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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치적 풍경에서 일상적 정원으로 

: 유곡리 통일촌 정원 고찰 

서울 학교 환경 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조　성 아

지도교수 :　성　종　상

정원은 인간의 문화적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문화·사회적 공간으로서, 조

자 또는 가드너(관리자)의 삶이나 이상을 드러내는 표현의 장이 되기도 한다. 

정원은 역사적으로 조 자의 생각이 투 되는 좋은 매개체로 국가의 지배계급

의 정치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 다. 반면 현 사회

로 올수록 특수계급이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 살아가

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정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거 공간 속 정원은 일상

적 삶의 공간으로 그곳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를 담는 공간이

기도 하다. 버나큘러 정원이라는 한 분야는 이런 미시적인 정원의 형태들을 

다양하고 창조적인 삶의 결과물로 본다. 

한편 본 연구의 상지인 철원군 유곡리는 우리나라에 2개 밖에 없는 ‘통

일촌’ 중 하나이다. 통일촌은 1972년 박정희 통령 때 북 선전을 위해 민

통선 안에 조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정부에서 각 세 들마다 논과 밭, 주

택, 농기구 등을 제공하 는데, 주택이 들어오고 남은 빈 공간에 잔디를 심게 

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 다. 마을이 형성되고 40여년이 지난 현재, 입주할 

당시의 통제는 사라지고, 잔디가 심겨졌던 공간은 개인적 용도에 맞게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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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공간을 1970년 , 북경쟁체제 하에서 특

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마을에 최초로 집단적으로 제공된 ‘정원’으로 보고, 

현재 다양하게 활용되는 양상에 주목하 다.‘제공된 정원’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 간 유곡리 정원은 정원사적 의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

고, 그간 조경-정원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선전도구로써 만들어진 유곡리 정원을 회고하고, 정치적

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변화한 정

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정원이 지난 40여 년간 주민들

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 는지 기록하고 정원과 주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 현장 연구, 분석 및 해석으로 나뉜다. 유곡리 정

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작용했던 정원에 해 살

펴보고 현 로 오며 더 이상 풍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민중들이 직접 만

들어가는 일상적 정원에 해 고찰하 다. 그리고 문헌연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유곡리 통일촌의 조성 이래로 사회적, 물리적 변화에 해 정리하 다.  

또한 정원-주민간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

하 고, 사람이 살지 않는 11채를 제외하고 49개의 정원을 각각 미시적으로 

맵핑하여 분석하 다. 

정원의 형태와 기능 분석 결과 정원은 형태에 따라 전면형, 내부형, 후정형

에 속하는 7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었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좁고 긴 형

태의 정원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원의 형태가 식물의 종류에 향을 끼치

기도 하 다. 그리고 주민들은 정원을 완상을 위한 공간, 생산의 공간, 소통의 

장, 자기표현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유곡리 정원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풍경으로서 정원이다. 70년  녹화미화운동의 일환이자 북체

제 전시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잔디 정원은 정원이 아닌 풍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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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국 주민들의 실용적 논리로 변해갔지만, 일상적 정원으로 변한 현재에

도 정원의 제약적 상황들은 여전히 정원의 형태 및 풍경에도 향을 주고 있

다. 

두 번째, 일상정원으로서의 의미이다. 유곡리의 일상정원은 텃밭 정원, 취미

를 위한 정원, 전입가구들의 정원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사회적-개인적 사건

들을 계기로 정원의 형태가 분화되고 표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는 이를 통해 유곡리에서 일상 정원은 주민들의 변화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서 작용해왔고, 안전한 공간이자 자급자족을 위한 최후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 다.

상위계급이 소유한 고급 정원이 아닌 민중들의 일상 정원에 관심을 갖고 의

미를 찾는 것은 민중들의 삶에 한 관심이자 일상적 가치 추구에 의의가 있

다. 더 나아가 정원이라는 공간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파

트’라는 규격화된 거주 환경으로 귀결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거주 환

경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유곡리, 통일촌, 일상 정원, 버나큘러 정원, 정치적 풍경, 정원 유형, 

정원의 의미, 정원 변화 양상, 민북마을

❚학번 :  2015-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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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원은 고 부터 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가지 함의로 이

해되고 공유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를 전후로 정원에 

한 관심이 늘었고, 최근 들어 일각에서 정원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류기석(2006)은 해방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른 변화

를 겪어온 우리 주거 문화와 그 과정에서 자리 잡은 긴장과 불안 요소를 지적

하며 현 인들의 육체적·정신적인 치유문화로 정원 가꾸기를 제안했다. 조동

범 외(2007)는 도시의 주거양식이 점차 아파트 위주로 바뀌어 가며 단독주택

이 쇠퇴하고 있는 시 에 주택정원의 경관적 특징을 파악하고 축적하여 이를 

활용하면 기성시가지의 정체성 있는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

기 하 고 심주  외(2015)는 쉽게 간과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촌 도시정

원을 일상적 삶이 적층되어 있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돌봄의 장소이자 실용적

인 생산의 공간, 공동체 화의 장으로 해석하 다. 박재민 외(2016)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서민층 도심주거지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도시정원

에 주목하고 이를 심미성, 공공성 측면, 기능성, 경제성으로 해석하고 더 나아

가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까지 제고하 다. 일상적 정원에 

한 연구에서 그 상지가 부분 환경이 열악한 거주지1)라는 것은 좀 더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연 전쟁-휴전 이라는 우리나라의 삼엄한 현실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철책선과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는) 곳에서의 일상적 

정원에 한 주목에서 시작하 다. 

연구의 상지인 철원군 유곡리는 북쪽을 향해 마을을 만든 통일촌 마을이

1) 물리적으로 노후화된 주거지뿐만 아니라, 자연-인간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아파트도 거주환경이 열약
하다고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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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오송산에서  바로 보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 북 선전용’의 

특징을 더 띄고 있기도 하다. 1973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통일촌은 입

주민들에게 논과 밭, 집 한 채, 부속건물 한 채, 그리고 ‘정원’2)이 같은 형

태로 주어졌다. 조성 초기에 잔디만 심겨졌던 빈 공간의 통일촌 정원은 현재 

각각 개인의 활용에 따라 다른 모습들로 변해왔다. 철책선을 마주 보고 살아

가는 유곡리 통일촌의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왔으며, 입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반 해 왔을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공된 통일촌의 정

원은 정원-조경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곡리가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날 동안 유곡이 정원은 물론 유곡리에 한 연구도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상지에 한 선행연구들

은 부분 유곡리라는 마을 자체보다 DMZ접경지역의 자연, 평화, 안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김홍배 2008, 손기웅2009, 박덕규2013 등) 그마저도 

1990년도 후반 DMZ에 한 인식이 달라지고 나서부터 다. 최근 들어 전상인 

외(2016)의 연구에서 국가촌락 사업에 해 주목했고 유곡리를 사례로 연구했

지만, 국가 촌락 계획에 한 이야기가 중점적이었고 같은 시기 이희연 외

(2016)의 연구는 장소 브랜딩이라는 컨텐츠 발굴 작업에 집중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선전도구로 만들어진 유곡리 정원을 회고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여러 가지 기능과 형태로 변화한 정원의 변화양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원과 주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곡리 정원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읽으려고 한다. 

2) 택지 공간 내에 건물을 제외한 공간에 잔디를 심고, 잔디 이외에는 다른 것은 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거주민들의 증언에 기반을 두었으며, ‘마당’에 더 익숙했던 한국의 근현  주거
방식에 의해 거의 ‘마당’이라고 지칭되었으나, 본 연구자는 주거에 딸린 뜰, 텃밭, 꽃밭 등을 포함
한 식물을 가꾸는 장소를 포함한 주거의 외부공간을 ‘정원’에 더 적절하다고 파악하여 이후로 
‘정원’으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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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철원군의 통일촌 마을인 유곡리 마을이다. 연

구의 시간적 범위는 유곡리 통일촌이 만들어진 1973년 이후부터 40여년이 지

난 현재까지이다.

 2.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 문헌조사. 현장 연구 및 인터뷰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정치적 풍경으로서의 정원을 살펴보고 일상적인 삶

의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민중들이 만든 정원 

역사에 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유곡리의 지난 역사와 형성 배경에 한 문헌조사는 신문 기사 및 국

가기록원 자료를 활용하 고, 변화과정과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구글어

스와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도면을 그리고 지적도 및 필지를 파악하 다. 

그리고 토지소유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해 등기를 열람하여 

<그림1-1> 대상지 위치

<그림1-2> 대상지 위성사진 

(자료 : 구글어스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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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비교하 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 고, 그 중 총 60가구 

중 사람이 현재 살지 않는 11채를 제외한 49가구에 해 정원의 미시도면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심겨진 식물명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 다. 각 정원들은 배

치 순서 로 1부터 49까지 정원번호를 부여되었다. 미시도면은 현재의 정원 

상황을 기반으로 그렸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던 정원에 해서는 해당사항을 

도면상에 붉은 글씨로 기입하 다. 그리고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주목하거나 

해석했던 사항들도 붉은 글씨로 기입하 다. 그리고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정

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 다.

<표1-1> 인터뷰와 주민에 대한 기초 정보 (자료: 연구자 구성)

구

분
성함 성별 나이 거주기간 인터뷰날짜 정원번호

1
세
대

최ㅇㅇ 남 81 73년 입주 2015년 7월 23일 30

김ㅇㅇ 여 68 73년 입주 2015년 7월 24일 19

엄ㅇㅇ 남 73 73년 입주 2015년 7월 25일 14

안ㅇㅇ 남 78 73년 입주 2015년 8월 11일 04

안ㅇㅇ 남 77
73년 입주

2017년 2월 9일
22

장ㅇㅇ 여 78 2017년 4월 4일

김ㅇㅇ 여 75 73년 입주 2017년 4월 4일 34

신ㅇㅇ 여 78 73년 입주 2017년 4월 4일 02

전
입

김ㅇㅇ 남 78 1989년 이전 입주 2015년 7월 24일 26

이ㅇㅇ 남 72 2000년 이전 입주
2015년 7월 24일

362017년 2월 9일
2017년 4월 4일

양ㅇㅇ 여 63 2015년 입주 2017년 4월 4일 08

이ㅇㅇ 여 65 2015년 입주 2017년 4월 4일 23

인터뷰는 2015년 7월~8월에 1차로 진행되었고, 2017년 2월과 4월에 2차 진

행되었다. 인터뷰 상자 중 마을 입구 통일촌 비에 적혀있는 1973년 입주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은 전입자로 분류하 고,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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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73년 입주 때부터 유곡리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1세 , 그들의 자녀

들은 2세 로 지칭하 다. 상지는 총 9회 방문하 고 (2015년 7월 22일~24

일, 8월 10일~12일, 2017년 2월 9일, 4월 4일. 5월 4일) 11가구의 1세 주민 또

는 최근 입주한 주민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로 각 가정의 정원이나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정원

의 변화, 공유 공간/건축물의 변화, 마을 내 사건, 마을 내 유 관계, 정원에 

한 인식, 정원에서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하 으며 상에 따라 질문

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질문하 다. 그리고 변화 과정에서 유곡리 정원에 

한 문헌이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점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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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연구는 크게 이론적 고찰과 상지에 한 조사, 그리고 분석 및 해석의 단

계를 거친다.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다음의 흐름도와 같다.

<표1-2> 연구흐름도

연구과정 연구 내용
본문의

 구성

1단계

연구배경

과 

문제제기

 현 로 오며, 정원을 통해 해당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읽는 연구 이루어지고 있음.

 1970년  북선전용 마을이었던 유곡리에 각각 주어진 

60개의 정원. 현재는 제각기 활용·변형됨

 역사적 사료, 정원-조경사적 의의 있음에도 연구 미흡

1장

▼

2단계

이론적

고찰

 정치적 풍경으로서의 정원,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 정원

 유곡리의 형성 배경 : 문헌연구

2장

3장

▼

3단계

상지

조사

 상지 조사(철원군 유곡리)

-현재 변형된 정원에 한 물리적 조사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

3장

▼

4단계

분석 및

해석

 유곡리 정원의 물리적 특성 분석

 유곡리에서 정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 해석

4장

5장

▼

5단계

결론
 결과/연구의 의의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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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고찰

1. 유곡리 및 통일촌에 관한 선행연구

<표1-3> 유곡리 및 통일촌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구

분
연구자 연구명 연구내용

통

일

촌 

연

구

김명욱 , 

박철수 . 

(2013)

1970 년  통일로 변에 

건설된 단독주택지에 관

한 연구

통일로 변에 조성된 단독주택지

(고양군 삼송리 공무원주택, 파

주시 통일촌, 은평구 한양주택)

에 관한 비교연구

김일한 . 

(2016).

‘위험한 평화’와 공존

하기: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민통선마을(재건촌,통일촌,자립

안정촌)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

의 모습 기록

유

곡

리 

연

구

전상인 , 

이종겸 . 

(2016)

DMZ 지역 ‘국가촌락 사

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국가주도의 ‘마을만들기’ 사

업인 국가촌락 사업의 사례비교 

및 문제점 고찰

이희연 ,  

김무한 . 

(2016)

통일촌 유곡리 일상화 장

소성 발굴과 유곡리 브랜

딩

유곡리 주민의 일상생활 속 장

소성 발굴과 이를 통한 장소 브

랜딩에 한 고찰

유곡리에 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남북관계가 유연해졌던 1990년도 후반 

DMZ에 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의 자연, 평화, 

안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김홍배 2008, 손기웅2009, 박덕규2013 등) 

최근 들어 2개의 통일촌 중 다른 하나인 파주시 통일촌 마을의 건축학적 연

구가 이루어졌고 민통선마을을 아우르는 주민들의 삶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상지인 유곡리 마을과 주민들에 한 집중적인 연구는 2015년 서울  

환경 학원의 DMZ glocal fair와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라는 심

포지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후 전상인 외(2016)는 국가촌락 사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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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서 유곡리를 연구하 고, 이희연 외(2016)는 장소 브랜딩이라는 컨텐츠 발

굴 작업을 통해 유곡리를 연구하 다. 하지만, 유곡리 마을의 변화 양상이나 

경관 및 정원에 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민중들이 만든 주거 공간 속 정원에 한 선행연구

20세기로 들어오며 지리학, 민속학 분야에서 주거 공간 속 정원에 주목하기 

시작하 고 이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원주민들의 토착정원

들에 한 연구부터 최근에는 교외 근교(semi-rural) 또는 도시 속의 정원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tiffier-Chalono 1985; Keys 1999; 

WinklerPrins 2002; Christie 2003).3) 2003년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 지리학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에서 정원과 사람, 그 의미에 해 

논의된 바 있다. 그 연구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활동이 그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탐구하 고, 자연 환경과의 특정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로써 

정원을 활용하 다.4) 이러한 일부 특정 그룹이나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원예 

관행과 형태에 한 학술 조사에 한 흐름은  버나큘러(Vernacular)5) 정원이

라는 정원 역사의 한 분야로도 이해되고 있다. 버나큘러 정원은 고급정원6) 과 

반 되는 지역적, 인종적, 개인적, 또는 민속적 창조물로써, 보다 작고 중적

인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버나큘러 정원이라는 정식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2000년  후반

부터 주민들이 가꾸어 나가는 정원에 한 주목과 상 적으로 열악한 주거 공

간에서 정원문화의 의미에 관한 연구가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1-4] 

3)  Kimber, C. T. ,“Gardens and dwelling: People in vernacular gardens”,. Geographical Review 94(3), 
2004, pp263-283.

4) 앞 글, pp263-283.

5) 버나큘러 정원에 해 설명하는데 있어 ‘버나큘러vernacular'의 번역어인 ‘토속적인’ 이라는 개념
이 연구자가 말하려는, 일상적이고 삶에서 만들어진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여 원어 발음 그 로 ‘버
나큘러’ 정원으로 기입하 다.

6) 헌트는 그의 저서 The vernacular garden에서 버나큘러 가든의 연구 당위성을 설명하며 버나큘러 가
든을 기존의 고급정원(책에서는 elite garden 이라 표현된다.)-에스테 장, 베르사유 정원, 스토우가든 
등-보다 작고 중적인-지역적이고, 민속적이고 개인적인 창조물을 반 한-정원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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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국내 주거공간 속 정원에 대한 연구

참고) 거의 도심주거지를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

던 현  주거 형성과정에 있어 간과되어왔던 정원문화의 고찰하고 취약한 환

경에서의 정원의 활용 모습에 주목하 다. 그리고 그 곳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게 정원의 의미를 긴장·불안을 해소하는 도구, 정체성 있는 경관, 주거환경 

질 개선의 방안, 돌봄의 장소·생산의 공간·공동체 화의 장, 민족의 정체성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에 나타난

정원의 의미

류기석. 

(2006).

자연과 인간에 바람직한 주

거문화-도시에서 생태적인 

정원가꾸기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위

한 도시정원 동 고찰

긴장,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

조 동 범 

외 2인 

(2007). 

도시 단독주택 정원의 공간

적 특징과 유지, 관리에서 

보이는 거주자의 정원 인식

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지

에 한 공간분석과 인

식 연구

정체성 있는 

경관

김 경 희

(2010).

아파트 외부공간의 정원

적 설계전략 연구.

현  표적인 주거지인 

아파트에 주목하여 정원

문화의 발현 가능성 제

시

주거환경 질 

개선의 방안

심주 , 

외 1인

(2015)

도심주거지에 나타나는 일

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

기에 한 고찰- 용산구 용

산동2가 해방촌을 중심으로

-

자생적 도심주거지에서 

도시화과정에서 간과되

었던 우리의 일상문화로

서의 도시정원가꾸기의 

재발견

돌봄의 장소, 

생산의 공간, 

공동체 화의 

장

J a r o d 

Farn-G

uillette 

(2016)

People, Plants, Place & Process 

: A Landscape Ethnography 

through the Gardens of an 

Urban Village Kaemi-Maeul, 

Soedaemun-gu, Seoul, Korea  

전쟁피난민 정착촌이었

던 개미마을에서 마을주

민들의 도시정원을 가꾸

는 것을 민족지학상의 

방법으로 분석, 설명

민족의 정체성

박 재 민 

외 2인 

(2016).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색

을 위한 일상적 도시정원 

가꾸기 유형 특성 연구-성

남시 수진 2 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서민

주거지에서 재생사업의 

안으로서 일상적 도시

정원

심미성, 공공적 

측면, 기능성, 

경제적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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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읽어내었다.

근래 들어 국내에서 정원에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로 넘어오

며 주거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국내 거주환경의 맥락 속에서 정원에 

한 갈증과 잃어버린 가치에 한 성찰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거

주개념은 자연과 유기적인 관계성에 집중했으며, 집은 마당, 정원 심지어는 주

변 자연까지 포괄하는, 주택 이상의 의미를 지녔었기 때문이다.7) 국내 거주공

간과 정원 연구의 흐름은 그간 간과되어 왔던 정원의 동시 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정원문화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7) 류기석,“자연과 인간에 바람직한 주거문화”,. 『한국정신과학회 학술 회논문집』 24, 200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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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기초 이론 연구

정원의 사전적 정의는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8)으로, 법률상으로는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

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9)을 지칭하고 있다. 하지

만, 정원의 의미와 본질, 그 기능을 모두 담기엔 이러한 사전적, 법률적 정의

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학자 헌트(Hunt, J. D, 1999:32-3) 는 정원을 “세번째 자연 third natur

e10)”로 지칭하며, 정원은 도시 정착이나 농업의 실행 또는 필요에 의한 것을 

뛰어넘는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태초의 자연과는 다른, 또 다른 

자연을 만드는 다분히 인류의 의도가 들어간 창작의 과정인 것이다. 또한 프

랑스 철학자 브느와 메쉥(Benoist-Mechin)은 정원이 사회적 가치관, 시 상을 

반 하는 공간적 매개체이기 때문에 시 와 장소에 따라서 정원의 분위기는 

차이를 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원을 문화적 공간으로 본 것이다. (오웅성, 

1999: 224-256. 재인용). 지리학자인 루이스(Lewis, 1993 : 107)도 정원은 문화

가 만들어낸 작품(a work of culture)이자 인간의 구조물이라고 언급하 다. 그

리고 정원의 본질적 가치는 정원사에게 있으며, 정원과 정원사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진단적인 인공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 다. 즉, 정원은 문화

적 창작물로서, 사회적 환경을 반 하는 매개체이자 사회를 투 해볼 수 있는 

진단적 인공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정원 자체보다는 누가 어느 환경에서 만

들었는지가 정원 자체의 본질적 가치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 부분에서는 문화적 창작물로서 유곡리 정원을 읽고 해석하

8)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검색일 : 2017년3월1일).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정의

10) Hunt는 그의 저서 Greater Perfections: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에서 이탈리아 정원가인 
Bonfadio와 Taegio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첫 번째 자연은 본래의 야생(the 
natural world, wilderness), 두 번째 자연은 농업, 도시 개발, 도로, 다리, 항구 등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포함한 문화적 경관을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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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정치, 이데올로기의 풍경으로서의 정원의 시각과 일상적 삶의 공간으

로서 정원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에 해 논하고자 한다.

1절. 정원. 정치, 이데올로기의 풍경

정원은 조 자의 가치관과 이상이 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이다. 특히 

조 자가 국가 또는 국가의 지배계급일 때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이상을 담는 

매체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되고 네덜란드 공화국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정형 정원은 

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표적인 예로 꼽힌다.11) 프랑스의 절  군주로 군

림했던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정원은 거 한 크기의 정원과 기하학적 모양으

로 손질된 나무와 잔디밭, 십자가 형태의 운하는 칭적 질서와 절 적인 

규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궁전 후면에서 바라본 정원은 루이14세의 원근법적 

시선으로 한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닌다.12) 베르사유 정원은 그 형태를 통해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과 함께‘자연에 한 지배’에 라는 루이 14세의 사

상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국의 자유주의를 이끌었던 휘그당(Whig party)도 정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확고히 하는 선전도구로 활용하 다. 국의 풍경식 정원은 휘

그당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매개체 다. 휘그당 당원들은 당시 유행하던 프

랑스 정형식 정원 요소를 비난하고, 자연스럽고 불규칙한 정원에 해 예찬하

다.  그들에게 “자연은 간섭과 압제를 행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자연은 곧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길은 우연적인 것이어

야 했고 산책로의 선택도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했다.13) 프랑스 절 주

의가 낳은 정형식 정원의 직선으로 뻗은 정원 길과 조적이다. 말 그 로

11) Warnke, M., Politische Landschaft, 노성두 (역), 『정치적 풍경』(서울: 일빛, 1997), p. 126. 

12) “베르사유: 권력의 공간에서 공간의 권력으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08912&cid=58463&categoryId=58463 (검색일 : 2017년3월1일).

13) Warnke, M., 앞에 든 책,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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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풍의 개선문의 폐허, 휘그 당 지도자의 고전주의적 흉상, 자유를 선전하

는 회칠한 신전, 모두가 도덕적인 선전을 상 하기 위한 무  장치 다”14) 

휘그당은 “자유”라는 그들의 가장 큰 정치적 이념을 투 하기에 정원을 최

적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인 1780년쯤, 덴마크의 정원 건축 이론가 C. L. 히르슈펠트는

‘민중 정원(Volksgarten)' 이라는 개념을 세운다. 민중 정원은 모든 계층의 사

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어울려서 거닐며 화를 즐길 수 있는’ 공공 정원을 

말한다. 세력이 커져나가기 시작한 ‘계몽된’시민 중은 주변부 계층들과 

나누는 화를 통해 자신들의 기반을 확 하기 위해서 정원을 근거지로 삼았

다.15) 히르슈펠트는 민중정원을 통해 국민들이 계몽하기를 원했고, 정원 곳곳

의 기념물, 공훈자들의 기둥 부조, 교훈적인 명문 등을 배치함으로써 그의 사

상을 드러내었다. 

국은 ‘정원’을  상징적 의미로 국가계획으로도 활용하 는데, 1905년 

국 최초의 정원의 도시라 불리는 레치워스(Letchworth)를 만들 때 다. 에버

니저 하워드 경(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movement) 이론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is)의 이상(Ideal)에 의해 주거지 내 중앙공원과 그랜

드 에비뉴, 완충녹지 등 현 적 그린 인프라의 체계가 제시되었고, 무엇보다 

각각의 주택은 정원이 딸린 국 교외의 코티지 정원처럼 지어져야 한다고 주

장되었다.16) 실제로 레치워스의 개인주택들은 모두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었으

며, 공동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정원도 보유한 도시로 계획되었

다.

국가가 정원을 이념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체로 이용하기도 하 지만, 실질적

인 실용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을 이용하기도 하 다. 표적인 예

14) 앞 책,  pp.130-132

15) 앞 책,  p.123

16) MacCarthy, F, William Morris and His Legacy 1860-196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p. 83, 조혜령, “코티지 가든에 표상된 국성” 『한국조경학회지』, 45(1): 63-72. 2017, p. 7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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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쟁 시 다. "war gardens", "food gardens for defense"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빅토리 가든(Victory Gardens)은 제 1 차 세계 전과 제 2 차 세계 

전 때 전쟁 식량 공급을 위한 정원이었다. 개인 주택들 그리고 공공장소들도 

전쟁을 위한 정원으로 활용되었다. 미국 전역의 가정에서는 앞뜰, 잔디밭, 뒷

마당, 꽃밭, 빈 밭을 갈아서 채소를 재배하 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시청의 

잔디밭에서 보스턴 커먼즈(Boston commons),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파

크 (Golden Gate Park)까지 공용 토지도 채소 재배를 위해 정원이 되었다. 특

히, 골든 게이트 공원에는 800 개가 넘는 정원이 만들어졌다.  도시의 모든 공

원에는 정원이 있었고 많은 공간이 채소를 재배하는데 이용되었다. 이 정원들

에서 생산된 채소 생산량은 전국에서 소비된 것의 41 %에 달하 다. 빅토리 

가든은 직접적으로는 식량공급의 방편이기도 하 지만, 간접적으로는 시민들

의 "사기 진압 장”이었다고도 평가된다. 정원을 통해 전쟁 시 국민들의 자발

적 참여를 유도했고 애국심과 참여성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17) 

이처럼 정원은 역사적으로 이념과 사상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작동해왔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전도구 및 국가의 경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 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가장 자연적인 상은 정치적 자취를 담는다.”는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자연’,‘식물’,‘정원’ 이라는 요소는 때로는 누구도 반 할리 없는 마치 

신화와 같은 존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정원이라

는 담론 뒤에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종종 숨겨있다.‘자연’이라는 보기에 

아름답고 이견이 없는 명백한 개념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담론의 푸르

고 평화로운 외관 뒤 정치적 의도를 숨겨두기에 좋기 때문이다.18) 물론, 해석

하기에 따라 모든 풍경은 정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19) 하지만, 정원을 읽고 

17) Lawson, L. J. , City Bountiful : A Century of Community Gardening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 117-202

18) Helmreich, Anne. The English garden and national identit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2

19) 미술사학자 마르틴 바른케는 그의 저서 『정치적 풍경』을 통해 풍경화 속 풍경들을 정치적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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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 있어 정원의 형이하학적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정치적 의

도와 이데올로기가 투 된 과정까지 이해되어야 한다.

  

읽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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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일상적 삶의 공간, 정원

1. 일상성에 한 주목

현 로 접어들며 일상에 한 학문적 관심은 각 분야에서 촉발된다. 일상에 

한 사회학의 주목은 추상화되고 관념화되어가며 현실의 중요한 잠재 태를 

놓쳐버리는 실태에 한 비판과 반성에서 시작했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모

든 담론이 구체적 현실과 긴밀한 소통 속에서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되

었고, 구체적 현실이란 기성 이론이나 이데올로기에 ‘위장된 현실’이 아니

라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현실’을 의

미한다고 주장되었다.(박재환 외,2008)  

일상은 ‘사건’, ‘특별한 일’의 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은 

‘역사적 사건’ 이나 ‘특별한 일’ 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로 여겨

지지만, 이 ‘역사적 사건’ 이나 ‘특별한 일’도 일상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듯 일상은 이론, 관념, 이데올로기와 조되는 구체적인 현실이고 

민중의 삶이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다. 일상은 개인의 미시적 

삶이지만, 매일 되풀이되는 이 일상생활이 없다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한다. 개

인 구성원의 일상적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사회가 존속되는 것이다. 일상생활 

사회학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상 전체가 모두 연구 상이 될 수 있

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시각에서 사회현실을 재조명하는 작업으로 발전되고 

이는 기존의 사회과학 담론에 한 새로운 안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철학자 미셀 드 셰르토(Michel de Certeau)는 『역사에 관한 글쓰기』에서 

일상과 민중문화에 주목하며 서구, 백인, 남성, 부르주아로 표상되는 근 의 

주체가 지배 권력의 장악을 토 로 ‘타자’를 상화하여 구성한 것이 기존

의 모더니즘적 세계관에서의 역사학이라면, 이 지식은 단지 기록을 반복재생

산하며 ‘시간을 전체화하고 권력을 중성화’ 하는 작업이라고 비판하 다. 

이 관점에서 셰르토는 각 개인의 일상에 하여 “일관성 없고 관계적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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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으로 작용하는 장소” 라는 점에 주목하 다. 또, 셰르토는 기존체계나 

고급문화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중문화가 확장되는 논의의 기저에 일상적 문

화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상은 모순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이론적 체

계화가 어렵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적 잠재력이 충만한 역으로 

정의하 다. 규범과 논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변화무쌍한 시공간에서 중

은 기존의 헤게모니와 지배 권력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실천 과정을 통해서 일

상 문화를 형성하고, 수많은 층위와 구획, 관계망을 형성하며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만든다.20)

이처럼 기성 이론과 엘리트 중심적 문화에 반기를 든 많은 연구자들은 국

가, 이데올로기보다는 개인, 일상에 해 주목하게 되었고, 연구의 중심이 위

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2. 민중들의 일상 속 정원

정원을 가꾸는 것은‘가꾸는 일, 경작(Cultivating)'이며, 정원은 '돌봄(Care)'

을 통한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문화의 중간지 에서 끊임

없이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며, 자연의 섭리를 몸으로 익히고 자신

의 삶 역시 가꾸어 나간다.(성종상,2011). 민중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아주 근본적이면서 생산을 포함한 오래된 문화적 행위인 것이다. 

프랑스 원예가이자 조경 디자이너인 질 클레망(Gilles Clément) 은 최초의 

정원은 식량생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런 의미로 최초의 정원은 채소밭이

라고 말한 바 있다.21) 역사 속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정원이 아닌, 채소

와 과일, 꽃과 동물, 생계 수단 등 평범한 사람들이 가꾸었던 정원 말이다. 채

소밭 정원은 시간을 초월하며 채소밭 정원에서 정원의 역사가 시작했을 뿐 아

니라, 정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시 마다 깊은 흔적을 남겨왔다.22) 작물을 

20)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82, 2004. pp 210-215.

21) Clément, Gilles., Une breve histoire du jardin , 이재형 (역), 『정원으로 가는 길』(서울: 홍시, 
201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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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고 생산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의 오래된 기능임에는 틀림

없다. 그리고 문화적 규범과 시 에 따라 정원의 형식이나 정원의 종류는 달

라졌을지라도 이와 같은 실용성에 가치를 둔 정원은 현 에도 유효한 듯하다. 

사실 근 로 오며 이원론적 관점이 그간에 정원과 농업을 분리시켰다. 노동과 

여가, 개인과 공공, 자연과 문화의 분리로 농업은 생산성의 범주에 속하게 되

고, 정원은 그 반 에 위치하게 되었다. 일상적 생산 공간이자 생산 경관이던 

정원은 농업적 생산과 분리되었고, “애그리-비지니스(Agri-business)” 가 되

었다.23) 최근 21세기에 와서 정원은 다시 주목 받았고, 이전 시 에 분리되었

던 노동-참여가 다시 정원에 개입되기 시작하 고 정원 문화도 다시 되살아났

다.“애그리-비지니스(Agri-business)가 애그리-컬쳐(Agri-culture)”24)로 교정된 

것이다. 배정한은 알렌 칼슨(Allen Carson)과 탈 알론-모지스(Tal Alon-Mozes)

의 말을 빌리며, 도시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생산 경관이 재조명되고 있는 현

상을 곧 정원문화 회복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하 다.25) 즉, 풍경으

로서 존재하는 정원이 아닌 일상에서 가꾸고 경작하는 실천의 장으로서의 정

원은 시간과 시 를 초월하여 인류와 함께 해온 오래되고 본질적인 정원의 형

태일 수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정원을 가꾸는 것은 보다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잘 

꾸며놓은 주택정원은 경관으로 확장되기도 하는데, 그 사례로 일본의 오부세 

정원을 들 수 있다. 오부세 지역은 나가노시 북부에 위치한 농촌형 소도시로 

크지 않은 소박한 시골도시지만,‘꽃의 마을’로 유명하다. 1980년 부터 꽃의 

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부터 마을의 정원을 개방하는 ‘오부세 

오픈가든’ 을 시작하 다. 오부세의 오픈가든은 아름다운 개인정원을 공공에 

22) 앞 책. p.20

23) Allen Carson, Aesthetics and the Environment, (London: Routeledge, 2000), p.177.
24) Tal Alon-Mozes, "Landscape Architecture and Agriculture: Common Seeds and Diverging Springs in 

Israeli Practice", Landscape journal 28(2), 2009, pp.66-180.
25) 배정한, “생산의 경관, 참여의 미학,” 『텃밭정원 도시미학』, 안명준(편), (서울 : 서울 학교 출판

문화원 , 2012),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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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는 것으로 주민 개인의 봉사활동에 기반 한 중심지 경관 만들기 사업이

다. 이는 개인의 공간인 정원을 개방함으로써 정원을 경관으로 확장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었다. 국의 RHS26)도‘RHS Britain in Bloom’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커뮤니티 가든을 가꾸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지역 환

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 중 한 사례 던 국 Nottingham의 the 

Meadows 지역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 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상 속

에서 정원을 가꾸도록 장려함으로써 실제 2003년과 2010년 사이 도시의 범죄

율이 절반으로 줄게 되었다.27) 이는 일상 정원이 주거환경의 질에 얼마나 큰 

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정원은 역사적으로도 화의 장소이자 화의 주제로서 사람들을 모

으는 매개체기기도 했다. 일상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은 무수한 화의 단초를 

만들어 내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가장 표적인 정원의 형

태로 도시텃밭 정원을 들 수 있다. 도시텃밭 정원은 지역 외부 조직이나 단체, 

개인 등 지역 주민과 외부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제공하고 

사회연결망을 향상시키며 지역민들을 조직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공공의 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시텃밭 정원과 지

역 네트워크 강화, 이웃과의 교류증진 등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

다..(Glover, 2005; 임정언 외, 2016) 이와 연결되는 사례로, 정원은 이민자들에

게 땅에 한 애착심을 높여주고 그들 간의 유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새로운 

땅에 한 적응을 높이기도 한다.28)

일상 속 정원은 문명이 발전하고 기계화가 만연해진 세상에서 인간이 능동

적으로 무언가를 경작하고 돌볼 수 있는 실천의 장이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

26) 1804년에 만들어진 국의 왕립원예협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 국에서 신망이 두터운 협회
로 정원문화 확산 및 원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7) “RHS Britain in Bloom_The Meadows, Nottingham”
ttps://www.rhs.org.uk/communities/campaigns/britain-in-bloom/rhs-britain-in-bloom-success-stories/the-mea

dows-nottingham (검색일 : 2017년5월25일).

28) Arnold R. Alanen, “Immigrant Gardens on a Mining Frontier” in The meaning of gardens, Mark 
Francis and Randolph T. Hester, Jr. (eds.), (Cambridge, Mass. : MIT Press , 1990), p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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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그리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주기도 하며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이들에게는 땅에 한 애착심을 높

이고 수월한 적응을 돕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민중들이 만들고 경험해 온 일상 속 정원은 형태적으로 특별하지 않

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하고 사소한 플라스틱 화분 

하나 일수도 있으며, 집 앞의 텃밭의 형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형

태보다 그것을 경험하고 공유하며 만들어 내는 창조적 결과들과 관계들이 진

정한 일상 정원의 가치이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점차 도시화되어 

가며 땅과 접촉하는 법을 잊어가는 현 인들에게 일상 속 정원은 더욱 중요하

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상과 버나큘러 정원29)

20세기에 들며 정원의 한 연구 분야로 버나큘러 정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버나큘러(Vernacular)정원은 일상 정원의 맥락과도 일부 통할 수 있다. 버나큘

러 정원은 엘리트나 디자이너들이 만든 정원이 아닌, 민중 또는 그 지역 공동

체들이 삶 속에서 만든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정원을 일컫는다. 

버나큘러(Vernacular)의 어원을 살펴보면 “verna”라는 라틴어로 “집에서 

태어난 노예, 원주민-a home-born slave, a native-”라는 의미로30) 원래 언어

학적으로 식민 지배언어의 반 의 의미인 지역 언어, 토착언어를 설명하는 단

어 다. 그러다 점차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과 민속적 

특성을 일컫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 되었다.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Edward 

Lucie Smith)는 그의 저서『산업디자인의 역사(History of Industrial Design)』

에서 버나큘러를 좀 더 넓은 뜻으로 ‘지역적인 전통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

29) 버나큘러 정원에 해 설명하는데 있어 ‘버나큘러vernacular'의 번역어인 ‘토속적인’ 이라는 개
념이 연구자가 말하려는, 일상적이고 삶에서 만들어진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여 원어 발음 그 로 
‘버나큘러’ 정원으로 기입하 다.

30) John Dixon Hunt, "Introduction : discovering the Vernacular Garden." in The Vernacular Garden, JD 
Hunt and J. Wolschke-Bulmahn (eds.), (Washington:Dumbarton Oaks, 199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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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시각 요소와 건축물 등 다양

한 디자인 분야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건축학 분야에서 버나큘러를 지

역 민속적인 건축 양식-실행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가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진 건축에 반 하는 의미로-으로 활용하기 시작하 다. 버나큘러 건축은 

건축가 없는 건축, 디자이너 없는 디자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

축을 뜻하게 되었다. 역사학자 존 딕스 헌트(John Dixon Hunt)는 버나큘러적인 

것을 산업시  이전의 미국의 전통적인 건축 및 조경 양식 중에 디자인되거나 

전문가, 예술가에 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며,31) 버나큘러의 개념을 

정원의 역으로 확장하 다. 즉, 버나큘러 정원은 전문가, 예술가의 손을 거

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 만든 정원 양식을 뜻한다. 

일상 문화와 버나큘러의 접점은 여기에 있다. 셰르토가 말하는 규범, 논리, 

기존의 헤게모니, 지배 권력은 헌트가 말하는 디자인된 전문가, 예술가이다. 

그리고 일상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헌트에 따르면 전문가, 예술가의 손을 거

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 만든 조경 양식인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양식보다 일

상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인 것이다. 버나큘러 정원은 하나의 거창한 이론이나 

전통을 가진 개념은 아니다. 미셸 코난(Michel Conan)은 버나큘러 정원은 다양

한 정원들을 덮을 수 있는 우산과 같은 개념(an umbrella for studies of 

extremely different gardens.)이라고 언급하며, 그 다양성은 여러 유형의 정원

의 양식, 내용 또는 사용법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기에 유용한 개념이라

고 지적하기도 하 다. 다양한 접근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지역적, 민속적, 이국

적, 개인적 정원에 한 논의인 것이다. 다소 모호할 수도 있는 버나큘러에 

하여 존 딕스 헌트는 버나큘러 정원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서

의 조경 표현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있다32)고 정의한다. 

 “모든 버나큘러적 창조물은 우리 일상 세계의 구성 요소이고 생산물이

31) 앞 책. p.4.

32) 앞 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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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들은 경작되고 부과된 명령을 통해 형성된 문화경관의 인공물이고, 

이론이 아닌 실천의 산물이다.”

라는 조경가 토드 롱스터프 고언(Todd Longstaffe-Gowan)의 말처럼 버나큘

러 정원은 우리 일상이 만들어낸 생산물이자 실천적 결과물이다. 버나큘러 정

원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천의 산물이고(Kimber, 2004.), 변화에 한 과정으로

써 이해되어야 한다.(Hunt. 1993)

본 연구에서는 유곡리 정원을 해석하기 위해 특수한 시기에 주어진 정원을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간 버나큘러 정원으로 보고 

삶의 변화 속에서 일구어 나간 미시적인 일상의 흔적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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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유곡리 통일촌의 조성과 변화

1절. 유곡리 통일촌 개요

상지인 철원군 유곡리 마을은 철책선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만들어진 통일촌 중 하나이다. 통일촌은 1973년 박정희 통령 때  북한 선

전 및 수복지역 이주정책에 따라 민통선33) 안에 조성된 마을로 이스라엘 키부

츠34)를 모델로 만들어진 민북마을 중 하나이다. 당시 파주시 백연리와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이 함께 건립되었으며, 박정희 통령의 서거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상 통일촌이라는 존재는 현재 백연리와 유곡리 단 2곳만 남게 되었다.

통일촌 입주 당시 최전방에 위치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입주자 자격요건이 

무척 까다로웠다. 입주민의 연령, 가족 수, 장남 여부까지 심사사항이었다. 하

지만, 한 가구당 15평 주택 1채, 논 3,300평, 밭 3,000평의 경작권, 2가구에 1

33)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민통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여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군
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에 설정된 일련의 선으로 정의. 

34) 이스라엘 집단농장의 한 형태로 철저한 자치조직에 기초를 둔 생활공동체. 

<그림3-1> 유곡리 통일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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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경운기, 집마다 소 1마리,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를 무상으로 지급하

고, 버스도 지원하 다.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입주에 한 관심과 경

쟁률이 높았다. 당시 정부는 그 지역 부  중 전역하는 하사관 이상 제  장

병 30세 와 향토예비군 중 반공의식이 투철한 예비군 30세  포함 60세 를 

선발하여 45%의 철원 원주민과 55%의 외지에서 유입한 주민들로 구성된35) 통

일촌을 만들었다.    

 

2절. 통일촌의 형성배경과 조성

1. 민북마을에 한 전반적인 이해 

6.25전쟁 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휴전선과 비무장지 가 만들어졌다. 휴전

선은 1953년 7월 27일에 성립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규

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하며,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이

라고도 한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후방으로 남북 양쪽 2Km에 완충지 인 비무

장지 (DMZ, demilitarized zone)를 설치하 다. 1954년 2월 미국 육군 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 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유지를 목적으

로 남방한계선 후방으로 5~20㎞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민간인의 출입을 금

하 는데, 이 선이 바로 민간인출입통제선36)이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 가 

35) 김 규. “철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되찾자.”『환경논총』, 57, 2016, p 57.

36) 민간인출입통제선은 ‘미8군CXGC -P370.42호’에 의하여 1954년 2월 3일에 설정된 귀농선(歸農線)

<그림3-2> 유곡리 통일촌 입주식 모습

(자료 : 철원군청)

<그림3-3> 유곡리 통일촌 버스 

(자료 : 철원군청)



- 25 -

정전협정으로 설치한 가시적인 선-푯말, 철책선-인데 비하여 민간인 출입통제

선은 남한의 의지로 설정된 비가시적인 선이다. 

민북마을37)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의 마을을 말하는데, 민간방위체제 구

축, 북방의 유휴농지 개척, 북선전 수행, 원주민 및 출입 농자의 편의도모 

등 크게 네 가지 목적에 따라 형성되었다.38) 민북마을은 그 설립 유형에 따라 

자립안정촌39), 재건촌40), 통일촌, 전략촌41)으로 구분된다. 그 중 통일촌은 1973

년, 재건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경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을이었다.42) 

1954년 5월 11일 UN군 사령관이 한국전쟁 휴전 후 수복된 38선 이북 수복

지구와 민통선지역에 한 행정권을 한국군에 이양할 때, 민통선지역의 농

도 가능해졌다.43) 1958년 6월 군사작전 및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농

을 위한 출입과 농 입주가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명

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44) 민간인출입통제선은 1980년  중반 이

후 북상하기 시작했다. 자립안정촌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이 북상함에 따라 통제

보호구역 내에 있던 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었고, 민북마을의 특수성

이 사라졌다.45) 1995년 북방지역 민사활동규정이 개정되어 가구당 농범위가 

이 그 효시가 되었다.

37) ‘민북지역’, ‘민통선 북방지역’,‘민간인통제구역’,‘민간인통제지역’ 으로도 불린다.

38) 김창환,이태희,“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3. 
2013.  p.126

39) 자립안정촌은 1959년부터 군사적 보안의 필요성에 의해 비교적 통제가 적은 지역에 형성된 마을로 
부분 한국전쟁 이전에 거주하던 원주민으로 구성되었다.

40) 재건촌은 민간인 보호와 이상촌 건설, 북 우위성을 위해서 1968년에서 1979년 사이에 형성된 마을
이다. 재건촌은 토지 개간과 주택 건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
았고 9평이라는 소규모 주택으로 입주민의 정착이 힘들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41) 전략촌은 1953년 8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500m 지점의 비무장지 에 조성된 마을로 주한 미군사령
관 담당 지역으로 방역과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 마을이다.

42) 김주원 등, 민통선내 마을 자원조사 및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철원:강원연구원, 2015) pp 19-21, 

43) 미8군 AG384.4호 중“한국군 관할지역에 민간인이 정착한 경우 부 장은 작전·훈련·사격장 위험
지구 등 해당지역의 군사보안을 위한 조치와 지역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에 농토로 적합한 토지는 
민간인에게 내어줄 것”이라는 규정에 의해 가능해짐.

44) 김주원 등, 앞에 든 책, pp 19-21, 

45) 앞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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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a(헥타르)에서 10ha까지 증 되었고, 1997년 민간인출입통제선이 북상하여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인 통제보호구역은 기존에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5km로 축

소되었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은 2007년 한 차례 더 북상하여 통제보호구역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km에서 10km의 지역에 해당한다.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의 출입절차 간소화, 다각 농에 따른 시설규제 완화 등 시 적 요구

가 반 되면서 민통선은 꾸준히 북상해 1970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10개 읍·면 30개 마을이던 민북마을이 이제는 철원지역 7개 마을

만 실질적인 민북마을로 남아 있다.46)

2. 유곡리 통일촌의 조성 과정

통일촌의 시작은 박정희 통령의 지시로부터 다. 박정희 통령은 1972년 

5월 24일 적십자 전방사무소를 시찰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개발한 재건촌

46) 진종인, “[민북마을 사람들] ① 프롤로그” 『강원도민일보』(2006년 9월 19일)

<그림3-4> 유곡리 통일촌 조성 과정 

타임라인

<그림3-5> 유곡리 통일촌 기공식 모습 

(자료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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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고 지시하 다.47) 통일촌 유

곡지구 농지 개간사업 보고서에서 밝힌 목적을 보면 통일촌 건설에 한 성격

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본 지구는 통일촌 건설 종합 개발 사업 중 개간 사업 지구로서 철원군 서

면 도창리 유곡리에 위치하고 있음. 특히 본 지구는 6.25 사변 후 29년간을 

폐허에 볼모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남방 한계선 근처에 위치한 민간의 출입 

통제 지역임. 금번 정부에 농촌 근 화 사업에 일환으로 소규모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타당한 지역에 단위 야산 및 폐농지를 농

기지반 조성 농환경 농관리 등 집중적인 종합 개발로 개간하여 국가의 

식량증진에 이바지 하여 경제 향상을 기하고 국토 통일에 진일보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48)

통일촌을 포함한 민북마을의 목적은 전쟁으로 인해 유휴농지가 된 민통선 

내의 농지를 개간하여 농촌을 부강하게 하는데 있었고, 당시 국가적 정책이었

던 농촌 근 화 사업과 맞물려 있기도 하 다. 하지만, 통일촌은 단순한 유휴

농지 개간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북 선전의 목적도 있었다. 2개의 통일촌의 

위치가 하나는 남북회담으로 오가던 통일로 변인 파주시 백연리 라는 것과 유

곡리 통일촌의 위치가 북한 오송산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분지형의 입지는 

북 선전이라는 목적도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가능하다. 당시

의 신문을 보면 그 목적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민통선으로 20년간 묶여있던 땅이 일구어져 옥토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

다. 접적지를 개간해 잘사는 우리의 농촌의 모습을 먼발치로나마 북녘동포들

이 바라볼 수 있게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이 거의 전휴전선에 

걸쳐 완성단계에 이르 다...49)

47) 국가기록원 내무부 자료 중 민북토지 관련 민원서류에서 ‘통일촌 추진 경위’에 한 내용 참고하
음.

48) 1973년 8월 10일, 농수산부에서 강원도로 발송한 “73통일촌 건설사업 설계보안 승인보고에 한 지
시”에 한 보고서 내용 인용

49) 김종식, “격전지 철원군 금화면 학사1리 탈바꿈하는 비극현장”,『경향신문』 (1973년 0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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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경향일보의 한 보도에서 통일촌의 조성에 해‘접적지를 개간해 잘 

사는 우리의 농촌의 모습을’ 북녘 동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언급되

고 있다. 즉, 농촌 근 화를 통해 개선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선전효과를 거두

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성동에 선전용 마을이 있지만, 통일촌을 다시 만든 

것은 경작권과 마을의 기반시설이 제 로 되어 있지 않았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작권을 가진 근 화된 선전 마을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3년 3월 5일, 파주시 백연리 80가구, 철원군 유곡리 60가구에 한 73 통일

촌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이 계획은 내무부가 주관하고 경제기획원 

등 10개 부처50)가 합동으로 추진하 다. 경지정리, 주택단지 조성 등에 당시 

금액으로 3억 3천 4백만원이 투입되었다. 1973년 5월 28일, 내무부를 포함한 

통일촌 건설에 참여한 10개의 부처 및 강원도, 철원군 관계자 25명이 모여 진

행했던 추진 상황 점검 차 열린 통일촌 건설 중앙실무협의회 제 11차 현지 회

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내무부가 주택 60동, 부속시설 60동, 조경계획, 마을회

관 1동, 공동식고, 광장포장, 버스구입 등 마을의 주거 및 편의시설을 담당하

고, 방공호, 경보시설, 무기고를 포함한 방위시설 또한 담당하 다. 문교부는 

통일촌 유곡리의 유일한 학교 던 유곡국민학교의 교실과 부속시설 건설을 맡

았다. 농수산부는 농경이 가능한 논밭의 개간 및 정리 작업, 비료와 종자 파

종, 경운기와 같은 농기구 공급, 그리고 농사를 위한 소 지원, 즉 농업활동에 

땅 확보 및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 다. 담당부서별 자세한 추진내용은 [표 

3-1]과 같다. 

p.7).

50) 내무부, 경제기획원, 국방부,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보사부, 체신부, 문공부 10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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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정부부처별 통일촌 건설 사업내역 

(자료: 국가기록원, 통일촌 관련 내무부 회의 자료 참고, 재구성)

부서 담당사업 추가 언급 내용

내무부

주택 60동

부속시설 60동

마을회관 1동

공동식고 1동

광장포장

버스구입 1

방공호 2개소

경보시설 1동

무기고 1동

 방위시설은 방공호 2개소를 자연 

지형 이용하여 동굴형식으로 부락 

외곽에 시공

 경보시설은 사이렌, 부락방송 등 

다목적활용 앰프시설

 문공부 앰프시설비 국고보조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 국고보조

로 체

 농수산부소관 주민부담을 국고 지

원

 장림교 7000만원 지원

 조경계획(도면) 제출(도, 군)

문교부 교실 4개실

부속시설 5소

 부속시설 변소는 학교 본 건물 후

방에 두고 숙직실 및 창고는 본 

건물 서측, 사택은 주택지 남측 

후방에 건축

농수산부

개간 48ha

개답 및 경지 정리 91ha

비료-농용석회 380

포,NPK 53포

농기구 공급-경운기 30

종자-콩 138포

 농우지원- 호당 1두씩 별도 배정

60두×10만원=600만원

건설부 교량 2개소

상공부 전기가설 20km

보사부 간양급수 1개소 60호

보건지소 1개소

통신부 전화가설 15km

문공부 앰프시설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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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촌 건설 계획은 크게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농수산부의 개답 및 경지 

정리와 개간과 내무부의 마을 주거시설을 포함한 주요시설 공사로 나뉘었다. 

통일촌 토지기반 조성을 위한 개간 사업은 1973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고, 통일촌 주택을 포함한 부분의 인프라에 한 공사는 1973년 6

월 20일 완공을 목표로 하 다. 그리고 8월 21일까지 입주자를 선발하여 1973

년 8월 22일 파주시 백연리와 철원군 유곡리에서 통일촌 입주식이 시행되었

다. 박정희 통령의 지시가 있고 1년 3개월 만에,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입주까지 완료되었다. 

<그림3-6> 2002년 만들어진 

유곡리 입구의 

통일촌 비

(연구자 촬영 2015.7.22.)

<그림3-7> 통일촌 비에 새겨진 입주당시의 

60가구의 호수와 이름들

          (연구자 촬영 2015.7.22.)

경지정리 및 개간사업

통일촌 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개답 및 경지 정리와 개간사업은 농수산

부 담당하 다. 사업 당시 유곡리 통일촌의 경지정리 및 개간사업계획평면도

[그림 3-9] 를 보면, 지뢰제거 작업, 발근, 벌목 작업, 객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근, 벌목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전 유곡리 

통일촌 부지에 나무 등의 식생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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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던 마을 입지가 아닌 산자락의 북한으로 열려있는 형태의 부지를 개발

하여 통일촌을 조성한 것이다. 도면과 같이 마을을 조성하며 정리 작업이 이

루어졌었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입주 당시부터 2년 여 간은 땅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여전히 철조망과 나무뿌리들이 논밭에 깔려 있어, 주민들은 각

자 농사에 적합한 땅으로 개간을 다시 해야만 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지만, 2년동안 모를 못심었어요. 밑에는 철조망. 

나무 뿌리, 흙으로만 덮어논거야. 가구당 밭 3000평, 논 3000평해서 6000평. 

이북말로다가 별보기 운동했어요. 리어카를 3 씩 붙여가지고 높은데 파가지

고 낮은데를 매꾸고. … ”-1세  주민 엄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그림3-8> 통일촌 건설 유곡지구 경지정리 사업 완공 광경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3-9> 유곡리 통일촌 경지정리 

모습

           (자료 : 국가기록원)

<그림3-10> 유곡리 조성 시 제거된 

지뢰 

           (자료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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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유곡리 통일촌 경지정리 및 개간사업계획 평면도

(자료 : 국가기록원)

단지 내 가로체계와 가구 구성

통일촌의 주 진입로는 북쪽으로부터 남쪽 마을 안까지 진행된다. 통일촌 내 

모든 도로는 4m로 일정하며 격자형으로 마을을 동일한 크기의 16개의 작은 

블록과 후방의 큰 3개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있다. 북쪽으로부터 4열의 블록은 

택지 4개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 는데, 한 블록은 가로변 63m~69m, 세로변 

49m~57m 로 가로가 더 긴 직사각형 형태로 구획되었다. 그리고 맨 앞 열 중

앙 2블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 지로 구성되었다. 5열 동측으로도 60가구 

중 4개의 가구가 2채씩 하나의 블록을 이루며 배치되어, 1열부터 4열까지의 

56가구와 합쳐 총 60가구가 배치되었다. 

9열을 제외하고 4가구가 하나의 블록을 이루었기 때문에, 각 가구는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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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형태이다. 9열도 2가구당 하

나의 블록을 이루며 2면이 

도로와 맞닿는다. 즉, 유곡리 

마을의 60가구는 모두 2면이 

도로와 맞닿는 형태를 보인

다. 

마을의 공용공간은 마을의 

가장 안쪽과 가장 앞 열에 

배치되었다. 마을의 맨 안쪽

인 5번째 열 동측에 가로변 

130m, 세로변 118m의 큰 블

록의 택지에 초등학교시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마을의 

맨 앞 열 중앙 2블록도 마을

의 공용 공간이 주로 배치되었는데, 2블록 중 동측 블록에는 마을회관과 교회

가, 서측 블록에는 무기고와 버스정류장, 광장이 조성되었다. 

마을 개발에 의한 필지 형태

유곡리 지적도를 통해 유곡리 내 필지의 두 가지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유

곡리 개발 당시 기존 필지 위에 지금의 지 선을 그 로 구획하 기 때문에, 

586㎡~778㎡ 크기로 지선과 동일한 직사각형의 필지선과 기존 필지선이 공

존한다. 이를 통해 유곡리의 옛 길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필지 위에 새로운 필지가 다시 만들어지며 필지의 개수는 늘고 

크기는 작아졌다. 통일촌 개발 당시 유곡리 지역은 출입할 수 없었던 민간인

통제구역 내부 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제 로 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

<그림3-12> <그림 3-9>의 유곡리 통일촌 경지정리 

및 개간사업계획 평면도 상 마을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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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구역으로 정부가 소

유권이 없는 것과 마찬

가지 던 땅 위에 개간

사업과 함께 택지 조성

을 빠른 시일 내에 추

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발 이후 

필지 정리와 소유권 이

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

은 채 입주자를 선발하

여, 1983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 토지

의 복구등록과 보존등

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필지들의 원소유자가 나타나며 토지권 분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주택 건설

통일촌에 건설된 주택은 농촌표준주택 설계도에 따라 건설되었다.51) 주택의 

면적은 50.49㎡(약 15평)로 전면 2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었다. 주택 내에는 

아궁이가 있는 부엌과 거실, 온돌방 3개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외부

로 개방되어 있는 마루 공간이 주택에 붙어있었다. 독립적으로 지어진 부속건

물은 24.75㎡(약 7.5평)으로 주택의 옆쪽에 배치되었으며 화장실, 창고, 우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3-15 참고]

51) 김명욱, 박철수. “1970년  통일로 변에 건설된 단독주택지에 관한 연구”. 『 한건축학회』. 
29(4). 2013. p 205

<그림3-13> 유곡리 통일촌 필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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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유곡리 통일촌 초기모습

(자료 : SBS스페셜 「민간인통제구역」)

<그림3-15> 1973년 유곡리 통일촌 주택 평면

(자료 : 통일촌 현지답사 중 실측을 통해 연구자가 제작) 

1 지 당 주택 1채, 부속 건물 1채가 지어졌고, 지의 남쪽 부분에 배치되

었다.[그림 3-16 참고] 북쪽 방향부터 9열까지 배치되었던 택지에는 집과 부속

건물이 각 앞뒤 열이 엇갈린 형태로 배치되었다. 1,3,5,7,9 열은 서편에 주택과 

동편에 부속건물이 배치되었고, 2,4,6,8 열은 동편에 주택과 서편에 부속건물이 

배치되었다. 60가구는 번지수 신 1호부터 60호까지 주택 배치 차례 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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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지정받았다.[그림 3-17] 그리고 특이한 점은 집과 부속건물 모두 북향으

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남향이나 동향을 택했던 한국의 일반적인 주택 

배치를 생각할 때, 북 선전을 위한 전시 기능을 보여주는 물리적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림3-16> 유곡리 통일촌 가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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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주택에 남아있는 호수 명패

(연구자 촬영 2015.7.23.)

3절. 유곡리 통일촌의 변화

1. 유곡리 통일촌 인구-사회적 변화

<표3-2> 유곡리 인구 변화

자료 : 철원군지 증보편찬위원회(1992); 김화읍(2009);철원군(2015); 전상인(2016) 재인용

1973년, 첫 입주 당시 주민 수는 231명이었다. 1985년, 인구가 최 로 늘어 

297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20~30  젊은 부부로 입주했던 60가구 가정에 출

산으로 인한 2세 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 토지분쟁, 부동산값 상승, 2

세 의 분가, 1세 의 노령화 등으로 인구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게 되었고, 

2015년 118명으로 입주 초기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

자 마을에는 물리적인 변화에도 향을 주었다. 

마을 맨 안쪽에 위치한 유곡초등학교(당시, 유곡국민학교)는 입주 때부터 통

1973 1985 1999 2005 2008 2015

가구 수 59 60 61 59 59 60

인구 수 231 297 183 175 14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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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촌 유일의 학교시설이자 마을의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해왔었다.52)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마을이 생긴지 21년만인 1994년, 폐교 수순을 밟게 된

다. 그리고 입주 초기 있었던 입주해 있었던 상점도 폐점되었다. 입주 초 1호

집과 16호집은 유곡리 내에서 생활물품 및 식품을 구할 수 있는 상점이었지

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집집마다 차량이 생기며 1990년  초 상점은 마을에

서 사라지게 되었다. 

유곡리 통일촌에서 큰 향을 주었던 사건 중 하나는 특별조치법 제정에 의

한 토지분쟁이었다. 유곡리 통일촌 개발 당시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토지

에 한 소유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1978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며 

수복지역 내 원 소유자 34명이 나타나게 된다. 

<표3-3> 분쟁 당시 농경지 현황(1986.3.30.) (단위:ha)

(자료 : 국가기록원) 

1985년 11월부터 토지 원 소유자와 마찰이 생겼고, 분쟁이 격화되었다. 토지 

원 소유자는 토지반환 또는 임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

52) 유곡리에서의 소풍, 운동회, 학예회 등의 학교 행사는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닌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마을 축제와도 같았다.

구분 계

농경지 도로

하천

구거

유휴지
소계 전 답 지

계 186.88 111.69 44.04 61.46 6.19 7.48 67.71

소유권 
복구 토지 67.42 45.01 10.56 29.84 4.61 4.54 17.87

소유권 
미복구 
토지

74.43 23.94 17.14 6.59 0.21 2.76 47.73

국,공유지 45.03 42.74 16.34 25.03 1.37 0.1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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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작자인 유곡리 주민들은 정책에 의해 입주하 기 때문에 경작권을 주장

하 다. 소유자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에 토지 매각이 불가함을 주장하

고, 국공유지 법정임 료(연 20%)에 준한 임 계약 체결을 요구하 다. 임

계약 불응 시에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을 통보하 다. 경작자인 유곡리 

주민들은 정책 입주에 따른 개간경작권을 주장하며 선 매각보장 후 임 계약 

체결을 주장하 다. 그리고 농지를 정부에서 일괄 매수하여 경작자에게 장기

분할상환 매각 보장을 요구하 다. 군수, 김화읍장, 소유자 및 경작자 표가 

3회에 걸쳐 중재회의를 하고 소유자 임 요구에 따른 주민설득 및 총회를 2회 

실시하 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아 분쟁이 그 뒤로도 계속 진행되었다. 

분쟁 당시 데이터를 보면,[표3-3참고] 전체 토지 중 36%에 달하는 토지가 

원 소유주가 나타났으며, 마을 내 토지에서만 75%의 지가 원 소유주에게로 

넘어갔다. 토지분쟁은 결국 국가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원 소유자와 유

곡리 주민간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었다. 입주하고 척박한 농경지를 한평생 

자신의 땅으로 알고 일구었던 유곡리 주민들 중에는 토지분쟁을 겪으며 하루

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땅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 다. 

건립초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 인권들이 제한받을 정도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80년  중반 이후

부터 북한 선전촌의 응용이었던 재건촌과 통일촌 등을 유지시켜야 할 정책

적 필요가 없어지면서 토지의 취득, 매각, 임 , 토지를 이용한 금융활동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53) 그리고 2000년, 얼어있던 남북관계

가 6.12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개선되기 시작하자 통일에 한 기 감으로 

민통선 내의 땅들이 관심 상으로 떠오르며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부동산은 거의 2005년까지 계속되어 외부인의 땅들이 늘어갔고, 유곡리 주민

들의 땅은 30%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매매될 수 없던 땅이었던 유곡리가 정부의 허술했던 조성 및 관리에 의해 

53) 진종인, “[민북마을 사람들] ① 프롤로그” 『강원도민일보』(200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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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에 휘말리고 매매가 가능하게 되자 남북관계에 경색-완화에 따라 부

동산 시장도 따라 요동치는 부동산의 메카가 되었다. 

2. 유곡리 통일촌의 물리적 변화

줄어든 외부 공간

1973년 입주 때 15평 주택 한 채, 부속건물 한 채, 주택과 부속건물 사이 마

련된 장독 , 잔디를 심도록 했던 빈 공간이 40여년이 흐르고 여러 물리적 변

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는 맵핑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1973년 건축물을 제

외하면 비어 있었던 부분의 외부 공간이, 2017년에 와서는 건축물의 개수가 

늘며 건출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부공간의 크기가 육안으로도 

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19, 그림3-20 참조] 

<그림3-18> 사회적 사건들과 통일촌 내부사건 타임라인

(자료 : 연구자 취합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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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외부공간은 맵핑된 면적을 기준으로 1973년 비 전체 외부공간 약 

43,500m²에서 2017년 25,900m²으로 40.46%가 감소하 다. 외부공간의 크기

가 줄어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의 확장과 창고역할을 하는 부속건물의 

확장 및 신설에 있다. 외부공간의 크기가 줄어든 또 다른 원인은 비닐하우스 

조성에 있다. 10가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구의 주거 외부공간에는 비닐하

우스가 만들어졌다. 비닐하우스는 부분 고추, 토마토 농사를 위해 이용되거

나 못자리를 위한  비닐하우스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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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변화

유곡리 마을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적극적인 

건물의 개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하지만 모든 집들은 조금씩이라도 증축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가장 최소한의 증축이자 흔히 하는 증축은 외부 마루 공간

을 실내 공간으로 확장 [그림3-23, 3-25참고] 하거나 부속건물에 있던 화장실

을 집 안으로 옮기면서 집 측면을 더 확장하는 케이스[그림3-24 참고] 다. 집

을 확장한 가구는 빈집을 포함하여 60가구 중 56가구로 부분이었고, 확장된 

면적은 1973년 6,500m² 비 2017년 10,550m²으로 전체 면적 비 1.62배 늘

어났다.

<그림3-21> 주택의 증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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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2> 입주초기 주택의 모습 

(그림 3-14의 부분 확대)
<그림3-23> 마루를 실내로 확장한 

주택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5.7.23.)

<그림3-24> 옆을 확장한 주택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5.7.23.)
<그림3-25> 마루를 실내로 확장한 또 

다른 유형

(연구자 촬영 2015.8.11.)

그리고 부속건물은 빈집을 제외한 49채 중 27 가구는 그 로 유지하여 사용

하거나, 본래 시설물을 조금 확장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변형을 하 다. 하지만 

화장실과 우사 기능이 거의 사라진 부속건물은 창고로만 활용되고 있었고[그

림 3-27] 아예 다른 동을 신축하거나 여러 동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그림3-28, 3-29] 창고를 포함한 부속건물은 입주 당시 60채에서 68채

로 늘어났고 전체 면적은 1973년 3,990m²에서 2017년 8,350m²로 2.1배 늘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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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6> 입주초기 부속건물    

(그림 3-14의 부분 확대)
<그림3-27>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부속건물 모습

(연구자 촬영 2015.7.23.)

<그림3-28> 부속건물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신축 창고

(연구자 촬영 2015.7.23.)

<그림3-29> 신축된 창고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7.4.4.)

비닐하우스를 금지했던 초기와는 달리 80,90년 에 오며 통일촌에 한 제

약이 예전보다 느슨해지자, 지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유곡리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농작물을 보

호하고 이른 봄부터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필수적인 요소 다. 

그리고 90년  후반, 군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마을 

정원의 경관은 농사를 더 수월하게 해주는 비닐하우스에 거 자리를 내어주

게 되었다. 

비닐하우스는 마을의 부분 가구들이 동일한 위치에 조성하 는데, 주거공

간의 북측이다.[그림 3-30 참고] 동서방향으로 횡으로 조성된 비닐하우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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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북측에 위치하여야 가장 길고 넓은 면적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차폐 및 경계 역할을 위함이다.

<그림3-30> 비닐하우스 위치

비닐하우스는 부분 옆집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담, 경계가 없이 

개방적인 유곡리에서 비닐하우스가 옆집과의 경계이자 북쪽으로부터 열린 시

야를 막아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가 조성된 가구에서는 비

닐하우스가 조성된 면에는 부가적인 담장이나 경계를 두지 않는다. 이는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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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의 배치로 외부와 시선이 차단되어 안락한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되므로 

부가적인 담장이나 경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그림 3-31, 3-32 참고]  

<그림3-31> 경계가 되고, 시선 차폐 

기능을 해주는 

비닐하우스 모습1

            (연구자 촬영 2017.4.4.)

<그림3-32> 경계가 되고, 시선 차폐 

기능을 해주는 

비닐하우스 모습2

             (연구자 촬영 2017.4.4.)

공유경관의 변화

유곡리 마을의 입구 및 중앙 공간은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마을회관, 교회, 

광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많은 변화를 보

다. 그 표적인 공간으로, 1979년 조성된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나이가 많아지

고 그 쓰임이 많아지면서 1997년 구 마을회관 옆의 2층 건물로 다시 조성되었

다. 입주 당시에는 입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70 가 넘어가며 점차 더 중요한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그림3-33> 1979년 조성된 마을회관

(자료 : 유곡리마을연보)

<그림3-34> 1997년 다시 지어진 

마을회관

(연구자 촬영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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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며, 마을회관 앞 정자도 조성되었다. 마

을회관 옆 교회 앞 빈 공간에 놀이터가 조성됐었지만, 역시 마을의 평균연령

이 증가하고 아이들이 사라지자 무용지물이 되었다. 2016년 방치되었던 놀이

터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한편에 운동기구가 비치되었다.[그림 3-35, 3-36 

참고] 

<그림3-35> 기존 교회 앞 놀이터

(연구자 촬영 2015.8.12.)
<그림3-36> 놀이터 한켠에 운동기구가 

함께 배치된 최근 모습

(연구자 촬영 2017.4.4)

마을의 가장 남쪽이자 맨 안쪽에 위치한 유곡초등학교는 마을의 중심이자 

각종 행사의 장소 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거의 졸업하여 학생 수가 적

어지자 1994년 폐교하게 되면서 방치되었다. 아이들이 뛰지 않는 운동장은  

2015년까지 빈 땅으로 방치되었다가 2016년, 철원군이 폐교된 유곡초등학교를 

서울시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현재 캠핑장으

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에 외부인이 유일하게 출입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지

만, 마을과는 철저히 격리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을 주민에게는 캠핑

장이 마을의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연결 프로그램 등이 없기에 전혀 

관심 밖의 상이었고, 캠핑장을 방문한 방문객도 오직 캠핑장 내부에서만 머

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중심공간이었던 학교가 이제는 외부인에

게 자리를 내어주고 마을에서 섬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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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7> 1994년 폐교된 

유곡초등학교

           (연구자 촬영 2015. 7.22.)

<그림3-38> 2016년 서울캠핑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유곡초등학교

           (연구자 촬영 2017.4.4)

3. 유곡리 통일촌 정원 현황

작물 생산을 위한 텃밭화

유곡리 정원들은 기본적으로 작물 생산을 위해 텃밭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

다. [그림3-39]와 같이 정원의 모든 공간을 식용작물을 위해 활용하는 가구도 

있었고, 정원의 일부를 텃밭으로 활용하는 가구도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마당들도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림 3-40 참고], 

거의 옆집 또는 앞집 주민이 신 빈 땅을 일궈 텃밭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3-39> 정원의 일부를 텃밭으로 

활용한 가구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3-40> 빈집의 마당을 점유하여 

텃밭으로 활용하는 모습

        (연구자 촬영 2017.5.4)



- 50 -

<그림3-41> 정원을 거의 텃밭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정원번호 47번의 정원미시도면

완상식물 식재

<그림3-42> 완상식물로만 꾸며진 화단

(연구자 촬영 2015.8.12.)

<그림3-43> 소나무와 초화를 이용한 

완상정원

          (연구자 촬영 2017.5.4)

유곡리에는 식용작물을 심은 텃밭도 많았지만, 완상을 목적으로 한 정원도 다

수 있었다. 초화류나 소나무 등의 목본을 심은 정원을 꾸미고 근처에 벤치나 

의자를 두어 정원을 즐기는 경우도 있었고,[그림3-42,3-43 참고], 정원 전체를 

완상을 목적으로 한 정원으로 꾸미고 적극적으로 정원활동을 하기도 하 다.

[그림 3-46,정원번호 36번]. 그 뿐만 아니라 식용식물을 이용하여 완상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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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용식물을 심을 때 완상식물을 함께 섞어 심어 

미적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식용식물을 미적으로 배치하기도 하 다.[그림 

3-44, 3-45] 정원번호 19번 같은 경우, 식용작물인 옥수수를 정원의 경계부에 

일렬로 심어 외부로부터 경계의 효과도 내고 미적인 효과도 낼 수 있었다.[그

림 3-47]

<그림3-44> 키 큰 옥수수를 둘레에 

심어 미적으로 활용한 정원

          (연구자 촬영 2015.8.11.)

<그림3-45> 식용작물을 완상을 위한 

초화와 섞어 식재한 정원

           (연구자 촬영 2015.7.22.)

<그림3-46> 완상을 목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정원. 정원번호 36번의 정원미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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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7> 텃밭정원과 완상정원을 둘 다 갖춘 정원. 정원을 둘러 키 큰 

옥수수를 미학적으로 식재한 정원번호 19번의 정원미시도면

방치된 정원

채소정원을 가꾸고 완상정원으로 가꾸는 정원이 있는 반면 유곡리에도 정원

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치된 공간도 있었다. 한 가구는 2년 전만 해도 목련 등

의 오래된 키 큰 나무들이 심겨 있었는데, 주인이 나이가 들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자 베어버렸다. 장독  옆에 심은 포도나무 시 도 관리하기가 어려

워 무성해진 상태 다. 또 어느 가구는 마당 내에 심겨진 식물이 거의 없고, 

마당 여기저기 무성한 잡초들이 방치되어 있기도 하 다. 이러한 공간들은 주

인의 고령화나 무관심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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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8> 주인의 고령화로 관리되지 

못하고 잘린 나무들

(연구자 촬영 2017.4.4.)

<그림3-49> 마당에 거의 잡초만 자라고 

있는 가구

(연구자 촬영 2015.07.22.)

<그림3-50> 정원을 거의 꾸미지 않은 채 잡초를 방치하고 있는 가구의 정원. 

정원번호 13번의 정원미시도면

새로 조성된 정원

마을에 최근 전입한 가구들이 정원을 새로 만든 경우도 있었다. 정원번호 6

호 정원의 주인은 2년 전 서울에서 전입한 가구로 정원의 둘레에 나무울타리

를 두르고 바닥에는 떼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정원의 입구에는 조명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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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원의 울타리에는 장미덩굴을 식재하 다. 기존의 1세  가구의 정원들

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정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전입 

가구는 전면적으로 텃밭을 만들었고, 둘레에는 유실수 묘목을 심은 경우도 있

었다. 이렇듯 새로 조성된 전입가구의 정원은 기존 주민들의 정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

<그림3-51> 최근 전입한 가구의 정원 1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3-52> 최근 전입한 가구의 정원 2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3-53>  최근 전입한 가구의 정원. 정원번호 6호의 정원미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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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정원의 울타리 및 경계

입주 당시 울타리 및 경계가 전혀 없던 개방적인 마을이었던 유곡리는 현재

까지도 개방적인 형태로 외부로 경관적으로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와 

지 사이에는 출입문도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정원이 쉽게 보인다. 하지만 

입주 초기 4면 다 완전개방 형태 던 초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계가 생

겼다.  

첫 번째로 지 안에 비닐하우스를 조성한 경우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자체가 경계이자 울타리인 것이다. [그림 3-56 참고]. 비닐하우스

가 외부로부터 차폐 역할도 수행한다. 두 번째로는 농자재 및 건축자재로 직

접 만든 간이 울타리 형태이다. 옆집 또는 도로와의 경계에 만든 경우가 있었

으며, 주로 철망, 비닐하우스의 골격이 되는 파이프, 슬레이트 등이 주 재료

다.[그림 3-55 참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담장

을 만든 형태가 있었다, 주목이나 사철나무를 활용한 생울타리 경계를 만들거

나,[그림 3-54], 시멘트블록으로 담장을 쌓은 경우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외부

와의 담장을 만드는 것은[그림 3-57] 전입 가구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는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되어 살아왔던 1세  주민들에 비해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와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전입가구들의 성향을 엿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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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4> 생울타리로 만든 경계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3-55> 농자재 및 건축자재로 만든 

경계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3-56>  비닐하우스가 있어 따로 

만들지 않는 경계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3-57> 시멘트블록으로 만든 담장

(연구자 촬영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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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유곡리 정원의 물리적 특성

1절. 연구 및 분석의 틀

정원은 건물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유곡리 정원에서도 지 안에 건물이 

생겨난 후 남겨진 외부공간에서 정원이 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원의 형태

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가구의 건축물 조성과 배치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정원에서 주민들이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 바꾸어 나간 변화들을 유곡리 정원의 버나큘러(vernacular)적 

속성으로 보고 기존의 정원 셋팅에서 변화한 것들을 마을 전체 스케일과 개별

적 정원의 미시적 스케일로 각각 기록하고 맵핑할 것이다.

정원에 해 미시적 도면 맵핑과 함께 조사할 분석틀은 [표 4-1]과 같다. 조

사항목은 크게 4가지로, 정원 위치 및 형태에 따른 유형, 정원 형태에 향을 

주는 요인, 정원 구성에 향을 주는 요인, 1973년 이래로 불변한 요소 이다. 

지와 건물은 정원 형태에 결정적 향을 주는 요소이다. 지가 도로와 

어떻게 닿아 있는지에 따라 주출입구가 결정되고 동선이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정원의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와 건물의 입지를 정원의 형태

를 이해하기 이전에 선행하여 파악하 다. 유곡리는 한 지 당 필지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각각 지 면적, 필지의 개수도 함께 조사하 다. 그리고 

지가 도로에 어느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지와 주출입구 위치도 함께 조사하

다. 건물 조사에서는 개수와 면적, 그리고 여러 채의 건물들이 지에서 형

성하고 있는 모양을 조사하 다.

그리고 정원 구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인, 정원의 기능, 정원 식물 조

사가 이루어졌다. 정원의 주인은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유

곡리가 조성된 1973년 당시 입주한 1세 와 1세 의 자녀세 인 2세 , 외부

에서 입주한 전입세 로 나누어 조사하 다. 그리고 정원과 토지 소유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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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기 위하여 지에 한 소유관계도 함께 조사하 다. 

정원의 기능은 크게 생산, 완상, 개성표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었다. 텃밭

이나 과수 등 실용 작물 위주의 정원일 때 생산 기능, 식용식물이 아닌 식물

들을 식재하여 꾸민 정원일 때 완상을 목적으로 한 정원으로 판단하 다. 개

인을 드러내거나 직접 만든 오브제를 전시하 을 경우 개성표출의 기능을, 평

상이나 의자를 두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기능

으로 판단하 다.

<표4-1> 분석틀

조사항목 내용

정원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지

면적, 정원면적

필지 개수

도로와 접하는 면, 주출입구 위치

건물

개수

건물 전체 면적

건물 조합 모양

정원 위치 및 형태에 

따른 유형
전면형/내부형/후정형

정원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주인
1세대/2세대/전입세대

소유형태

정원 기능 심미, 생산, 개성표출, 커뮤니케이션

정원 식물 종류(완상,실용,혼합)

조성 이후 불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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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유곡리 통일촌 정원의 유형 분석

1. 지, 건물과 정원의 형태와의 관계

정원의 형태는 지와 건축물과 관련이 깊다. 유곡리처럼 주민들이 외부공

간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물을 짓고 정원을 만든 경우 특히 그렇다. 

지가 도로와 어느 면으로 맞닿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출입구가 결정이 될 

것이고 출입구에 의해 외부공간의 동선이 결정되며, 이는 정원의 형태로 이어

질 것이다. 그리고 건축물은 지 안에서 몇 개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가에 

따라 정원의 확보할 수 있는 최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

와 건축물은 정원의 형태에 향을 끼치는 선 결정요소가 된다.

<그림4-1> 정원 형성 순서

대지-도로와 접하는 면에 따른 입구의 결정

유곡리는 4개의 지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있기 때문에 [그림51]과 같

은 4가지 타입의 지 조건이 만들어 진다. 

→ → →

<그림4-2> 대지의 4가지 조건

번호
도로와 

접하는 면

① 서/북

② 동/북

③ 서/남

④ 동/남

표 48 대지의 4가지 조

건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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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가구의 출입구를 4가지 타입의 지 조건에 적용, 분석했을 때 결과는 

[그림 4-4, 4-5, 4-6, 4-7]과 같았다.

<그림4-5> 대지의 출입구

<그림4-3> ① 조건의 출입구
<그림4-4> ②조건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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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조건, 서/북면이 도로에 맞닿아 있을 때는 서쪽으로 주출입구가 많이 

생겼고, ②번 조건, 동/북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을 때 동쪽이 많았다. 서/북 또

는 동/북 방향 조건 중 북쪽 방향이 더 적은 이유는 비닐하우스가 북쪽 면에 

가로로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③번 조건, 서/남면이 맞닿아 있을 경우 서/남 2개의 출입구를 만든 

가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④번 조건, 동/남 방향의 조건의 경우에도 동/남 

2개의 출입구를 이용한 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주택이 지의 남쪽으로 배

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 방향이 동선이 짧아 보조출입구로 많이 이용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결국 비닐하우스의 위치와 도로면이 어느 쪽으로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 출

입구의 위치가 결정되었고, 지 안에서 동선이 결정되며 정원의 형태에도 

향을 끼친다.

건축물 배치에 따른 정원의 유형들

입주 초기의 주택 건물 1채, 부속 건물 1채 던 각 가정에 건물 개수가 증

가하면서 정원은 지에서 건축물이 배치되고 남은 자리에서 조성되기 시작하

다. 그래서 지 안 건축물의 배치 모양이 정원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향

<그림4-6> ③조건의 출입구 <그림4-7> ④조건의 출입구



- 63 -

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유곡리 내의 건축물 배치 모양은 [그림4-8]과 같이 4

가지 경우 다. 주택과 부속건물이 일렬로 배치되는 경우, ㄷ자 형태로 배치되

는 경우, ㄱ자 형태로 배치되는 경우. 2열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다.

그 중 일렬로 건물이 배치되는 경우, 넓은 면적의 정원을 갖는 경우가 많았

다. 그리고 건축물들이 ㄷ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ㄷ자 내부에 정원이 

형성되었고, 건축물이 ㄱ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적인 전면

의 정원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건축물이 2열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을 따라 좁고 길게 정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4-8> 4가지 타입의 건축물 배치

2. 유곡리 통일촌 정원의 유형화

유곡리 정원을 그 형태에 따라 [표4-2]의 모식도와 같이 유형화 하 다. 

크게는 주출입구 또는 도로면을 기준으로 지의 전면부에 정원이 형성되는 

전면형, 주출입구 또는 도로면에서 지 내부로 진입했을 때 볼 수 있는 내부

형, 지의 맨 안쪽 부분에 위치하며 도로로부터 울타리 등으로 차폐된 공간

에 조성되는 후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면형은 다시 지의 전면부 전체가 정원으로 활용되는 전면형, 지 전면

부의 한쪽만 개방되어 활용되는 전면 부분형, 지의 전면부지만 폭이 좁은 

띠 형식으로 경계부에 조성되는 전면 경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형은 건물들과 맞닿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내부 중심형, 정원의 

한쪽 면을 건물 쪽으로 붙여 좁고 긴 형태를 띠는 내부 가장자리형,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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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들이 이어져 하나를 형성하는 내부 일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4-2> 정원 형태에 따른 분류

대지 안 정원 형태에 따른 분류

A 전면형

개

방

적

A-1 전면형 A-2 전면 부분형 A-3 전면 경계형

B 내부형

B-1 내부 중심형 B-2 내부 가장자리형 B-3 내부 일체형

C 후정형

폐

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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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형은 외부에서 볼 때 정원에 진입하지 않아도 보이기 때문에 정원의 형

태 중 가장 개방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4-9 참고]. 이에 비해 내부형

은 바깥에서 정원의 모습이 일부 보이는 형태로 정원 내부에 있을 때 정원의 

전면을 볼 수 있는 형태 다.[그림 4-10 참고]. 그리고 후정형은 가장 폐쇄적

인 형태로, 거의 집 후면에 정원을 꾸미고 이를 울타리로 바깥과 분리하거나 

차폐하는 형태 다.[그림 4-11 참고]

3. 유곡리 통일촌 정원의 형태 분화 분석

유곡리 정원을 유형화한 것을 바탕으로 형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4-12]와 같이 유형이 뚜렷하게 하나로만 나타나는 단일형보다는 여러 가지 유

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원 유형별로 많이 나타나는 타입의 유형은 [그림 4-13]와 같았다. 가장 많

이 보이는 유형은 A-3 전면 경계형 이었고, 그 다음으로 B-2 내부 가장자리형

이었다. 두 유형 모두 좁고 긴 형태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자투리 

공간에 활용이 가능한 유형이었다. 이는 다수의 정원이 줄어든 외부공간에

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집과 도로 사이, 비닐하우스 옆, 집 옆 

등 자투리 공간까지 적극 활용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4-9>  전면형 

예시

(연구자 촬영 2015.7.22.)

<그림4-10> 내부형 

예시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4-11> 후정형 

예시

(연구자 촬영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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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유곡리 정원 유형

<그림4-13> 정원유형별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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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유곡리 통일촌 정원의 유형에 따른 식재 특성 및 기능 

분석

1. 유곡리 통일촌 정원의 식재 현황

<표4-3> 대표 식재 식물

   

　 나무종류
식재
가구 
수

비고

1 파 24 작물

2 영산홍 23

3 포도나무 20 유실수

4 작약 18

5 감자 17 작물　

6 꽃잔디 16

7 돌단풍 16 　

8 사과나무 16 유실수

9 대추나무 15 유실수　

10 밤나무 15 유실수

<표4-4> 대표 식재 목본 수종

  

　 나무종류
식재
가구 
수

비고

1 영산홍 23

2 포도나무 20 유실수

3 사과나무 16 유실수

4 대추나무 15 유실수

5 밤나무 15 유실수

6 배나무 14 유실수

7 앵도나무 10 유실수　

8 주목 10

9 소나무 9 　

10 오가피나무 9 약재

<표4-5> 대표 식재 초본 수종

  

　 초본류
식재
가구 
수

비고

1 작약 18 다년생

2 꽃잔디 16 1년생

3 돌단풍 16 다년생

4 붓꽃 15 다년생

5 메리골드 13 1년생

6 나리 9 다년생

7 매발톱꽃 9 다년생

8 비비추 9 다년생

9 삼색제비꽃 7 1년생

10 쑥부쟁이 7 다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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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유곡리 통일촌 정원에 심긴 식물 중 가장 흔히 보이는 목본 식물은 

산홍과 포도나무 다. 산홍은 거의 정원의 둘레의 경계목으로 많이 쓰

으며, 봄철 마을의 두드러진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4-14 참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부분의 가정에서 비슷한 형태로 식재되어 있었는데, 장독  근

처에 시 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그림 4-15참고]. 입주 초기에 집과 부속건

물 사이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제공되었다는 장독 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위

치하고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집이 다수 다. 활용 방식은 거의 장

독  부근에 포도나무 시 을 올리고 하부에 초화나 채소류를 심는 것으로 마

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4-14> 경계에 심겨진 영산홍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4-15> 장독대 부근의 포도나무

(연구자 촬영 2015.8.11)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실수가 인기가 많았다. 그 종류는 주로 사과나무, 추

나무, 밤나무, 배나무 등이었다. 그 중 밤나무는 1973년 입주 당시 심겨졌던 

표적인 나무로 거의 한 집에 한 그루 이상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크게 

자란 밤나무 그늘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어 베어버린 집

이 많았다.  

“밤나무. 예전에부터 심겨 있던 나무. 바깥으로 처지면 자르라 그러더라

고. 거추장스럽다고. 자르라면 잘라야지. 차 다니기 걸리고 그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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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한 세 인 이ㅇㅇ 인터뷰 내용 발췌

입주 초기 정원수 용으로 많이 심겨졌지만, 이제는 너무 커져버린 탓에 

가정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유실수 외에도 엄나무, 오가피, 다릅나무 등 약재로 쓰이는 나무들도 정원수

로 애용되고 있었다. 또한, 근래 들어 늘어나고 있는 나무는 유실수인 아로니

아 다.

“아로니아를 동네에 보급을 했어. 이거는 별 기술 없어도 하 40도에도 

번진다고. 겨울에 추워 여기가. 울타리 삼아서 쭉 심었어요. 열매가 유명하잖

아. 슈퍼베리라고 해가지고 항암, 항산화식품이라고 해서 뜨니까.

5년생 갖다가 재작년에. 들어오던 해에 심었지.

작년에 수확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열매를 다 나눠먹고. 처음에는 나눠

먹었는데 올해는 다 심으니까 안 먹지.”

-최근 입주한 세 인 이ㅇㅇ 인터뷰 내용 발췌

아로니아는 2년 전 입주한 주민이 심기 시작하면서 동네에 전반적으로 퍼져

나갔다. 낮은 온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해 점차 식재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초화류 중에서는 작약이 많이 식재되어 있었고, 메리골드, 페츄니아, 천일홍 

등의 화려한 1년생 초화들도 많이 선호되었다. 다년생초화 중에서는 꽃잔디, 

비비추나 옥잠화와 같은 호스타(Hosta) 종류도 많이 식재되었다. 초화류는 작

은 공간에도 심을 수 있고 꽃을 즐길 수 있어서 거의 부분의 가정에 흔히 

심겨 있었고 그 위치는 장독  근처나 비닐하우스 앞, 집 문 앞 등으로 자투

리 공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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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6> 집 앞을 

꾸미는 

초화류

(연구자 촬영 2015.8.11.)

<그림4-17> 길 가의 

초화 식재

(연구자 촬영 2015.7.22.)

<그림4-18> 비닐하우스 

앞 자투리 

공간 식재

(연구자 촬영 2017.5.4.)

2. 정원 유형에 따른 식재 특성 분석

정원 유형에 따른 식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원 식물들을 종류에 따라 

완상형, 실용형으로 나누었다. 완상형, 실용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식용 여부이

다. 식용이 가능한 채소류, 과실수가 심어진 정원을 실용형, 식용할 수 없는 

식물만 심겨있는 정원을 완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완상형, 두가지 

타입이 혼식되어 있는 정원을 혼합형이라고 분류하 다.

<그림4-19> 완상형 

정원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4-20> 실용형 

정원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4-21> 혼합형 

정원

(연구자 촬영 2015.8.12)

식물 종류에 따라 맵핑한 결과 [그림 4-22] 와 같이 세 가지 타입의 정원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세 가지 타입의 빈도수를 확인한 결과 혼합형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실용형, 완상형 순이었다. ([그림4-23] 참고) 



- 71 -

<그림4-22> 식물 종류에 따른 유형별 맵핑 

<그림4-23> 식물 종류에 따른 정원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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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표 4-2]에서 7가지 유형으로 나눈 정원 형태와 식재와의 상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 정원 형태 유형에 따라 식물 종류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4-6]과 같았다.

<표4-6> 정원 형태 유형에 따른 식물 식재 유형

완상형 정원은 전면경계형(29%)과 내부가장자리형(28%)에서 높게 나타났고, 

실용형 정원은 전면부분형(56%), 내부일체형(50%), 내부중심형(46%)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즉, 완상형 정원은 자투리형으로 많이 나타나고, 실용형 정원은 

상 적으로 넓은 면적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텃밭을 만들 때는 그 

생산성을 극 화하기 위해 정원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너무 작아 텃밭을 

일구기 어려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간에도 심을 수 있는 

초화류 위주의 관상용 식재를 하여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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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형태가 결국 정원에 심기는 식물의 종류에 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유곡리 통일촌 정원의 기능 분석

유곡리 통일촌의 정원의 기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심미, 생산, 커뮤니케

이션, 개성 표출로 항목을 나누어 이 4가지 측면을 조사하 다.

일단, 식물 수종을 바탕으로 완상형은 심미적 기능, 실용형은 생산적 기능으

로 그 목적을 나눌 수 있었고, 혼합형의 경우 그 배치 방식이 완상형 목적에 

가까우면 심미적 기능으로 실용적 목적에 가까우면 생산적 기능으로 나누었

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평상이나 의자 등 커뮤니케이

션을 장려할 수 있는 공간을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보았고, 개성 표출은 기

성품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정원을 활용하거나 만든 경우 개

성 표출 기능으로 표시하 다. 

<그림4-24> 심미 기능의 대표 사례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4-25> 생산 기능의 대표 사례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4-26> 개성표출 기능의  대표 

사례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4-27>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대표 사례

          (연구자 촬영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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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정원 기능에 따라 유곡리 마을 분포 정도를 살펴 본 결과 심미적 기

능이 36개소, 생산적 기능이 20개소, 커뮤니케이션이 14개소, 개성표출이 5개

소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하 던 [그림 4-23]의 완상형, 실용형 정원의 비율과 심미, 생산의 

기능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식재 분류 때 혼합형이던 유형이 재분류

되며 배치적으로 심미와 생산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즉, 혼합형 정원의 경

우, 식물의 배치가 심미적 기능을 고려하여 배치되었다고 판단되면, 심미적 기

<그림4-28> 정원 기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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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보았고, 심미적 기능 보다는 생산적 실용성을 더 고려했다고 판단되면 

실용적 기능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심미적 기능 주변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완상적 가치를 즐기기 위해 완상형 정원 주변에 벤치나 

평상을 두기 때문인데, 이처럼 완상적 가치는 그것을 즐기기 위한 공간을 동

반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웃 간의 화와 교류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개성표출 기능도 비슷하게 심미적 기능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이

는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기능이 심화되었을 때, 정원 공간에 자신을 표현하

고 무언가 다른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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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곡리 정원의 의미 변천

1절. 유곡리 정원의 정치적 배경

1. 녹화 미화운동과 유곡리 정원의 조성

 1972년, 남북 화가 시작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낙후됐던 농촌의 근 화

를 위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한창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농촌은 낙후된 상태 다. 북한 언론은 남한 

방문 후 자본주의의 그림자인 빈부격차의 모습과 낙후된 농촌의 모습을 꼬집

기도 하 다.54)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 상황에서 농촌근 화가 시급

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북한은 당시 1964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

제」를 발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는 등 농촌 근 화에 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55)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 근 화를 위한 방안으

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통

령의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으로 시작되었다. 새마을운동은 환경개선사

업, 즉 물리적인 생활 및 농기반조성사업의 발전적 추진과 함께, 전향적 의

식계발사업, 그리고 생산소득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확 되었다. 

같은 해, 5월 6일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본격 전개되었다. 그 

범위는 점차 농촌에서 퍼져 나가 도시새마을운동, 학교새마을운동 등으로 확

장되기도 하 다. 

54) …자동차는 장단, 파주 땅을 지나 고양과 벽제에 들어섰다. 이 고장은 예로부터 벼, 콩, 목화와 담배
로 이름난 곳이다. 우리는 이고장의 농사형편에 해서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부분 논바닥에는 벼 
그루가 그 로 있었고 논갈이를 하는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 세벌갈이를 하느라고 뜨락또르
(트렉터)가 동음을 울리면서 논판을 분주히 오고 가던 긴등벌, 물주머니마다 관개수가 콸콸 흘러드는 
청계벌, 강냉이를 심어서 가르마를 탄 것처럼 이랑이 곧게 뻗은 평산벌 평양을 떠나 판문점까지 오면
서 본 북반부의 농촌풍경과는 너무도 조적이었다.… - 「로동신문, 1973년 5월 9일, 긴장상태를 풀
고 통일의 봄꽃이 온 강산에 피게 하자-판문점에서 서울까지」

55) 김명욱, 박철수. “1970년  통일로 변에 건설된 단독주택지에 관한 연구”. 『 한건축학회』. 
29(4). 2013. pp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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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내용에는 마을안길확장, 소하천개보수, 하수구개수,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메탄가스이용시설, 간이급수시설, 소득구심시설, 새마을나무심기 

등이 있었다. 그 중 표 녹화운동이었던 새마을나무심기 운동은 전국 적

으로 이루어졌는데, 1972년 말을 기준으로 마을뒷산, 마을 안, 직장, 학교, 가

정 등 총 9천5백 16ha에 1천 1백 18만 그루의 나무가 심겼다.56) 

박정희 통령 시절 일어났던 새마을운동과 나무심기 운동 등의 미화운동들

은 사실 박정희의‘집념’57)이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는 농촌 풍경에 한 목

가적 이상을 갖고 있었고, 그 이상적 기준이 유럽의 농촌 풍경에 있었다는 주

장도 있다.58) 

“푸른 뒷동산을 끼고 아담하고 산뜻한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농촌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라 하겠습니다.”59)

1978년 10월 5일 거행된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연설문 중 등장하는 문구

에서도 그의 농촌 풍경에 한 이상향을 엿볼 수 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푸른 풍경에 어우러진 신식의 서양식 주거의 모습에서 유럽 농촌 경관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유럽의 풍요로운 농촌 풍경이 담긴 달력

을 보며 박정희와 우리 농촌의 미래에 관해 논했다는 장녀 박근혜의 인터뷰60) 

또한 박정희가 만들고자 했던 농촌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973년 조성된 유곡리도 역시 새마을운동과 미화운동의 현장이었다. 통일촌 

56) “「새마을」3년 본사 지방취재망이 포착한 종합리포트”, 『경향신문』, (1973년 4월 3일, p. 4.) 

57) 김현옥 내무부장관은 1972년 4월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박 통령의 집념이요 경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덴마크나 이스라엘의 농

촌운동을 모방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의 혼이 뭉클뭉클하는 새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니다....”

58) 배정한(2003)은 해당 논문에서 박정희의 조경관 중 하나로 목가적 이상을 꼽으며, 새마을운동이 목
가적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 박정희의 의지의 소산이며 그 기준이 유럽의 농촌 경관에 있다고 판단하
다. 

59) 배정한. “박정희의 조경관” 『한국조경학회지』.Vol.31(4), 2003. p. 21 

60) “며칠 전 유럽의 풍요로운 농촌 풍경이 담긴 달력을 방에다 걸어놓았다. 그 때 마침 아버지께서 오
셨길래 우리 농촌도 이렇게 잘 살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머지않아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1976년 12월 17일 KBS와 가진 인터뷰 중 안효빈, 『가까이
서 본 박정희 통령』(서울: 휘문출판사, 1977), p. 212, 배정한, 앞 글. p. 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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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시기 전후로 농촌과 도시에서 행해졌던 ‘새마을 나무 심기’, ‘녹화 5

개년계획’,‘국토녹화운동’ 등 미화운동의 일환으로 유곡리에서도 각 가정

마다 조경수심기, 빈터에 잔디심기 등이 행해졌을 때 다. 

“… 마당에도 바둑판마냥 잔디를 심었었어. 요렇게 규격이 있어요. 아주 

예뻤었지. 나무도 한 집에 세 그루씩 꼭 캐다 심어야 해. 군청에서 새마을과

에서 그렇게 했는데.…(비닐)하우스는 처음에는 못 짓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 거의 집집마다 있어요.…” -1세  주민 최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유곡리도 마찬가지로 빈터에는 잔디를, 마당 한켠에는 조경수를 심어야 했

다. 집집마다 심어야 했던 3그루의 조경수와 마당 신 잔디심기는 입주 초기 

이루어졌던 마을 미화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여느 농촌과 달리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마당을 시멘트로 바르거나 농경 활동을 위해 비워두는 형태와는 

달리 마당을 잔디로 채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마당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잔디 깔려져 있었지. 외부에서 

보기에, 이북에서 보기에 좋으라고 했지만 우리한테는 무용지물이지. 벼를 

낫으로 베고 실어다가 마당에서 탈곡하고 했는데, 마당도 못 쓰고 불편하지 

그래. …” -1세  주민 김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우리도 옛날에 죽 잣나무 심고 그랬는데, 제일 잘 심었다고 칭찬 받고 

그랬는데 …부 에서 뭐든지 심으라고 그랬지.…들어오니까 허허벌판이랑 

똑 같았지. 집은 달랑 지어주고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군에다 잔디 심어라, 

나무 한집에 5그루씩 심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각자 캐다 심은 거지. 구해

다 심으라고 하니까 산에서 캐다 심은 거지. 그때는 어디서 돈 주고 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캐다 심은 거지.”-1세  주민 안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유곡리는 북한에서 마을이 바로 보이는 공간이었고, 그 때문에 선전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입주 초기, 마을 미화운동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

졌다. 각각의 가구는 군 와 정부의 지시 아래 마당을 잔디로 유지하고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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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3그루 내지 5그루를 심어야만 했다. 당시 농촌에서는 조경수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조경 용도의 나무를 심기 위해 주민들은 위험한 뒷산도 마다하지 않

고 올라가 어린 나무들을 캐다 마당에 심었다. 나무수종은 거의 잣나무, 밤나

무 등이 많았다. 이를 잘 수행한 가정은 칭찬을 받기도 했다. 외부에서는 보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던 잔디 정원을 정

부와 군 의 감시 탓에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의 공공 공간에서도 나무심기가 이루어졌다. 공공 공간에서는 좀 더 상

징적인 식재가 이루어졌다. 마을회관 앞 공간의 두 그루의 향나무는 입주식을 

기념하며 김현옥 당시 내무부장관의 기념식수로 식재되었다. 그리고 유곡초등

학교에도 집중적으로 나무심기가 이루어졌다. 학교 안 동측으로 군에서 리기

다소나무 군락을 식재하 고 학교 서측에는 마을 주민들이 산에서 캐 온 잣나

무 군락이 식재하 다.

 

2. 정원 변화의 시작과 남겨진 풍경

입주 초기에는 감시가 심해 군 와 정부의 요구 로 잔디를 심고 이를 유지

하 으나, 먹고 살기 힘든 농촌에서의 잔디정원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입주 후 1~2년이 지나고 군의 통제가 약해지자, 마당의 잔디를 

다 캐버리고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 다.

“ … 뭘 심어먹어야 되니까, 잔디 캐버리고 하우스 짓는 사람들에, 마당

으로 쓰고 차 드나들고.…(이제) 집집마다 잔디 없어요.… 맨 처음에는 부

에서 하란 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무산이 돼버리고, 밭

으로 해먹고 그런 거지.…한 2년까지는 잔디 는데, 그 담부터는 이렇게 된

거지.…”-1세  주민 장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얼마 안 있다 없어졌지. 잔디밭. … 농사꾼인데 하나라도 농사에 도움 

돼? 마당에 고추심고 하면 하나씩 뽑아 다 먹고 하니까. 1-2년 있다 (잔디) 캐

내버렸지.… 나라에서 뭐라고 안했지 뭐. ….”-1세  주민 김ㅇㅇ 인터뷰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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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발췌

‘이북에서 보기 좋으라고’만들었다는 잔디정원은 입주 2년 만에 사라지고

‘먹고 살기 위해’ 고추, 감자, 상추, 파 등의 식용작물 위주의 텃밭이 신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다. 유곡리 정원의 변화의 시작은 생계에 한 주민들의 

절박함이었다. 

“그 때는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이제 다 베어버리고 없어.

… 너무 크니까 곡식에 피해가 가니까 다 베어버린거지. 부 에서 뭐든지 

심으라고 그랬지. 얼마 지나고 나니까, 말이 없고 그러니까 다 해먹으려고 베

어버리고 없지.… 한 15년 있다가 잘랐나보다. 너무 커가지고.”

-1세  주민 안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각 가정에서 조경수로 심겼던 잣나무나 밤나무들도 시간이 지나 크게 자라

게 되면서 잘려나갔다. 커진 나무 그늘이 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실용적 논리

에서 다. 반면, 입주 초기에 공공 공간에 심겨졌던 학교의 리기다소나무, 잣

나무, 마을회관 입구의 향나무는 주민들의 실용적 논리에서 자유로웠다. 개인

의 공간에서는 쉽게 사라졌던 초기 식재의 흔적들은 마을의 공공 공간에서 현

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5-1> 입주기념식수였던 향나무 두 

그루

(연구자 촬영 2015.8.12.)

<그림5-2> 학교에 심긴 리기다소나무 

군락

(연구자 촬영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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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현재도 남아있는 초기 식재된 나무들의 흔적

<그림5-3> 학교에 심긴 잣나무 군락

(연구자 촬영 2017.4.4.)

<그림5-4>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입주 

초에 심었던 밤나무

(연구자 촬영 2015.8.10.)



- 82 -

3. 유곡리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풍경

마을의 더딘 변화와 직접 만든 간이울타리

40여년이 지나, 2-30 에 입주했던 주민들은 거의 70 가 넘은 노년층이 되

었다. 하지만, 유곡리 마을의 곳곳은 입주 초기 흔적이 아직 많이 남은 변화가 

더딘 마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어있던 마당을 비닐하우스 등 건물을 세우고, 정원으로 활용하여도 격자

형의 도로와 주택의 모습 등 과거의 모습이 그 로 남아있어 과거를 쉽게 유

추할 수 있는 마을이다. 유곡리가 변화가 그토록 느린 이유는 통일촌이 군사

시설보호법이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

역 탓에 유곡리 주택들은 세월이 지나며 그 형태가 각 가구마다 달라지긴 했

지만 원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증축 정도만 이루어졌다. 그

것도 부속건물에 있던 화장실을 실내로 옮기거나, 땔감을 쓰던 난방방식을 보

일러로 바꾸는 등 현 식으로의 생활 개선을 위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최소한

의 증축이 부분이었다. 

그리고 울타리나 담이 없던 정원에서 옆집과의 경계를 위해 또는 개인적 안

락한 공간 확보를 위해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가 늘었다. 마을 내에는 보통의 

개인주택에서 나타나는 시멘트블록이나 벽돌을 이용한 정식 담장이나 기성 나

무울타리보다는 직접 만든 간이울타리가 부분이었다. 간이울타리의 소재는 

농업자재나 건축자재가 많았다. 비닐하우스의 형태를 잡는 파이프관이나 철망, 

슬레이트지붕 등이 울타리 용으로 활용되었다. 주민들이 거의 농업에 종사

하고 있어 남는 농업자재를 활용하기에 쉽고, 집을 증축하면서 남은 건축자재

도 많았기에 울타리 용으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울타리의 용

도가 도둑이나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는 용도라기보다는 시각적, 심리적 차폐 

정도이기 때문에 튼튼한 울타리는 굳이 필요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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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놓인 비닐하우스

한 집에 평균 한 채가 넘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유곡리의 비닐하우스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다. 부분의 가정의 비닐하우스가 동서 방향으로 

지어졌으며 지의 북쪽 면에 놓여 있다. 이는 북쪽으로 훤히 열려있던 정원

을 비닐하우스를 지음으로써 차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옆집과의 경

계, 멀리는 북쪽의 시선으로부터의 차폐의 의도인 것이다. 이는 입주 때 북향

을 의도하여 만들어진 형태가 현재의 마을의 경관에도 향을 주는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웃의 시선에 민감한 정원들

유곡리 정원은 시각적으로 개방적이다. 입주 초기에 사방으로 열려있던 정

원이 시간이 지나며 각각 차폐하거나 개인의 공간으로 안락함을 추구해왔지

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이 없는 마을이고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마을이다. 울

타리가 있더라도 간이 울타리 정도만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이웃의 정원

에 좀 더 쉽게 관여하고, 이웃의 시각을 더 신경 쓰고 민감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밤나무. 예전에부터 심겨 있던 나무. 바깥으로 처지면 자르라 그러더라

고. 거추장스럽다고. 자르라면 잘라야지. 차 다니기 걸리고 그런다고.”-전입

자 이ㅇㅇ씨 인터뷰 내용 발췌

“소나무 잘랐어요. 반송이 예쁘게 있었어요. 소나무가 여기 두 개 있었

고. 다 잘랐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전입자 이ㅇㅇ씨 인터뷰 

내용 발췌

예를 들면, 정원에 심겨있는 나무인데, 지저분하다든지 바깥으로 조금 넘어

서 자라면 주변 이웃의 간섭을 쉽게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입자의 경우 이

웃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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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완전한 개인의 공간이지만 유곡리 정원은 때로는 개인의 심미적 취

향보다 공공의 규율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나무가 커져서 이웃에 

그늘을 드리운다던지,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던지 하는 공공의 규율에 어긋나

는 정원은 바뀌어야 했다. 

과거 마을의 정원을 간섭했던 통제력은 사라졌지만, 마을 내부에서는 마을 

주민들 간의 통제와 간섭이 새로이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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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일상적 정원으로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1. 토지분란 이후 커진 빈부격차와 이분화된 정원들 

유곡리 전반적으로 마을에 가장 큰 향을 끼친 사건은 1978년 제정된 특별

조치법에 의한 토지분쟁이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지만, 2년 동안 모를 못심었어요. 밑에는 철조

망. 나무뿌리, 흙으로만 덮어논거야. 가구당 밭 3000평, 논 3000평해서 6000

평. 이북말로다가 별보기운동했어요. 리어카를 3 씩 붙여가지고 높은데 파

가지고 낮은 데를 매꾸고. … ”-1세  주민 엄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 83조치법이라고, 정부에서 원 지주한테 등기를 내줬어요. 우리는 여

기 건설할 때는 한손에는 총들고 한 손에는 낫들고, 죽을때도 싸우다가 여기

서 죽어라. 라고 국회의장 김재순이. (그랬는데) …입주민하고 원주민하고 싸

움이 붙은 거야. 60명이 국회의사당을 쫓아갔어요.… (싸우다가 결국) 도지를 

준거야. 200평에 쌀 한가마. 마음 좋은 지주는 300평에 쌀 한가마도 하고.… 

평당 1300원에 산 사람도 있고. 지금도 도지주고 붙여먹고. ” -1세  주민 

엄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입주하여 거친 땅을 손수 일구며 옥토를 만들었다는 마을주민들은 민통선 

내 토지소유자들이 나타나면서, 한 순간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토지 주

인과 1세  주민과의 개인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탓에 

운이 좋으면 저렴하게 토지를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

속적으로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토지분란 사건은 1973년 정부로부터 똑

같은 토지를 동등하게 지급받고 들어온 60세 의 입주가구에게 각기 다른 경

제적 상황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토지분란 이후 달라진 개개별 상황에서 촉

발된 경제적 차이는 마을 내 빈부격차에도 향을 끼치게 되었다. 

“ 정원 없어. 이 동네에. 정원 없어. 다 밭이지.

다 텃밭으로 해먹지. 정원이라는 거 없어.”-1세  주민 장ㅇㅇ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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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정원에서 밖으로 쳐지는 소나무를 자르라고 한 주민들 이야기를 하며) 

…삭막해. 여기 사람들이 고생을 엄청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기까지. 손발 다 

닿도록 한거라.…”-전입가구 주민 이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꽃 분양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하느라 바빠서 분양을 해줘

도 애정을 못 쏟는 것 같아.…” -1세  주민 김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먹을 수 있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닌 ‘정원’을 가꾸는 것에 한 이질감과 

정원은 사치라는 인식이 1세  주민들에게 팽배했다. 그리고 오래 이어진 고

생에 여전히 마음의 여유가 없는 1세 들도 있었다. 외부에서 전입한 가구의 

눈에는 ‘삭막해’보이기까지 한 1세 들은 텃밭은 가꾸지만, 그것을 ‘정

원’이라고 절  생각하지 않았다. 

빈부격차의 정도가 완상 정원을 가꾸는 것에 절 적인 요소라고 할 수 는 

없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것을 키울 수 있는 삶의 여

유와 정원에 한 인식에 어느 정도는 향을 주는 듯 보 다. 

<그림5-6> 주민들에게 꽃분양도 한다는 

1세대 주민. 정원번호 19번. 

토지소유율이 높은 가구 중 

하나이다.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5-7> 정원의 대부분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1세대 주민. 

정원번호 48번. 

토지소유율이 낮은 가구 중 

하나이다.

(연구자 촬영 20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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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원이 아닌 정원에 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주민들과는 달리 유곡리 

생활이 안정화되고 정원을 생산의 목적 외에도 완상을 위해 꾸미는 가구도 생

겨났다. 정원 36번을 가꾼 이ㅇㅇ씨는 그 표적인 예로 올해 72세인 초기전

입세 로 은퇴 후 감자밭이었던 텃밭을 완상을 위한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했

다.

“은퇴하고 정원 만들기 시작했어. 한 10년 됐나.

은퇴하구서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감자밭이었어. ”-전입가구 주민 이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감자밭이었던 정원은 은퇴 후 10년 정도 시간을 꾸준히 들여 바꾸어 나갔

다. 봄에는 입구의 풍성한 꽃잔디, 입주 당시 심었었다는 수관이 넓은 아름드

리 라일락, 여름이면 인동 꽃이 짙은 향을 피우는 인동덩굴 입구까지 모두 손

수 가꾸었다. 정원의 경계는 모두 화산석으로 근처 화산석이 나오는 곳에서 

리어카로 수십번 왔다 갔다 하며 옮겨 만들었다. 석부작이 취미인 이 씨는 매

일 정원 테이블에 앉아 석부작을 직접 만든다. 희끄무레한 돌들은 일일이 먹

을 먹여가며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개월동안 만든다. 정원의 석등과 돌을 

깎아 만든 작품들도 직접 이 씨가 취미로 만든 것이다. 완상을 위한 정원을 

<그림5-8> 바뀐 정원번호36번 정원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5-9> 석부작을 만드는 

정원번호36번 주인 이ㅇㅇ씨 

모습

(연구자 촬영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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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며 즐거움을 느낀다는 이 씨는 정원 덕분에 은퇴 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린 거북이도 한 마리 있잖아.(주목나무를 가리키며) 원래 새(모양) 를 

했었는데, 부러져서 거북이 모양으로 했지. 여긴 새 모양으로 (잘랐지). 애아

빠가. …꼬리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꺾어졌네. 이렇게 다시 잘라줘야지.”-1세

 주민 김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정원 34번의 주인인 1세  주민 김ㅇㅇ씨는 정원에 있는 주목나무를 완상의 

목적으로 키우며 해마다 잘라주곤 한다. 김 씨는 그 모양을 새 또는 거북이 

모양으로 만드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원을 즐기고 있었다. 정원 4번의 주

인인 1세  주민 안ㅇㅇ씨도 완상 정원을 가꾸는 주민 중 한 명이다. 안 씨는  

넓은 면적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는데, 정원의 외곽에는 주목나무로 생울타리

도 만들었다. 안 씨는 주목 생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 년에 4번씩 시기에 

맞춰 잘라주며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안 씨의 정원에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속하는 유곡리에서는 월동하기 힘든 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심겨있

었다. 안 씨는 귤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월동을 위해 겨울이 오기 전 땅에서 캐

내어 실내로 옮겨 겨울을 지낸다.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면 다시 나무를 정원

<그림5-10> 새모양으로 잘랐다는 

주목나무. 

정원번호34번

(연구자 촬영 2017.4.4.)

<그림5-11> 정원을 가꾸고 있는 

정원번호4번의 주인

(연구자 촬영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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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어 키우는 것이다. 

<그림5-12> 겨울동안 실내로 옮기는 

정원번호4번의 무화과나무

(연구자 촬영 2015.8.11.)

<그림5-13> 겨울동안 실내로 옮기는 

정원 4번의 귤나무

(연구자 촬영 2015.8.11.)

이처럼 유곡리에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그것을 감상하는 가구도 여럿  

있었다. 

토지 소유정도와 정원을 가꾸는 취향에 한 뚜렷한 상관관계는 수치적으로

는 알 수 없었지만, 유곡리 내에서 토지분란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생산이 아닌 완상을 위한 정원을 사치로 보는 시각과 정원을 가꾸는 것을 삶

의 즐거움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 다. 

2. 전원생활을 위한 전입가구의 정원의 등장

2000년 에 이르러 외부에서 전입해 온 가구들이 늘어나며, 1세  주민들보

다 상 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입가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완상적 정원을 가

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거기로(서울로) 교회를 나가요. 주말에는.

거기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겨울에는 거기 거의 있고.

여기는 한 1년만 쉬었다가려고 왔다가. 어떻게 맘에 들어가지고.

…이 전에 살기 전에 자주 놀러왔지. 집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집이 비

어있으니까 내가 마침 일을 하다 그만둘 나이가 돼서,…”

-전입가구 이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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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4> 전입가구의 정원인 

정원번호23번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5-15> 새로 심은 아로니아 나무와 

다래나무 그늘 쉼터

(연구자 촬영 2017.5.4.)

정원번호 23번의 주인인 이ㅇㅇ씨는 전 주인이었던 형제분이 작고한 뒤 2년 

전부터 들어와서 살게 된 전입가구 주민이다. 이 씨는 은퇴시기쯤 쉬어갈 겸 

해서 들어온 유곡리에 벌써 두해 째 살고 있다. 이 씨에게 유곡리는 치열한 

도시의 삶을 벗어난 느긋한 전원생활의 공간이다. 

“(정원) 나는 그런 거에 관심없어. 관심은 없는데, 뭐 심어서 나누어 먹

으면 재밌잖아. 그걸 해가지고 서울까지 갖고나가. 했다고. 여름 되면 갖고 

나가는 재미. 다 나눠주고 하는거지. 파는 건 없고. 팔만큼은 안되고 여럿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먹을 만큼. 작년에는 초보니까 아무거나 심었는

데, 올해는 가짓수를 늘렸지. ”-전입가구 이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살아 정원을 유곡리에 와서 처음 경험해본다는 이 씨

는 오빠의 정원에 텃밭을 일구고 오빠가 심어놓은 상록수들 신 유실수 아로

니아를 지에 둘러 심었다. 이제 정원일 을 배워가고 있다는 이씨는 ‘정

원’ 자체에 한 관심보다는 정원을 통해 무언가 나누는 기쁨에 정원을 가꾼

다고 한다. .  

정원번호 8번의 주인도 전입가구 주민이다. 2년 전에 서울에서 전입한 양ㅇ

ㅇ씨는 서울 구로구 쪽에 살다가 집이 재개발되며 그 보상금으로 유곡리에 집

을 사서 입주한 케이스이다. 양 씨가 유곡리에 들어오기까지는 마을 주민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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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오빠인 이ㅇㅇ씨의 도움이 컸다. 유곡리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이ㅇㅇ의 

조언을 구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정원일은 해 본 적 없는 양씨는 씨를 뿌리

는 것, 비료의 종류 등 농작물을 가꾸는 법에 해 이웃들에게 도움을 얻어가

며 정원을 일구고 있다. 매해 집 주변에 예쁜 1년 초 씨앗들을 뿌려 꽃을 보

고 있다며 설레어하는 양씨는 농촌에서 흔한 꽃도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고 이야기한다.

 

<그림5-16> 전입가구의 정원인 

정원8번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5-17> 새로 일구고 있는 텃밭정원

(연구자 촬영 2017.4.4.)

이렇듯 새롭게 전입해 온 주민들은 1세  주민들보다 정원을 가꾸거나 즐기

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전입시기와 목적이 1세 들과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곡리 땅은 원래 1세 로만 이루어진 민북마을이었으나, 매매가 가능

해지고 남북관계가 유연화 되며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던 2000년  이후 전입

가구들이 늘었다. 전입가구들은 부분 도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곡

리를 구입하여 노년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입주하 다. 1973년 당시 입주

하여 먹고 살기에 바빴고 여전히 생계 목적으로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는 1

세  주민들의 삶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곡리는 본래 김화군 초북면의 지역으로서 느릅슬 또는 유곡이라 하

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봉정을 병합하여 유곡이라 하여 근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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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입되었음. 6·25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던 땅이 1954년 10월 수복되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에 의거 철원군 김화읍에 행정 편입되었으며, 

1972년 지뢰 하나하나를 찾아 제거하고 삽과 호미로 농경지를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다가 1973년 7월 30일 민통선 북방 통일촌 

건립계획에 따라 60세 의 주민들이 입주정착 하 음. 가구당 농경지 6,300

여 평을 경작하면서 현재 유곡리의 기반이 형성되기까지 입주민들의 피눈물

과 땀이 배어 있는 정신을 원히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또한 유곡리 마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에 글을 새겨 두는 바입니다. 

2002년 10월 글쓴이 조ㅇㅇ

이 글은 유곡리 입구에 세워진 유곡리 기념비에 새겨진 2002년 당시 이장이

었던 조 씨의 글이다.‘지뢰 하나하나를 찾아 제거하고 삽과 호미로 … 삶의 

터전을 일구어…입주민들의 피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정신…’등 글귀만으로

도 유곡리 1세 들의 힘들었던 과거와 터전에 한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입주한 전입가구들과 1세 들의 유곡리에 

한 정서나 땅에 한 애착심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는 목이기

도 하다. 이러한 정서와 애착심, 생계에 한 고단함의 차이가 1세 와 전입가

구간의 정원의 차이를 낳았다.

3. 주민들의 변화 드러내는 매개체로서의 정원 

정원은 문화가 만들어낸 작품이며 정원의 본질적 가치는 정원사에게 있다.  

그래서 정원은 정원과 정원사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적인 인공물로 사

용될 수 있다(Lewis 1993)는 루이스의 말처럼 정원은 유곡리에서도 정원사, 즉 

주민들의 변화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작동하 다. 

하나의 사례로 정원번호 23번을 들 수 있다. 23번 정원은 전입가구 이ㅇㅇ

씨가 전 주인인 오빠의 정원을 본인의 정원으로 리모델링한 케이스이다. 서예

를 하던 원 주인은 호 ‘한죽’을 따서 한죽쉼터 라는 비석이 세우고 잔디밭

과 다래나무 넝쿨, 반송, 주목 등 나무 위주의 식재를 하여 정원을 조성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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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 주인인 이 씨로 주인이 바뀐 후 이 씨는 기존 흙길을 시멘트로 포장하

고 잔디를 다 캐내었다. 그리고 너른 잔디밭은 콩, 감자 밭으로 바뀌었고 돌 

틈에 식재되었던 회양목, 산홍 반송 등의 조경수는 아로니아 등의 유실수로 

전부 교체되었다. 같은 조건의 환경이었지만, 주인의 성향에 따라 정원의 모습

은 2년 만에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림5-18> 정원 23번의 2015년 모습

(연구자 촬영 2015.8.11.)

<그림5-19> 주인이 바뀐 후 정원 

23번의 2017년 모습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리고 올해 67세이자 1세  주민인 김ㅇㅇ씨는 마당에 정원을 만든 지 20

년이 넘었다.(정원번호 34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흙장난도 하고 자연학습 겸 꽃도 매년 같이 심었다고 한다. 주로 맨드라미, 한

련화, 코스모스, 그리고 손톱에 물들이려고 봉숭아를 심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해 나가자 꽃 관리가 힘들고 귀찮아 나무만 키우게 됐다. 지금은 

소나무와 주목 등 침엽수를 주로 가꾼다. 김 씨의 사례에서 정원은 주인의 생

애주기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정원2

번의 주인인 1세  주민인 신ㅇㅇ씨의 정원을 들 수 있다. 신 씨는 최근 오래 

키우던 목련을 잘라버렸다.

“목련 나무 있었는데 잘라버렸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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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해서.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사람이 없지. 이파리가 떨어지

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올해 잘라버렸어.… 꽃도 예뻤는데, 

지금은 귀찮아서 잘라버렸어.”-1세  주민 신ㅇㅇ씨 인터뷰 녹취 발췌

신 씨는 나이가 들며 정원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완상적으로 즐겼던 나

무를 잘라버린 것이다. 신 씨의 정원의 큰 나무들은 잘리고, 장독  옆 포도나

무 시 도 관리가 안 되어 곤란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정원의 관리의 어려움

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름답던 정원도 주인의 안위 문제로 쉽게 방치될 수 있

고, 황폐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다.

정원은 그것을 같은 주인이 가꾸더라도 주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그 모습

이 변화되었다. 주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정원도 나이가 들기도 하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방치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정원은 주인의 변화와 삶을 그

로 반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4. 안전한 공간이자 자급자족을 위한 최후의 공간

유곡리는 바로 뒤에 산이 위치해 있지만, 지뢰 때문에 자유롭게 갈 수 없어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공간이었다.

<그림5-20> 상록교목만 남은 정원 

34번의 현재 모습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5-21> 나이가 들며 정원관리가 

힘들어 나무를 베어버린 

정원2번

(연구자 촬영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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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은 못가. 아직도 지뢰가 있지. 군인이 지켜.” -1세  주민 신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할머니가 69살일 때, 미역국 끓여주려고 산을 넘다 지뢰를 밟고 돌아가

셨어요.”-1세  주민 엄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정원의 소나무) 뒷산에서 캐다 심었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린 여기 사니까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안 위험한데로 간거지.

… 송편쪄먹을 때 산에 안가고 여기서 따지.”-1세  주민 김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여전히 지뢰가 있다는 뒷산은 과거 마을 사람 몇몇도 뒷산을 지나다 지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그 위험 속에서도 몇몇 주민들은 나무를 캐기 

위해 뒷산에 가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경험적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5-22>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의 무성한 

잡초 

(연구자 촬영 2015.7.23.)

“다른 건 불편한 건 없고, … 차가 없으면 꼼짝 못해.”

  -전입가구 이ㅇㅇ 인터뷰 녹취 발췌

그리고 유곡리는 하루에 버스가 5번 밖에 운행되지 않고 마을 내에 상점 등

도 없기에 차가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차가 있어도 민통선 내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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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허용시간61)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행도 자유롭지 않다.

이렇듯 유곡리라는 마을은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조금만 물러나서 

보면, 굉장히 비일상적이고 고립된 마을이다. 마을의 북쪽으로는 1km 도 안되

는 곳에 철책선이 쳐져있고, 마을의 남쪽으로는 지뢰가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통선 바깥으로의 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주

민들은 극도의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을주민들은 오히려 마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

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남방송과 고립된 생활에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군인들이 지켜주는 마을이기에 마을 내에는 도둑도 범죄도 없어 높은 

담장도 필요 없는 안전한 마을이라고 답하는 주민들도 꽤 많았다. 

마을 내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공공 공간이던 학교도 이제 외

부인이 들어오는 캠핑장이 되었고, 뒷산은 위험한 공간이기에 마을 주민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은 마을회관과 정자, 집 정도이다. 그 중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인 정원은 주민들이 식물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며 각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땅이다. 유곡리에서의 정원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

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계를 위해 잔디를 없애고 식용작물들을 심기 시작했던 유곡리의 정원은 

토지내란을 겪고 전입가구가 많이 들어오는 등 사회적 변화를 겪었지만, 정원

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이지만 유곡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

민들의 토지소유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생산을 위한 정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처음 입주 당시 지급받았던 6600평의 논밭을 유지하는 가정도 있

지만, 토지내란을 겪거나 개인적인 이유들로 논밭을 처분한 가정도 있었다. 이 

경우 논밭을 처분하여도 주택 주변 정원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아서 사용

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거동이 불

61) 달 별로 바뀌며 략적으로 오전 4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 정도까지가 출입허용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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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져 논농사가 힘들어 점차 농사를 줄여가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 경우에

도 논농사는 소작농을 주더라도 집 앞에 딸린 정원은 텃밭으로 유지하 는데, 

먼 거리 이동이 어려워져도 손이 닿는 곳에서 작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택 주변으로 만든 텃밭정원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급자족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그림5-23> 텃밭정원으로만 정원을 

활용한 가구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5-24> 작은 자투리 공간에도 

식용식물을 심은 모습

(연구자 촬영 2015.8.11.)

<그림5-25>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의 

텃밭정원. 정원번호 20번

(연구자 촬영 2017.5.4.)

<그림5-26> 마을 최고령 가구의 

텃밭정원. 정원번호 48번. 

(연구자 촬영 201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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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유곡리 통일촌은 박정희 통령 시절 남북체제 선전 및 유휴농지 개발을 위

해 만들어진 마을로, 정원과 마을의 외형은 박정희 시 의 녹화 미화운동의 

일환인 새마을운동, 새마을 나무심기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15평 신식 주택을 만들고 빈터에는 잔디심기와 조경수 심기를 

통해 마을 미화작업을 행하 고 외형적으로 이를 통제하며 잔디정원을 유지시

켰다. 하지만, 정부와 군의 통제가 약해지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정원의 변화

를 시작하 다. 그 변화의 시작은 생계와 실용적 논리 다. 먹고 살기 힘들었

던 70년  농촌 상황에서 식용할 수 없는 잔디는 단지 공간의 낭비 고, 주민

들은 2년 만에 잔디를 텃밭화 하기 시작했다. 생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닐

하우스를 만들기 시작하며 마을의 풍경은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다. 

마을에 가장 큰 변화를 나았던 사건인 토지분란 이후 마을 주민들의 빈부격

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정원에 한 인식과 활용의 차이에 향을 끼친다. 시

간이 흐르며 점차 안정화된 가정에서는 취미로 정원을 가꾸기도 하 지만, 여

전히 여유가 없었던 가정에서는 실용적 정원을 주로 가꾸게 되었다. 이는 시

간이 흐르고 주민들이 노년 화되며 더욱 심화되었고, 2000년 이후 외부에서 

전입가구들이 들어오며 1세 와는 또 다른 전원형 정원을 가꾸게 되었다.

유곡리 정원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 갔지만, 

초기에 제공된 정원과 제약은 현재 정원의 형태 및 풍경에도 향을 끼치고 

있었다. 군사지역으로 인한 제한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울타리나 최소

한의 증축 등의 마을의 최소한의 외형적 변화만을 가져왔고 북쪽을 향해 같은 

형태로 놓아진 지 내 주택의 입지는 북쪽을 가리는 비닐하우스의 활용으로 

마을 내 각 가정의 비슷한 경관 형성에 향을 끼쳤다. 개방적인 마을의 형태

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러한 개방성에 의해 마을 정원들은 주민간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정원에 관리까지 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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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리 마을의 정치적 배경이 주거와 딸린 정원이라는 정원 인프라를 만들

었고 이는 사회적 사건들과 개인적 계기들을 통해 현재의 일상정원으로 발현

되고 여러 형태로 분화되었다. 

<그림5-27> 유곡리 정원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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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는 1973년 철원군 유곡리에 만들어진 통일촌 마을의 정원의 변천을 

통해 유곡리 주민들의 삶과 정원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유곡리 통일촌의 형성배경과 조성과정에 해 알아보았고 변화

과정에 해 조사하 다. 통일촌은 박정희 통령 시절 남북체제 경쟁 시기에 

만들어진 민북마을 중 하나로, 유휴농지를 개간하고 북선전을 위해 만들어

졌다. 유곡리는 북한 오송산에서 바로 보이는 입지 때문에 선전용으로써의 특

징이 두드러진다. 마을의 60가구가 모두 북향으로 만들어졌고 비어있는 지 

공간에 잔디를 심고 조경수 3-5그루를 심고 유지하라는 등 외관에 한 통제

를 받았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변한 마을에 해 인구-사회적 변화, 물리적 

변화, 정원의 변화 측면으로 변화과정을 조사하 다.  

첫 번째 인구-사회적 변화로는 73년 당시 20-30 의 나이로 입주한 1세 들

이 노령화되었고 2세 들이 한창 초등학교를 다니던 80년 를 기점으로 인구

수는 줄어들게 된다. 성장한 2세 들의 분가, 토지분쟁, 매매가 가능해지고 남

북관계가 좋아지며 부동산값의 상승하 고 이로 인해 인구수는 빠르게 감소하

게 되었다. 

두 번째 물리적 변화이다. 먼저 줄어든 외부공간을 꼽을 수 있다. 주택의 확

장, 부속건물의 확장 및 신설, 비닐하우스의 조성 등으로 전체 외부공간의 크

기가 조성 당시보다 절반가량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축물도 증축, 신축되

는 등 면적 비 1.62배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공유경관 변화도 관찰되었다. 

주민들의 연령 가 높아지며 학교는 폐교되고 방치되다가 최근 캠핑장으로 활

용되고 있고, 마을 입구의 놀이터는 면적이 줄어들고 실외 운동기구가 배치되

었다. 그리고 마을회관의 용도가 많아지며 확장되었고, 회관 앞 정자도 신설되

었다.

세 번째 정원의 변화이다. 정원은 초기에 잔디와 조경수 3그루만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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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제한적인 모습에서 현재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물 생산을 

위해 텃밭화가 되는 반면 완상식물의 식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치된 정원

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고 조적으로 새로 조성된 정원들도 생겨났다. 그리

고 정원의 울타리 및 경계도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원의 물리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분석의 틀을 만들어 조사하

다. 그 결과 정원의 유형은 지와 도로의 관계, 건물의 형성 모습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형태에 따라 전면형 3타입, 내부형 3타입, 

후정형으로 총 7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타입으로 변화한 

정원은 그 유형에 따라 식재 특성이나 기능에 향을 주었다. 상 적으로 좁

은 공간의 정원인 전면 경계형과 내부 가장자리형에서 완상적 식물이 많이 심

겼으며, 실용적 식물은 상 적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했다. 식재된 식물은 

유실수 등이 많았으며, 경계부와 가장자리와 같은 자투리 공간에는 완상형 초

화들이 많이 심겨졌다. 그리고 정원의 기능을 조사한 결과 완상적 공간에 커

뮤니티 기능과 개성 표출의 기능이 함께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용적 용도의 텃밭보다 완상을 목적으로 한 정원에 감상을 위한 쉼터가 마련

이 되고 이 쉼터는 다시 이웃과의 화의 장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완상적 기능이 심화되었을 때 개인의 개성을 표출을 위한 정원꾸

미기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정원의 물리적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유곡리 일상 정원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생산을 위한 텃밭정원이다. 텃밭정원은 유곡리에서 정원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공간이기도 했다. 최초의 정원은 식량생산을 위해 만들

어졌으며, 그런 의미로 최초의 정원은 채소밭이라고 말한 질 클레망(2012)의 

말처럼 정원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정원의 오래된 기능임에는 틀림없다. 같은 맥락에서 정원의 잔디를 

모두 제거하고 작물을 심기 시작했던 주민들의 행위는 유곡리 정원에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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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걸음이자 유곡리 주민들이 만든 첫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유곡리 정원

이 바라만 보는 수동적인 만들어진 풍경에서 주민들이 생계라는 목적을 갖고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능동적인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취미 계발 및 완상을 위한 정원이다. 일부 주민들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일부러 남부수종을 심는 등 부지런하게 

정원활동을 하는 모습도 보 다. 물론, 정원 전체를 완상의 공간으로 활용한 

적극적 완상을 위한 정원도 일부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텃밭정원을 가꾸면서

도 그 안에서 완상을 위한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텃밭정원을 배치할 때 크

기를 고려하여 배치한다던지, 텃밭정원의 경계에는 일년생 초화를 심어 화사

하게 가꾸기는 모습도 보 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원생활을 위한 전입가구의 정원을 들 수 있다. 전입가

구의 정원은 그 형태와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단 전입한 가구는 전입한 

목적부터 1세 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그들은 좀 더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추

구한다. 정원에 쓰이는 울타리나 소재 등 유곡리 1세 들의 정원과는 차이를 

보 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더라도 생계를 위함이 아닌 이웃과 나누거나 경험

을 위해 가꾸는 등 1세 와는 차이를 보인다. 

유곡리 정원의 그 시작은 정치적 의도와 통제에 의한 잔디로 만들어진 풍경

에 불과하 으나 지금의 결과물은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변화한 능동

적인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로, 정원이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변하 지만 그 일상 속에서 여전히 

제약과 제한에 의한 향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한지역인 탓에 쉽

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간이 울타리와 주택의 최소한의 증축, 그리고 

북쪽을 가릴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지의 북쪽 면에 놓인 비닐하우스는 

정원의 제약에 한 향을 현재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경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원 탓에 서로의 정원을 인식하고 신경쓴다는 점

이다. 이는 이웃 간에 정원의 형태나 수종 그리고 관리에 해 상호작용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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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쳤다.

40년이 지난 지금, 정원은 누군가에게는 가드닝을 위한 취미의 현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텃밭과 비닐하우스로 무장한 생산의 장소가 되었지만 유곡리 정

원은 그 주민의 변화를 그 로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모두 작용하 다. 그리고 

고립된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기 방식 로 공간을 꾸며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자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자 최후의 보루 같은 공간이었

다. 그리고 필자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유곡리 통일촌에서 정원이라는 공간

이 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곡리가 특수한 환경이었기는 하지만, 유곡리의 사례를 통해 정원이라는 

공간이 취미, 생산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자 하 다. 본 연구가 

상위계급이 소유한 고급 정원이 아닌 민중들의 일상 정원에 관심을 갖고 의미

를 찾았던 것은 민중들의 삶에 한 관심이자 일상적 가치 추구에 의의가 있

다. 더 나아가 정원이라는 공간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파

트’라는 규격화된 거주 환경으로 귀결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거주 환

경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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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Political Landscape to Ordinary Garden 

: Gardens in You-gok ri Tongilchon 

Seong-ah C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arden is the cultural outcome of human. As a cultural and social space, 

it becomes a place of expression that reveals the way of life or ideals of 

the owner or gardener. The garden was used as a tool to convey the 

political message of the ruling class because it acted as a good media in 

which the vision of the owners was projected historically. As society becomes 

modern, on the other hand, it is not a special space created by elite class 

but the garden as a space of life where ordinary people live that is getting 

attention. In particular, the garden in the residential area is a space for 

everyday life and  also a place to hold the lives and values of ordinary 

people. People who study vernacular garden regard these ordinary and 

micro-formed garden as the outcome of diverse and creative lives.

 Cheolwon-gun Yougok-ri,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one of the two 

"Tongilchon" in Korea. Tongilchon is a village built inside the Civilian Control 

Line in 1973 for President Park Chung Hee's policy on North Korea for 

showing off. The villagers were provided with fields for rice and crops, 

houses, agricultural equipments and other things they need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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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nce their houses were built, villagers were obliged to lay down 

the empty land in grass and maintain it. As the village has been formed for 

over 40 years, the control at the time of its beginning has disappeared, and 

the empty space in which lawns have been planted has been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I regarded this space as a first collective 'garden' that was 

provided to the village built for special purposes under the regime of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in the 1970s, and paid attention to its various 

aspects that are currently being utilized. The changing Yougok-ri garden has 

not attracted attention in the field of garden, despit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study examines Yougok-ri garden created as a political propaganda 

tool and looks into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garden that was created for 

political purpose but changed into the space of everyday life of the present 

villagers. I will also record how this garden has worked in the lives of the 

people over the past 40 years and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ardener 

and garden. 

 Research methods are theoretical review, field researc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n theoretical review, I looked at the historical garden that 

acted politically and examined the ordinary garden that the people made 

themselves.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field research, I have wrote 

down the social and physical changes since the formation of the Yougok-ri 

Village. In addition, interviews with residents were carried out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rden and the resident, and also micro-mapping 

and analysis of 49 gardens were conducted except for 11 houses where 

nobody lives in.

 As a result of analysis of gardens, they could be classified into seven 

types of forms belonging to the front type, inner type, and backyard type 

according to the form. The long and narrow shaped garden utilizing odds and 

ends of yardage was the most common. The shape of the garden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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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the type of plant. And I found the gardens were used as space 

for the appreciation, produc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a medium for 

self-expression of residents.

 The significance of the Yougok-ri garden can be summarized in two 

issues. 

 First, it is a garden as a political landscape. The grassy garden, which 

was created as a part of the greening beautification movement in the 1970s 

and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exhibiting to North Korea, was merely a 

landscape, not a garden. In the end, it turned into everyday gardens for the 

practical logic of the residents, but even today, the constraints of the garden 

still affect the shape of the garden and landscape of the village.

 Second, it means an everyday garden. The everyday gardens of Yougok-ri 

could be divided into the garden for food, the garden for hobbies, and the 

garden of newcomers who move from outside.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forms of the gardens were differentiated and emerged from the 

socio-personal events. Eventually the meaning of the garden as the last 

space for safety and self-sufficiency could be interpreted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pay attention to lives of ordinary people and to pursue 

of everyday value in finding the meaning of the daily gardens of the 

ordinary people which are not high class owned by the upper class. 

Furthermore, the fact that garden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quality of 

people's life and helping them lead a healthy life in their daily lives makes 

us think a reality of our residential environment. A garden could help us 

who live in a standardized living environment called 'apartment'.

❚Keywords : everyday garden, vernacular garden, political landscape, political 

propaganda, propaganda tool, DMZ village

❚Student Number :  2015-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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