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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공간구성과 사회관계와 배열1)
-씬촌의 사례박성용 *2)

1. 사회 · 문화공간으로서의 묘지
묘자는 죽은 이들과 잘아있는 이들의 사이에 야루어진 사회관계를

나타내 주며 그들와 사회적 질서률 구축하는 사회공간3 )이다. 또한 죽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1) 이 논문은 2001 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2) 필자는 1996년 12월부터 1999년 2 월까지 신촌얘서 행해찬 유립장에 관한 민
족지척 자료룰 수집한 바 었다. 이후 필자는 2000년， 2001 년 여륨방학과 껴
울방학 각각 2주일 통안 조사지 뒤변에 위치한 자양산 일대에 산재한 주민들
의 묘지구성과사회판계에 관해 현지조사를하였다.

3) 사회공간이란 인간의 생산활동의 장이자， 사회판계가 구조확되는 장이며 어
떠한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채생산된다. 부르듀 (Bourdieu 1979) 는 사
회공간이란 권력이 훈배되어있는 상이한 嘴을 정유하고 있는 지위에 의해 정

의되며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상정척 자본 둥파 판련훤다고 한 바 았다. 그
는 사회공간올 .습관화됨 성향 (habitus) , 전략 · 실천의 개념올 통해 이해하

려고 하면서 다읍 세 가자 확변에 초점올 맞추고 있다. 첫째 , 사회공간은 사
회계충과 그 문화척 취향과 판련생이 있으며， 계충혈 차별성 (distinction) 은

지배하는 공간과 지배당하는 하위공깐들의 상이생에 의해 표출된다. 둘째，
사회계충과 관련된 경제자본과 같은 잭관척 재화와 습관화원 성향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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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가 영구히 안주하는 關힘으로서의 표자는 매장공간야기도 하지
만 명조의 사화척 지워， 명방， 가문의 전통 풍을 학옵 · 전숭하는 문
화공간이기도하다.

그런 악미에서 묘지는 육체적 주껑을 안치하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 아니라 살아 있는 아와 죽은 아를 둘러싼 공동체적 사회관계가 구
조화되기도 하고， 다륜 한편으로 죽은 이들어! 대한 기억의 역사를 통
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러한 묘지에 관한 연구는 풍수지리설과 영혼관，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 상 · 장례 관행， 묘제 동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

개되었다. 고고학 분야에서는 구석기부터 역사시대에 야르가까지 묘
제와 매장법을， 그리고 문학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다
룬 바 았다(이인복 1979) . 민속학분야에서는 장재와 관련된 뚜속(이

두현 1973) 과 묘지가 한 사회의 사회사를 반영하고 있는 실상올 이해
하고자 하였다(장철수 1995) . 인류학분야에서는 죽음의 의례과정에
나타난 상징적 생명의 생산에 관한 연구(전경수 1992) , 조상숭배의식
과 사화체계에 관한 접근 a anelli & Janelli 1982 , 최길성 1993) 동을 통
장에서 욕별한 볍칙과 효올성을 갖는다 (Bψurdieu1979:

127).

셋째. 사회공간

은 치배하고 있는 재화와 지배원 채화의 두 총류로 위계화된다 (Bourdieu

1979: 146). 그의 입장은 지배계굽이 그들이 지닌 다양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상징적 자본올 소유하고 사회적 위계활 재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전

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성총화에 관한 그의 연구는 사회계충간에
차별화하는 메커니즘이 사회적 성향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4)

죽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육체척 죽음 (physical dea티1) . 죽음에 대한 경험

(experience of death). 죽옵의 언젤 (discourse of death)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육체적 죽음이란 갑작스럽게 일어난 생물학책 죽음이다. 죽옴에 대한 경험야

란 집에서 죽음올 맞고， 묘지에서 쩌숭의 써계로 야르는 과정이 수반퇴는 의
려!와 행동의 전체이다. 죽음의 경헝은 죽융에 대한 집딴적 언셜약 역사로 이

끈다. 죽옴의 언껄과 의례적 행동의 간접적 분석올 통해 져승세계가 갖는 표
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Vovelle

199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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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죽음의 언설4)과 의례에 관한 사회 · 문화적 논리를 究明하는 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정향에 하나 타 보탠다면 묘지와 같온 물리적 설재
를 통해 죽음와 공간구성파 살아 있는 이의 공간구성 사이에 존짜하
는 관계와 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사회척 위계률 재생산하려는 구
성완들의 문화적 실천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 깨언이나 사회성원
들이 지향하고자하는 의자와 살천방식은 묘지구성방식을 변형시킨

다. 특히 양반 동성촌락의 주민들은 묘지를 조성할 때 풍수지리설의
형국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와 상이하게 그 배열양상이 불규칙하자l 造營된 경우가 많다. 또한 명
조의 묘지를 중심으로 집파 문중의 전통을 전송하고， 제의를 수행함

으로써 양반으로서의 사회 · 문화적 가반올 확보하려는 각 구성원뜰
의 행동전략은 관념척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는 묘소의
구성방식과는 상이하다. 짜의가 정치적 · 사회적 와미륜 설천하고 f 장
당성과 권위를 생산하고 표현하는 행위과정이라변{검광억

2000: 76)

반촌의 묘지는 유교적 판행과 규범， 의례를 설천하는 문화공간으로
서， 그리고다른집단과구별하는상정적 유산이기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성촌락 주민의 묘차 구성방식과 사회관채의 배
열 양상， 그랴고 문화적 설천을 그 출발점으로 삼으띤새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해 접근한다. 첫 번째 단젝에서는 조사지의 묘지가 어떻게
매장자의 사회관계， 상하 , 좌우-의 우열관계를 드러내는지에 관해 이
해한다. 두 번째로 유교의 不析的 靈塊觀과 죽음의 공간이 야떻게 관

련되어 있는지를 상례과정과 死者·의 시신에 해한 주민들의 인식을 통
해 이해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주민들악 사회적 거려와 음택 · 양택

의 공간적 판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묘지 장식
물을 통해 양반의 사회 - 문화적 설찬방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야와

같은 내용을 부각시카려는 작업은 동성촌락 주민뜰이 묘지에 대해 갖

는 관념과 주민의 이주과정， 종족의 분파과정， 묘지의 배열방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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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양반으로서의 사회 · 문화척기반 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거 위

해서이다.
언급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훨자는 묘지공간의 풀려적 형태와 그
규모 및 분포양상， 그리고 그 사회 · 문화적 뽑정옳 관찰 · 가술한 겸
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안)의 민족자적 자료률 이용하였다.

2. 조사지 주민외 世歡} 묘지의 공간구성
필자가 조사한 바 있는 신촌은 행정구역상 청도군 이서딴에 속해
있으며， 밀양 박씨들이 세꺼하는 동성촌이다. 이 마율은 산록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들이 펼쳐져 있다. 16세꺼 이후에 웰양 박써의 일촉들
이 개간을 통해 경작지롤 축적하고 배산입수형의 Ãl 형율 이용해 풍수
파해를 방지하고 연료와 융료수률 공급받기 위해 이러한 곳을 마을
입지로 택하였으리라 여겨진다(박성용

2000: 85).

이곳 주민들은 밀양 박싸 密‘直副使公派의 지따인 화룡파， 철곡파，
가곡파， 신안파， 가창파의 5 파가운데 화룡파와 신안파로 구성되어있
다. 화룡파는 챙도에 입향한 고려 말엽의 박양무의 직계장자로 계승
되는 집안아다. 그는 선무랑작을 역입하였으며 그의 아들 榮立은 거
창 현감을， 그리고 손자인 發生은 장사랑을 지냈다. 世系가 繼恩 •
굶文(직제학) →憐(선무량) -→光新(선무랑)으로 이어지면서 장자로
계승된 파률 화룡파라 한다. 화룡이란 신촌입구의 지명올 따서 불인
지명아다. 그리고 맹문와 자손으로 앞에서 언급한 장남인 購의 아우

로 驚이 있다. 난의 후손이 신촌에서 약

l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可삽 · 大갑으로 분파하여 지따를 형성하고 았다(그림 l 참조) .
그런가하면 입향조의 5세손인 굶文의 아우로 #文。1 았는데 그의

아들인 虎(1 512-7) 의 자손이 현재 신촌얘 거주하면서 그의 후손 일

족을 신안파라 한다. 산촌에는 화룡따와 신안파로 분파되어 았다.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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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C그 신촌에 세거하는 종족괴 지따
〈그림

1> 신촌

朴~密直劃使公柱村公派世系뼈

城에 거주하고 있는 야들 밀양 박씨들의 각 파 가구수를 보면 신촌에

약 91 호 가량 가주하고， 찰곡 · 가곡 · 중리엑 거주하는 혈친올 합해

약 500호 가량 된다. 이 마을은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노론의 학통을

34 박성용
계승하여 이들의 사회 · 문화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박성용

2000:

87) . 이에 비해 종파인 화룡파는 남인 계열에 속한다. 이들간의 사회
적 지위를 보변 화룡파의 경우， 입향조의 6세손 이후에 벼슬을 한 이
나 유명한 선비로서 지역에 알려진 이가 없는 반면에 신안파에서는 6
세손 박호가 친사에 급체하여 좌량에 올랐고 그 후-손뜰 가운데 진사，
참봉 동의 벼슬을 한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은 송샤열의

학통을 계승함으로써 청도군 내에서도 도학을 살천하는 양반으로 알
려져 있다. 1996년， 이 지역의 마지막 선비로 알려진 이 마을의 박효

수 용이 사망하자 전국 유램에서는 학덕이 높은 이를 숭앙하여 발의
하는 유립장올 지내게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國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자고 었다. 총중일이 있을 때 명목상 똥파를 내세우나 실
제운영에 았어서는 벼슬한 현조와 부유한 후손이 있는 신안파의 영향
력이 지대하여 대부분의 종원들은 이들의 의챈에 따른다. 대종중실

채살( ‘훈령재’ )을 건립 할 때만 하더라도 부유한 종원이 없는 종파에
서는 경제적 지원올 할 수 없었으나 각 지에 거주하는 산안파의 성원
들이 적극적으로 추렴함으로써 이를 건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

은 종따와 지따사이에 사회 - 경제적 지위의 격차5)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것이다.
언급한 바 있는 각 지파의 선조들야 이 마을에 정착한 과장은 묘소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청도의 입향조 묘소는 청도 대현동에 있다.

5) 신안파와 화룡파는 약 91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안파 71 가구， 화룡파
20 가구야다. 두 파의 경제적 차이는 소유한 논 면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신안파의 경우， 4 ， 000평 이상
2 ， 000평 이상 3 ， 000명 미만
1 ， 000평 미만

2 가구， 3 ，에0평 이상 4 ， 000평 미만 4 가구，

18 가구， 1 ， 000명 이상 2 ， 000평 1]1 만 22 가구，

25 까구이다. 이에 비해 20 가구 밖에 되지 않는 화룡파의 경우

3 ， 000평에서 4 ， 000 3정 미만

평얘서 2 ， 000평 미만

4 가구 ， 2 ， 000평 이상 3 ，때0평 미만 l 가구， 1,000

5 가구. 1 ， 000평 미만 10 가구이다. 종파인 화룡파의 경

우 4 ， 000평 이상의 논올 가진 가구는 없다.

묘지의 공간구성과 사회관계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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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에 정착한 이는 2 세손인 박영립인데 그의 묘소와 아들 박발생
의 묘소는 실묘한 상태야어서 마율의 오른쪽편인 잔목전에 그 塊所를

두고 있다. 주민들은 션조외 묘소와 단소가 조성된 이곳을 가장 성스

려운 곳으로 여기고 있다. 묘지는 대개 마을올 중심으로 대찌 4km 아
내의 산지에 묘소가 위치하고 었는데 이는 각 지파가 분파 · 정착되는
파장과 관련되어 았다. 그려하여 조상의 묘소와 동쪽성원들의 거주권
역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요며 이를 동족조직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조상의 察享암과 아울러 생각하면， 묘소와 자손의 생활원은 언제냐
밀착하고 있다(김택규

1982: 148).

조사지 주민들이 묘소룰 조생하는데 있어서 홍미로운 점은 윗댐 선
조의 묘소를 산 아래에 조성하고 후대 자손의 묘틀 위로 쓰는 遠舞法
을 따른다는 젓이다. 알반적으로 청도의 지역만들은 묘지률 세대별로

산의 높은 곳에서 아랴로 내려오면서 쓰나 이 곳 신촌 박씨들은 산의
초입에서 정상으로 옳라가딴서 묘를 쓴 경우들이 많다. 주민들의 말
에 의하변 이 곳 션조들은 “박이라는 삭물은 맡에서 자라 위로 올라
가면서 박을 맺는 특생이 았기 때문에 묘소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자
면서 썼다”고 한다. 그리하여 부모의 묘소가 조부의 묘소보다， 그리
고 작은 집 할아버지 묘소가 큰 집 할아않지의 묘소보다 위에 위치하
고 있는 경우가 꽤나 많다. 그리고 성별 묘소의 위치뜰 보면 대개 남

자는 왼쪽， 여자는 오륜쪽이다. 간혹 지세가 좋자 않을 경우에 오른
쪽을 上座로 간주하여 묘활 먼저 쓴 다음에 완쪽에 1까 쓰는 경우도

있다살아 있는 이의 방위에 대한 우열을 보변 동쪽은 서쪽보다 上座。1

나 死者의 방위 f立次는 생자의 세계와는 상이하여 서쪽이 동쪽보다

높다. 평소에는 왼 쪽이 오른 쪽 보다 위이다. 평상시에 큰절을 할 때
왼 손을 오른 손 위로 올려서 행하나 본인이 상복을 압었을 때 오른
손을 완손 위에 올란다. 이와 같은 띤속 방위관은 이 곳 주만의 상 ·

장례에 나타나고 있다 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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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하관계와 방위훌 고려하여 造蠻한 선조와 후손들의 묘지

는 마올 뒷산인 자양산 일대와 챙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톡히 주
민들은 선조의 묘소가 집중되어았는 자양산옳 다샤 흉중산·동패
산 · 채얀산으로 구환한따. 종종산은 종인 즉 지파씌 구성훤률아 묘를

쓰거나 이용활 수 있는 산이다. 신촌 뒤휘 자양산용 총따와 지파혈로
영역이 구분되어 았으며 야 구역에 따라 구생훤훌이 표훌 쓴다. 주민

들은 산의 구롱을 따라쩌 묘소공간옳 마련함으로써 잦E者-훌의 사회판
계를 살아있는 이들의 공칸처렵 배앨하고 있다. 마을 공깐이 종족 성
원들간의 분파와 정체생을 나타내주논 공간이라변 묘지는 친척광계

6) 주민들은 노론의 잔통율 따르기 때문에 陳設올 활 때 東頭西尾훌 하지 않는
다. 한 주민에 의하면 ‘인간 쩨상얘서는 동서남욕 가훈떼 용쪽올 우션으로
하지만 신의 셰채는 서쭉이 높기 때문에 고기롤 제상에 둘 때 서두동마로 해

야한다”고 한다 길사는 양올 나타내고， 흉사는 융옳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래서 제사는 옴올 나타내기 때문에 지방의 考位 방향으로 머리톨 두고， 배위
방향으로 고기의 꼬리暴 두는 西頭東觸외 방식옳 취한1후. 그리고 제사 때 내

외가 앉는 방향도 남면폰 서쪽에 부인용 용쭉에 앉는1짜 I챙상사에 철윷 할
때 완 손올 오른 손 위로 옳려서 행하며 상자애셔 문상을 할 때도 야찬가지
이다. 그러나 자료제보자인 박희명씨에 따르면 服人은 오른 손옳 훤손 위에

올리는데， 그 이유는 오른 손이 움이고 원 손용 양이기 때문에 옴옳 숭상한
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제사에서는 옴융 송쌍하기 때문에 紙橋올

중심으로 配位는 왼쪽에 쓰며， 밥그릇은 음의 자라에， 국온 양의 자리에 두
어야 한다. 그는 만물이 생성하는 것은 옴양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상복은 外l캡硬파 內聞寶이 다르다. 이 구훈온 상북의 재일 띨단울
대는 媒尾부분에 차이가 있다. 외간상에는 이 부본옳 겁지 않으며 , 내간상에

서는 이 부분울 겁는다. 이러한 복식은 용양의 생질용 냐타내는데 읍은 오므
라지고 쪼그라드는 것올 의미하며， 양은 활활 피는 성짧올 의미한다. 喪.~의
경우에도 외간상에는 대냐무를， 내깐상에는 버드나무훌 사용한다. 대나무는
성품이 곧고 강한 것이어서 양올， 그리고 버드나무는 유한 것이어서 읍촬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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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주는 사회공깐야라 할 수 았다. 동네산이란 동네 사랍툴아
면 누구나 묘톨 쓸 수 있는 산옳 알컨는다. 동네산온 주먼틀이 퇴벼
를 하가 위해 공동으로 풀을 베던 ‘풀산’ 으로 불려진 산아다. 동예산
에는 마올 사량이면 누구냐 표를 쓸 수 았다. 묘를 쓰는 비용은 누구
나 따로 내어야 한다. 그밖에 타지애 사는 이들이 이 곳에 묘를 쓸 때

에는 소청의 금액을 내어야 한다 동네산은 너무 멸리 떨어져 있어서
통네 사람들이 거의 이곳에 묘를 쓰지 않는다. 각 가장별로 개인산을
마련하여 묘를 쓰거나 밭옳 개간하여 묘률 쓰기도 한다. 마을 압구에

서 서쪽면 외진 산풍성이 옆에 위차한 가장골애서는 4~50년 전에 마
을에 나쁜 질병애 절린 이틀어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이 곳에서 화장

을 하였으며， 어린이가 죽으면 이 곳에 묻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여러 묘소가 집단으로 분포하고있는 산의 구역올 ‘가죽배
미’ ,

‘감동골! ’

‘정자나무밑’ , ‘약생이들’ ,

‘고사팔’ ,

‘큰갓비알’ ,

‘마골안’ , ‘늘냄이’ , ‘성짓골’ , ‘물무팔쩍’ , ‘막탱이짓골’ , ‘진목전’

등으로 지명율 붙여 구분한다. 이것은 지형이 갖는 형상이나 능선의
모습， 자형의 경사도， 주변환경， 그리고 물이냐 바위， 논과 밭， 나무
동의 특정에 따라 불인 젓이다. 야러한 곳에 묘지를 조성함으로써 죽
은 이가 살아있는 후손을 돌보고 보호하며 저송의 세계에서 현실의
공간을 내려다보는 세계로 꾸며놓고 았다.
이러한 콧에 위치하고 았는 묘지는 깎아지른 듯 한 험준한 곳이라

기보다 능선이 꾸불꾸불 흘러내린 곳에 1\.아 맺혀 있다고 생각하여
묘를 쓰다보니 친척집단의 묘소권역올 이루고 있다. 따을 뒷산인 자

양산 이외에 위치한 주민들의 묘지는 같윤 청도군에 속해 있는 각남

면， 풍각면 둥지에 산재하고 았다. 신안파 족보에 나타난 총 405基의
묘지 가운데 124기 (31%) 가 마을 뒤편 산에， 그라고 이 마을이 속한

이서면애 52 기(1 3%) , 청도군 영역에

10671 (26%) , 경상북도내 110기

(27%) , 타도에 1371(3%) 가 위치하고 있다. 천체 표지가운데 군내
권역에 와치하고 있는 묘지의 바율이 약 70% 나 된다. 이것은 산촌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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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반경 약

10km 이따의 권역에 신촌 박씨들의 지파 친척물이

분파 · 거주하면서 묘자훌 모촌 중심으로 멀자 않은 곳에f 조성하고 있
음을반영하고있다.

3.

영혼관과 죽쯤의 공간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조사지 주민들은 대부분 마윷 가까운 산에 묘

지를 조성하여 샤선을 매장한다. 주민들이 사신을 화장하는 경우는

자의 없다. 이 점은 주민플의 죽읍의 공간과 토장판행， 그려고 영혼
관에 대한 관념파 판행융 살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묘차를 조
성하는 판행은 긴 시간올 통해 매우 완만하게 형성된 구성원들의 사
후세계에 대한 집단의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례， 장묘 관행 등이
관계되어 았기 때문이다.

조사지 주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육채적 죽음에 대한 생명판파
사자의 영혼관이 복합되어 있다. 이 곳 주민들에게 았어서 육체적 죽
음은 세포와 기관조작이 중지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인깐조건과

관련된 인간활동이 종결되야서 생물학적 기놓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로 완전하게 정지된 생물학적 죽음을 의마한다. 그리하여 상주들은
오랫동안 편찮으산 분이 운명하기 전의 징후롤 턱이 아래로 쳐지거나
눈이 쑥 들어가며 목에 가래가 끓는 소리가 뜰리고 숨쉬기자 곤란하

면 돌아가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상례 시에 부모가 돌아가신 첫
을 확인하기 위책 햇송올 코 위에다 놓아 움직이지 않으면 숨이 끊어
진 상태라고 판단한다. 야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죽음이란 생명
이 끊어진 것이며 기세， 기운이 사라진 상태로 파악한다.
그런데 죽음은 언급한 바와 같은 육체척 종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
나라 살아있는 야들과 판련되딴서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선명하
게 드러낸다.. (Hun바19ton

& Metcalf 1979: 25). 그리하여 쭉음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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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단계에서 한 인간존재가 육채적 개체로서의 얀간적 삶파 관련
된 활동이 종결되는 현상이외에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죽음으로 인혜 망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맺어졌던 사랍과 집단의
관계는 단절되지만， 그는 여전히 사회적 안물로서 존재하며， 장례식
은 고인뿔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파도 관련올 맺게 한다 (Faure

1994) . 주위의 사회는 사자의 사회적 가치애 걸맞은 힘을 부여하는
성스려운 약례를 행한다 (Hertz 1928: 86-87). 그들은 사자와 생자 사
이에 의삭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관행화되고 정형화된 의례를 통해
지상에서 샤자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계획하고 구채화하며 , 의례적 실

천을 한다 사자는 상례과정울 통해 저숭와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제 탄생하며 생자는 사자의 보호아래 편인-한 삶을 유자한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자와 사자는 그 존재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
한의례를필요로한다.

아러한 죽융에 대한 의례의 전깨과정은 영혼관파 낀밀하게 관련되

어 있다. 상혜때 행하는 招塊은 이를 잘 나타내 준다. 사랍이 죽으딴
횡짧은 하늘로 날아가고 觸은 땅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붕에 올라자 망인이 엽었던 져고리흘 혼들며 초혼옳 하는 것야다. 주

만들은 治格용 할 때에도 못올 사용하지 않는데 체빽이 썩은 후 못에
닿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영혼이란 말 대신에 ‘혼백 야란 말을 주로 샤용한다. 상례

절차상 초종에서 題主察ì) 에 이르기까지 혼백을 어떻게 안치하느냐가
상주에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곳에서는 成服옳 하고 나변 塊
觸을 상징하는 塊범읍 모선다. 塊뿜은 신주를 만들기 전에 모시는 生
明細 조각을 접어서 만든 임시 신위이다. 塊륨킹을 계속 포시지 않고
7) 1999년 조사지에서 거행되었던 유립장에 관책 펼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띤
상례는 초종， 속광， 고복， 수시， 治稍， 굴갑， 목욕， 소혐， 대렴， 성복， 조상，

문상， 治舞， 遭꺼깐， 발인， 급묘，J'Ji.哭， 채주쩌， 산신제;，짝해t 초우

· 채우 · 삼

우짜， 졸곡제， 째쨌. 소상， 대상， 담제. 길제‘ 탈상의 순으로 진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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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I 때 삼우까지만 모샤고 신주가 완성이 된 다읍에 산소 옆에 塊범

올 매복한다. 산소 옆에 신주훌 똥는 것용 體觸이 땅얘 묻핵 있으냐
짜 그렇게 한다. 그리고 神 대신에 모셨댄 것야어샤 아무 곳이나 내
버릴 수 가 없어서 산소 옆얘 째끗한 곳에 모신다. 신주가 없으면 대

상 때까지 塊범이 았어야 한따. 鍵범은 요책설용 동씹결8) 로 묶어서
사용하기도 환다. 좁， 紅， 白， 짧， 藍의 5 책젤로 표시하기도 하도 챙，

홍， 백의 셰 가지로 표현하기도 한다‘ 째 자치는 天 · 地 · 人올 의 0]
하고 오색은 5 행옳 상정하지도 한다. 신혼의 주민률온 혼백올 3 색실
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이 따훌에서는 명주로 만든 것올 주로 사용
하며 塊含에다 이것옳 넣는 첫은 혼이 아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혼함이란 혼이 뜰온 함올 얄하고， 혼이 산주로 이추하기 천짜지 임시

로 신체가 자주하는 곳율 나타낸따. 운상빼서 산소로 갈 때 맨 앞어!
가는 것이 혼백을 넣은 혼함이며 복인야 들고가는데 이훌 혼꺼 또는

영거라 하기도 한다. 그 다옴에 鍵훌 쓰지 않은 헥선주자 따라가고
이 다음에 고인이 입던 두루마기와 갓올 담용 功布까 따폰다.
전술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률은 사후의 초자연적 종재인
영혼에 판해 얘기훌 활 때 우속척 상례에서 보이는 ‘넋.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짧總이라 부륜다. 초자연첼 존째로서의 혼뼈은 육체에

머물면서 마음의 작용옳 맡고 생명올 부여한다. 애러한 혼백에 대한
사고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옴양혜 교호파쟁율 거치변서 형성 · 샤별

8) 오잭실로 양쪽 1자 반 길이훌 합해서 실 가확 한 가운터1 률 두 번 감아 고리
둘을 만들고， 다사 왼편 실 자락올 잡아 위로 률허서 왼환 고리흉 낸다. 그런
다음 오른편 실 자락융 잡아 위로 훌려서 오륜훤 고려꿇 내고. 다시 원편 실
가락올 잡아 오륜편 설 가락에 얹어 오른변 고려 에 찌워 밑으로 톨련 후 왼

편고리에 끼워올려 잡는다 이어서 오플편 질 가확옳 삼아 왼훤 실 가략에
얹어 밑에서 위에 있는 쌍고리 가운데로 끼워옳린다. 그리고 원면 실 가락
없힌 사이로 끼혜서 고르게 당기변 앞에는 井가 되고 뒤에는 十자까 된다.
이것올 동심결이라 한다(김관봉 19S 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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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죽은 뒤어l 도 음양으로 분리된다는 유교척 판점에서 벼롯

된 것이다. 즉 塊觸에 판해 주민훌윤 사랍야 죽으면 짧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體總은 땅에 묻힌다고 생각한다. 읍양젤에서는 사랍의 넋에

는 음양이 았는데 양인 塊온 정신옳 판장하고， I훌인 觸은 융체률 관
장한다는 입장파 동얼하다‘ 축 사랍이 죽으면 塊윤 하늘로 날아가고，
體觸은 흙에 묻혀서 썩은 뒤 땅으로 돌아간다고 받는다. 체백은 묘소
에 머무는데 사신윤 하나의 물채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바르고 따뜻한

곳약 모신다(아광규 1977: 17) ‘
상주들이 이랴한 생질의 혼백을 처음으로 모시는 것윤 성복올 한
야후야며 이 때 훌座훌 마련하고 여기에 아침 · 저녁으로 藥올 드린
다 조사지의 상례진행과정온 다른 지역의 상례와 마찬가지로 렴喪，
聞喪， 治舞， 選極， 훌훌顆1， 及幕， 反哭의 순으로 의빼가 지속탑는데 $;

服에서 反哭까지는 혼백이 사자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빈소는 성복을 한 다옴에 차라는데 이곳에서는 사신을 두는 續
所를 外짧파 內觸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았다. 일반적으로 판을 집

울타리 안에 묻으면 내빈， 밖에 묻으면 외빈이라 한다. 박효수 용의

유립장9) 을 치률 때 상주들은 외빈과 대빈을 두었다. 이 때 판을 완전
히 담 밖에 둔 것이 아니라 시체훌 보관하려면 보름 동안 방안에 놓
야두지 못하기 때문에 시산옳 사랑채밖에 임시로 묻야 둔다. 상주는

9)

1996년 12월 31 일， 조사지의 박효수 용야 임종한 날로부터 97년 초우， 재우，

삼우， 그리고 추석 동의 황， 3연 상 중인 98년 7월 23 일에서 31 알까지， 3년
상을 치르는 99년 2월 7일 탈상까자 전 상혜과정 에 관한 관해 현지조사률

한 바 있다. f靜林舞홉 敵月舞야라 하여 석달 만에 장해률 치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지에서는 상주가 공직에 있기 때푼에 기간올 단축하여 사후 15 일
만에 보름장올 치르게 되었다. 이렇재 기깐올 단축하여 지내자 전라도， 총챙
도 둥지의 유럽에선 유협장이란 }달올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

해 문제활 제기한 바 있다. 청도 향교에서는 이미 김황 선생의 유립장에서도
3 달올 하지 않았던 예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성균환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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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7\한 상태로 있는 사신올 헛간애 임샤로 셜치하였으며， 조책은 내

번 즉 정침에서 혼백올 보도록 하였다. 벌인 때 出格올 위해 토감한
번소를 여는 의례훌홍 짧續이라 한다.
이와 같이 토감올 환 경우는 이종장제률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사자
의 뼈가 피나 살보다 중요합융 나따내주는 한 사례이다. 사자의 뼈는

생기를 잘 받기 때문에 매주 중요시 여긴다. 앞에샤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죽으면 輝에 해당되는 塊은 하늘에 가고 陰에 속하는 觸은 백
골얘 남아 후손들파 유기적 관계를 가친다. 이렇게 구성된 생병의 본
체는 떠나고 인간의 신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1.. 뼈만 남게 된다.

부모의 본체인 뼈까 땅 속에 댐E 氣를 받으면 축척된 생기는 자손에제
감응되어 자손의 행

불행에 영향올 주게 된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칠

지에 시신올 모셔려고 하는 것야다. 땅으로 몰아간 뼈가 길지에 충만
한 溫血에 매장확면 그 자손은 부귀률 얻제 되지만 만약 흉지에 매장

되면 모든 일이 쇠퇴한다고 한다. 백골이 이러한 생가를 받을 때 길
하다고한다.
상주는 돌아자신 이의 혼백에 바로 제사롤 드리는 것이 아니라 雙
을 드리는 데 그것은 완전히 산주로 모신 상태가 아니고 제수를 전설
하여 격삭을 차란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황망한 상황이가 때문에 그렇

게 한다. 이것은 다콘 의미로 아작 완전한 신으로서 인정된 상태는
아니라할수있다
反哭 이후에 題主察， ;t친塊， 處察 1톱哭， m생쨌 . IJ 、，詳， 大輸， 禮察， 吉
察， 脫喪의 순으로 진행확는 데 특히 제주제를 지내고 나면 혼함에서

혼백올 이주시킨다. 야러한 제의를 거치면서 망자의 혼백을 신주로

사당이나 집의 벽감 속에 안치함으로써 인간파 신이 함께 한다 혼백
을 신주로 옮가는 때는 題主察를 지낸 뒤이다. 이 때 신주에다 죽은
이의 本貴과 護룰 쓰고 이것을 상위에 얹어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

과정 이후부터 혼백보다 신주가 더 중한 신체가 J된다. 신주로 모섣
때 신이 아주하라는 축을 한다. 반혼할 때 선주를 앞에 놓고 혼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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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따라 옹다. 영거는 장례률 치르고 산에서 내려올 때 혼백을 섣

고 오지만 삼우제를 지내고 성묘한 뛰어1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理塊
한다.
신주는 밤나무로 만든다. 밤냐무는 단단하고 그 열매를 제사에 사

용할 뿐만 아냐라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나무로 여겨 사용한다. 그랴
나 집 근처에 있는 밤나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닭소리， 개소리가
들려지 않는 산골짜기의 나무를 짤라서 사용한다. 밤나무 대신에 오
동나무로 신주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신위를 모샤는 방향은 북쪽야다. 상주들이 쨌香한다는 것은 |場악
성질을 가진 塊이 공중으로 날아갔으냐 분향을 해서 공중의 신을 모
시는 의례로 간주하는 것이다. 降神은 땅에 술을 붓는 것인데 그것은
체백이 땅에 묻혀 있으니 救神하기 위해 땅에다 술올 붓는 의례적 행

위이다. 상주들은 강신만 해서 救神을 하는 것은 안되며， 혼과 체백
을 동시에 부르는 의미에사 분향강산을 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그들은 사람엠게 음양이 있고 우주에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야

있듯이 神도 ‘공중’ 때 있는 산과 땅에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고생각한다.
제의절차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할 것은 선주를 사당에 모시는 과

정에서 신위를 배열하는 昭稱制度이다. 신주는 사당에 4대 밖에 모시
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션 이를 모샤게 되딴 5대까 되나 5 대 祖考批는
제사를 마치고 신주를 매주한 뒤에 위패를 바꾸며 5 대조는 묘사로 옮
겨지는 절차를 행한다. 이와 참이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포시는 차례

를 昭積10) 이라 한다. 왼쪽 줄을 소， 오른 쪽 줄을 목이라 하는데 1世
10) 예기에는 조상의 신주플 묘에 모시는 차례라 한다‘ 북쪽의 중앙에샤 남향하
여 태조의 산주를 모신다 그리고 태조를 향해서 오른쪽이 소의 줄이 된다 2
세， 4세， 6세의 선주를 차례로 모신다 왼쪽이 목의 줄이 된다. 3세 .5채 .7
세의 선주를 모신다. 소는 부 · 종조 .6대조 풍 우수의 선조를 의미하고， 목

은 조

고조 .7대조 풍 기수의 션조틀 말한다(이민수 199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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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운떼 모시고 2 세， 4세， 6세는 昭에. 3 세， 5 세， 7세는 種에 모신

다. 배얼하는 방법용 혼확 “左略右樓”야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배열
올 하는태 있어서 중요한 점은 소의 신주 위차는 소와 자리에， 목의
신주는 목의 자리에 갈 수 았으나 소펙서 목으로 잘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사당이 았올 경우에 그렇게 하지만 사당이 없는 경우에는 벽
감에 모신다.
이와 같은 예가 시사하는 바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삶의 공간과 죽

음악 공간은 물리적으로 확연히 구훈되지 않았으며 집에는 사당 동
죽음을 수용활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처 럽 (한검 구 1998: 788) 오
늘날 조사지의 주민들도 이러한 공간에 조상의 신쥬를 이송의 생자의
세계 속에 다시 존치함으로써 그돌의 사회판계나 뀌계률 채구성 · 합
치시칸다는 것이다. 망자에께 있어서 죽읍은 사자와 생자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상 · 장례률 행함으로써 마옳 내에서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신과 인간이 함짜 더불어 있는 상태로 이르게 한다

4. 음택과양택
음택야란 사자의 집을 의미하는 묘 · 탑 · 납골당 동올 일걷는다. 이
가운데 묘는 개인， 가족， 문중， 사립 · 국립공원 묘 동으로 구분활 수
있다

양택은 사랍이 사는 집을 의미하며 가정집이나 아파트， 상가，

관공서， 학교， 종교관련 건물 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옴택은 死者의

체백이 거주하는 집이고 양태은 살아 았는 야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았다. 이 점은 환 자료제보자의 언급에서도
마찬가지아다.
산 사랍의 집에 정원을 두어서 집올 꾸미듯야 죽은 사랍의 잡도 풍치있
게 조성한다. 정왼에 꽃과 나무률 심듯이 묘지 주변에도 꽃과 나무를 심

는 것이다. 아카시아와 같이 뿌리가 길게 뻗는 나무는 묘지로 파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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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심지 않고 사철나무나 상록수와 같은 나무를 심는다. 이는

방의 구들장에 나무 왜리자 뺑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강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만들은 죽음의 공간으로서 묘지와 삶의

공간인 집의 터를 유사하재 얀식하고 았다. 최창조(1 985: 9) 는“陽基
의 모든 법이 음택의 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그 規局 의
차야만을 인정하고 있을 따룹야다. 도읍이나 집터 집-71 의 원리가 산
소자리 잡기 원리와 같지만 다만 산소자리는 도읍이나 집탁에 비해

좁아야하는 차이만이 았올 뽕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민들이 음택

과 양택을 통행적 차원에서 언삭하는 것은 풍수훤리 자체가 음양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이한 때상에 동알한 원리를 척용 ·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묘지공간의 구성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은 건축물로샤의 ‘집’

야 갖는 의미외에도 혼안한 형체가 成家함으로써 확대됨 가까운 친척
의 사회범주가 묘지공간을 구성하는 저변에 어떻제 깔려있는가와 관

련되어 있다. ‘음택’ 은 부모와 조상이 영구히 안주해야하는 집을 의
미하는데. 야것은 묘소가 위치하고있는 지랴적 공간흘- 토대로 형성된

죽은 야틀간의 사회공간율 암샤하는 말이기도 하다. ‘집’ 이라고 하였
을 때 이것은 단순히 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주자내
의 까구성원의 집합으로서
사확적 범주(박생용

,

그리고 이룰 기반으로 확대된 대소가라는

2000: 83) 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았다. 조사지

주민들의 친척관계는 일정한 구역에서 집단을 이루면샤 전체 마을의
위계적인 공간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마을 입구에서 산록까
지 배열확어 았다. 이러한 사회공간의 l:l~열양상처럼 가까운 친척과
먼 친척의 조상 묘지가 산록의 오른 편 아래에서 왼쪽 아래에 이르기
까지 촌락의 집락과 확딴한 경계를 이루지 않은 채 배열되어 있어서
죽음의 공간으로서 묘지 와 삶의 공간으로서 마을은 공깐구조상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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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딴 조사지 뒤편 산지에 조성된 묘지공간은 오른쪽의 훈령

산에서 왼쪽 가장골에 01 료가까지 종파와 지파의 션조와 후손돌의 사

회관계에 따라 배열되야있는 것이 특정이다- 그림 2 에서 처럼 묘지분
포를 나타난 산약 A지역에는 世系圖에 A로 표시된 이들의 묘자가 함
께 조성되야 있다. 훈랭산에는 입향조의 아들인 박염립과 손자인 박

발생의 樓所가 설치되어았다. 주민들은 이들의 묘소를 찾기 위해 각
고한 노력올 기울였으나 찾지 못하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일가들이
묘 대신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1999년에 종파재실인 훈령재 옆에다

묘처럼 봉분을 쌓고 비톨 세우며 제단올 설치하였다‘ 아를 위해 5 략
의 후손들이 추렴을 하었는데 100 만원 야상을 후월한 종원들의 이름
은 비문에， 그리고 50만완을 낸 야들의 이롭은 제단검립취지문에

71

록해두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약 l 억원의 종중기금올 모
았다. 단과 비석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종중재
산으로 관리 · 사용하고 있다.
이 쨌裡 뒤로 입향조의 4새손 .5 세손 .6세손 .7 세손의 묘가 아래

로부터 위로 조성되어 있다(그립 2 의 산지에 표시된 B와 세계도상의

B) .

이 알대는 길지이자 聖所여며 살아있는 이와 조상의 구심점올 이

루는 곳아다. 오른쪽의 훈령산과 진목전에는 종파와 지파의 적장자
묘지를 주로 배열하여{그램 2 의 C , D , F , G , H , 1) 다른 후손들과의

공간적 위계를 두고 있따. 예외적얀 경우도 있는데 7세손의 묘는 마
을에서 약 2없1 떨어진 유둥얘 있는데 후손들이 명당을 찾다보니 선
산이 아닌 곳에 쓰게 되었다. 그 와 8세손과 9세손， 10세손 니f 외의 묘
는 쌍분형태로 설치되어있는터1]( 그림 2 의

E) 주민들쓸 야 곳을 “여섯

기의 묘가 있다”는 뜻에서“여섯 쌍구”랴 부른다. 대체로 몇 세대의
묘소가 마을와 동쪽에서 서쪽 산록에 이르기까지 배딸되야있다. 지손
이라도 부유하고 산분야 높을 경우 그 후손들의 묘는 종산이나 개인

산에 造營되기도 한다. 신안파 업향조의 10세손(박자대)， 11 쩨손{박

사고)， 12 셰손(박중순)외 묘는 훈령산 · 마곡 · 친목전 둥에 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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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률 반영하고 있다， 13 세손 이후로 가면 그 묘지 조성지역이

인근의 팔조령 , ￥마산， 방각산 풍으로 분산 훤다.
야러한 묘지구성의 처변에 쩔려있는 준척용 보면 총파와 지파를 구

분하고 있다는 것이 그 혹청 종에 하나이다. 묘지 공깐에도 척장차훌
중시하여 이풀에제는 묘지 선정에 있어서 우션권윷 부여하쨌지만 그
밖의 후손틀은 배쩨하여 묘를 다른 구역에 쓰도혹 하였다. 즉 집의
혈통계숭을 죽용돼 용칸얘 재혐하가 위해 책장자홉 다른 형제보다 우
선시하였다고 활 수 있다. 또한 대소가의 사회책 방주에 해당되는 이
들이 일정한 권역내에 마촬융 이루는 것파 장이 이들의 사회환껴1 도
어느 정도 묘지랜역에 반영되고 었다. 푸라야바 지준(村山첼順

1990:

305) 이 풍수지리썰약 차행에서 묘와 잡올 비교하면서 표는 독거가 가
능하지만 주택에서는 군거흘 본체로 하기 때훈예 산 사람의 주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지만， 일정한 구역이나 산 전체를 대상으
로 매장자 사회집단옳 공간적으로 배치한 신촌의 ;영우률 보면 대소가
와 문중이라는 사회단뀌醫 꽁촌시켜 전개하고았읍올 얄 수 있다. ‘대
종중산’ 과 ‘산안 중중산. 이라는 문중산에다 선조틀외 묘자률 조성하

였고， 그 밖의 산지 각 구력마다 대소가의 범주에 해당봐는 가짜운
친척들이 거의 대부분 山主로 되어있는 사실은 이를 반영해고 있는
것이다(그림 2 의 산자와 셰계도에 1 ， 2 ， 3 ， 4 ， 5 로 가재)

, 아러한 점은

조선시대에 死者훌훌 *山에 장사하는 族랬制慶뚫 채용하여 守遭확 守

轉 동의 관리변을 중시 영향을 받은 결파라 얘겨친다(이영회 1982:

11 1) , 후손들은 잡을 기반한 사회판계나 범쭈暴 죽음띄 공깐에 있어
서 조상과 후손의 사회척 관계로 전환시컴으로써 죽온 이훌 훌로 머
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똥일 묘소권역에 가까푼 친척과 번 친척의 사

회관계망 속에 위치시커는 것이다.
주민들은 死者의 잡옳 팡간상에 구성하면서 이승에 있어서 집의 사

회관계를 죽음의 꽁간에서도 채현하고자 하였다. 살아있는 이의 집으
로서 양태과 죽은 이의 휴택으로서 음택에 대한 사회척 뱀주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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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사자의 영훈은 음택에서 새로운 시

작을 함과 동시에 후손률의 사확처럽 사자의 세계률 산의 각 공간에
배열한다. 죽어서 저숭요로 가눈 것운 살아서 다른 집요로 이사를 가
는 것파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 단지 살 장소를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렇거 때문에 생전에 만드는 자숭 집은 새로운
잡을 지을 때처럽 사회적， 경제적 지위롤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장철수 1995: 207). 주민둡윤 일정 한 구역 을 중심으로 대소가의 공

간적 질서를 묘소공간에도 반영하면서 매장자의 사회판계가 전체 위
찌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그랴하여 표소공간은 생
자의 사회 공간을 반영 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onnain 1981: 185).

5.

명당 판념과 표자 장삭물

조사지의 묘자형국은 전통적으로 산세 · 지세 · 수세가 인간의 길흉
화복에 영향올 준다는 풍수지리설과 깊은 관책가 있다. 죽윤 이의 뼈
가 명당자리에 묻히면 후손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았다는 점에
서 주민들의 관심와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은 랫자리를 잡을 때 몇
가자 측면을 고려해서 잡논다. *과 服올 먼저 구분한다. 혈은 기자

뭉쳐진 곳이고 맥은 구불구불한 능선이 흘러내린 곳이다. 물결차럼
솟아 오른 곳은 힘야 맺힌 곳으로 간주한다. 묘소주변의 환경을 ‘較’

라 한다. 주민들은 집의 아버지， 어머니， 형책가 면안하면 집 식구 모
두에게 근심파 척정야 없풋이 묘소도 주변에 험악한 바와나 자연환경

이 없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생각한다. 묘소 주변에 암석이 있다든지

절개되어있는 경우妙가 밸로 좋지 않은 형국으로 간주한다. 산 형국
이 주산에서 갈라져 나와서 얼싸 앉는 것과 같은 형국이 좋은 산으로
간주한다. 기울기가 심랴거나 삐똘어져 있으면 좋은 형국이 아니다.

물이 흐르는 모양에 따라 좋은 형국과 나쁜 형국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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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명당씌 깨녕도 모든 가족에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
확는 것만은 아니다. 특별히 파가와 같은 명당올 찾아 묘를 쓰기란
무척 힘들고 명당판념도 변하여 젊용 부부들온 요즈융의 명당은 자쌍
고 교통이 편리하며 높지 않는 곳이라 한다. 묘흘 마올 근처에 쓰면

옛날에는 귀산이 내려오지 못한다 하여 횟자리훌 쓰자 않았으나 요즈
음에는 복숭아밭에도 묘활 쓰지도 한다. 파꺼에 잘살딴 아무리 벌다
하더라도 좋다고 얘겨지는 곳에 햇자리훌 썼으나 현재는 훨수록 후손
들이 산소툴 찾껴 쉬운 가짜운 곳옳 좋윤 곳으로 생각한다. 세웰이

흐를수록 마올과 가까운 곳에 묘터활 쓰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추셰
이다. 명절시 성묘로 인한 교통의 혼잡， 묘지 꽁굽악 한계 등으로 인
해 전통착 장표관행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지관의 역할도 유병무실해져서 상주가 묘터를 정하여

지관에게

‘여긴 내 밭이고 내 산이니까 좋은 곳으로 봐달라는 삭’ 으

로 말한다. 지관의 역활은 좌향을 보는 정도로 제한된다. 풍수상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시선이 정확한 위치 놓여야 한다 Uanelli

&

Janelli 2000: 73) 는 판념 이 묘터 자체가 칠 한지 아니 한지 보다 좌향에
더 판삼올 가지채 한다. 좌향이 잘못되면 후손들의 재물이 흩어지꺼
나 질병으로 고생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일뜰야 일어난다 생각한다.

오늘날과 같이 문중산과 롭네산에 묘지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경
제적 문재로 인해 가족공폼묘지가 더욱 확대되는 사대에 과거와 같은
명당에 대한 믿읍은 점차 사라져가는 과쩡에 있다. 가1냥한 종손은 부

유한 친착들에게 묘터률 팔기도 한다. 그헤다 보니 종파 계열의 묘터

가 지파의 묘터보다 위에 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역장법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점윤 한 자료제보자의 얘기에

서도잘나타나고있다.

조부의 산소 아래에 조모와 묘를 쓰려고 하였으나 좋지 않다고 해서 쓰

지 않았다. 조부 산소악 옆에 외오촌의 묘와 빙모의 묘가 있었는데 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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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묘는 다른 곳으로， 빙모의 묘는 좀더 옆으로 이장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부 산소 밑에 작은아버지의 묘률 셜치하였다. 이 분의 묘소
는 본래 成씨뜰의 땅이다. 고조부 산소는 제일 위에 있었다.

한 자료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1980년대 이천만 하더라도 묘를 쓰는
이가 부유하다면 좋은 자리가 았으딴 아무리 멸더라포 묘률 썼으나
요즈음은 그렇자 않다고 한다. 과거에는 묘소가 마을 자까이 있으면
귀신이 내려오지 못한다 하여 묘를 쓰지 않았으냐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요즘에는 복숭아밭올 묘자리로 이용하가도 한다. 주민들은 자
신의 묘터 근처에 다른 성씨의 묘가 있으면 거액을 주고 이를 구입하

여 이장시키가도한다.
마을에 팬찮은 산이라면 부유한 이들이 묘터로 잡아 놓아 가난한

이는 동바묘나 공동묘지에도 묻히기가 힘들께 되었다. 신촌의 왼면
뒷산에는 또 다른 묘소공칸으로 ‘가장골’ 이 있다. 옛날에 몹쓸 잘병이
있었던 이가 죽으면 야 곳에 묻었다고 한다. 경사도가 좀 급격하면샤

도 황량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주민들은 일반 묘소가 있는 곳과는 다
르게 이곳올 좋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이 곳
에 묘자를쓰기도한다.
이러한 매장지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더불어서 분묘의 부속 삭물도
과거와는 상이하게 사회척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하께 장식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주 소박한 것에서부터 화려하면서도 와압적인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대리석으로 된 제단을 마련하는대 이러한 석물
은 부유함을 표시한다. 장식물의 종류와 규모는 매장지의 가념비로서

의 역할을 재 강화한다. 분명한 것은 대랴석과 화강암으로 된 매장지
는 이러한 부속 장식품올 갖추지 않는 묘지보다 사회 · 경체적 지위에
서 우왈함을 나타니f 고 있다는 것야다. 특히 문중묘지는 자양산 일대

에 가장 중심척인 곳으로 상석 · 망주석 · 신도비 등이 있고 각 비석에
다 션조의 벼슬， 학행과 효행， 벼슬을 등올 묘갈명에다 가술한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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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률 분묘 부속석물의 묘갈명에다 기록함으로

써 집안의 영광파 위세훌훌 나타내고차 한다. 바석 위에는 용트립하는
두겁올， 아랫부분에는 輪板올 둔다. 특히 두접은 파거얘 청암품 이상
에만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향촌사회에서 학덕올 많이 쌓아 지방 유랍

에서 장례식때 내린 ‘선생’ 의 지위에 있는 이뚫의 비석 위에도 이를
둔다. 예컨대 1999년， 박효수 용이 죽자 유립에서 유립장올 치르변서
그의 명정에 ‘선생’ 이란 칭호를 쓰게 되자 그의 비석 위에f 다 두잡올
두르게 되었는떼 이것은 양반을 나타내는 상정물이기도 하다. 주민들
은 묘비에 선생， 처사 풍의 도학자적 지위롤 }影璥함으로써 양반으로

서의 문화적 능력을 갖추게 확고 야률 통해 그툴워 문화쩍 정채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묘지의 형태에도 경제쩨총벌로 차이가 난다. 이곳의 묘지형태는 비
석과 판석의 유무에 따라 아블 구별할 수 있다. 푸유한 계충운 묘자

에다 대리석으로 판석과 비석올 세우는데 이것은 쭉은 자에 대한 존
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생자의 셰계에 있어서 그의 경책적 정도와
사회적 지위를 표정한다.

그밖에 부속 장식물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난다. 비록 묘지법 상에
분묘의 성토된 부분을 보호하가 위해 불가피하제 사용해야할 묘태석

과 가타 경계석 또는 조화꽂이용 화병 외애는 설치훌 불가한다고 하
고 있으나 경제척 반부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낯음에 따라 분묘 부속
석물이 많기도 하고 척기도 한다. 비석 · 상석 · 망주석

월석 · 얀물

상 · 동옳상 등을 설치하는 것은 시대릎 초원해서 사자를 명예스럽게
한다는 믿음은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묘지를 통해 행하는 사회 · 문화적 실천은 양반으로서 갖
추어야할 자격을 획득하눈 것파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주민들이 윗
대 조상의 단소를 설치하거나 유명 선조의 묘지 봉분을 크꺼l 쌓음으

로써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플은 지역샤

회에 있어서 상위의 지위나 지배권을 유지， 창출하는데 필요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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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본을 획득함으로써 양반옳 표정하는 문화적 기반을 확보하게 훤

다. 따라사 양반 동성촌락약 묘지란 매장공간 이상으로 현대와 같은
계급사회애서도 과거외 신분관념율 찌생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실제 양반들이 정성올 들여 행하는‘묘치해’는 공깐을 차별화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다른 묘지와 구분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 화

려한 비석과 상석 · 망주석올 둔 선조의 묘소는 현대 자역사회 속에서
도 사회척 지위의 공간적 성충화룰 경쟁적으로 실천하는 사회 ·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율 한다.

8. 맺음말
오늘날 국토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비옳은 점차 높아 가고 았다. 국
토의 효윷적 이용， 묘자조성에 따륜 산렴약 황폐화， 묘지조성에 따른

제충간의 이질감 확대 풍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웰반적으로 매장
와주의 장례를 화장으로 전환시키까 위해 납꼴분묘와 가족공동묘지
를 설치하는 것이 묘지난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과 묘지에 판한 한국인의 관답과 ‘집’ 을 중시하던 문화적 전통이
묘지의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운 정이 았다. 그리하여 이 글애서는 무엇보다
노론의 문화적 전통이 살천되고 있는 동성촌락윷 대상으로 왜 현대화
된 사회 속에샤도 전통적인 장묘관행과 상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죽
음과 영혼관에 관한 주만의 태도와 묘지공간구성， 그리고 사회관계자

어떻게 접합되고 있는자률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몇 가
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조사지 주민이 갖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 꽁간구성은 유교

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샤후의 혼백과 관련된 不析的 生命
觀과 영혼관은 화장을 하기보다 토장을 선호하는 장표제도를 앙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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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올 엿볼 수 있었다. 그랴고 집과 문중의 사회척 철서가 死者世界
에도반영되고 있었다.

둘째， 조사지 주민들은 묘지훌 사자의 매장공간으로서만이 아나라
世系상의 사회관계를 묘지꽁깐에다 배열하였다. 산록일대의 묘지는
사자들이

‘돌아가야 할 곳’ 이까도 하지만 ‘집’ 의 사회관계플 반영하

고 있다. 그 구성원들이 죽은 뒤 한 묘소권역에 묻히는 것용 사후에

자신의 집으로 툴아가는 테 대한 정감척 딴족올 나타내주는 것이다
주민들은 죽은 이의 생명을 묘지공간올 통해 그플의 사회관계와 문화
적 생명력올 복완 · 연장하도록 꾸민다. 그리고 족보상의 사회관계를
재생된 사회공간으로 전환시키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자에 대한

기억악 역샤를 공간 속에 각인시킨다. 그리하여 주만뜰은 묘소롤 뼈
힘이상으로 생각하여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 생명이 끊어진 사자와 그
리고 그와 관련된 후손플에재 사회척 생명과 정감찰 불어넣고， 집의
문화를 전승시키는 역할올 함으로써 가계의 영속성윤 부여한다.
셋째， 조사지의 묘지공깐은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들의 공동체로서

살아있는 이의 세계와 유사한 공간올 형생하고 았따. 후손뜰은 수삽
세대를 거치면서 죽운 조상의 음택이 거주지 주변이나 마을 가까운
곳에 거주한 죽음의 역사콜 공간 속에 실천함으로써 전체 질서똘 구
조화시켜 놓았다. 산의 형상과 각 지따의 찬소성， 촌수， 각 파흘 구분
하는 의삭， 사회적 범주

, 정치적 위써 등의 요소가 묘자의 공간구성

에 영향올 주었다. 묘지는 죽은 조상의 사회 · 문화꽁간으로서 후손뜰
의 마을사회와 함께 하면서 집의 사확척 지위 · 역사

집단의씩 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선조부터 후손에 야르기까지 기존의 사회척
질서와 관계를 공간척으로 구축한 묘지는 부속장삭볼올 통해 웰반 지
역민의 묘와 차별화하면서 양반으로서의 사회 · 문화적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억올 재현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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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ty of the sou] , House , History of memories , Social ,
Cuttural Space of the dead, Spa뼈 ConstruαlOn

TheSpa섬al

Construction of a Tomb and
Its Arrangemen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ase of Sinchrm
Song-Yong Park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onstruction of a tomb , aspects of
arranging its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cultural practice of the líneage
폐age.

To achieve

냥1얹e rum'i, 버is

study aπempts to expose how tombs in

the research area are arranged according to the social , hierarchical
relationships of the buried person. Fur낭lennore， this paper reveals how the
Confucian doctrine of the immortality of the soul is related to the space of
the dead through the funeral procedure and the

띠
vi“따
II피lμag
뿜
앙r양
e

perceptions

towards the corpse. In addition , this paper aims at exposing the social ,
cultural practice of the yangban class during the

yì

dyna'i ty. In so doing, 1

believe that we can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onception of 삼le
residents living in the lineage vilIage towards the tombs, the

proce잉s

of

residents’ migration into the vilIage, the process of divisions trom a dan , the
arrangement of a tomb and the social , cultural foundation of 바e yangban
dass. The results of my research in 남le village of Si‘쩌%까， Cheongdt• gun ,
Gyeongsangbμk-do ，

in which the cultural practice of the descendants of

noron adherents was put into practice,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s ’s conception towards death and the spatial
construction of a tomb in the research area does reflect 산le Confucian value
sys않mj

that is , the Confucian doctrine of 야le immortality of 암le soul i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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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ur of the interment of the dead over the cremation of the corpse. In
addition, 남le social order of house and a clan wrresponds to that of the
dead.
Secondly, the residents in the village constructed the tomb not only as the
burial site of the dead , but also in accordance with social relations based on
g없eal멤· πle

tombs in the mountainous ar않 are not only regarded as the

places to which the dead should return , but also re f1 ect their social
relationships as “ home." For a member of the lineage villagers, to be
interr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burial site is 짜st like to return his house
with emotional satisfaction. Thus, the descendants construct 야le space of a
tomb for the dead in order to restore and to extend their social, cultural
띠tality.

In addition, converting genealogical relationships into the renewed

social space, the descendants imprint the history of memories about the
dead in space. In so doing, the resìdents consider the tomb to be more than
the final resting house for the dead , and they bestow the continuity of
lineage upon the dead and their descendants by evoking social 찌tal.ity and a
sense of friendliness , and by transmitting domestic cultures to their
descendants.
Thirdly, the space of the dead consist<; of the same space of the living as a
community. Generations after generations, those descendants who
constructed tombs close to 야leir residential area or 난leir village structured a
total order in space by pu며ng 야le histOIγ of death into practice. The shape
of the burial mount, the relative degree of intimacy among lineal branches,
the degree of consan맹피 ty， rituals dividing each line띠 br없lch， a social class
and social power have all contributed to the spatial construction of the
tombs. The tombs coexistent with the village society of 바e descendants as
난le SO잉al， αlltur씨

space of 닝le

d얹d

play a signific때t role in creating the

social posítion, hístory and collective consciousness of a house. At 난le same

60 박성용
마ne，

the tombs construαed in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않istent socia1

order and relationships between ancestors and
representing the
ytmgbaη

ne않ssary

d않cendants

are places for

memories of the social, cultura1 practice of the

which ditT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 loca1 rl용idents 며 m없ns

of the ornaments of 做 tom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