격 되 어

村落의 景觀을 그 쿠성 요소벨로 보띤 다음과
같￡며 空間配置 形態는 模式圖와 같이 나타낼

民族의 中心A 物을 奉享하고 獅村의

化 機能을 담당하였다. 書院은 奉享人物파 규모

수 있다(그림 7).

에 짜라 陽銀書院파 劉賢I洞로 나누어볼 수 있

聚落 : 보통 마을 뒤 산지의 主山의 服이

끝나

는완경사지 혹은평지에서 하천을마주보며 宗家

E휩敎的 敎

다. 劉賢洞는 보통 洞入口 혹은 마을 내부의 景r
勝地에

입 지하며 (河며 : 花川書院. 무살 : rt皮陽里社}

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마을의 坐向은 南向(午向)

陽賴書院은 洞밖의 景勝地에

이 좋오나 촌락의 地形 • 地勢에 짜라 다르다.

隔山書院， 河回 : 홈山書院， 닭실 : 三짧뿔院)

동수(洞樹) : 마을의 서쪽 혹은 북서쪽이

지형

적 A로 막혀 있지 않은 경우 A 工造·林에

의한

松林地帶가 형성되어 있다. 마을과 하천 사이에

도 洞樹가 형 성펀다. 洞樹는 마을의

한쪽이

공

허한 것을 채워 주는 調和的 意味 혹은 風水的
해석도 가능하다.
道路 : 하천 제방이 마을과 마을 밖을 연결하

書堂 • 精舍 • 享 : 16세 기 이 후 각 ~族村落의 福
學者들은 演流가 있는 빼選閒靜한 골짜기를 객
하여 亨子를 건축하고 讀書 • 講學場으로 삼았

다. 훔파 精舍 그러고 書堂의

파꾀堂이

기능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書堂이
이 강하다. 서로 흔용되는 경우가 많다.

4. 結
있는 宗家

는 主山의 眼이 끝냐는 낮은 쿠응지 앞의

마을

명칭에는 분명한

보다 公的 敎育場이 라면 훔 • 精舍는 私的 性格

는 마을의 간선도로로 이 용되 었다.
宗家 : 入獅始祖 • 中始祖의

업 지한다. (토계 :

論

본 연군는 조선시대 촌략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安東地方의 士大夫 民族의

居住地 移動

중앙에서 하천을 바·라보며 위치한다. 洞堂은 宗

과 .EÇ旅村落의 立地 및 景觀 特徵을 고찰하였 다.

家 건물보다 좀 높은 宗家의

특히 조선시 대 備敎文化의 空間的 영 향을 밝히

測面에

자리잡는

다. 宗家의 바로 뒤에 있는 산은 보동 50m 이하

-

기 위하여 橋敎文化의 중심세력인 土大夫 많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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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落의 여러가지 性格에서 備敎文化와의 판련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士大夫 村落 立地의 지형적 특색은 山間漢
各에 입지하는 漢居이며 漢居는 다시

安東地方의 置寶李民， 義城 金，B;;;， 安東 權.s;;;，

豊山 柳.s;;;， 全싸I 柳.s;;; 둥 5개

士旅의

背山臨流

形과 漢씁益地形으로 쿠붐할 수 있다.

.s;;;族村落

背山臨流形의 村落에는 同姓의 대규모 集村01

에 대한 연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발달하였으며 、짧짝효地形에는 複數 .s;;;族村落 혹

다.

은 同姓.s;;;族의

1) 士大夫 民族 居住地 形成過程은 性理學的
歸敎의 도입， 전파 및 문화적

훌居村落은 공통적으로 @ 촌략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냐

安東의 士大夫 民族은 13세기까지 本實地 那·

냐타나고 小集村。l

散在하는 형태가 발달되었다.

정착과 시기적으

로 판련되어 있었다.

分村現象이

9

외부로부터

농경지를 益地

내 부 혹은 가까운 하천 주변평 야에

확보하여 ,

縣의 城 • 뭄과 가까운 주밴에 거주하였다. 그러

士大夫 民族村落의 독립성과 위세를 유지향 수

나 조선시 대 의 士大夫 民族村落은 모두 14세 기

있는 地形條件과 經濟的 條件(生利)을쿠바한 立

性理學 도엽이후에 城 • 물 밖에 형성된 것이다.

地이 다. 또한 漢居村落은 @ 村落가까운 곳에

13세기까지 지방·郵의 짧g 更 혹은 豪族이었던

세상에서 벗어난듯한 깊은 골짜기의

펑온한 아

이들 民族은 14'"'-'16세기에 士大夫 階層으로 신

름다움과 시원스러운 운치를 즐길 수 있는 蠻流

분을 상승시키면서

와 폈石을 갖춘 景勝地로서 土大夫 階層에서 知j

本實地를 이탈， 중·장거리

이동을 하여 새로운 거주지 즉

h 居地를 만들었

覺되었다. 야는 擇里志에서 말하는 士大夫 可居

다. 특히 性理學의 천성시대안 16세기에는 安東

地로서 漢居의 특정 (有平穩之美， 蕭酒之致， 又有灌

뺑方에서 많은 關學者와 政治家가 배출되고 이

t짧親 f~ 之利)과 부합한다.

들을 중심으로 入獅 始祖의

터천에서

새로운 村落을 형성하는 중 • 단거리
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分派하여

4)

士大夫 村落의

景觀은

16세 기 부터

宗家，

거주지 이

書院， 홍(精舍) 둥으로 쿠성되는 뚜렷한 橋敎文

그러나 性理學的 關敎

化의 특색을 나타나게 되 었다. 그러 나 村落文化‘

規範이 생활문화로 정착하는 17세기

이후 거주

지 형성의 특징은 새로운 촌락을 형성하는 거주

景觀의

전체적

성격은 土倚文化 (shamanism) 을

포함하는 累積的 성격오로 이해된다.

지의 이동보다는 分派 始祖가 확보한 토지를 기

隱居 村落의 쿠조는 지형적 휴색에 큰 영향을

반으로 하여 A 口增加에 짜라 居住地가 連續的

받았다. 마을의 주1꽉들을 마을 뒤

￡로 據散되는 경향이다.

A로 하천을 마주보며 宗家를 중심￡로 앞파 좌

산지를 배경

이러한 村落形成의 시대별 특성은 朝解前期의

우로 형성된다. 洞樹는 마을의 서쪽이 지형적 A

歸敎가 士大夫 階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生活

로 개방되어 있는 경우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는

空間 形成과 관련되는데 반하여

朝蘇後期의

關

敎는 村落의 橋敎的 景觀 特性에 주로 관련되 었

A工造林地이 다. 한펀 村落의 全體的 調和를 살
려주는 風水的 의마도 크다고 생각된다.

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생 각된다.

F휩敎的 景觀 特色으로 入劉始祖의

2) 중 • 장거리 居住地 移動은 상대적 o 로 신
분의 상승 정도가 높은 사람에

의해

洞堂이

있

는 宗家가 낮은 쿠릉성 산지 바로 아래에서

워:

행해지며

풍당당한 모습오로 마을의 중앙을 차지하고 많

루트는 도로이 다. 그러 냐 居住地의 連續的 據散

族의 中心人物을 奉享하는 書院이 洞 入口 한윤

은 인쿠 증가에 의해서 하천의 상 • 하류 방향￡

주택지에서 좀 떨어진 마을 景勝地에 立地-한다.

로 나타녔다.

또한 이름있는 마을 關學者의 亨子가 村落 곳곳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풍·장거리 이동에는 도

에 산재하여 橋敎 文化景觀의 특색을 나타낸다.

로와 우마차둥 운송수단의 이 용이 필요하였 4며
띔作 農業社會의

技術的

制約하에

대 처 하는 農地開擊의 방향이 灌避에

안쿠증가에
핀리 한 하

천연연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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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adaebu Clan Vi l1ages: Developmental Stages,
Sites, and Cultural Landscapes Associated with Sung
Confucian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ndong Area

:S ummary;

This is a study of

Duk-Hyun Kim*

sadaebμ (priviliged

class in

Yi Dynasty period; 士大夫) c1 an villages in
the Andong area with emphasis on the

Andong area became the new sadaebus.
After the 17th century, Sung Confucianism
became their guiding norm even in rural

developmental stages , sites , and cultural

sedaebμ

landscapes associated with Sung Confucianlsm.
Results of the field works concerning the
γillages of the five representative c1 ans of

of a certain c1 an was apt to be diffused by
the growth of descendants on the basis of
the land that an outstanding sub-founder had
possessed. The c1 an rarely moved to a new
place to found another village.

Andong area , Chinbo

Yi( 質寶 李)，

Uisμηg

Kim( 義城 金)， Aηdong K;μ)0η(安東 權)， pμng

.saη Ryμ( 豊山 柳)，

Chonju Ryu( 全州
be summerized as follows:

柳)，

The study reveals that the Confucianism
contributed in earier part of Yt" Dynasty to

may

the formation of new c1 an settlements, and

1) The formative process of sadaebμ c1 an
villages is c1 0se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f Sung Confucianism from China to Korea
during the de c1 ining period of Koryo Dynasty

after this period had an influence upon
shaping cultural landscape of rural v il1 ages
in the Confucian way of life such as Chongga
(宗家)， 50 won( 書院)， and Choηgja( 훔子;
pavilions for study).
2) Far-distant migrations were made mainly by men of high position through main
roads. The settlement was usua l1 y ex-panded along the river convenient to irri-

and the earlier part of Yi Dynasty , its
spread in the 15th-16th centuries and adaptation to the rural area in the 17th century. The above-mentioned five 5adαebu
.clan families had been local officials(鄭更)

gation.

and nobi1ities( 地方豪族) until 13th century.
They elevated thier social status to sadaebμ
dass during the 14th-16th centuries.

c1 an villages. The residential area

3) The typical sadaebκ village is not
located on a plain , but in a valley through

An

outstanding sub-founder of a c1 an left his

which one or a few streams run. Such
villages are c1 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the type of baesan-lmry μ( 背山臨流) villages
which have h i1l behind and stream foreground
and the other is the type of gegok-bμηji

original place and settled down on a new
site. Sung Confucianism was flourishing in
the 16th century , when many Confucian
scholars and high ranking officials from the
Journal of Geography , 10, 1983. 12. pp.241--25 1.
* Graduate School , Seoul Natioal University.

-

250-

(漢씁益地)

villages which are located along
a stream and its branches in the basin. In
the former type a clan usually forms one
sin양le and large settlement , but in the latter
패'pe

one or a few clans form plural settlements of smaller size. Valley settlements
were advantageous to maintain in the unity
of their inhabitants and easy to secure arable
lands in the valley or nearby plains. Sadaebu class also enjoyed the beautiful scenes
of their 1iving environment .
4) Sadaebμ clan settlements have unique
culturallandscapes such as dignified chong-ga
(the house in which clan-head’ s fam i1 y 1ive) ,
sowon and pavi1ions, all of which are ass-

-

ociated with the Confucian culture. Chong -ga-..
usually located on the foot of a hill , is thecenter of the village life and has a sadaηg
(패꿇 ; sanctuary for ancestral worship) with
in its walls. It also gives a prominent and
dignified feature to the v i11 age and plays a

role of the spiritual center of the clan.
Sowoη at the scenic place of the v i1l age was
dedicated to famous Confucian scholars of
the clan. Cho J1. g-jas paγilions for studying
which are owned by a scholar of the clan ,
are found here and there. Sonang-daη:gs，
worshiping sites of shamanism do not seem
so awksome in the Confucian cultur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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