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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고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촌락 보존에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중요시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옛 건축물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찬지하촌이 베이징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촌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시에서 대규모적인 고촌락재건사업을 하는 동안 자금 부족의
이유로 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숙한 보존 및 보호 방법으로
고촌락과 같은 고유문화의 색채가 진한 특수한 공간을 다루게 되면
오히려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찬지하촌은 집안의 가구나 마을
시설 등 물리적인 요소들은 고유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옛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의례들까지도 잘 보존 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이 촌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중국 베이징의 고촌락이 어떠한 특징이 갖는지,
찬지하촌이 갖는 다른 촌락과의 차이를 연구하여, 향후 보존 및 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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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료를 남기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화경관을

문헌연구와

조사하고

여러

참여관찰법을
사람들의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찬지하촌의

분석하고

해석하는

참여관찰법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대상지를 찬지하촌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 베이징 고촌락이 어떠한 물리적 경관 요소를 지니는지, 문화경관
현황은 어떤지, 촌락의 발전 역사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참여관찰하는 방법으로 촌민들이 문화경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찬지하촌의 문화경관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마을 사람들이 찬지하촌의 경관요소에 대해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책에서

기술했던

참여관찰법이라는

영역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산과 물, 들, 마을, 집으로 경관요소를
분류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촌민 개개인이 가진
의미를 찾았다. 또한, 본 연구는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경관인
베이징 사합원이 찬지하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촌민들이 집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베이징시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을

조사

및

해석함으로써, 찬지하촌의 문화경관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문화경관이

사라지기

전에

문서로

기록하고

마을이

어떻게

이런

문화경관을 가지고 발전해왔는지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에
훼손된 마을에 대한 복원과 보호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설계할 때 문화경관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문화경관, 찬지하촌, 참여관찰법, 풍수, 주거공간
학

번 : 2018-2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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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전통문화경관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문화요소에 대한 연구와 보
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촌락과 같은 문화유산은 복합적인 문
화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공간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정체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경관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우식
(2001)은 "역사문화보전의 필요성은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교육적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 보호의 측면, 둘째 도시경관의 미적
시간적 다양성 확보의 측면, 셋째 건물이 가진 잠재가치를 통한 경제성
의 측면, 넷째 집단의 독자성을 표현한 건물이나 기념비의 상징성의 측
면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①

전통마을은 역사문화 전승 등의 기

능을 할 뿐만 아니라 농업 현대화 추진, 생태문명 건설, 농촌관광 추진
등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 도시인의 농촌행, 도시인을 통한 촌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 수준을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잔진촨(詹
秦川), 류천천(刘晨宸)(2019)은 "고촌락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고 지역문
화가 함축 된 공간이다. 고촌락은 독특한 문화경관을 지니고 있어서 오
늘날 관광지로 많이 개발 되고 있고 관광지화 되는 과정에서 고유문화가
파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②

이처럼 고촌락은 도시

화 과정에서 매우 취약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부적절한 개발 과정에서
외래문화 요소가 하나 둘씩 추가 되면서 고촌락의 문화경관이 회손 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고촌락에 대한 보존 및 보호 과정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 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보다 훌륭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①

한우식. 2001. 역사문화경관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역사경관보전제
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P10. 오덕성. 역
사적보전과 노후 건축물의 적응적 재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7. p5-6내용 정리.
②
잔진촨(詹秦川), 유진진(刘晨宸). 2019. 基于地域文化的古村落景观研究. 美与时
代(城市版)期刊. 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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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회손 될 우려가 높은 고촌락을 대상으로
연구를 통하여 그 곳에 문화경관을 기술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해
석하는 다양한 연구자료를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 된다.
찬지하촌을 문화경관 대상지로 선정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찬
지하촌이 베이징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수도이자 가장 발달한 도시인만
큼 베이징에는 타 도시에 비해 남아 있는 역사적인 문화경관 건축물이
많이 없다. 그 많지 않은 고촌락 속에서 찬지하촌은 보전이 가장 완전한
마을로서 참여관찰에 가능성을 제공한다. 문화경관의 완전성이 높다면
현지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베이징시에 속한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것은 내 고향
인 베이징 고촌락의 문화경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찬지하촌의 문
화경관은 중국의 각 지역내 문화경관이 유사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래서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베이징 지역의 문화경관 특징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셋째, 베이징 사합원은 베이징의 유명한 문화경관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참여관찰과 참여 인터뷰를 통해 찬지하촌의 촌민들이 사합
원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사합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찬지하촌은 베이징 전체 사합원 건축 중 많은 양의
사합원을 마을 내에서 잘 보전해왔으며, 양이 많은 만큼 관찰할 수 있는
사합원도 많다. 이러한 건축물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아 마을의 사합원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것은 베이징 사합원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다른 마을에는 없는 매력적인 문화경관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에 많은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지하촌이 관광지로서 그 인기가 가
장 많은데, 이는 찬지하촌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경관 덕분이다. 참여관
찰과 참여 인터뷰를 통해 찬지하촌 문화경관의 독특한 매력이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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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찬지하촌의 후속 보전과 차후 훼손시 복구자료로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마을로서 찬지하촌이 관광지
로 발전한 이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찬지하
촌의 후속 보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관광지로 활용되는 동안 문화경관이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동시에, 훼손시 본 논문을 참고하여 마을의 문
화경관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여섯째, 찬지하촌이 베이징에서 유명한 고촌락으로서 중국 학자들의
시선을 끌어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한 논문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
재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찬지하촌의 개발 가치와 개발 이후 보전 방법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참여관찰과 마을 사람 참여 인
터뷰를 통한 문화경관의 의미를 연구하는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 논문뿐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도 관광지 소개의 목적으로 찬지하촌을 간단히 소
개할 뿐, 자세하게 문화경관만 집중하는 자료는 거의 없다. 관광객들도
찬지하촌이 베이징 고촌락으로 유명하다는 사실과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찬지하촌을 구체적으로 알아보
려는 아마추어는 꽤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찬치하촌의 문화경관에 초점을 두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찬지
하촌의 문화경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을 사람들이 이 문화경관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찬지하촌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과 학자에게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 두고 있다.
첫째, 중국 베이징 고촌락인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을 기록하고 분석하
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찬지하촌의 공간 특성을 해석하려고 한다.
둘째, 찬지하촌을 예로 베이징의 고촌락의 구조와 문화경관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베이징 고촌락의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 돕는 연구자료를
남기려고 한다.
셋째, 찬지하촌의 입지와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풍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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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여 향후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고촌락들에 대한 보존 및 보
호에 기어 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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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문헌 연구
2.1 문화경관
경관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경색, 경물" 이다. 독일의 인문
지리학자인 오토 슐뤼터(Otto Schlüter)는 "경관은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
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지역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경관에 대한 이
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의 지형, 산수, 토양 특징, 식물 그리고 이 환경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 자연
경관이라고 한다.
경관은 생명활동에 의지하여 원래의 지형에서부터 생장하고 연역해냄
으로써 2가지 방향으로 진화발전한다. 하나는 생명활동이 모든 유기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활동이 유기체와 무기환경
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전체 경관은 생명활동을 통해 하
나가 된다. 문화경관이 생활경관에 의탁하여 자연경관으로부터 생장하고
연속되어 나올 때 그 체계적인 의미의 핵심은 생활활동에 있다. 문화경
관은 서로 다른 문화현상으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이는 생활활동을 핵심
으로 하는 내적구조를 가진다. 즉, 경관이 형성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는 생명활동이다.
그러나 문화경관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행위로 형성된다. 한숙영(2015)
은 "문화경관의 유형은 인간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명확하게 규
정된 경관(a clearly defined

landscape)’, 인간과 자연환경이 서로 ‘유

기적으로 진화되어 온 경관(an 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자연경관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종교적, 예술적, 문화적
의미가
③

함께

공존하는

‘ 결합된

문화경관(an

associate

cultural

송윤정. 문화경관으로서 서울 남산의 경관관리 개선 방안. (2018). p13. James
P.E. (1981)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New York:
John Wiley & Sons,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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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등 세 가지로 나뉘며, 두 번째 유형인 ‘유기적으로 진화되
어 온 경관’은 다시, 과거 한 시점에서 진화과정이 끝나고 중요한 물리
적 특징들만 남아있는 ‘화석경관(a relict (or fossil) landscape)’과 지속
적으로 진화하면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

되며 존

속하는 ‘지속경관(a continuing landscape)’으로 구분된다.”라고 하였
다.

④

예를 들어 이러한 농촌을 생각해보자. 이 농촌에는 채소밭과 그 사

이 질서 있게 배열된 작은 길이 있고, 밭에는 여러 작물들이 심겨 있다.
한 편에는 연못과 그 위를 헤엄치는 오리가 있고, 또 한편에는 천천히
토지를 갈 고 있는 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농촌 경관을 형성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시를 생각해보자. 높이가 서로 다른 건물들
이 즐비해 있고, 길에는 차가 지나가고 광장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가운데 분수에서는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통하는 고
속도로도 있고, 도로의 양옆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도시의 경관을 이루는 것이다. 1992년, 제1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 을 세계유산의 새로운 범주로 인정하
였다. 문화경관의 유형은 인간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명확하게
규정된 경관(a clearly defined

landscape) ’ , 인간과 자연환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진화되어 온 경관(an 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그

리고 외관적으로는 자연경관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종교적, 예술적, 문
화적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 결합된 문화경관(an associate cultural
landscape) ’ ,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며, 두 번째 유형인 ‘ 유기적으로
진 화되어 온 경관’은 다시,
요한

물리적

특징들만

과거 한 시점에서 진화과정이 끝나고 중

남아있는

‘ 화석경

관(a

relict

(or

fossil)

landscape)’과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전통적인 것
으로 인식되며 존속하는 ‘지속경관(a continuing landscape)’으로 구분

④

한숙영. 관광자원으로서의 세계유산 문화경관. GRI 연구논총 17.3 (2015)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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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된다.

문화경관은 인류활동으로 만들어진 경관을 가리킨다. 문화경관은 어떤
지역의 문화 특징이나 지리 특징을 반영한다. 미국 학자가 문화지리학의
체계를 건립하면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을 발표하였다. 1992년 12월 미
국 산타페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문화경
관’이라는 개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문화경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
하는 경관, 예를 들어 원림과 공원같은 시설이다. 대게 종교나 기념적인
건물과 관련이 있다. 둘째, 유기 진화된 경관이다. 잔유물 (혹은 화석) 경
관과 지속가능한 경관을 포함한다. 셋째는 관련성 문화 경관이다. 이러
한 경관은 대부분 세계유산명부에 등재된다. 도시문화경관은 흔히 인류
정신의 자연에 대한 가공과 인류 사회 조직 제도, 인간의 가치 관념, 사
유방식을 가리킨다. 사회에서는 본토문화를 추억, 전시, 전승하는 것을
취지로 하며 그 공공성, 예술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도시 공공 문화경
관은 도시의 내재적 유전자일 뿐만아니라 외재적인 문화명함과 중요한
관광 자원이기도 하다.

그림2-1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과 문화경관의 구성
⑤

한숙영. 관광자원으로서의 세계유산 문화경관. GRI 연구논총 17.3 (2015) 1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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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존재하는 고촌락의 문화경관을 헤석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문화경관에 대한 논문연구 내용도 많아지고 있다. 양초원(2013)은 "역사
문화경관 관련지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에서 역사문화경관 관련 지구 관리와 운용에 대해 분석
하였다.

⑥

김민우는 "전남기 외 다수 (2006) 의 논문에서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역사문화경관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관찰자에 의한, 경관
기록과 문헌조사 방법에 기초하여 전통마을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과 입
⑦

지 요건을 통해 경관을 해석하였다.”라고 하였다. 함백림(2019)은 논문
에서“중국 고촌락의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것이 이후 다른 촌락의 복원
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⑧

이외에도 고촌락의 문화경관 요소를 분

석해 고촌락이 촌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구한 사례가 많다.
본 연구 역시 찬지하촌을 대상으로 촌락에 있는 문화경관을 기록하고 이
해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화경관이 촌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를 찾으려고 하였다.

⑥

양초원.2013.역사문화경관 관련지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구적 관점에서
의 개선방안 연구.
⑦
김민우. 특화가로 문화경관 해석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2013).
전남기 역사적 문화경관 해석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6.
⑧
함백림. 2019. 중국 고촌락(古村落) 제갈촌(諸葛村)의 문화경관 해석
-8-

2.2 찬지하촌
2.2.1 지역적 배경
중국 역사 문화 촌락 찬지하촌은 북위 39° 59.818', 동경 115도38.299',
중국 베이징시 문두구구 재당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총 면적
은 5.33km²다.

⑨

찬지하촌은 베이징 시내로부터 90km 떨어져 있고 문구

구구로부터 65km 떨어져 있다. 해발은 650m고 타이항 산맥에 속하여 칭
수이강 유역에 있으며 기후는 온대 계절풍 기후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
울에는 기온이 낮다. 연평균온도는 10.1°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473mm
이다. 면적은 5.33km²이고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양호한
생태환경이 찬지하촌의 형성과 발전에 아주 유리한 지리적인 조건이 되
었다.
마을에서 지금까지 68집에 사람이 살고 있고 119명 마을 사람이 있다.
토지 면적이 853330km²고 전체 마을의 집이 74개 보존하고 있다. 주택
의 건축 형식은 청대의 사합원, 삼합원을 위주로 하고 산을 따라 남향하
도록 건축하였다. 주택들은 마을 뒤에 있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있다. 선형이되고 양쪽으로 펼쳐져 있다.

⑨

문두구구당안사지국. 2009. 찬지하촌지. 베이징 중공당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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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림2-2 중국 베이징시 찬지하촌 위치도

11

그림2-3 찬지하촌 평면 등고선도

⑩

사진 출처:
https://www.google.com/maps/place/Chuandixia+Village/@39.995425,115.6420833,17z
/data=!3m1!4b1!4m5!3m4!1s0x35fa9de1e5468da5:0x2ba38efe6586dd92!8m2!3d39.99542
5!4d115.644272?hl=ko
11
사진 출처: 川底下村43号院民居室内与家具陈设研究_高娅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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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위아래로 200m이다. 마을 앞에는 길이 170m의 활꼴형 벽이 마
을을 둘러싸고 있다. 이 벽은 마을을 응집시켜 주며 홍수 등의 자연재해
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찬지하촌의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
계되어 있고, 건축물도 아주 정교하게 지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찬지
하촌은 북쪽에서 보전성이 아주 높은 주거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2-4 찬지하촌 경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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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촌락 전체 경관

찬지하촌은 타이항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적으로 서북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다. 기후는 온대몬슨 기후로 겨울과 여름이 길고 봄과 가을
이 짧다. 사계절이 뚜렷하며 봄에는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많은 반면 여
름에는 매우 덥고 강수량이 많다. 가을은 시원하고 맑으며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오지 않는다.
촌락의 연평균 기온은 약 10°인데, 연중 최고 기온이 40°, 최저
기온이 -21°이다. 촌락 내 지형에 따라 온도가 다른데, 7 월 기준 해발
1000m 이상의 산평균은 16-21°를 형성한다. 강수량은 연평균 400
mm 이하이고 연강수량의 74.8%가 여름인 7 월과 8 얼에 집중되어 있다.
찬지하촌은

또한

청수이강유역이다.

과거에는

찬보욕(爨宝

峪,cuanbaoyu), 마화거(麻花沟,mahuagou), 대동거(大东沟,dadonggou), 소
동거(小东沟,xiaodonggou) 등의 지역에서 맑은 시냇물이 흘렀지만, 시간
이 흐르며 점차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1950년대 말에 장기 가뭄이 지속
되며 샘물이 없어지게 되었다.
- 12 -

찬지하촌은 예부터 생태환경의 보전에 매우 힘써 왔다. 촌후불허와토,
전산불득칸체( “ 村后不许挖土, 前山不得砍柴 ” , 촌락 뒤에 토지를 파서
안되고 산 앞에 장작을 패서 안된다는 뜻이다) 라는 규칙에 따라 촌락에
서 방목을 금지하고 산림 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다. 산림 보호를 위해서
촌락은 해마다 봄에 식수 조림을 하고, 2003년에는 19명을 선발하여 산
림 보호 업무를 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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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찬지하촌의 역사
찬지하촌은 500년 역사를 갖는 마을로, 1515년 처음으로 이곳을 군
사 지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촌락에서 한성의 세조인 한포금(韩甫金),
한포은(韩甫银), 한포창(韩甫仓)이 여기로 파견하여 나라를 지켰다. 시간
이 지나면서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점차 마을을
형성해 찬지하촌이 되었다.
찬지하촌(爨底下村)의 이름은 명나라 때 찬리안구(爨里安口)라는 군사
지대가 있었는데 찬지하촌이 위치적으로 찬리안구(爨里安口) 아래에 있
어 찬지하촌으로 그 이름이 지어졌다. 찬지하촌(爨底下村)의 “ 찬(爨) ”
자가 중국에서 쓰기 아주 어려운 글자인만큼 이 글자의 의미도 오래된
역사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역사서 <설문해자(说文解字)> 에 의하면,
“찬(爨)”자는 냄비 아래에서 불이 왕성하는 상태, 즉 불을 붙이고 밥을
해먹는 것을 뜻한다. 고대 한자가 상형문자임을 고려했을 때, “찬(爨)”
자의 형상이 마치 불이 냄비 아래에서 왕성하게 타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찬지안구(爨里安口)도 “ 찬(爨) ” 자의 이러한 의미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찬지하촌(爨底下村)의 이름까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찬지하촌(爨底下村)마을 사람의 성은 다 한성인데, 중국어에서 한성
은 한랭의 한과 발음이 비슷하여 그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찬
지하촌(爨底下村)의 이름에 불을 태우는 의미가 있어, 촌민들이 그와 반
대되는 의미를 갖는 성을 쓰고 이를 통해 마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 찬(爨) ” 자가 쓰기 어렵기 때문에, 찬지하촌(爨底下村)이라는 이름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읽거나 쓰게하기 위해 1958년, 찬지
하촌(爨底下村)에서 천지하촌(川底下村)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
화가 마을 고유의 문화를 파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몇년 후에 다시
찬지하촌(爨底下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찬지하 고촌락의 역사자료에 따르면 명대 정덕 년간 한보금(韩甫金),
한보은(韩甫银), 한보창(韩甫仓) 삼형제가 이곳을 군사기지"찬리안구(爨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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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口)”로 지정하고 국기 수호를 하라고 하였다. 약 500년의 역사 속에
서 찬지하촌의 모든 마을 사람의 성은 한성을 위주로 하고 자손을 널리
번성하면서 찬지하촌 고촌락으로 형성하였다. 찬지하촌 고촌락이 경서고
12

13

도(京西古道) 속의 황초량 지역 풍경 지구(黄草梁风景区) 와 가까이 있
고 황초량고로가 베이징에서 허베이성으로, 내몽골로, 재당(斋堂)지역의
동서부를 연결하는 길로서 찬지하촌은 중요한 경제재, 군사, 교통의 요
지가 되었다.
중국 항일 전쟁(中国抗日戰爭)

14

시기에 찬지하 고촌락이 일본 군대에

게 파괴 되었고 집 약 228건이 불태워 없애게 되었다. 해방 전쟁 후에
15

중국 정부는 풍사선철도(丰沙线铁路)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09국도
16

(109国道) 도 만들어 찬지하촌이 더욱 교통의 요지로서 잘 기능할 수 있
게 해주었다. 특히 이러한 도로를 통해 농산물을 수송하는 능력이 증대
되었다. 친지하촌 고촌락은 전통 상인들의 중간 기착지에서 농업생산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산촌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민 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베이징이 도시화되었고 점점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
였고,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찬지하촌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점점 여행을 자주 하게
되었고, 전원의 풍경을 보존하고 있는 찬지하촌이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기 시작했다.
찬지하촌은 생태계가 풍부하며 자연조건이 좋고 사계절도 뚜렷하다.

12

경서고도: '서산대로'를 주 간선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각 지선도로를 연결
하고 있는데, 그 중 중도, 남도, 북도가 그 주요 구성 부분.
13
황초량 자연풍경지구: 베이징(北京)시 문두구(门头沟)구 재당진(斋堂)에서 북
쪽으로 14km 떨어진 곳.
14
중국 항일 전쟁(中国抗日戰爭): 1937년 7월 7일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시
작되어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전쟁.
15
풍사철도: 북경 풍대（北京丰台）에서 경보철도（京包铁路）의 사성까지 길
이가 106km에 이른다.
16
109번 국도: 베이징 서사(西四)에서 혜교(定橋)를 순환하고 티베트 라싸(拉萨)
까지 3922k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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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서식하는 주요 야생 식물에는 사시나무, 자작나무, 측백나무, 호
두나무, 소귀나무, 꼬리조팝나무, 도라지, 시호, 원지, 삽주 등이 있고, 야
생 동물에는 늑대, 여우, 노루, 산돼지, 부엉이, 뱀 등이 있다.
초기 군사 기지로 사용되던 찬지하촌의 경제는 점차 농업, 상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명나라 때 군인들이 찬지하촌에서 훈련을 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청나라 때는 찬지하촌의 군사 기능이 점차 희미해지며
마을에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상가와 숙박 시설들이
지어졌고

여행지로도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상업이 쇠퇴하고 다시 전통적인 농업만이 찬지하촌의 경제
발전에 공여하기 시작했다. 1996 년, 공산당과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찬지하촌을 고촌락 문화자원으로 개발시키며 이곳의 여행산업은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활기를 더하게 되었다.
찬지하촌은 500 년의 역사 속에서도 명청나라의 고대 건축 74 채 및
주택 689 가구를 잘 보존하고 있어서 현시대의 사람들에게 과거 건축물
및 촌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찬지하촌은 그 사이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찬지하촌지（川底下村志）를 통해 명나라부터
17

2007년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1)명나라(明代):
-1515년

찬리안구(爨里安口)를 건설하였다. 건설하는 동시에 하천을 수호하고자
한포금, 한포은, 한포창 삼형제가 하천 근처의 지역에서 찬리안구로 파
견되었다.
-1519년
촌락 앞에 고대 잔도를 건조하였다. 건설 이후, 촌민들을 편하게 살게

17

찬지하촌지(川底下村志): 문두구구 당안사지국 중공당사출판사(门头沟区档案
史志局 中共党史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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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줬다.
2)청나라(清代):
-1642년
7월에 복마용신성묘(伏魔龙神圣庙)를 건설하였다. 복마용신성묘는 관왕
묘로, 촌민들은 대묘라고 부른다. 촌민 중 31명이 충 현은전(现银)

18

68양

(两) 2분(分) 9전(钱)의 자금을 모아 건설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中日甲午战争)이 시작되었다. 찬지하촌 촌민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
3)근현대
-1939년
7월에 항일 전쟁 2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다. 가을에 일본의 침략군대
가 찬지하촌에 들어가 촌민들을 심하게 때렸다. 촌락 간부 한효덕(韩晓
德)이 살해당했고, 찬지하촌 간부 사무실은 불타 없어졌다. 이후에, 일본
의 침략군대가 다시 찬지하촌으로 들어가 찬지하촌의 한효조(韩晓照) ，
한효정, 한구예(韩聚礼) 등 30명의 촌민들과 격전을 벌렸다.
-1950년:
칭수이하 유역 홍수가 폭발하여 찬지하촌이 수해를 당해 훼손되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1952년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여 찬지하촌을 재건하였다. 재건된 촌락에는 그
전보다 더 많은 홍수 예방시설이 설치되었다.
-1971년
마을 내에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되었고, 기계화가 시작되면서 트랙터
등이 촌락으로 인입되었다.
-1998년
18

현은전(现银): 중국 고대의 돈, 은으로 만든 것이라 은전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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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정부가 찬지하촌의 개발과 보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자금을 모아 마을기초시설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7월 12일에 찬지하촌 단지형태가 베이징시 문물보전 지점으로 선정되
었다.
-2007년
옛 풍습과 활동들을 더 많이 복구하였다. 11월 26일에 찬지하촌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찬지하촌은 500년의 역사를 겪으며 지금까지 보전되어 왔다. 촌락 한
성 제일 세조인 한포금(韩甫金), 한포은(韩甫银), 한포창(韩甫仓)이 "삼차
구(三岔口)"라는 지역에서 이곳으로 파견되어 나라를 지키게 되었다. 삼
형제가 파견된 이후, 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찬지하촌 마을이 형성되었다.
촌락은 칭동치육년(淸同治六年)에 경도순천부완평선기가스(京都顺天府宛
平县齐家司)에 속하게 되었고, 이는 1952년 9월에 베이징시 경서광구(北
京市京西矿区)에 속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58년 5월에 경서광구(京西矿
区)가 문두구구(门头沟区)로 이름을 바꿨다.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
和国)이 건립된 이후, 마을의 사업도 많이 발전하였는데, 농업 생산이 크
게 발전하였고 농업 생산물도 제고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에 찬지하촌
은 당과 정부의 지지로 인해 마을의 촌장과 위원장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보전 상태가 좋은 고촌락 문화 자원을 적극 이용하여 관광 산
업을 발전시키고 찬지하촌의 경제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2006년 5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에서 찬지하촌 고건축군을 국가적 문물 보호 대상
으로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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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람
찬지하촌의 마을 사람들의 성씨는 대부분 한 씨이다.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명나라 때 찬리안구(爨里安口)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
한보금, 한보은, 한보창 삼형제의 후대들이기 때문이다.
찬지하촌의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촌락 밖으로 많이 흩어졌
다.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 마을 사람들 중 약 100명이 군인이 되었는데,
20명은 전쟁 중 사망하였고 나머지 80명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또한
중국이 새롭게 건립된 후 1958년과 1976년에 정부에서 공업 종사자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찬지하촌 밖으로 더욱 나가
기 시작했다.
19

표2-1 2007년 찬지하촌 성씨 구성 통계표

20

표2-2 제일 세조 한보금 족보

19
20

출처: <찬지하촌지>
출처: <찬지하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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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2-3제일 세조 한보은 족보

21

출처: <찬지하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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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2-4제일 세조 한보창 족보

족보를 자세히 보면, 한보금, 한보은, 한보창이 찬지하촌에서 각각 결
혼을 하고 촌락을 형성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촌락 내 한
씨 성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마을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22

출처: <찬지하촌지>
- 21 -

2.2.4 마을
몇백년의 발전 과정속에서 찬지하촌이 경서 고대잔도에 있는 반영한
상품 교역 주막이였다. 이는 고대 촌락의 대외 교류와 발전을 초진하고
마을이 앞으로 부유하는 것에 기초를 다졌다. 마을의 좋은 환경과 현존
70자리의

보존하기

양호하는

사합원이

바로

마을이

예전에

경제

발달하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항일 전쟁 시기(抗日战争时期)에는 이
마을이 1942년에 일본 군대에게서 마을에 들어와서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였다.

집

228칸이

불태워

없앴고

지금까자도 잔존하고 있는 폐허는 이 사건의 증거이다.
찬지하촌은 허베이성과 내몽골이 경성과 무역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을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찬지하촌에는 여러 상점들과 숙박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찬지하촌의 건축물들은 선형 모양의 사합원을 형성하였는데
이 길을 따라 홰나무를 심어 여객과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었고, 군데 군데 상점을 세워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해방 후 중국에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더
이상

찬지하촌을

거쳐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찬지하촌은 상업 중심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로 다시 전락하였다. 중국의
시기마다의 발전 과정을 겪은 후에 마을의 벽에 여전히 각각 시기의
표어와 사상구호가 남고 있다. 이 것들이 바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물이다. 개혁 개방 후에 도시에서 대량의 농촌 노동력으
필요하였고 가난한 찬지하촌 젊은 마을 사람들이 촌락을 떠났고 도시에
가서 취업하기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지금의 찬지하촌이 예전의
휘황을 잃지만 그 때 경제조건의 후퇴함으로 인해 새 집을 건설한
조건이 없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오히려 소중한 역사 문물 가치를 갖고
있는 고대 마을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 마을도 문물 보존 가치와
여행개발 가치를 갖는 인문 자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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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지하촌이 농업을 주요 경제 활동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훌륭한 지리적 조건이다. 찬지하촌은 산과 강을 앞에 두고
있으며 볕도 잘 드는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조건은 마을에서 옥수수,
좁쌀, 감자, 호두, 살구 등을 재배하기 쉽게 만들고 양봉업 등도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산비탈에

농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고 양봉하고 목축을 하였다.
사람들은 고촌락의 자연경관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찬지하촌의 마을 사람들 역시 마을의 자연환경 속에서 여러 전통 문화를
창조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촌민의 정신적인 추구와 촌민 문화 소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돤다.
찬지하촌은 ‘산수화 감정’을 추구한다. 마을의 위치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내 건축물의 세부 장식에도 중국인의 자연 중시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시인
양만리는

"동원취망무산”이라는

시에서

"나는

북산

아래에

살고,

남산은 내 앞에 가로놓여 있다. 북산은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고, 남산은
둥그렇게 틀어올린 몸종 같다. 몸을 사릴 때는 홀로 따뜻하지만, 몸을
틀어올릴 때는 몸을 가장 먼저 흔든다.” 며 집에서 느껴지는 자연에
대한 애정을 서술하였다. 찬지하촌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찬지하촌이 자연적인 경관의 선택을 중시한 것이다. 자연을 이용하여
만든 경관으로 마을의 환경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 경관을 건립할 때 마을을 둘러싼 호랑이, 거북이, 박쥐, 붓걸이,
북의 끝 등 형태를 선택하여 마을의 경관을 교묘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화의

이름을

부여하여

사람들의

아름다운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동물과 물건의 정신 의향으로 사람들에게 상서로운 심리 인상와
화목한 정신적인 효력을 준다. 고촌락이 자연 경관으로 환경을 형성하고
이러한 환경이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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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지하촌의 사람들은 자연과 복을 매우 긴밀하게 연관지어 생각한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찬지하촌의 박쥐산이 매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박쥐’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그 음(音)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쥐산
아래 사합원의 거의 모든 장식들에 박쥐가 새겨져 있다.
찬지하촌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국사회의 혈연을 유대로 하는 종법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준다. 찬지하촌 대부분의 촌민들의 성은 한 씨인데,
이들은 족보를 탄탄하게 설립하고 촌민 자치 규약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
씨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유교적 질서가 세워지는데,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 중 윗사람은 용두산 아래의 전촌 감제고지에서
건립한 광량원에 거주한다. 이 곳은 규모나 장식이 마을에서 가장 고급
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예로 마을에 있는 오도묘는 마을 사람들이
망령의 승천을 기원하는 곳이고, 관왕묘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본인의 복
을 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여신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기
원한다. 이와 같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는 등의 유교적인 질서가 잘 나타난다.
찬지하촌이 처음에는 군사 요충지로 형성되여 爨里安口로 불린다.
이로 인해 찬지하촌에는 군사 문화, 민용주택문화가 같은 건축물들이
많다. 찬지하촌은 산, 수, 방위,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지금의 위치를
선정하였고 마을 주변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산맥 여러 개를 볼 수 있다.
이 산맥의 모양에 따라 마을의 길을 만든다.
마을의 집은 집중되어 있고 아래도 있고 산위에도 있어 전체 집의 모
23

임형상이 원보(元宝)형 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에서 원보라는 형상은
돈의 형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을의 집을 원보형으
로 건설한 것은 마을에게 좋은 재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을 사람들도 여기에 사니까 이러한 신념을 품고 살아요. 정신
23

원보형(元宝形): 고대 화폐의 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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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인 위로도 될 수 있고 풍수 적에서도 이렇게 하는 도리가 있는 거예
요.” <촌장 한약(韩跃)>

그림2-6 찬지하촌 전체 집 형상

25

그림2-7 원보 형상 사진

전체 마을을 본 후, 둘러본 마을에서는 집, 산, 우물, 길, 사찰, 정자,
24

풍수: 생기가 흩어지고 머무는 현상에서 시작해 음양론과 오행설을 토대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길흉화복을 설명하는 종교용어.
25
사진 출처:
https://ss0.bdstatic.com/70cFuHSh_Q1YnxGkpoWK1HF6hhy/it/u=2303247212,124778
3252&fm=26&gp=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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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등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마을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과 마을
의 문화 사이에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마을의 집은 500년 전의 건설 특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흔적
을 찾기 힘든 폐가가 많이 보였다. 마을의 대부분 집은 비어 있었고, 일
부는 관람객의 체험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보였다. 최초에 설립된 집은
가장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는데, 관람 및 체험 용도의 집으로 변경된
덕분에 산에 올라가면 그 집을 볼 수 있으며 그 집을 보고 하산하는 중
에 다른 집들도 같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관람 용이 아닌 다른 집으로서
는, 사는 사람이 없는 집도 있고 장사를 하려고 호텔로 만드는 집도 있
다. 이때, 관람객에게 호텔로 사용하는 집이 보통 산 아래에 있는데, 이
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편하게 짐을 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옛날에 사람이 많았을 때 다 촌락에 있었지요. 지금은 거의 다 밖으
로 나가서 일하거나 학교를 다녀서, 촌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
26

인이나 장사하는 외부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

26

한회진(韩怀臣): 촌락에서 살고 있는 마을 사람이다. 오래 전부터 마을에서
여인숙을 열고 지금까지 호텔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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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관람객에게 개방된 집

그림2-9 개방된 집에서 전시된 역사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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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0 관람객들이 사는 집과 차 세우는 길

마을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집 옆에는 정자가 하나 있다. 그 정자에
가서 관찰을 해보았는데, 정자를 통하여 반대쪽의 경치를 볼 수 있었다.
산 위에는 세 개의 사찰이 있는데, 사찰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촌장은 사찰이 마을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게 만
드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사찰들이각각의 기능에 따라 사찰의 모양이 다
르다. 마을에 있는 사찰은 각각 관왕묘, 여신묘, 오도묘로, 관왕묘는 마
27

을 사람들에 의해 대묘(大庙) 라고 불리고 마을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관
왕을 모시는 사찰이다. 여신묘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임신하지 못하
는 사람들을 위한 사찰이고, 오도묘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간 친척을
기념하고 그 사실을 염라대왕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27

대묘(大庙)：관왕묘의 옛날 이름. 마을에서 가장 큰 사찰이라 대묘라고 불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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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1 관왕묘 문 앞

그림2-12 여신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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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3 오도묘 사진

아래의 내용에서 마을의 요소들에 관해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터
뷰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문화경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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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과정
3.1 연구방법
연구의 성격에 따라 대상지를 정량적으로 연구할 것인지, 정성적으로
연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정량적인 연구 방법은 눈 앞에 보이는 확
실한 사실만을 조사하는 것이고, 정성적인 연구 방법은 수집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내는 방법을 말한다. 정성적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직접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보다 인터뷰나 설문조사가 유익한 점은 사람
들의 목적, 행위 및 감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촌락의 연구에 있어서는 정성적인 방법, 특히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방법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찾
고 찬지하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 연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실시하는 정성적이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Spradley (1980) 의 <참여관찰법>

28

에서 제시한 방법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사용하였다. ‘참여관찰법’(여
기 역시 책 인용)에서는 참여관찰한 자료를 12단계에 따라 해석하는 방
식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연구의 순서는 먼저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여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
으로 현장 자료를 얻고 참여관찰법으로 찬지하촌의 산과 물, 들, 마을,
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2단계

28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 서술관찰

하기(Making

Spradley, 신재영. and 신재영. 참여 관찰법 / James P. Spradley 지음. 신영재
옮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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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Observations), 영역분석 하기(Making a Domain Analsis), 집
중관찰 하기(Making Focused Obsernations), 분류분석 하기(Making a
Taxonomic Analysis), 선별관찰 하기(Making Selected Observations), 성분
분석 하기(Making a Componential Analysis)”이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다
시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3-1 참여관찰법의 연구 절차

서술관찰은 찬지하촌에 가서 전체 경관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
위치부터 마을 사람들의 생활방식, 마을 사람들의 습관,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까지 관찰하고 노트에서 기록을 남기고
자료로 다음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인터뷰를 할 때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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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은 참여관찰법의 9요소인 공간,
사물, 행동, 활동, 사건, 시간, 행위자, 목적,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서술관찰을 통해 찬지하촌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
여 다음 단계에서 할 상세한 관찰을 위해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준비 했
다.
다음 단계의 관찰로 가기 전에 먼저 서술관찰에서 발견한 자료를 분석
해야 한다. 즉 영역분석을 하는 것이다. Spradley(1980)는 참여관찰법이라
는 책에서“비록 괜찮은 문화기술지들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무척 소모되는 동시에 비효율적이다. 어떤 사회적 상황의 문화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집중적
이로 분석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29

영역분석은 서술관찰 할 때 방향

이 없는 관찰을 분류하고 문화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다. 관찰한 자료를
영역으로 정리하고Spradley(1980)가 "영역분석 하기" 중에서 소개하는 영
역분석을 하는 단계에 따라 영역분석 한다.

29

Spradley, 신재영. and 신재영. 참여 관찰법 / James P. Spradley 지음. 신영재
옮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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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영역분석을 하는 단계

영역분석을 한 다음은 집중관찰을 하였다. 집중관찰을 할 때 영역분석
에서 분류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중관찰을 했다. 관찰한 자료는 분류분석
이라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는 선별관찰인데, 여기에서는 관찰할 대상의 범위가 급격히
좁아진다. 지금까지 수집한 찬지하촌의 자료를 선별해 각 분류 영역에서
다시 관찰했다. 문화영역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선택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
다음 단계인 성분 분석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의 문화 차이를 발견
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는 것이다.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의 관점은 철저히 배제하였고 대상자인 마을 사
람들의 입장에서만 관찰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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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과정
본 연구의 연구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3 연구과정

본 연구에서는 찬지하촌 마믕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관찰하는 참
여관찰법을 통하여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더 상세하게 해
석하려고 먼저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다. 문화경관과 찬지하촌 두가지 키
워드를 선택하고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찬지하촌 조사
핬을 때 Spradley(1980)가 참여관찰법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방법을 참
조하여 찬지하촌에서 사용하기 맞는 조사방법으로 바꿔서 사용하였다.
조사과정 방법에는 참여관찰과 참여 인터뷰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 35 -

연구 절차는 먼저 서술관찰법(Descriptive Observations)(Spradley, 1980)
으로

찬지하촌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고

영역분석(Domain

Analsis)(Spradley, 1980)으로 관찰한 지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영역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집중관찰 (Focused Obsernations) (Spradley,1980)을 하
고 다시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Spradley,1980)하는 방법으로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관찰(Selected Observations)
(Spradley,1980)을 하고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 (Spradley,1980)하
는 방법으로 마지막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결과를 근거로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을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조사를 진행할 때 찬지하촌의 현황, 인구, 역사 등을 조사하였고 참여
관찰법에 따라 찬지하촌의 경관 요소를 마을과 집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분석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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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범위
4.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중국 베이징시 문두구구 재당진（斋堂县）에 위치하는 찬지하
촌 전체 촌락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촌락에 보존되고 있는 명, 청대의
건물 약 689개 역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4-1 중국 베이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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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베이징 문두구 위치도

그림4-3 문두구구 찬지하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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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찬지하촌 위성 평면도

본 연구에서는 찬지하촌 내의 문화경관에 대하여 참여관찰 연구방법으
로 해석을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촌만들의 관점에서 문화경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또한 찬지하촌의 풍수, 풍습 등 명, 청대
부터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인문 경관 지식도 해석하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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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간적 범위

그림4-5 연구 시간축 분석도

본 연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수행하였다. 2018년 12월
부터 2019년1월까지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하였으며 2019년2월은 현
장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3월부터 2019년 6월
까지는 관찰한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2019년7월부터 2019년 8월까지는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관찰을 하였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1
월까지 다시 분석을 하였으며 2020년1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촌락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찰하였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마지
막 분석을 진행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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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산과 물
5.1 풍수
찬지하촌은 많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은 중국의 풍수 이론에
서 아주 중요하다. 산의 위치와 마을의 위치 간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것
이 바로 풍수 지식이다. 산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
석하려면 풍수 지식부터 얘기해야 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은 촌민들
에게 풍수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마을의 풍수를 해석하는 것으로 산
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 고대의 "풍수"는 "천인합일(天人合一) ” , "천인상응(天人相应) ”
의 전통적인 자연관으로 천, 지, 인(天 ， 地 ，人) 등 자연만물(自然万物)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수”는 하늘,
땅, 사람 등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조화시키는 것을 선택의 기
준으로 삼는다. 땅을 고르고 집을 짓도록 지도하는 전통적인 환경과학으
로도 볼 수 있다.
30

당송(唐宋)나라 부터 풍수이론은 두 개의 종료, 즉 형식파(形式派)와
이기파(理气派)로 발전했다. "형식파"는 지형지세로 풍수(风水)를 평가하
는 것으로 이상적 풍수(风水)구조를, "이기파"는 지리방위 조향(朝向)론
풍수를 강조하며 명괘를 택한다. 이기파의 경우, 무술 점술 같은 신비한
색채를 더 지니고 있기도 하다. 풍수에는 미신적인 성분이 있지만 입지
로서 주거환경의 평가시스템과 방법을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이다.
찬지하촌 풍수택지이론은 자연 속의 산, 물, 방위의 세 가지 요소 조
건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최적지를 선정한다. 지리 오결(五诀) 요소인 용,
사, 혈, 물, 향을 살펴보고 "용 찾기(觅龙) ” , "찰사(察砂) ” , "관수(观
水)”, "점혈(点穴)”, "방향 선택(择向)”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땅

30

당송（唐宋）나라: 중국 고대의 나라이다. 당, 송, 원, 명, 칭나라가 고대에서
있는 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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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른다.
풍수의 용은 산맥의 흐름, 기복, 전환, 변화를 가리킨다. 용은 산의 형
태와 생기, 영기를 의미하며, 산은 끊임없이 기복하는 산맥(즉, 용)을 길
목으로 삼는다. 사는 풍수혈을 둘러싸고 전후좌우 네 방위를 이루는 산
체로, 각 방위는 "청룡”, "백호”, "주작” 및 "현무”라는 명칭을 갖는
다. 풍수 중 "점혈”이란, 선정된 환경공간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정하는
것으로, 지면이 넓고 전망이 완전하며 산자락을 베고 있는 산수중심을
취기복지로 한다. "물”은 "혈 앞의 흐름”을 뜻하는데, 풍수는 물과 "
지기(地气)”, "생기(生气)”(즉, 자연생태환경)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땅을 고를 때 “알지 못하면 물을 먼저 보고, 산이 있으면 물 없이 땅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강조의 한 예시이다. "향"은 선택 방향
을 말한다.
"풍수학의 목적은 바람이나 물과 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적합한 장소와 적합하지 않는 곳을 분별하여 인류가 자연과 함께 지내면
서 침해를 받지 않고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우주가 끊
임없이 변하는 과정에서 오행과 풍수리론을 통해 우리 땅의 변화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인류가 자신이 사는 환경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
도록 하는 것이 풍수학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풍수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조상의 무덤 위치 선정에 도움을 주고 조상이 묻히도록 도와
좋은 생기와 기운을 남겨 후대에게 더 좋은 영향과 도움을 주는 것도 풍
수의 큰 역할로 할 수 있는 것겠죠.”<촌장 한약(韩跃)>
찬지하촌은 베이징 서부의 고역도에 위치하여 타이항산맥의 깊은 산
협곡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주변의 산맥은 굽이굽이 기복을 이루며
기세가 있다.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이 곳은 봉우리 형태가 많고, 호랑
이, 거북이, 박쥐, 필걸이 등 다양한 생물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산세는 가파른 산도 있고 완만한 산도 있으며 산의 경치는
매우 아름답고 다채롭다. 산속에는 샘이 있다. 이곳의 기후는 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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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고 겨울에는 춥다. 토질이 자연식생, 과수, 농작물 생장과 양봉,
양치기 등에 이로운데, 이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좋은 자연조건으로 볼
수 있다. 마을은 햇빛을 향한 방향에 위치해 있어 햇볕이 잘 들 뿐만 아
니라, 산들에 둘러쌓여 있고, 산과 물이 잘 어울리며, 자연경관이 풍부하
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마을을 형성하기에 좋은 자연생태 조건으로
작용한다. 마을의 위치는 고대 "풍수이론(风水理论)”에 따라 지리, 수문,
기후 등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평가한 후, 이 길지를 선택하
여 마을을 조성하였다.
찬지하촌의 주변에는 많은 크고 작은 산맥이 한데 모였다. "래룡(来
龙) ” 이라는 조산이 마을의 북쪽에 있고 래룡의 분지가 양쪽으로 펴져
수십리를 가로걸치고 꿈틀꿈틀 기어 가는 모습이 매우 장관적이다. 이
산들이 북쪽의 바람을 저지하고 남쪽의 햇빛과 따뜻한 기류를 영접하는
천연 병풍이 된다. 가장 특이하고 절묘한 것은 조산의 용맥 앞 넓은 완
만한 비탈에 둥글고 가지런한 모양을 하고 "금성”을 닮은 독립산이 자
라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용두산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주산맥
과 연결되어 마치 진짜 용이 마을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마을의 독
특한 풍수 구도를 이루고 있다. 마을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쌓여
있고 기세가 웅장한 북부산맥이 산촌을 받쳐주어, 이미지도 웅장할 뿐만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더욱 마을이 생기와 활력을 전달하여 좋은 기후를
이루고 있다.
마을 북쪽에는 조산산맥 앞에 자상하고 수려한 자태의 "용두산”(풍수
속의 주산)이 있다. 이 산은 마을 전체의 배후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의
가장 직접적이고 친근한 의존적 대상이다. 마을 앞에는 용두산을 마주하
고 있는 금매미산이 있는데, 그 아래의 주작산은 높고도 준수하며,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고, 맑고 빼어나며, 산 위에 섬처럼 생긴 산석이 있어
이 산을 금매미산이라고 부른다. 마을 왼쪽의 산들은 풍수에서 청룡산으
로 불리는데, 이 산맥은 여러 층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내외청룡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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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내청룡은 호랑이산, 거북이산, 박쥐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산맥은 안쪽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 오른쪽의 산들은 백호라 불리우며
산의 모양이 완만하게 아래로 내려가고, 마을을 단단히 지키고 있으며,
청룡산에 상응하는 폐쇄적인 포위 공간을 형성하여 바람을 숨기고 힘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그림5-1찬지하촌 산속에 있는 모습

물에 관해 논하자면, 찬지하촌(爨底下村)마을의 좌우 산맥에는 샘이 몇
군데 있는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길에 샘물이 모여 완만하게 흐른다.
물줄기가 삼면으로 감싸 안고 있는 것을, 풍수에서는 "금성환보(金城环
31

抱)”이라고 한다. "금”은 오행(五行) 의 금(金)이고, "성(城)”은 물길이
감돌기 때문에 "물성(水城)”이라 불리는 물 모양을 대길(大吉)의 형태로
본다.

31

오행(五行)：풍수속에 중요한 개념이다. 오행이 금, 목, 수, 화, 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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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산과 천지하촌의 관계

마을의 입구에는 문차령(門插嶺)이라는 길이 있다. 이 이름은 길의 형
상과 관계가 있는데, 중국 고대에 문을 잠그는 자물쇠를 문차(門插)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 길 형상이 마치 문차과 비슷하고 풍수적 효과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을 문차령이라고 지었다. 찬지하촌의 입구에
문차령(門插嶺)을 설치한 이유는 문차령(門插嶺)으로 촌락의 재운을 자물
쇠로 가두듯 마을에 가두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풍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을의 입구는 재운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재운이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차령(門插嶺)을 마을의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재운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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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중국 고대의 문차(門插)

32

그림5-4 찬지하촌의 문차령(menchaling) 위치도

32

사진 출처:
http://n.sinaimg.cn/sinacn/w549h324/20180205/08a6-fyrhcqy849028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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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림5-5 찬지하촌의 门插岭(menchaling)

촌락 주변에는 3개의 산이 있는데, 산의 기능은 그 산의 형상에 따라
모두 다르다. 산들은 각각 거북산, 박쥐산, 호랑이산으로 불린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산들의 형상이 거북이, 박쥐, 호랑이와 닮았기 때문이다.
거북이는 수명이 긴 동물인데, 이 때문에 중국에서 거북이는 장수하는
운을 가져오는 동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촌민들은 거북이 산이
마을을 가호하고 있어 촌민들도 장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박쥐는 중국
어로 볜복(蝙蝠)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복(福)과 같은 발음이 있다.
그래서 촌민들은 박지산 덕분에 촌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호받
고 있다고 믿는다. 호랑이는 중국인의 마음속에 흉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호랑이산이 촌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호랑이산은 마을 밖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이 찬지하촌에 찾아오려면 그전에
호랑이산을 먼저 건너야 한다. 하지만 호랑이산이 산신의 힘으로 안좋은
운의 마을 출입을 막을 수 있어서, 좋은 운만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소신이 있어, 촌민들은 좋은 신념을 품고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풍수가 좋은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33

사진 출처: http://www.cuandix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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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이 더 바르고 성실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
고, 이로 인해 촌민들 모두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즉, 풍수
를 따지는 것에 관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행복할 수 있
다는 마음 속 생각을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하는 것이
다. “살기 좋은 환경 덕분에 더 많은 훌륭한 사람이 생기겠다” 라는
믿음이 마을을 더 뛰어난 촌락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 촌락
과 자연환경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4

그림5-6 거북이산

35

그림5-7 박쥐산

34
35

사진 출처: <베이징 찬지하>
사진 출처: <베이징 찬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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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림5-8 호링이산

그림5-9 거북이산, 박쥐산, 호랑이산의 위치도

"마을의 풍수를 얘기하자면, 마을은 분지에 있고 촌락 입구에는 굽은
길이 있는데, 이는 마을의 기운과 재물을 모이게 해주죠. 이 굽은 길의
37

이름은 문차령(門插嶺) 이고 이러한 방식은 마을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게 해줘요. 마을 반대편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은 병풍
같은 기능을 해줘요. 병풍으로 외부의 시선을 가리는 거예요. 가림벽의
36

사진 출처: <베이징 찬지하>
문차령(門插嶺): 마을의 앞의 길이 문을 잠그는 쇠와 비슷하여 문차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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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랑 아주 비슷해요. 병풍산 뒤에 3개의 산이 더 있어요. 그 산들을
각각 호랑이산, 거북이산, 바쥐산이라고 해요. 마을에는 이런 말이 있어
요. 东山之巅三尊神，福禄寿星罩五村，背靠龙头对阴暗，笔锋朝外出完人.
이 말은 마을의 동쪽에는 신이 3명 있고, 복, 록, 수 3개의 산이 5개의
촌락을 수호하고 있으며, 등으로는 용두산을 의지하고 있어 마을에서 많
은 훌륭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에요. 우리 마을의 산들은 모두
형상을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용처럼 생겨서
풍수가 아주 좋아요. 풍수가 좋은 곳에서 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
을 가져다주고는 해요. 다른 사람 모두 여기의 풍수가 좋다고 말했으니
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편하고 믿어주는 거죠.”<촌장 한약(韩跃)>
"이런 풍수 신념은 사람이 믿어주면 있는 거지만,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되겠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런 풍수 환경이 우리
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해준다고 믿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진짜 더 좋은 삶이 온거에요.” <촌민 한회진(韩怀臣)>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산수와 풍수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차후
의 마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조건의 곳에서
살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풍수가 좋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은 촌락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렇게 마을과 자
연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중국의 다른 마을에서도 찬지하촌과
같은 풍수 이론을 사용하지만, 마을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
을의 위치를 선택할 때 산의 위치를 참고한다는 것이 마을들의 공통된
풍수 이론인데, 산의 형상이나 구체적 위치, 마을 입구의 풍수 경관 등
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마다 중시하는 풍수경관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덕분에 마을들은 비슷한 풍수이론을 시용하면서도 개별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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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덤
찬지하촌의 무덤은 죽은 마을 사람들을 매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자연
스럽게 무덤은 죽은 친척을 기념하는 공간이 되었고, 촌민들은 청명절에
무덤 쪽으로 올라가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소지를 올린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죽은 이의 집으로 이해하는데, 집이라는 점에서 이는
풍수와 연관지을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과는 조금 다르지만, 죽은
자의 집에 대해서도 비슷한 풍수 이론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베이징
마을의 무덤은 보통 산 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산에 의지하면 더 좋
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들
은 죽은 이의 집에 대해 풍수 이론을 따라함으로써 “돌아간 사람이 무
덤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다. 무덤 풍수에 대해 해
석하기 위해서는 산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찬지하촌의 무덤은
그 위치부터가 산수와 관계가 있다.
마을에는 무덤이 3개가 있었다. 첫번째 무덤은 처음에 정자 반대편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빗물로 침몰한 적이 있어 무덤을 더 높은 곳으로 옮
38

겼다. 두번째 무덤은 일선천(一线天) 의 위에 있고, 세번째 무덤 역시 일
선천(一线天)의 위에 있다. 북쪽의 산비탈 위에 진가분(陈家坟)이라는 곳
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진성이라 진가분(陈家坟)이라고 하는 거 아니다.
옛날에 버욕(搏峪)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의 사람이 죽으면 陈家
坟(chenjiafen)에 매장했다. 그 사람들이 다 진성이라 진가분(陈家坟)이라
고 했다. 최초의 무덤은 촌락을 건설했던 사람이 그 위치를 정했다. 과
거에 촌락이 빗물에 파괴되어 촌의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데, 그때

그곳

을 무덤으로 정했다. 매장할 때는 큰 산의 반대쪽에 매장하는데, 매장
위치는 가족 내의 서열과도 관련이 있다. 위쪽은 아버지고, 아래가 오른

38

一线天(yixiantian): 일선천은 중국 산 속에서 흔히 보이는 석경인데, 두 벽이
마주보고 있어, 틈새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한 줄기와 같아 푸른 하늘이라는 이
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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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부터 맏이, 둘째 아들, 샛째 아들이다. 남자는 무덤에 매장될 수
있는데, 여자는 안된다.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 죽으면 무덤 옆에 매장해
야 하지만 무덤 범위 안에 매장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한 가족의 무덤 위
치를 바꾸는 것을 촨탕(窜堂)이라고 한다. 장소를 새로 선택할 때, 풍수
사를 모시고 위치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가
능한다. 음택이 양택이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어디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 무덤이 의지할 수 있는 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촌민이
많다. 그래서 죽은 자를 가장 많이 매장하는 무덤이 가장 큰 산의 허리
에 위치한다. 아래 사진의 무덤이 마을에서 매장하는 인수가 가장 많은
무덤이다. 과거 다른 원인으로 여러 곳에 무덤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선택하는 무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찬지하촌의 무덤이 이곳에 위치한 이유 중 하나는 무덤 쪽의 산이 마
을의 집들과 꽤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돌아간 사람의 “집” 역시 풍수
가 좋은 곳을 택해야 하지만, 음택과 양택의 거리가 가까우면 음택의 음
기(阴气)가 양택에 사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살아있는 사람
이 음기(阴气)가 많은 곳에서 살면 병이 들거나 악운이 찾아온다는 풍수
이론이 있다. 이를 참고하여 찬지하촌의 무덤은 지금의 위치로 정해졌다.
지금의 위치는 음택에 관한 풍수이론에서도 택하기 좋은 곳이며 양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와 동시에 마을의 집과도 거리가 꽤 있
으면서 그리 많이 멀지 않아 고인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찾아와 기념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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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 무덤위치도

그림5-11 무덤 쪽의 산

무덤을 이야기한다면, 무덤과 관련이 많은 상장(丧葬)을 치르는 풍습을
빼먹을 수 없다. 이 풍습은 찬지하촌에서 지금까지 토장으로 선택해온
것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같은 집의 바로 아랫사람이 관을 준비해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랫사람은 연장자에게 효경하는 마음을 표현
할 수 있고, 노인은 앞으로 사용할 관을 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
다. 관은 그것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부유한 사람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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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무(柏木)나 살구나무(杏木)로 만든 관을 쓰는데, 이런 관은 내부식재
라서 시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는다. 부유하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뽕나무나 느릅나무 등으로 만든 관을 쓴다. 관을 만든 후에는 관을 빈
방에 두고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돤다. 그렇지 않으면 식구들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을 움직일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
시체를 넣기 전에 관을 움직일 때는 무조건 좁은 쪽이 앞으로 향해야 한
다.
집안 노인이 병세가 위중하다면 미리 수의(寿衣)를 준비해야 한다. 수
의는 신발, 모자, 바지, 장퍼(长袍) 등을 가리키며, 노인이 죽기 전에 수
의를 입히거나 죽은 후 바로 수의를 입혀야 한다. 노인이 죽은 후에는
그 시체를 영상(灵床)에 두어야 하고 영상은 정방 한가운데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물을 차리고 향과 초를 모두 피워 놓는데, 향과 초는 출
관할 때까지 계속 불이 붙어있어야 한다.
영당(灵堂)의 배치도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우선 시체를 방에 두고
천으로 덮는다. 그리고 거울 하나를 사망자의 가슴 위치에 놓아주고, 사
망자의 주머니 속에 작은 물병을 하나 넣고 손에 동전 몇 개를 놓아준다.
제사상(供桌)에는 향과 초 두 개를 피워주고, 사망자의 상황을 보고하는
편지(亡书), 과자, 과일, 담배, 술, 지전(纸钱) 등을 차린다. 현수막 하나를
만들어 영당 옆에 걸어주는데, 현수막에는 “ 南无西方接引路, 金童玉女
来接引”을 써놓아야 한다. 조문객들이 가져온 현수막은 정원에 걸어놓
는다. 정원 가운데에 조문객들이 만든 조문용 종이 제품을 두어야 한다.
다음날 저녁에 청영(请灵)이라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은 고인의 배우
자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를 집으로 불러와 장례식에 함
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절차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활동의 진행자가 고인의 자제들을 모시고 마을 밖
의 길거리에서 배우자의 망서(亡书)를 차려 향을 피운다. 촌민들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절하여 배우자의 망영(亡灵)에게 집으로 돌아와 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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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가라고 한다. 활동이 끝나면 슬픈 음악을 틀어 모두가 망서(亡书)
를 들고 영당(灵堂)으로 간다. 이때는 절대 울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사영(辞灵)이다. 사영(辞灵)이란 미리 만든 향초를 그릇에 넣어
주방에서 영당(灵堂)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송하는 사람의 순서
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주인부터 동배, 후배까지 2열로 서 아이가 영당
(灵堂) 앞에 설 때까지 맏이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순서로 선다.
모든 사람이 순서대로 서고 나면 향초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사영(辞灵)이 끝나면 조문을 한다. 맏이가 영당(灵堂) 앞에서 절을 하
면, 옆에 서 있는 아들이 절을 한다. 조문이 끝난 후에 식구들은 고인의
상황을 보고하는 편지(亡书)와 향을 가지고 줄 앞에서 걷고, 그 뒤를 슬
픈 음악(哀乐)을 연주하는 악단이 따라 오도묘로 향한다. 편지(亡书)와
공물을 차린 후 사람들은 절을 하며 고인과 작별하고, 편지(亡书)를 태워
야 한다.
다음 단계는 입관(入殓)하는 것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 고인의
이불을 찢고, 향으로 고인의 눈썹을 태운 후 관에 넣는다. 출관하기 전
에 다른 사람이 첫며느리를 따라 무덤에 있는 토양을 깡통에 담아 집으
로 들고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과 만나면 안된다. 집에 도
착하면 토양을 집의 물항아리 옆에 붓는다.
매장할 때는 관을 무덤 옆에 두고 매장 전 준비를 한다. 매장할 때 관
머리(棺材头)의 방향이 중요한데, 관머리(棺材头)가 커산(靠山)으로 향하
39

고 관발(棺材脚)이 조산(照山)으로 향해야 한다. 관을 져(窖) 에 넣고 동
전과 오곡양식을 뿌린 후에 매장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
로의 이름을 부르면 안된다. 매장은 고인의 가족이 몇 번하고 그 이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매장을 계속하면 된다. 분두가 형성될 때까지 매장하고
화환(花圈)을 두면 매장의식이 끝난다. 매장에 참가했던 모두가 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화분(火盆)을 건너서 손으로 물분에 있는 칼을 만진다.
39

져(窖): 관을 매장하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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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삼일 후에 가족과 식구들이 무덤에 가서 원분(圆坟)을 한다. 매장
칠일 후는 고인의 두칠(头七，사망자가 사망 후 칠일)로, 식구가 다시 무
덤에 와서 원분(圆坟)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칠주 안에 일주일이 지나면
원분(圆坟)을 한번 하면 사망자를 잘 보낸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다른 마을을 살펴보면 무덤이 항상 산 위에 위치해 있고, 산이
없으면 마을의 집과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덤 위치의 선택은 풍수 이론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같은 풍수이론에
의하여 무덤 위치도 법칙적으로 비슷하다. 상장(丧葬)을 치르는 풍습은
중국 각지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베이징시과
베이징 근처 마을의 상장(丧葬) 풍습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안의 형편
에 따라 상장(丧葬) 의식의 규모는 다르겠지만 의식을 할 때 따르는 큰
맥락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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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들
6.1 논
찬지하촌에 가서 조사했을 때 논은 찾지 못했다. 찬지하촌은 중국 북
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가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오기는 하지
만 논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강수량은 아니다. 중국은 보통 남쪽에
논이 있고 북쪽에 밭이 있다. 남쪽은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
으로, 빗물이 쌓이면서 점점 논이 형성된다. 북쪽은 강수량이 많지 않아
밭농사를 짓더라도 종종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역 조
건에 따라 빗물이 많고 습도가 높은 지역, 즉, 남쪽에서 논농사를 짓고
강우량이 많지 않은 지역, 즉, 북쪽 지역에서 보통 밭농사를 짓는 것이
다.
논에서 많이 짓는 논벼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해서 밭에서 심을 수 없고
계속 물을 줘야 한다. 그래서 찬지하촌에서는 밭에서 심을 수 있는 작물
을 위주로 농사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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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밭
명나라 때부터 찬리안구(爨里安口)의 마을 사람들은 군인 위주로 구성
되었다. 군인들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먼저 산을 개발하
여 계단식의 밭을 만들었다. 토지개혁(土地改革) 당시의 통계 수치에 따
르면, 전체 마을에서 87집 248인이 있었고 밭이 480000제곱미터가 있었
으며 마을 평균 토지 면적이 1120제곱미터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작고 얇으며 관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지만 가뭄이 들면 수확을 할 수 없었다.
찬지하촌의 주요 농작물은 좁쌀, 옥수수, 고량, 고구마, 듀류, 메밀, 채
소이다. 좁쌀은 찬지하촌의 양식 중 하나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파종
하여 9월 중이나 9월 말에 익으며, 내한성이 높아 계단식 밭에서 키우기
쉬운 작물이다. 옥수수는 중요한 양식 작물 중의 하나로, 촌민들의 사랑
을 받으며 많이 심어지는 작물이다. 채소는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집집마다 채소를 심으며, 주로 무, 오이, 가지, 토마토, 조롱박를
심는다. 수확철이 오면 직접 심었던 채소로 요리를 해 먹는다.
경작 방식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에는 사람과 가축이 함께 쟁기로
도랑을 파고 씨를 넣어 토양으로 덮는 방식으로 경작한다. 여름에는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첫번째 단계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제초하여 잘
자라는 묘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솎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흙을 부
드럽게 하고 경지의 토양에 있는 수분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배토하는 것이다. 가을은 옥수수와 좁쌀을 수확하는
계절로, 먼저 낫으로 짚을 베어 넘어뜨리고 옥수수 등을 따서 가축을 이
용하여 집으로 가져간다. 집에 가서 양식을 막에 놓아 말린다. 겨울에는
쥐가 수확한 양식을 먹는 것을 막고 곰팡이가 끼는 것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양식을 온돌에 두어 충분히 말린 후, 큰 항아리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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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림6-1 춘경(春耕)도

41

그림6-2 양식을 저장하는 항아리

농경 기구의 종류도 다양한데, 촌민들이 주로 쓰는 도구는 등에 지는
40
41

사진출처: https://timgsa.baidu.com
사진 출처: https://timgsa.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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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로(背篓, 광주리), 베이지아(背架, 지게), 비아단(扁担, 멜대)이다. 자동
차가 없어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업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촌민들이 편
하게 업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많이 발명되었다. 말, 노새, 나귀, 소
등이 마을에서 주로 키우는 가축이다. 가축은 무거운 물건을 운송할 때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1968년에는 찬지하촌
에서 재당까지 가는 도로를 건설하여 말차(马车)가 통과할 수 있게 했는
데, 이 때 마을에서 말차를 2대 구매하여 더 편하게 운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6-3 베이지아(背架)

42

사진 출처: https://timgsa.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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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림6-4 베이로(背篓)

43

인력으로 무거운 물건을 운송하던 시절에는 보통 두 세명의 사람이 모
여 함께 운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밭에 가는 것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도구를 가져가서 농사를 짓고 양식을 함께 집으로 운송했다. 혼
자서 하는 일을 두 세명이 함께 하는 것은 일의 진행을 더 빠르게 하고
체감상 흘러가는 시간도 더 빠르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 한회생(韩怀生)은 "옛날에 농사를 지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
기계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때 농사 지을 때만
밭에 가니까 밭에 가야 하는 걸 생각나면 몸이 힘들기 시작했어. 근데
어쩔 수 없지. 농사를 안지으면 먹을 거 없으니까. 다행이라는 게 이웃
이랑 같이 일할 때가 많아. 얘기하면서 일하면 더 재미 있는 것 같아. "
라고 하듯이, 촌민들에게 밭이 농사를 짓는 것과 양식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밭에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하여 쌀, 채소 등을 수획하고 살아
가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지만 촌미들에게 밭이 없어서 안되
는 수확 공간이다. 마트가 없는 시절에서 모든 식품을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3

사진출처: https://timgsa.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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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마을
7.1 마을구역
촌민들은 집의 위치에 따라 구역을 나눈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촌리

(村里),

하리(河里),

상건(上涧),

하건(下涧)으로 구분했다. 촌리는 마을의 위쪽을, 하리는 마을의 아래
쪽을

말하며,

사건은

마을의

서북쪽을,

하건은

마을의

동남쪽을

가리킨다. 길의 서쪽에 위치한 강을 경계로 구역을 나누고 상건의
한멍링(韩孟玲)

44

의 집부터 하건의 동홍표(董洪彪)

45

의 집까지 마을의

집으로 확정됐다. 마을의 구역에는 정원이 있고 생태나무, 집, 길이 있다.
마을만 얘기하자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을의 낡은 집이다.
인터뷰 내용으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향이나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집주인의
이름으로 자기가 있는 위치를 대표한다는 것이었다. 집마다 누구 살고
있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

44

한멍링(韩孟玲): 촌민의 이름이다. 마을의 사람들이 촌민의 이름으로 위치를
정한 것이다.
45
동홍표(董洪彪): 촌민의 이름이다. 韩孟玲(hanmengling)의 이름과 같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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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 찬지하촌 전체마을구역 분석도

그림7-2 찬지하촌 마을의 집 구역 분석도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지 얘기할 때 上村里转一圈(마을 위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上上涧(韩孟令의

上河里转一圈(마을
집쪽으로

가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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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쪽으로

가보

해요)，上下涧(마을

려고

해요),

입구쪽으로

가보려고

해요)라고

할

것이다.

마을

주변은

소대자(小台子)

와

산고(山沟)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구분할 수 있다. 얘를 들어서
동대자(东台子), 남대자(南台子), 서강(西江), 남강(南江), 찬보욕(爨宝峪),
남터(南套),

북터(北套),

상진가분(上陈家坟),

하진가분(下陈家坟),

후장(后塂), 남장(南塂), 대동구(大东沟), 소동구(小东沟), 남퍼량(南坡梁),
화석반(火石斑)이 모두 마을의 방향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방언이고 이것들의 대부분이 표준어에서 찾을 수 없는
한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이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는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찾아 이야기해준다고 한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마을의

구역을

구분하는

방법도

다르다.

찬지하촌처럼 베이징의 대부분 마을에서는 마을의 방언으로 방향을
지칭하며, 방언이 한 장소의 이름일 수도 있고 한 구역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설명하는 경우에 그 방향을 방언 이름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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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골목
찬지하촌은 산허리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산 아래까지 집을 건설
했기 때문에 고도차가 나는 골목이 많다. 마을의 골목은 보통 집과 집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이다. 골목의 한 쪽 벽은 왼쪽 집의 벽으로 구성되
고 다른 쪽 벽은 오른쪽 집의 벽으로 구성된다. 특이한 것은 찬지하촌은
마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골목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골목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주변집에 사는 촌민의 이
름으로 그 골목을 지칭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회진’의 집 옆
골목에 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난 한회진 집 옆 골목에 갈 거야."라고
말한다. 촌민들은 서로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런 방식으로도 쉽게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듣는 사람 역시 그
위치가 어딘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골목의

위치가

아닌,

큰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고, 촌민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으로 방향을 지칭한다.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지

상촌리좐일취안(上村里转一圈,마을

위쪽으로

상허리좐일취안(上河里转一圈,마을

아래쪽으로

얘기할
가보려고
가보려고

때
한다),
한다),

상상건(上上涧,한맹령의 집쪽으로 가보려고 한다), 상하건(上下涧,마을
입구쪽으로

가보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마을

주변의

소대자(小台子)와 산거(山沟)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동대자(东台子), 남대자(南台子), 서강(西江), 남강(南江),
찬보옥(爨宝峪),
하진가분(下陈家坟),

남더(南套),

북더(北套),

후항(后塂),

남항(南塂),

상진가분(上陈家坟),
대동곡(大东沟),

소동곡(小东沟), 남퍼량(南坡梁), 화석반(火石斑)이 마을의 방향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들이다. 방금 제시한 이름들은 모두 방언이며 표준어에서
찾을 수 없는 한자가 많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단어들도 촌민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선택해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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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 찬지하촌의 골목

산지 지형에 따라 마을이 건설되어 집집마다 고도차가 나고, 그 고도
차에 따라 골목에는 계단이 많이 건설되었다. 골목의 바로 옆이 집이기
때문에 촨문(串门)하려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거나 때로는 골목의 계단
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사담을 나누는 사람
들을 보면 인사를 건네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이런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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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은 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 시간은 사람들이 할 일을
모두 마친 시간이라 계단에 잠깐 머물러 이야기하며 쌓였던 피로를 푼다.
이 시간의 골목은 오가는 길이 아닌, 앉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옛날에 마을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저녁을 먹고 골목을 함께 걸었
어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을 참 좋아했죠. 걸어가
다가 친구의 집에 가기도 하고, 아예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
요. 그 시간만큼은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마을 사람 한회생(韩怀生)>
중국에서는 마을의 크기에 따라 골목을 지칭하는 방법도 다르다. 찬지
하촌 같은 작은 마을은 보통 옆집 주인의 이름으로 골목 위치를 지칭한
다. 마을의 면적이 크지 않고, 촌민들 모두가 서로를 잘 알아서 집주인
의 이름으로 지칭해도 골목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하지만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마을은 집주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을의 구역을
지칭하는 방언 이름으로 위치를 표현한다.

- 67 -

7.3 공유지
마을의 입구 쪽에 있는 집 옆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나무
근처에는 공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여 얘기
를 나누는 곳이 되었다. 처음 마을에 갔을 때 그 나무가 내 주의를 끌어
냈다. 나무 옆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하였다. 많은 관람객들이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옛날 느낌이 든다, 혹은 여기를 보면 기분이 좋
다는 등의 대답을 하였다.

그림7-4 겨울의 빈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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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 빈터위치도
46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뉴비대(牛逼台) 라고 부른다. 마을의 공유지를
한다면 뉴비대(牛逼台)이다 라는 사람이 많다. 이 이름은 처음에 욕의
의미로 지어졌었는데, 지금은 좋은 의미로 통한다. 마을의 큰 길 옆의
큰 나무에 그 나무의 그림자가 있고, 봄과 여름, 가을에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 허풍을 떨다보니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엄청 번화한
장소이다. 집에는 식구가 몇명 있는지, 언제 농사를 짓는지, 무슨 밥을
먹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고,

헛소리를

실컷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밤에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마을 사람 집으로 가서
얘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고 다른 마을 사람 집으로
가는데, 낮에는 일을 해야 해서 시간이 없고 밤에만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친구집에 가고는 한다고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해줄 수 있고
서로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다. 촌락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주고, 마을
46

뉴비대(牛逼台): 마을에서 촌민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경험, 지식, 집안 일을
교류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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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서 모두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준다.
두번째 공유지는 지금의 주차장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과거에 풍습활동인 정월 십오일 등을 들고 묘 밖에 돌아다니기와
그네타기가 이루어졌던 장소이다. 정월 십오일의 활동 중 마지막 단계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관왕묘에서 나와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주차장 공유지이다. 이
공유지에서 깃발을 들고 미리 설치해 놓은 미궁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해에 겪게 될 고난을 관왕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
속에서 공유지는 촌민들에게 모이는 공간으로써 이용되기도 하고, 활동
장치의

설치를

통해

마을의

대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 다른 마을 풍습활동은 그네타기이다. 그네타기 역시 주차장인
공유지에 그네를 설치하여 이루어진다. 과거, 주차장의 위치가 그네를
타던 장소였을 때, 그네 타기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덕분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네를 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그네 타기는 옛날에 청명절(清明节)에만 하는 활동이었다.
청명절은 날씨가 따뜻하고 농사도 그리 많지 않아 그네를 타기에 적절한
날이었다. 하지만 마을 문화가 발전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적어지고
여가 시간도 많아져 정해진 시간 없이 마을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마을 사람을 불러와 그네를 탈 수 있었다. 공유지에 기둥 2 개를
세워, 기둥의 꼭대기에 도리를 하나 묶고 도리에 고리 두개를 묶어
그네를 만든다. 한 사람이 그네에 타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는데,
서서 그네를 타기도 했다고 한다. 그네를 높이 올리기 위해 양손으로
힘을 주며 줄을 잡기 때문에, 그네타기를 운동 중 하나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대략 4 명뿐이지만, 그네를
둘러싸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이
많았던 과거에 자주 할 수 있는 풍습활동이었다. 지금은 밖으로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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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이 많아지고 마을에 남아 있는 마을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과거 그네를 타던 장소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네를 타는
풍습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두 풍습은 모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유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주차장 쪽의 공유지가 과거 찬지하촌의 의례 활동에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크지 않은 마을에서 가장 큰
빈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활동들은 주로 이 빈터에서
진행되었다.

정월

십오일의

활동은

많은

촌민들이

참여해야

했고

그네타기는 참여인원은 많지 않지만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빈터에서 진행될 수 없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유지뿐이었기에, 주차장인 공유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다.

47

그림7-6 그네를 타기

47

사진 출처:
http://pic.sogou.com/d?query=%B4%F2%C7%EF%C7%A7&mode=1&did=4#d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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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림7-7 그네 타는 마을 사람들

49

"주차장 쪽에 철대가 하나 있어요. 그곳은 옛날에 里桩 이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운동이라고

철대를

얘기할

돌릴

수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때는

위험한
명절에만

운동이에요.
할

수

헬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였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큰 나무로 그네를 탈 수 있었고 굴렁쇠도 할 수 있었어요. 제한이
없고 다 언제든지 놀 수 있는 것이었죠. 지금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어서 놀 수 있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도 적어지고 많이 밖으로 나가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었죠.”<촌장 한약(韩跃)>
"옛날에

마을에

사람이

많았을

때,

민속활동을

많이

했어.

2005 년쯤까지 많이 했지. 그네 타기는 언제든 할 수 있었고, 다른
활동들은 보통 명절에 했었지. 지금의 주차장 자리에서 그네를 탔었어.
48

사진 출처:
http://pic.sogou.com/d?query=%B4%F2%C7%EF%C7%A7&mode=1&did=5#did4
49
里桩: 마을에서 촌민들이 모이는 빈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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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 장소가 주차장이 되고, 그네를 탈 인원도 많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거야.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같이
그네를 탔지. 그때는 마을이 큰 가족 같았어. 그네를 함께 타면서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기도 했지. 그리고 매년 정월 15 일에 불을 들고
사찰 밖을 돌아다니기도 자주 하고 있어. 일년동안 마을 사람들이
무사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복하려고 하는 거지. 보통 촌장이
사람들을 뽑아서 활동에 참여하라고 하고,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깃발과 함께 관왕묘 밖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그렇게 하면 관왕의 도움을 받아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마을 사람 한회생(韩怀生)>
세번째 공유지는 관왕묘이다. 관왕묘는 정월 십오일 활동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정월 십오일에 등을 들고 묘 밖에 돌아다니기를 참여하는
촌민이 먼저 산에 올라가 관왕묘에 모여 관왕에게 인사를 하고, 촌장이
마을 사람들과의 회의를 마치면 모두가 산 아래로 내려간다. 활동을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 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왕묘 밖의 정원이
촌민들에게 모이는 공간을 제공하고 행사의 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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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8 주차장 사진

그림7-9 주차장위치도

그러므로 공유지에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소식들을 교환하고 각자의 삶을 더욱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공유지는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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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마을의 큰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공유지를
선정해서 활동 준비를 하거나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공유지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행사를 하는 장소로
작용한다. 중국의 마을마다 풍습이 많이 다른데 풍습의 형성은 마을의
역사와 관련이 많고, 역사가 비슷한 지역의 마을들은 풍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유지는 풍습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수와 활동 장소에 따라
점차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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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찰
마을에는 사찰이 총 3 개가 있다. 각각은 관왕묘, 여신묘, 오도묘이며,
기능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그에 적합한 사찰을 선택하고, 찾아가 소원을 빈다. 사찰의 위치 선택에
대해

촌장에게

인터뷰를

하였다.

사찰의

위치는

옛날에

사람들이

풍수사를 모시고 선택한 것이다. 大庙는 높은 곳에 있고 촌락과 그리
멀지 않다. 사찰은 집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사찰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북향이나 남향이다. 평소에 사찰에 갈 때, 初一, 十五에 大庙에 가고,
아기를 원하면 여신묘에 가요. 오도묘는 마을 사람이 돌아갈 때 가는
곳인데, 지금은 거의 가는 사람이 없다. 촌민들이 지금 가장 빈번하게
가는 사찰은 대묘(大庙)인데, 큰길을 건너야 사찰에 갈 수 있다. 사찰은
촌민들에게 가장 신성시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사찰의 위치 선정은 마을의
위치 선정과 비슷하게 중요한 일이다. 사찰을 건설하기 전에 마을에서
풍수사를 모시는데 그가 사찰을 짓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주면, 풍수사의
말과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찰을 건설하는 것이다.
관왕묘는 찬지하촌에서 가장 큰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
이 대묘라고 부르는 이유는 관광 사찰이 되기 전에 관왕묘의 이름은 대
묘였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관왕묘라고 부르는 것보다 대묘라고 하
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관왕묘는 마을 동쪽의 산위에 있는데,
康熙54년에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건립하였다. 관왕묘는 남향이며,
사찰 안에는 관왕의 불상이 있다. 관왕묘의 서쪽에는 기념비가 하나 있
는데, 기념비에는 ‘万古流芳’라는 4글자가 써 있고, 그 아래에는 康熙
50

년간 마을 사람이 돈을 모으고 관왕묘를 지어냈다는 사실과 이때 돈을
기부한 마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관왕묘가 위치해 있는 정원

50

강희(康熙)년간: 1662년(康熙元年)--1722년(康熙六十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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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면적이 300제곱미터이고, 정원에는 방이 3개가 있다. 방의 벽에는
“一座宝刹寺天堂, 十万弟子来进香. 口诵真经念梵咒, 古佛下界降祯祥. ”
라는 시가 적혀 있는데, 바로 이전 촌장이었던 사람이 지은 시라고 했다.
“ 관왕묘는 과거에 대묘라고 불렸어. 과거, 그곳에는 관왕도 있고 용
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모두 대묘에 갔었지. 이후에 대묘라는 이
름을 관왕묘로 바꾸었어. 대묘는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 시
공을 했어야 했어. 지금 있는 불상은 과거에 비하면 완전한 것이 아니지
만, 이미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집에 무
슨 일이 생길 때면 항상 대묘에 갔어. 그리고 기도를 했지. 우리가 번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왕에게 얘기하면, 그가 모두 해결해준다고 생각
해.” <이전 정권의 촌장>

그림7-10 관왕묘위치도

오래 전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빗물이 많
이 필요했다. 하지만 찬지하촌은 비가 많이 내리는 마을이 아니다. 논밭
이 마르기 전에 빨리 비가 내리기를, 사람들은 관왕묘에 와서 무릎 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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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절하며 관왕에게 이야기했다. 촌장 한약씨가 그는 촌민들로부터
절을 했더니 진짜 비가 빨리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에 소문으로 난 후에, 더 많은 마을 사람이 관왕묘에 가
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관왕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한다.

51

그림7-11 관왕묘(대묘) 사진

51

사진 출처: https://www.google.com/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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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2 관왕의 불상 사진

그림7-13 관왕묘 정원 안에 있는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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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4 촌민들이 관왕묘에 가는 동선 분석도

마을에서

정월

15

일에

등을

들고

묘

밖에

돌아다니기라는

풍습활동이다. 설날 전날에 대묘(大庙)의 불상을 아래로 모시고 정월
십오까지
활동이다.

마을에
옛날에

불상을
신을

두고

일년동안

모셔오기

행복하게

위해서

살기

유묘(游庙,묘

빌어주는
밖에서

돌아다니기)를 하기 시작했고 좐등(转灯)은 불을 가리킨다. 밤에 밖에서
경치를 보면 매우 장관이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아이를 제외하고 모두 참여한다. 촌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다음 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기복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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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그림7-15 정월15일등을 들고 묘 밖에 돌아다니기

53

그림7-16 묘에서 내려가 빈터에서 모이는 중

52
53

사진 출처: 촌장 한약씨 제공함.
사진 출처: 촌장 한약씨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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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그림7-17 정원15일 등을 들고 관왕묘 안에 활동하기

55

그림7-18 관왕묘에서 행하는 의례
54

사진 출처: <베이징 찬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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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관왕묘이다. 관왕묘는 마을에서 가장 큰
사찰이고 마을 사람들의 번뇌를 없애는 관왕이 있어, 다음해가 행복하길
기복하려면 관왕묘에 가 관왕의 도움을 구해야한다. 관왕묘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 관왕묘에 대한 중시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며,
관왕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제공한다.

활동을

참여하는

촌민들은 관왕묘에 모여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을 회의로 이야기한다.
촌장이 건강해서 관왕묘까지 오를 수 있다면 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촌장이 관왕묘까지 가기 어려우면 마을 위원회의 관리층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가 끝나면 서두에 선 촌장 뒤를 다른 촌민들이 따라
산아래로 내려 간다. 내려갈 때 사람들은 각자 깃발 하나씩을 들어 다른
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내려가는 길은 해마다 바뀌는데, 깃발을
들고 내려가면 뒤따라오던 사람이 쉽게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산 밑으로
내려온

후에는

활동에

공유지에

모인다.

선정하여

미리

참여한

과거에는

설치해놓은

모두가

작은

현재

불상을

미궁에

들

들어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마을

두세명을

출구를

사람

찾아보게

했다.

미궁에서 탈출하면, 촌락이 관왕의 도움을 받아 다음 해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는 불상을 드는 것이
무겁기

때문에,

불상을

깃발로

대체하여

든다고

한다.

이활동이

미신이지만, 마음의 위탁효과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일종의 형식으로
변해

옛날의

활동을

되살려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서

관왕묘는 신을 모시는 공간이자, 촌민들이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여신묘는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마을 동쪽의 산
허리에 위치해 있다. 여신묘 안에는 관세음 불상이 있고, 방은 북쪽을
향해 있다. 문화대혁명 때 조소가 소각하였지만, 여신묘는 여전히 남아
있다.

55

사진 출처: 촌장 한약씨 제공함.
- 83 -

그림7-19 여신묘위치도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아
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신이 관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서 마을은 아이를 점지해 주는 관세음이 필요했다. 관세음의 관념"不孝
有三 ， 无后为大 ” (불효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은 유가와 묵가의 사상과 비슷하며, 각 마을에서 관
세음의 불상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여신묘
에 가서 아이가 안전하고 무사히 태어나기를 기복해야 한다. 여신묘는
관왕묘와 달리, 촌민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평소에는 촌락의
여성이 와서 절을 하고 소원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묘의 크
기는 작은 편이며, 주변환경과 아주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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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0 여신묘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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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1 관세음의 불상

여신묘는 촌장님의 할아버지가 건설했는데,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천연두병에 결려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관왕묘에 가 병이 빨리
낫기를 기복했고, 병이 낫자 관왕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여성 촌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신묘를
짓는 일이었다고 한다. 처음 여신묘가 지어진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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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의 외형이 많이 손상되었을 때는, 촌장의 아버지가 여신묘를 재건했
다고 한다. 여신묘에 가는 여성들은 그 사찰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
기했고, 아이가 아직 없어 아이를 낳고자 여신묘에 가서 향을 피우고 소
원을 빌었더니 아이가 생겼다고 한 여성이 꽤 많았다.
"여신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찰이야. 이 사찰
은 우리 아버지께서 건설하셨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천연두에 걸렸었는
데, 그때 관왕에게 이 병을 낫게 해주면 사찰 하나를 짓겠다고 소원을
빌었지.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병이 낫자, 이 여신묘를 세운거야. 세워진
지 오래돼서 심하게 파손된 적도 있었지. 그때 내가 사람들을 모아 재건
했어.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곳에 가서 향을 피워. 그러
면 집에 돌아가서 바로 임신을 했지. 그런 전례들이 참 많아.”<마을 사
람 한회생(韩怀生)>
오도묘는 마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염라대왕에게 알리고 인사
를 하는 곳이다. 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사실
을 염라대왕에게 알리지 않으면, 저승으로 간 친척은 다시 태어나지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친척이 죽었다는 사실을 염라대왕에게 알리면, 염라
대왕이 그 친척을 챙겨 잘 모시고 간다. 찬지하촌의 오도묘는 예의적인
장소로, 내부 공간이 아주 좁고 작은 집의 형태로 건설되었다. 오도묘는
마을에서 중요한 교통 도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사찰 안에는 염라
대왕과 우두귀신과 마두 귀신의 불상이 있다. 최초의 오도묘는 건설을
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 무너졌고, 현재 있는 오도묘는 2005년에 재건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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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2 오도묘 위치도

그림7-23 오도묘 앞

"옛날에 집에 돌아가신 사람이 있으면 꼭 오도묘에 가서 소지를 올려
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지를 올리지 않으면
돌아가신 사람에게 괜히 미안했죠. 근데 지금은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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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적어서 안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촌장 한약(韩跃)>
현재는, 친척이 죽었을 때 오도묘에 가는 젊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3차 답사를 하러 오도묘에 갔을 때, 그
곳에서 신선한 음식물과 음료수, 고량주를 볼 수 있었다. 일주일 안에
오도묘에 온 사람이 있던 모양이었다. 아마 그 사람은 가족 중 나이가
많은 분이 돌아가셔서, 그 사람을 기념하고 죽은 사실을 염라대왕에게
알리고자 왔었을 것이다.
요약해보자면, 관왕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 고민과 소원을 들어
주는 장소이다. 이는 관왕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 덕분에 유지되
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여신묘
는 불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장소이다. 과학문명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했다. 오도묘는 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고인을 떠
나보낸 주변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장소이다. 식구를 잃고 슬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구슬픈 정서를 털어놓고 염
라대왕에게 부탁하며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옛날
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화(神话) 같은 이야기와 이미지가 있다. 그 이야기
들의 존재가 인간 정신의 구현이고 사람 정신 문명을 진보하게 해주는
소산물이다. 종교 문화가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고 사
람의 주관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문화가 어떤 행위도, 어떤 사고방식도
아닌 사람의 감정과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절하는 방식으
로 자기가 종교를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조각상을 만들고 사찰
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종교 문화를 실물화하는 것도 있다. 찬지하촌에
보존하고 있는 관왕묘, 여신묘, 오도묘가 다양한 종교 문화를 보여준다.
풍부한 종교 신앙이 찬지하촌에 다종의 종교 문화경관을 형성하게 만들
었다.
대부분의 중국 마을에는 사찰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진 고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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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사찰이 건설된다. 예를 들면, 찬지하촌에서 가장 큰 사찰인
관왕묘는 촌민들이 가진 가뭄에 관한 고민을 해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만약 다른 마을에 강수량 부족의 문제가 없다면, 관왕묘와 같은 사찰이
아닌,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진 고민을 해소해주는 사찰이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사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을의 큰 사찰은 산 위에 위치한다. 찬지하촌의 경우에도, 관왕묘는 마
을에서 가장 큰 사찰이라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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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4 음식물 차례된 오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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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자
정자는 찬지하촌에 머물러 경치를 보거나 어떤 걸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다. 보통 산 위에 정자를 건설하여 먼 곳을 볼 수 있게 하는데,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관왕묘
밖에 있는 정자는 전체 마을 건축물 중 가장 고도가 높아 경치를 보기
좋은 곳이다. 무덤 옆에도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정자는 경치를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닌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말왕묘(马王庙)라는 폐기된
사찰을 정자로 재건한 것이다. 말왕묘(马王庙)는 폐기 이전에 무덤을
지키는 사찰이었는데, 폐기된 후에는 말왕묘(马王庙)의 위치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정자를 세운 것이다.
마을의 정자는 촌장이 그 위치를 결정한다. 원래는 관왕묘 옆에
정자가 없었다. 과거 촌민들은 관왕묘에 갈 때 지금은 정자가 있는 길을
지나 관왕묘에 도착했고, 도착하기 전, 마을 사람들은 항상 사찰 밖에서
쉬고는 했다. 지금 관왕묘 옆의 정자는 촌민들이 먼 산을 내려다보는
장소가 되었다. 이 정자는, 촌장이 여러 촌민들의 의견을 받아 공개
투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이다. 정자가
건설됨으로써 더 많은 촌민들이 정자에 앉아 경치를 보기 시작했고,
관왕묘 밖에 머무는 시간 역시 길어졌다.
“옛날에는 대묘에 갈 때, 등산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한두번
쉬다가 올라갔어요. 나는 보통 절반 지점에서 한번 쉬고 대묘 밖에
도착하면 한번 또 쉬는 편이었어요. 그때는 대묘 밖에 쉬는 곳이 없어서
지금의 정자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쉬었는데, 이제는 정자가 있어
편하게 앉아 쉴 수 있어요. 나는 그 정자가 정말 잘 건설되었다고
생각해요.”<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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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5 멀리 보는 관왕묘 옆에 있는 정자

그림7-26 관왕묘 옆에 있는 정자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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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7 관왕묘 옆의 정자 위치도

무덤 반대편의 정자는, 무덤을 지키는 목적으로 그 자리에 지었다.
무덤 옆에 있는 정자 위치 선택에는 정자를 건설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말왕묘(马王庙)과 관련이 있다. 무덤 반대편의 정자는 엣날에
사찰이었고

말왕묘(马王庙)라고

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종의

정신

위탁이라고 볼 수 있다. 말왕묘(马王庙)은 말왕(马王爷)를 제사하며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보호하고 무덤을 지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찰이 무너졌고, 어쩔 수 없이 폐기되었다. 그래서 이 정자로
개조하고 계속 무덤을 지키는 건물로 거기 있었다. 사람들은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며 무덤 쪽의 산을 볼 수 있다. 대묘(大庙) 옆에 있는
정자에서 밑에 있는 마을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것과 달리 무덤
반대편의 정자는 밑에서 마을을 보면서 무덤 옆에서 멍하면서 자기가
돌아간 친척을 그리워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자는 말왕묘(马王庙)를 대체하려고 건설했다고 할 수 있죠.
옛날에 말왕묘(马王庙)이 있었을 때 다른 귀신이 무던에 들어가지
못하게 잘 지켜 왔어요. 말왕묘(马王庙)이 폐기된 후에 우리 마을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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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고 촌장도 무덤을 지킬 수 있는 사찰이나 정자 같은 건물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금이 부족해서 정자 하나 만든다는
것으로 정했어요.”<마을 사람 한회생(韩怀生)>

그림7-28 무덤 반대편의 정자

그림7-29 무덤 반대편 정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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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집
찬지하촌의 집은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마을에서 가장 역사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집이 사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형
제한되는 원인으로 삼합원, 특수합원도 있다. 현재는 마을에 사는 마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과거에 마을에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했을 때
는 그 수가 1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8.1 집의 구조와 의미
찬지하촌의 집은 산비탈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점, 선, 면 3가지 형태
를 결합하여 지형의 고도차에 따라 건설한 것이다. 집이 산에 의지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집의 배치는 산과 관계가 있다. 찬지하촌은 용두산
(龙头山)을 중심으로 선형(扇形) 건축군을 형성했다. 남북쪽의 중축선을
따라 형성된 찬지하촌의 건축군은 산의 흐름과 지형 고도의 영향을 받아
3층의 건축이 되었는데, 이때 용두산을 둘러싸고 등고선과 평행한 수평
건축군과 등고선과 수직한 수직 건축군이 형성되었다. 집집마다 고도차
가 있어 집마다 환기 효과가 양호하고, 일조가 집에 드는 시간이 충분하
다. 또한 계단식의 전축군 구성방식이 집마다 넓은 시야를 제공해준다.
찬지하촌 최초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처음 위
치를 선정할 때 용두산의 위치를 고려하여 용두산 바로 아래에 집을 건
설했고, 집이 넓고 위치가 가장 높아서 재주원(财主院)으로 이름지었다.
집에서 봤을 때, 마을 주변 산들의 방향은 북향, 동북향, 서북향이다. 산
의 방향은 풍수 오행(五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행에 의하
면 산이 집의 남향에 있으면 좋지 않고, 만약 남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
있으면 집의 재운을 막지 않고 재난만 저지한다고 한다. 촌민의 수가 늘
어나면서 다른 집들도 중축선을 따라 건설되었는데, 최초의 집처럼 풍수
를 따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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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 집의 중축선

대부분의 집이 풍수를 따지지 않지만, 찬지하촌 나름의 건축 구성방식
이 있다. 찬지하촌 합원의 평면조합방식은 총 3개가 있다. 첫째는 등고
선과 수직관계가 되는 상하 조합방식이다. 이러한 조합방식은 전형적인
사합원주택 조합방식을 계승하여 분명한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다. 찬지
하촌은 고도차로 인하여 상하 2층으로 나누었는데, 뒷층의 조합방식이
수직 등고선의 조합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고잔도(古栈道)

56

를 따라 건설한 것이다. 사합원의 주요 입구는 대부분 정원의 동남쪽에
57

있고, 정원의 유형이 이진원(二进院) 이며 소량의 사합원이 일진원(一进
58

59

院) 이나 삼진원(三进院) 이다. 정원 전후에는 고도차가 거의 없는데, 이

56

고잔도(古栈道): 중국 고대에서 높은 곳에서 건설한 도로 중의 일종.
이진원(二进院): 사합원의 구조를 구분하는 경우 일진원, 이진원, 삼진원으로
구분. 이진원이 정원 두게 사랑방이 좌우 각 두개씩 있는 형식.
58
일진원(一进院): 사합원의 구조를 구분하는 경우 일진원, 이진원, 삼진원으로
구분. 일진원이 정원 하나만 있으며 사람방이 좌우 하나씩 있는 형식.
59
삼진원(三进院): 사합원의 구조를 구분하는 경우 일진원, 이진원, 삼진원으로
구분. 삼진원이 정원 세개 있으며 사람방이 좌우 세개씩 있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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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는 평원식 사합원(平原式四合院) 의 조합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였
다. 하지만 지형의 영향으로 인하여 평원식 사합원에 비해 형식이 더 자
유롭게 변하였다.
두번째 평면조합 방식은 등고선과 평행되는 수평적인 조합이다. 찬지
하촌에서는 이러한 조합으로 되는 사합원이 다 일진원으로 되어 있고 지
형이 계단 같이 생겨서 공간을 수평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서 가장 전형적인 예시로는 마을의 상층에 있는 삼형제의 합원( “ 石甬
居”로 부른다)을 들 수 있다. 이 합원은 형제 삼인의 나이 순서대로 동
쪽부터 서쪽까지 등고선과 평행하게 건설하였다. 이는 서로 독립적인 삼
합원으로 조합되고, 입구는 각자 합원의 남북 축선에 있다. 정원에 들어
가는 입구에는 문루가 하나 있으며, 이는 삼형제가 사는 집이 한 집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원의 크기, 합원의 구성 방식, 집의 높이를
통해 그 집에 있는 장유유서의 관념을 볼 수 있다.
세번째 평면 조합방식은 수직과 수평이 결합되는 부합적인 조합이다.
이러한 조합방식은 이름대로 수직적인 집도 있고 수평적인 집도 있는
것이다. 찬지하촌에서는 지형 때문에 건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평원식 사합원처럼 규격대로 건설할 수 없다. 더 충분히 땅을
이용하기 위해 마을의 사람들은 원래 수직적인 합원을 등고선을 따라
수평으로 연장하여, 한 가족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합적인 합원을
만들었다.

60

평원식 사합원(平原式四合院): 평지에서 건설하는 사합원. 이라한 사합원이 일
정한 규격에 따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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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2 찬지하촌 전체 집 구성도

찬지하촌은 다양한 조합방식으로 모든 집들이 다른 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채광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산을 따라 건설하는 방식은
산지

지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을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집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다. 최초의
집은 풍수 조건이 좋아 마을에서 살기 가장 좋은 집이 되었다. 다른
집들은 중축선을 참고하여 건설했기에 마을 전체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멀리서 보면 전체 건축군이 대략적으로 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집 안에 방의 배치 방식도 집 구조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찬지하촌의 집은 정방, 도좌, 좌우 상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에
서 가장 큰 정방은 5건이 있다. 일반 정방, 도좌는 3건이 있고, 좌우 상
방이 2건이 있다. 모든 건축물은 1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산
지 제한과 경제 조건의 차이로 인해 베이징과 산시성 사합원 중 베이징
사합원과 더 비슷하고 산시성 사합원의 맛이 있다. 집의 규모는 작은 편
이고 평면은 지나치게 대칭성과 규칙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합원은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고 실용적이며, 정원 공간도 작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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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다. 전체 합원중 사합원을 위주로 하고, 삼합원이 두번째로 많으며,
특수합원이 사합원과 삼합원 사이의 부족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의 집은 사합원으로 지었는데, 아래로 건설해 나가면서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삼합원과

특수합원으로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의 노인들이 산 위에 살았고 자식이나 후배들이 산 아래의 삼합원과
특수합원에서 살았다. 지금은 노인들이 다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장사도
해야 해서 산 아래로 내려와 살고 있는데, 산 위에 있는 사합원은
관광용으로 바뀌었고 밑에 있는 집은 여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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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합원
찬지하촌에서 사합원은 주요 평면형식으로 등급이 가장 높으며 주로
정방(正房), 도좌(倒座)와 좌우 상방(厢房)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귀방(耳房), 저방(罩房)이 있어 일정한 축선을 가지고 있다. 주요 입구는
문루(门楼) 형식이나 상방의 한 칸을 이용해 입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림8-3 베이징 전통 사합원과 찬지하촌 사합원 비교도

사합원 방 사이의 연결방식이 다음 사진과 같이 상하 방향으로 연결되
어 있고 문루의 위치는 사합원의 동남 쪽에 있으며 고도가 다르면 고도
차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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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그림8-4 사합원의 구성 사진

찬지하촌의 전형적인 사합원 43호정원을 예로 사합원의 집 구성을 보
여주고자 하였다. 43호 정원은 사합원 하나와 삼합원 하나로 형성되어
있는 정원이다. 43호 정원의 사합원은 전형적인 수직적인 사합원인데,
찬지하촌에는 이러한 수직적 사합원이 가장 많아서 43호 정원을 선정하
여 분석하려고 하였다.
43호 정원은 촌민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1996년에 정부에서 찬지하
촌의 건축물을 재건했을 때 이름 지었다. 이는 대오건(大五间)이 있는 재
주원(财主院)을 제외하고 다른 이름 없는 정원들을 숫자로 지어낸 것이
다. 43호 정원의 경우, 제 43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재
주원(财主院)을 대상에 제외한 이유는 재주원(财主院)이 전형적인 사합원
이 아닌 5개 방을 한 수평선에 지어낸 최초의 집이라 대표성이 없기 때
문이다. 43호 정원은 사합원으로서 보전 상태가 좋고, 집주인이 출입을
허락하여 조사가 가능했다.

61

사진 출처: https://www.google.com/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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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5 43호 정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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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6 43호 정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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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7 43호 정원 기능 분석도

43호 정원의 평면도를 보면 수직 축선을 볼 수 있는데, 정방이 3개 있
으며 방의 폭은 3m 정도 된다. 총 면적이 211m²였으며, 실내 저주 면적
은 120.4 m², 동쪽과 서쪽 사랑방의 면적이 30.8 m²였고, 주방이 904 m²
였다. 43호 정원은 남향이고 양쪽이 대칭이며 이진원의 집이다. 43호 정
원에 들어가서 동쪽을 보면 박쥐산을 볼 수 있다. 박쥐산의 발음이 중국
어로 하면 복과 비슷하여 마을에서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43호
정원에서 복자를 써 있는 가림벽도 있다. 가림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집
주인의 정신적인 추구를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43호 정원
의 집주인은 복자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가림벽을 제외한 정원 입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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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받침돌에도 복자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림8-8 43호 정원 입구

옛날의 찬지하촌에서 문신(门神)을 봉안하는 습관이 있었다. 집을 건설
하였을 때부터 문신을 봉안할 수 있는 특정한 위치까지 생각하고 디자인
하였으며 문 옆의 벽에 상자 모양의 구멍을 만들어 문신을 넣었다. 43호
정원도 이러한 장치가 있다. 정원 입구의 우측에는 문신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구멍의 높이는 30mm이고, 폭은 15mm이고, 깊이는
62

15mm이고 , 주변에 많은 무늬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문신 구멍을 문신
차어라고 부르며, 문신을 문 옆에 넣으면 집주인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
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신의 양식은 가격에 따라 다르다. 집안 형편
62

川底下村43号院民居室内与家具陈设研究 高娅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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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으면 더 비싼 문신을 사는데, 일반 가정이라면 보통 문신을 산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에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시대에는 미신을 금지했
었기 때문에, 문신을 넣을 수 있는 구멍과 문신이 훼손된 집들이 꽤 있
다. 다행이도 43호 정원의 구멍은 그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그림8-9 43호 정원 입구 옆의 문신(门神) 차어(槽)

찬지하촌의 집 안에서 사용하는 가구와 장식은 집마다 비슷하다. 다음
의 사진에서 서화, 도자기, 목질 가구, 수납장을 볼 수 있다. 벽에 걸린
서화는 집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청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해 온
서화이다. 당시에는 마을에 돈이 있으면, 시장에서 명인의 서화를 사왔
다고 한다. 서화의 내용은 매화, 모란꽃, 송백, 자손, 평안 등의 주제가
있고, 서화를 거는 방식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서
화는 일반적으로 집의 입구나 앉을 수 있는 곳에 걸어 놓는다. 입구에
걸면 다른 촌민들이 쉽게 볼 수 있어 자랑하기에 용이하고, 의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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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실 때 감상할 수도 있다. 종종 가구 뒤의 배경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서화를 통해 집주인의 품행과 취미를 알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있는 서화 장식물을 통해 자신의 생활태
도를 보여주거나, 어떻게 삶을 살고싶은지에 대한 소원을 집의 세부적인
측면으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집은 촌민들에게 보금자리
이면서 동시에 신념을 삶에 융합하게 해주는 장소인 것이다. 도자기는
청나라부터 집안 형편이 아주 좋은 집에만 있는데, 청나라에서 사왔던
것이 지금까지 대대로 전해져 오는 가보(传家宝)가 되었다고 한다. 산수
화나 정미한 무늬가 그려져 있고, 도자기의 밑에 찍힌 도장의 양식을 통
해 생산 연대를 추측할 수도 있다. 수납장은 촌민들이 옷이나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수납하는 도구이다. 보통 수납장의 위치에 따라
넣는 물건의 종류가 다르며, 침대 옆에 있으면 이불과 옷을 넣는 용도이
고 의자와 같은 가구 옆에 있으면 차구 등을 넣는 용도이다.
"우리 집의 서화는 내 조상이 아주 옛날에 사온 건데, 그 때는 비싸지
않았지만 지금은 문물(文物)이 돼서 좀 비싸요. 집의 다른 장식물들도 대
부분 그때 같이 샀다고 아버지께 들었어요.”<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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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0 찬지하촌 대오건(dawujian, 大五间) 집안의 가구

정방의 서쪽 방에는 캉(炕，온돌이라는 뜻)이 하나씩 있다. 옛날의 찬
지하촌 마을 사람들은 온돌에 앉아 작은 소줘을(小桌儿，작은 테이블라
는 뜻)을 온돌에 두어 밥을 함께 먹는 것을 선호했다. 작은 테이블이 온
돌보다 작아서 온돌에서 이동할 수 있었고, 필요가 없을 때면 방의 구석
에 두거나 실외로 가져가 다른 머을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
했다.
"저는 이런 습관이 우리 마을의 온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의 평균 온도는 10.1도이고 아주 추워요. 온돌에 앉아 밥을 먹으면
아주 따뜻해서 좋아요. 낮에는 온돌 주변에서 다른 마을 사람이랑 대화
를 나누거나 놀기도 하고, 밤에는 온돌에서 자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
죠.” <한회진(韩怀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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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1 찬지하촌 캉(炕)에 있는 소줘을(小桌儿)

그림8-12 찬지하촌 캉(炕) 밑에 있는 불태우는 구명

방에 있는 창문은 청나라 때 사용한 창문이다. 창문을 열어 나무 막대
로 열게 만드는 창문도 있으며 열고 선을 고정하는 창문도 있다.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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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찬지하촌의 온도가 낮은 편이라 집에 있을 때, 창문만 열어도 덥지
않다. 옛날의 창문은 유리가 아닌 얇은 종이로 되어있었고, 자물쇠와 같
은 잠금 장치가 없었다. 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마을에 촌민들 밖에 없어 서로 잘
알고 지낸 덕분에 사회 치안이 잘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죠. 하지만 다행이라는 게 우리 마을은 여름에
도 덥지 않아요. 지금 우리 마을이 관광지가 돼서, 다른 곳에서 사람들
이 피서하려고 온거죠. 현재까지도 베이징의 다른 지역이 36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때, 우리 마을에 오면 에어컨을 킬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시원해요.”<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그림8-13 찬지하촌 사합원의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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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4 나무로 만든 문의 문양

마을 사람들은 집안의 선후배 차례를 방 위치를 통해 구분함으로써 집
에 있는 연차순서를 강조한다. 정방(正房)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좌
우 상방(厢房)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아이이다. 상방 중 왼쪽 방에는
맏이가, 오른쪽 방에는 둘째 아들이나 딸이 산다. 도좌(倒座)에는 보통
하인이 사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면 하인이 없어 도좌(倒座)를 창고
로 이용하기도 한다. 귀방(耳房)과 저방(罩房)이 양식을 저장해 두거나
물건을 두는 곳으로, 보통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문루(门楼)는 집으로
들어갈 때 지나는 공간이다. 촌민들은 장유유서라는 규칙을 중시하면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정방은 위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사는 방이
고 옆에 있는 상방이 자녀가 사는 공간이며, 채광이 가장 안 좋은 도좌
를 하인이 사용한다. 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면 그 방이 살기에 편한
방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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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5 사합원의 내부 사진

찬지하촌의 사합원은 산지사합원이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사
합원보다 적으며 형상도 특정한 규격이 없지만, 촌민들이 교모하게 각
집의 지형환경을 이용하여 최대한 여러 생산과 생활 속의 필요 공간을
만족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찬지하촌 사합원에는 공간을 잘 활용한 디자
인이 많다. 찬지하촌 사합원에는 디져(地窖)라는 저장 공간이 있다. 촌민
들의 말로는 디져(地窖)라고 한다. 집에 들어가면 정방의 바닥에 있으며,
바닥의 목질 적은 문을 열면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볼 수 있다.
500년전 냉장고가 없었을 때, 물건(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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窖（dijiao)를 이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낸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냉장고가 없어서 과일, 과자 이런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해 집을 지었을 때 디져(地窖)를 설치를 했어요. 냉장할 필요가 없는
음식이나 물건도 넣을 수 있는데, 물건이 많은 집은 물건을 地窖（dijiao)
에 넣기도 했죠.”<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이런 게 있어서 물품을 더 합리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점이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집의 과일이 많은데
디져(地窖)가 없다면, 어떻게 저장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마을 사람 한
회생(韩怀生)>

그림8-16 정방에 있는 디져(地窖)

집의 정원 위에는 천과 막대기로 만들어진 사이펑(晒棚)이라는 물건이
설치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사에펑(晒棚)이라고 한다. 찬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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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은 마을이기 때문에 곡식을 말릴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 마
을의 양식을 말리기 위하여 사이펑(晒棚)을 만들어 양식을 말리는데, 이
때 정원에 있는 사람이 쉬는 것과 활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원의 위에서 막을 만들어 양식을 말린다. 이 사이펑(晒棚)의 높이는 일
반적으로 1미터이고, 막의 위에 곡식을 놓고 막 아래의 공간에서 촌민들
은 활동한다.
"지금이 사이펑(晒棚)이 좀 쓸모 없는 걸로 보이지만, 예전에 양식을
우리 스스로 심어 얻은 시절에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집에 양식을 말
리는 공간이 부족해서, 만약 이게 없다면 어디에서 말려야 할지 많이 고
민해야 했을 거에요.”<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그때는 아주 필요한 거였죠. 양식이 있으면 양식을 놓고, 말려야 할
양식이 없으면 다른 물건도 놓을 수 있어요. ” <마을 사람 한회생(韩怀
生)>

63

그림8-17 사에펑(晒棚, shaipeng）
63

사진 출처: <베이징 찬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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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지하촌의 사합원에서 가장 창의성 있는 부분이 고양이구멍과 강아지
구멍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촌민의 말로는 머동(猫洞)과 거동(狗洞)이다.
집을 건설할 때, 마을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촌민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와 강아지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집 앞 계단 밑에는 강아지구멍
을, 창문 아래나 문턱에는 고양이구멍을 만들었다. 과거에, 고양이와 강
아지를 키우는 목적은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 쥐가 집의 양
식을 훔쳐먹는 것을 막기 위해 고양이를 키웠고,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아지를 키웠다. 집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큰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거의 집마다 키웠
다.
"예전에 우리집에서 고양이를 키웠었죠. 그때는 쥐가 많아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으면 양식을 모두 쥐가 훔쳐먹었을 거에요. 내 옆집도 고양이
와 강아지를 키웠어요. 나는 강아지를 안 좋아해서 키우지 않았는데, 옆
집에서 키워서 내가 매번 옆집에 가면 강아지가 왕왕 소리를 냈어요. 그
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집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
죠. 나는 안 좋았지만, 그 때 문에는 방범용 철문이 없어서 강아지를 키
워야 집이 안전했어요.” <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우리 집에서는 다 키웠죠. 그 때는 마을에 거주한 사람이 많아서 맨
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시간을 소모하는 방
식 중의 하나잖아요. 다른 사람 집에 가면 강아지가 소리를 내서 그 사
람이 빨리 나올 수 있었죠. 고양이도 양식을 보호하기 위해 키우는 거예
요.” <마을 사람 한회생(韩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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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그림8-18 머동 거동(maodong goudong) 옛날 상태

그림8-19 머동 거동(maodong goudong) 현재 상태

"집에 조각물이 엄청 많은데, 집마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 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쁜 조각물을 집에 가져다 놓곤 했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안하는 거지. 우리는 목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조를 아주 정밀하게 조각했어. 조각의 내용은 보통 난초나 매화 같은
식물이나 까치, 구관조 등 새야. 그거를 새기면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해서 새겼어. 새길 때 새길 사람에게 그림을 몇개 주고, 그 사람이 선
택한 그림을 참고로 해서 조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뭘 새겨야 하는지 모
르겠다면, 참고할 수 있는 그림 중에서 선택하고 새기면 돼.”<마을 사
람 한회생(韩怀生)>
합원은 집뿐만 아니라 정원도 포함한다. 정원도 집에서 아주 중요한
64

사진 출처: <베이징 찬지하>
- 117 -

공간이며, 촌민들은 정원을 원자(院子)라고 부른다. 옛날, 찬지하촌 촌민
들이 많았을 때에도, 촌민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로 집으
로 가서 얘기하는 촨 문(串门)이라는 풍습이 있을 정도였다. 다른 사람과
편하게 모이기 위해 다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었는데, 골목
이나 공유지도 있었지만 공공장소였기에 몇몇 촌민들은 이곳에 장기간
머무는 것을 불편해했다. 그래서 촌민들은 친구를 집으로 초청하여 정원
에서 등자(凳子，걸상이라는 뜻)를 하나씩 가져와 오후부터 저녁까지 편
하게 이야기했다. 집에 오는 친척이 많으면 방에서 밥을 먹거나 대화하
는 것이 공간 부족으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정원이라는
더 넓은 공간에서 모이는 것은 장시간의 모임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종종 정원에서 간단하게 몸을 풀 수도 있다. 보통
봄, 여름, 가을에 정원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너무
낮아 방에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정원은 촌민들에게 사적인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친구를 초대하거나 모임을 할 때 장소를 제
공한다. 공유지와 달리 정원은 촌민들의 집에 속하며, 촨문(串门)하러 오
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두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촨문(串门)을 좋아해요. 일이 없으면 다른 촌민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죠. 밖보다 집 정원에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나도 자주 옆집에 가는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아내>
찬지하촌의 삼합원과 특수합원 역시 사합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건설
되었다. 집의 구조부터 집안의 장식물까지 사합원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
다. 전통적인 삼합원은 대칭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지만, 찬지하촌의
삼합원은 지형으로 인해 정방, 좌우 상방, 다른 집의 한 벽으로 구성되
어 있다. 도좌는 없고 삼합원의 입구는 왼쪽의 사랑방이나 문루을 이용
하여 설치된다. 특수합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의 지형에 따라 건설된 것
이며, 특정한 대칭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합원 내에는 규칙적인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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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정방, 상방, 도좌가 있으며, 이러한 특수합원이 문루를 입구로
한다.
촌장이 말하기를, 삼합원과 튿수합원을 건설한 이유는 사합원을 건설
하기에는 지형의 제한 때문에 공간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더 작은
공간에서 합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삼합원과 특수합원을 건설하기 시작한
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촌민들의 마음 속에는 삼합원, 특수합원에
서 살거나 사합원에서 사는 것이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삼합원과 튿
수합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의미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옛날에 마을의 집을 건설했을 때 우리 마을의 지형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합원을 건설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면 도좌를 빼
고 건설하거나 상방을 뻬서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텐 다름 없이
다 순서대로 자기 집에서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이랑 집을 바꾼 적이 없
어요. ”<마을 사람 한회진(韩怀臣)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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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연구방법으로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을
분석하였으며 찬지하촌에서 문화경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특별한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하
였다. 찬지하촌은 500년의 역사를 겪으며 만들어진 옛 모습들을 그대로
보전해 왔고 촌민들도 마을의 문화경관의 하나의 구성요소 이다. 본 연
구는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찬지하촌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유
래를 밝혔다. 촌민들이 이곳의 문화경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참여
조사를 통해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해석
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성씨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성씨가
없는 이유를 해석하였다. 또한 마을의 위치 선정에 대해 연구했을 때는,
현재의 마을 위치를 선택한 이유가 기존 마을의 훼손과 관련이 있고 이
와 더불어 풍수 지식도 함께 응용되어 현재의 위치가 선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친지하촌은 사합원, 고대 마을, 연극 무대
등의 많은 유, 무형 문화재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
는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역사적인 측면
고촌락은 역사의 산 화석이며 중국의 유구한 역사문화의 직접적인 증
거이다. 찬지하촌은 중국 북쪽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마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사합원, 관왕묘, 여신묘, 오도묘, 연극 무대
등의 고건축물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전형적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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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1 찬지하촌 건축 장식
65

청대의 건축 특징을 가지고 있고 "천인합일 （ 天人合一 ） ” 라는 전통
관념과 풍수이론에 기반해 지어졌다. 민간 신앙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
신에게 복을 비는 관왕묘, 특히 자식에 대한 복을 기원하는 여신묘, 조
상의 편안한 사후를 기리는 오도묘 등이 그것이다. 이 3개 묘들이 마을
의 정신 공간 체계를 구성하였고 윤리교화와 신령숭배 사상으로 마을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찬지하촌에 강의년간(康熙年
66

间) 의 무형문화재가 유지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마을의 사람들은 정
월 십오일만 되면 등불을 들고 묘 주위를 도는 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지
낼 뿐 아니라 그네 타기 등의 민속놀이도 이어가고 있다.
2.문화적인 측면
고촌락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철학 사상과 농경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
기 때문에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고촌락은 아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문화는 물질적, 비물질적 형식으로 나타난다. 물질로서
65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개념: 도가사상가(道家思想家) 장자(庄子)가 천인합
일로 발전한 철학사상체계.
66
강희년간(康): 청나라 네 번째 황제인 애신절라(爱新觉罗)현엽(玄烨)의 연호(年
号)로, 강(康)은 안녕, 희(熙)는 흥(兴盛)을 뜻한다.
- 121 -

찬지하촌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를 보자면 명, 청의 사합원 고촌락 유적,
청대 주거 공간, 항일 전쟁 때 불타 없어진 집의 흔적, 고건축 벽화, 고
대 사찰, 그리고 고대 우물들이 이것에 포함된다. 비물질로서 문화를 구
성하고 있는 것들은 정월 십오일 연등회, 사이용왕(晒龙王), 쁭쁭놀이(蹦
蹦戏)등 지방 특색이 깃들어져 있는 민속활동 등이다. 민속활동 뿐 아니
라 결혼, 장례 등의 의식에 있어서의 풍습도 찬지하 마을 사람의 독자적
인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67

그림9-2 찬지하촌 민속활동

3.예술적인 측면
찬지하촌의 예술적 가치는 건축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건축 방
식과 건축물의 장식이 이러한 가치를 잘 보여주는데 먼저 건축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찬지하촌의 건축물은 그 자체의 멋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인 마을의 분위기와 잘 조화되도록 지어졌다. 찬지하촌 건축물들
의 장식은 문루, 가림벽, 용마루 등에 그 예술적인 가치가 매우 잘 드러
난다. 장식 문양은 대게 길조를 듯하는 동물 혹은 식물을 바탕으로 집
67

사진 출처: http://pic.sogou.com/d?query=%B4%F2%C7%EF%C7%A7&mode=1&di
d=5#d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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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기호에 맞게 그려졌다. 따라서 찬지하촌의 건축물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을 잘 투영한다 할 수 있다.

그림9-3 찬지하촌 건축의 벽돌

그림9-4 집 앞에 있는 석조

찬지하촌은 산수환경, 마을 풍습, 공유지, 사찰, 집 등의 요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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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500년 동안 지속가능하게 살게 해주었다. 본 연
구는 답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마을의 산수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며 살았는지 조사하였다. 인터뷰
를 통해 마을의 의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 및 분석하였다.

1.풍수:
찬지하촌 마을 사람들은 뒤의 조산 옆에 있는 산: 호랑이산, 박쥐산,
거북이산이 마을을 보호해주어 사는 것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위로를 받
는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마을의 입구에 있는 문차령(门插岭)은 재운을
마을에 가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많은 풍수 지식들을
종합하여 마을 위치를 이곳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산수와 풍수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마을의 차후 발전에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곳에서 생활하면 자신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믿었다. 즉, 풍수가 좋은 곳에서 산다는 점을 통
해 촌민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에 의해 훌륭한 인재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은 촌락을 더 발전
시켰다. 이렇게 마을과 자연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이 마을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포함하면서 형성되
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해석하는 것이 마을 문화경관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찬지하촌의 문화경관 관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을 존중하는 것이다. 마을 위치를 선정하는 것부터 자연 풍수 이론을 참
고하여 위치를 정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사람과 자연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자연이 많이 연결되고 있는 만금 서
로 영향을 미친다. 자연이 사람을 감지하고 자연계의 산수, 하천 등이
영혼이 가진다. 이런 관념이 사람들을 풍수를 중시하게 하고 문화경관을
건설할 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찬지하촌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생활환경에 보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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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덤:
찬지하촌의 무덤은 죽은 마을 사람을 매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촌민들
은 무덤에서 죽은 친척을 기념하고 그리워한다. 사는 사람이 죽은자에
대한 감정을 좋은 무덤 위치를 선정하는 것과 매장하는 형식을 통해 표
현할 수 있다. 청명절에 무덤에 올라가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소
지를 올리고, 요즘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 근
황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유골을 묻기 때문
에 무덤을 죽은 자의 집이라고 생각한다. 집이라는 점에서 무덤은 풍수
와 관련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집과는 다르지만 죽은 자의 집에 대
해서도 비슷한 풍수 이론이 존재한다. 그래서 촌민들은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무덤을 만들어 고인에게 작은 천국을 만들어준다. 또한, 상장 풍습
을 통해 고인이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
로한다.

3.밭:
밭에 가는 것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도구로 농사를 짓고 양
식을 함께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혼자서 하는 일을 두 세명이
함께 함으로써 일의 진행을 더 빠르게 하고, 체감상 느끼는 시간도 단축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밭이 농사를 짓는 것과 양식을 수확하는 것을 의
미한다. 밭에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하여 쌀, 채소 등을 수획하고 살아가
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지만 촌미들에게 밭이 없어서 안되는
수확 공간이다. 마트가 없는 시절에서 모든 식품을 농사를 짓는 것을 통
해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공유지:
마을 사람들은 공유지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필요한 정
보에 대해 알게 되고,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공유지를 이용함으로써
- 125 -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공유지는 촌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재미있고 풍부하게 해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공
유지에서 하는 활동 성격에 따라 각 공유지가 어떤 공간인지도 해석할
수 있다. 관왕묘는 신성하고 절을 하는 곳으로, 촌민들이 소원을 빌 때
찾아가는 장소이고, 뉴비대(牛逼台)라는 공유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류
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지금 주차장이 된 빈터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장
치를 설치하는 공간이며,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하는 공간이다.
그네 타기는 고정된 날에 행해진 것이 아닌, 마을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공유징에서 모여 함께 그네를 타던 의례였다. 이
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관계 발전에 도
움을 주어 마을 사람 간의 갈등을 없애 주었다.

5.사찰:
본 연구는 사찰을 연구함으로써 사찰 공간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
미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찰에 대해 소개하자면, 찬지하촌에는 관왕
묘, 여신묘, 오도묘, 총 3개의 사찰이 있다. 이 중 관왕묘는 마을 사람들
이 고민이나 소원이 있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지하촌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묘이다. 이곳은 관
왕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 의미를 갖으며, 마을 사람들
의 부담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신묘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임
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 마을 사람들의 번뇌를 해결해주는 묘이다. 인터
뷰에 따르면, 여신묘를 다녀온 이후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곳에 가는 여성들이 있다고
한다. 이 묘는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오도묘
는 가족 구성원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염라대왕에게 보고하여 고인을
잘 챙겨달라고 기원하는 묘이다. 요즘에도 오도묘에 가는 사람들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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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하지만, 있다고 한다. 이곳은 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슬픈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고인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
마을의 의례에는 정월 15일 등을 들고 묘 밖에 돌아다니기, 그네 타기
등이 있는데 정월 15일의 활동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대되는 풍습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을 들고 관왕묘 밖을 돌아다니기가 신을 모시
고 산을 내려가는 행위는 다음 해에도 마을이 행복하게,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관왕을 마을
의 수호신으로 믿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다음 해에
대한 자신감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마을의 풍
습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며,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6.정자:
정자는 찬지하촌에서 머물러 경치를 보거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든다. 관왕묘 밖의 정자는 전체 마을 건축물 중 가장 높아 경치를
구경하기에 좋다. 무덤 옆에도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말왕묘(马王庙)라는 폐기된 사찰을 정자로 재건한 것이다.
말왕묘(马王庙)는 폐기되기 전 무덤을 지키는 사찰이었는데, 폐기된
후에는 말왕묘(马王庙)가 있었던 자리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정자를
만들었다. 정자는 어떤 위치에 건설되었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에
차이가 있다.

7.집:
본 연구는 찬지하촌의 집의 분류와 구성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을
의 집은 사합원, 삼합원, 특수합원으로 나뉘고, 찬지하촌의 특별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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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특수한 합원이 건설되었다. 합원 내의 장식 등을 관찰함으로써
집주인의 가정 형편과 그가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집
에 걸어진 서화와 시의 내용 혹은 동물이나 식물 조각상을 통해 집주인
의 성격과 사상을 볼 수 있었다. 장식물로 집을 꾸며 자신의 생활태도를
보여주거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표현한 것이다. 즉, 집은 마을 사람들
에게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신념을 삶에 융합하게 해주는 장소
이기도 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집이 베이징의
아파트에 비하면 많이 낙오된 상태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에 대한 감정을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다른 집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경관의 탄생은 사람의 행위가 환경에 대해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경관도 사람의 활동에 따라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활동이 꾸준
히 문화경관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바꾸게 한다. 전통 마을의 문화경관은
사람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경관이다. 사람이 환경에서 창조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이 외계 환경에 대한 감지,
인식, 융합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의 내적 영향을 바꾸고 있으면서 전통
마을의 문화경관이 발전하는 속도를 결정한다.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사
물을 창조하고 외적 지식과 사물을 배우고 흡수하는 동시에 마을의 발전
에 불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마을 사람과 마을의 문화
경관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
서 마을 사람이 계속 마을에 살고 활동해야 마을의 문화경관을 살릴 수
있고 전승되어가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찬지하촌의 문화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 요소이다.
500년이 지난 찬지하촌이 마을사람의 혈연관계로 인해 500년전부터 지
금까지 인구를 잘 보증해왔다. 사라이 계속 살았으니 마을의 문화경관도
보전 받았다. 하지만 근년간 산업 구조의 변함으로 마을의 인구가 크게
감소되면서 찬지하촌의 문화경관도 살아지기 전에 논문의 형식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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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찬지하촌은 산수가 좋은 곳으로 위치를 잘 선택했다. 마을의 집은 그
의미가 다양했고, 사찰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왔다. 그렇게
찬지하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었다. 지속가능성은 인간의 생존운명
을 발전시키고 생존을 제 1위에 두는 가치관이고 인간이 전체적으로 발
전할 수 있을지에 평가하는 원칙이다. 문화경관은 풍부하는 다양성을 가
지고 있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외적 영향
을 받아 지속가능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마을이 많았다. 그러므오 문화경
관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찬지하촌같이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갖고 문화경관의 자연 발전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500년의 시간동안,
찬지하촌은 이 촌락에만 있는 많은 규칙을 만들어 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장소도 만들어 냈다. 찬지하촌에 대한 연구는 베
이징 고촌락의 문화경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
로 긴 시간을 지속가능하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모두가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촌락의 문화경관이 갖는 의미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고
촌락 재건에 있어 소중한 연구자료로서 활용 되길 바람과 동시에 고촌락
에 대한 보다 훌륭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이 끊임없이 발전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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