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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景觀의 形態的 細究

--廳州 · 利川地方을 中心으로---
柳 濟 憲

〈目 갖》 

1. 序 論

(1) 昭究目的

(2) 昭究地域 및 짧究方法 

2. 村落의 立地

(1) 立地의 一般型

(2) 文化的 要因에 의 한 立地

3. 村落의 形態

(1) 規模와 形態

(2) 集村의 形成要因

1. 뽑 짧 

(1) 맑究目的 

農村景觀(rural landscape)은 農業에 종사하 

는 사랑들이 地表上에 만들어 놓은 文化景觀

(cu1tural landscape)올 의 마 한다. 문화경 판은 

文化的 選好와 文化的 續在力을 實現하는 인간 

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파여 생가는 可視

的 錫質文化이 다 1) 문화경 판은 住民의 가치 판 · 

사회제도 • 판습 · 농업기술 둥의 文化要素가 自

然景觀에 오랜 세월올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것 

이므로，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자연환경과 生態

的 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동셔에 역사를 내포하 

고 있다 2) 農村景觀의 形態는 쿠체적으로 村落

의 立地와 형 태 (가옥의 배 열상)， 가옥의 i영 연형 

태， 건축재료，fjj:地의 형태(경지의 놓안 방향과 

배열상) 둥을 포함한다 3) 이와 같은 농촌경판의 

형태와 成因 그러고 兩者의 판겨l 에 관한 연구는 

4. 家屋의 類型
(1) 平面形態

(2) 建藥材料

5. 흉#地의 形態
(1) 形狀

(2) 規模

(3) 所有排地의 分布

6. 훨約 및 結論

文化地理學의 主要關心事로서 운화지리학 연구 

의 分服을 이루고 있다. 

농촌경판에 관한 事例짧究는 歐美의 地理學界

에서 얼찌기 시도된 바， 목얼은 Schlüter 이후 

美國은 Sauer 이 래 景觀形態에 관한 연쿠가 특 

히 활발해졌다 4) 그들의 농촌경관 연구의 춧챔 

은 경지형태 • 가옥유형을 포함하여 촌략의 형태 

를 分類하고 형태의 形成過뚫융 자연 · 역사 · 경 

제 · 문화 조건파 판련시켜 짧明하는 떼 있었다. 

韓國에서는 농촌경관 전체 보다는 그 要素， 또 

는 屬性에 대하여 주로 관섬을 가져왔다. 그 예 

로서는 가옥유형의 지려척 분포에 판한 것 5) 集

村의 成立을 농업 뱅-식 과 同族性과 관련시 켜 설 

명한 것 6) 일정한 지역 얀에서 나타나는 가옥 

행태블 記述한 것7) 얼정한 지역에 형성된 散村

의 형태와 形成要因을 자연척 • 사회적 · 역사적 

요인별로 區分하여 설명한 것 8) 이 있다. 한펀 지 

라학 이외의 분야， 특히 建藥學界에서 그 분야 

의 關心素材를 다루는 立場에 서 농촌의 경 판연 

이 論文은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논운임. 指導數授이신 李燦선생념께 감사드랩니다. 
1) Wa힌ler， P. and M. Mikesell(ed.) , 1962, “ Introduction," Readings in Cultura1 Geograþhy, The Univer

sity of Chicago Press, p. 11. 
2) Sauer, C. 0. , }.963, “Morph이ogy of landscape," Land and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343. 
3) Jordan, T. G. , 1966, “On the nature of settlement geography , .. Professíona/ Geograþher. vo1. 18, p. 27. 
4) 柳佑益， 1978, “地理學에 있어 空間擺念의 問題에 대하여 地理學論暴， 第 5 號，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

學 地理學科， p.57. 
5) 李 燦， 19깨，‘中部地方의 民家形顯觀要地理學과 地理敎育， 第四輯， 서울大學校 敎育大學院， pp.27""40. 
6) 金相昊， 1976, “生活空間의 基鍵地城昭究地理學陽究， 第 2 號， 韓國地理敎ff-學쩍， pp.1 rv25. 
7) 張保雄， 1978, “좁山島民家의 文化地理學的 핍究地理學， 第18號， p. 3:~""-'44. 
8) 李鳳俊， 1976, 泰安半島의 散村에 關한 없究， 서 울大畢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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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시도펀 바 있다 9) 그퍼나， 한 지역을 대상 

으로 하여 蘇合的으로 村落 • 家屋 · 됐地 등의 

景觀要素를 함께 잘펴보-든 연구의 시도가 마홉 

하지 않았나 思料된다. 

본 연구는 購州 · 利川地方을 중심으로 村落立

地외 一般型과 jj:地횟因 득-허 風;水짧의 영향， 촌 

략 형태의 일반-형안 集村의 형태와 형성요인 득히 

同族結合力의 영향， 家屋쳤H펜의 일반형인 ‘기’ 

字집의 분쪼상태와 가옥의 건축재료， 경지의 規

模 • 形狀과 지형조건 · 농업기술파의 판겨]， 그리 

고 所有藉地외 分散狀의 實態와 그 횟困 특히 

遺塵相續慣行파 購買過程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함으_'t:.써 농촌경관의 文化地理學댄] 接近

과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本

論文의 船究 目 的은 魔’‘l、1. 利川地)j에 서 나타냐 

는 農村景觀의 形態플 가솔하고 나아가 경판형 

매에 결파적으로 마찬 형성요안과 그 형성괴정 

을 설명하는 데 있다. 

文化景觀은 일정한지역 얀이1 쪽재하는 地理的

內容이나 地理的 復合을 의마하므로 10) 문화경관 

의 특성을 얄아보는 얼은 곰 文化地域11)을 區分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傳統文化의 특 

색을 가장 장 보존하고 있는 것은 천통적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농촌사회이므로 농촌의 文化;붉 

觀은 傳統文化흘 찰 대 변해 주고 였 다. 오늘날 

농촌의 천통문화는 近代化過程에 서 變動하고 있 

다. 따라서， 농촌경관윤 연쿠하는 것은 {專統文

化와 變動-Õ}o는 文化플 이하l 하는 떠l 칼잡01 가 될 

수 었폴 것이다. 

(2) 홉究地城 및 맑究方法 

農村景觀을 연쿠하기 위하여 지역을 선정할 

해 애러가지 難點이 뒤 짜분다. 왜냐하연 현재 

우랴의 눈에 보이는농촌경관은生成빠期가 오랩 

것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얻시걱으로 형성된 것 

이 있.3L~ 覆化를 많이 겪고 있기 예둔이다. 특 

히 1960'年代 부터 농촌에 波及된 새 마을 운동 

은 사화군조 뿐만 아니 라- 景觀面에 서 ‘黃.命’ 이 라 

9) 參考文敵울 참조. 

그림1. 맑究地域 

칭할 만큼 급격한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또핸 

都파化에 수반되는 塵業化 내지 工業化의 물잘 

역시 농촌 구석구석에 홉透하고 있는 살정이다. 

本 論文은 현재 肉眼으로 觀察되는 景觀의 }당 

態블 一般化 내지 類型化하는 더I 注力하였다. 이 

러한 作業:어l 적합한 지역은 경판이 비교적 오랜 

역사찬 가지고 있고 아직도 옛 모습을 많이 보 

전하고 있는 곳이다. 鍵州 ·利川地方은 太-都市

안 서울에 가까우면서도대규모의 공업단지가듭 

어서지 않고 積作農業이 支配的인 농촌 지역이 

다. 據備體흉를 한 결파， 이 지역의 주요 도로 

벨을 제외한 대부분의 村落이 그 입지 · 형태， 가 

옥의 펑연형태， 경지의 형태 등에 있어서 아직 

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안되었다. 

醫州 · 利川地方은 옛 부터 京離地1i의 主핏 짜꽉 

fF地帶로서 얄려져 왔다. 이곳의 농만갈은 18셔l 

기에 특허 서윷어l 의 뽑要블 목표로 힘띔뜰 生塵

하여 많은 利得윤 보고 있 었 다 12) 젠.폐樓說에 서 

도 이블 ‘轉州利川之聞 種휩先熟 得錢甚多’ 13)라 

고 룹及하고 있 다. 한환 朝蘇J::朝實錄에 는 ‘!際

鍵州利川等地 見農事形11"0 則他較皆已成熟 TnJ根

籍太頭 IISß鏡水田~컸木花 l합末結實…’ 14) 라-~~- {IJ 

節이 있다. 그리고 李重煥이 훌훌州 • 利川地jj의 

두 ;;<1 방은 風洛面에 서 다l 략 같다15)고 한 것 으로 

마루어 보아 羅州 • 利川地方은 옛 부터 경제척· 

둔화적 으로 하나의 單tf\l.地域으보 발천되 어 온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분 事實에 근거하여 여주 • 야천지방윤 

10) Wagner, P. and M. Mikesell (ed.), 1962, oþ.cit. , p.13. 
11) 文化地域은 어떠한 文化의 득칭을 共有하는- 人間들이 :Jt:/폐體릅 이루며 居住하는 領域 휴은 갖;化7~ 1띤j첼性 
흙 띠는 地域이다. 

12) 金容燮， 1977, 朝離後期農業史將究(H) ， 一爛關 p.158. 
13) 星湖樓젊 3 人事門 生財， J"o췄， p.272. 
14} 中훨實錄 .!fJ: 17, 23 년 9 월， 17 冊， p.36. 
15) 李重煥， 擇里忘， (李驚成譯)， ζ뻗文化社:，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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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다究地域(그립 1)으후 산정 하여 득히 여 주꾼 大

神面파 이 천군 新I효I떠올 重點的으로 調흉 分析

짜였다. 體흉方法은 L단接觀察파 面談이였고 路‘

IE期間은 1979 年 4 月 24 B rv28 日 , 5 月 8 日 ~ 
11 日 , 5 져 15 日 rv17 日 , 그러 고 5 져 21 日 rv22 

H 등 4 次에 걸척 도합 14 日間이었다. 그후 10 

月 30 日 rv31 더 , 11 月 4 日 "'5 日 에 천쳐 랍사 

-룹 보충하-였나. 

촌락의 압지 및 형태， 가옥외 유형 및 건축재 

료， 경지의 규모 및 형성-은 肉眼觀察을 통하여 

일만 그 一般型.을 推定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일 

만형 이 라함은 出現頻度가 가장 높은 類型을 의 

미 한다. 各;똘觀훨素블 類型化하는 데 있 어 서 대 

부분 재래의 망법을 借用하였다. 料面立地型파 

平地立地型， 集村파 散村， 一자 .--，자 .1::.자 • 

n 자접， 正方形과 長方形 및 불규칙헝 등이 그 

여l 이다. 우션 이들 기존 형태분류의 방법에 딱 

라 걱- 경판 요소의 일반형을 抽出해 내고 일반 

형의 특성을 형성요인파 관펀시커 설명하였다. 

일만형윤 提示하는 방법으로 월짧j、I‘l那 大神面과 

제川那 新1iLDïi의 1 : 5, 000 大縮R地圖(국렵 지 리 

딴 란행)외- 연시-무소의 통계자료플 이용하여 각 

경관요소별효L 일만형의 출현반도수와 전체에 대 

한 tJ分쫓을 산출하-였다. 한환 형성요안을 분석 

하기 위 하여 據備調걷f찰 행 한 12 개 u1-을 중에 

서 各f윷觀홍칭책~別로 적 합하디-고 판단되 는 마을을 

選定하여 i떠談응 싣시하였다. 이 띠} 사용한 道

검;는 면사무소의 地籍圖〔축척 1 : 1. 200)와 家屋

士地納脫쫓I帳， 한마플의 族讀， 1: 5, 000 大縮R

벼圖(국립지리원 발행)이었마. 면담의 주요 대 

상-자는 村‘老 · 有志 • 里長이 었다. 

촌꽉의 입지는 利川醒 新1효面 f휩眼里 용띤마 

윤파 新1iL面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廣州那 寶村

面 水陽里 물문마을， 촌락의 형태는- 繼j-I、l 都 大

神面 塊南里 당념-마융괴- 利川觀 新m面 道岩里

도드람마을， 71-옥-의 유형 은 麗州郵 大神I륨i J:九

里 미려1 기 마융， 경지의 형상과 分散狀윈- 轉州

那 大神面 항환 I휩里 당님-마을피- 利川鄭 新다조面 道

岩里 도드함 마을을 각각 면담대상으로 삼았다. 

]6) 여기서 立地는 site 的인 測面을 가리컨다. 

2. 村落와 立地

(1) 立地16)으1-般型 : ‘꿀’ 型

촌락이 씹面에 엽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갚 

食料 · 食水를 얻기 쉽고 農親地흘 아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와 교통에 환하다는 利點01 따 

른다 17) 魔州那 大神面과 利川觀 新따面의 촌렉 

틀은 몇개의 특수한 경우블 제외하고는 모두가 

쐐面에 업지하고 있다. 여주 · 이천지방은 波浪

狀으로 천개되는 起代 70"'100 m 이내의 lÍ:陸tt

2f地가 기복 300m 이상 되는 山地로 물라싸언 

옳地익 양상을 떠고 있다. 촌략은 이뜰 lÍ:陸01

냐 山地의 料面에 입지하고 있다. 

촌락의 엽지로 이용되는 이뜰 한}面‘은 역시 몇 

개의 예외블 제외하면 한결같이 背後의 山地 빚 

1"1:렐으} 急씹面이 2p:地의 鍵料面으로 漸移하는 

지대어1 해당한다. 홉짧fl'l캅ß 大神面 川西里의 촌렉

듭은 고도 50rv55 m , 1!村里의 촌락들은 고도 

50"'55 m , 下林里의 촌락틀은 고도 55"'65m 의 

順料選移地帶에 자리잡고 았다. 利川郵 新rt!lii

印後면의 촌락들은 고도 95"'100 m , 南井里의 촌 

꽉틀은 70"'80 m , 道岩里의 촌락들은 65"'80 m 

의 경사건이 지대어l 위치하고 있다. 

한팬， 이러한 촌락의 입지는 한 맹향이 터져 

관보 이어지고 냐머지 세 방향은 μI地나 1Í:陸으 

로 에워씨-여 ‘골’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다. 

여주균 매신면은 38 개 촌락 좋 22 개 촌략， 이 

천군 신둔면은 29 캐 촌락 중 15 개 촌녁-01 ‘팔’ 

型의 立地形態를 냐타낸다. 이들 ‘꼴’안에 엽지 

하는 촌락을 ‘골’ 이 터 진 방향에 따라 分類하변 

표 1 파 갇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갇。1 東南1펴 • 

西南向도 南向에 포함시컨다변 南l司야 첸체의 

70% 로서 만연 암도적 으로 많다. 

촌락의 입지로서 山地냐-fÍ:陸이 뜰균} 새- 판윤 

표 1. 꿀의 터진 方向에 따른 村홈의 數

팔뼈向←뺀뻔뻗변변向!東 굉l넓뮤G현굵꽉 
꼼 략 수! 페 6! 5\ 6! 4\ 1( 37 

파펴원40.61 16.21 13파16.2110.81 2 계 100% 

17) Rapoport, A. , 1969, Hoμ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Foundations of Cultural Geography 
Series,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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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好하는 이유는 우선 氣候의 영향울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겨울은 줍고 걸다. 援房施

設이 효율적이지 뭇하던 옛날에는 겨울의 추위 

블 막는 일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촌 

락의 背後에 추운 北西風을 차단해 주는 山地나 

Ji俊이 있다띤， 득하 촌략의 주위플 北向을 1:11 롯 

하-여 여 러 망향으로 싸고 도는 산지 나 쿠릉이 

있다떤 防風했l果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으므로， 

‘곧’ 이 가장 좋은 村落立地로 評價되 었을 것 이 

다. 

自然的 휠因을 고려하여 얻은 이러한 立地觀

念은 오랜 經驗윤 통해서 첨차 A間의 心理的屬

性으로 變質되 어 風水說이 나 F居思想괴- 結託허

기에 이르랐윤 것으로 생각된다. 촌릭-의 언지판 

決定하는 主體는 안간이므로 입지에 대한 觀念

은 궁극착으로 안간이 자연을 어떻게 펑가하느 

냐에 I살려있다. 안간이 -:<1-연을 어떻게 펑가하느 

냐 하는 갚지1-는 안간의 文化的 -뿜월-과 갚온 판 

겨l 룹 가잔다. 

文化的으투 좋은 입지로 펑가받는 것은 일반식 

으# 던 然的 쩨果와 一致하는 점 이 많다. 風水

mt에서는 위도 큰 산을 엽고(玄武)， 左右로 山

이 -판러져 있어(필龍· 白虎) 益地形을 이푸는 

地形을 펴이 이루어졌냐고 승1-며， 이 局을 이루 

는 것을 촌략입 71 의 기본초건으로 진다 18) 또한 

擇里관‘、 r Jl갇論에 서 는 陽떤의 立地條件의 하나-포 

서 뉘어l 서 내펴온 산맥이 끊어지지 아니허-띤서 

갈을 깐너다가 겁-자기 높고 큰 봉우리로 솟아냐 

고 支tl파이 낀-싸고 놓면서 끌판 (洞府)을 만들어 

돼’때에 들어 온 풋한 氣分이 냐야 한다고 하였 

다 19) 꾀이라든가 끌판(洞府)라고 하는 것은 모 

둔 ‘팔’을 의 u1 하는 말이다. 딱라서 섣링 자연 

작 초건이 골을 형성하는 데 있어시 만족하지 

뭇 하더라도 ‘팔’型의 촌릭-입지률 念顧하는 판 

념 에 의 하여 人않的으록 ‘골’ 形態-뜰 造成하는 

努力이 행하-여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20) 

자연적 요안에 의하여 생긴 만순한 판념에서 

마
 

隨숲 

그림 2. 돌문마울의 立地와 숲 : ‘끌’ 뺏의 立地흘 
만들기 위히-여 숲을 조성함. 

심퍼석 수성으로 딴천한 l'Oili觀;장:은 형정된 추 

文化的 1f}U度어l 의하여 유지뇌고 더욱 輝化되는 

경 우가 있 있 원 것 이 다. Jj싱‘l‘} 김r~ 贊村'.떠 水陽뿜‘ 뜰 

문 마을은 l퍼팬에 300 年은 족히 넘 은 파木뜰이 

울청-하게 숲을 이푸고 았다. (그림 2) 니-우의 종二 

퓨는 전나무(5 探)， 참냐-우 (7 林)， 소니-무(5 款)， 

느바 나무(2 採)， 엠 나무(1 珠) 등이 나. 이 미-닫 

의 흉갖1J) :;，ζ휩휩늪01 심고 7}':Y-71 시직-눴다는 이 

숲은 괴거 山쨌플 거행파는 )1베域이었다 21) 2f"않 

에도 이 숲은 神관원j視되아 아무도 숲 속-에 들어깐 

수 없었으며 듀-히 아이뜰은 얀처1 !U 入。l 嚴禁ι←;

었다. 뿐만 아니라 마촬 사람늪이 댄감을 하-까 

니- 닉-염윤 ‘윤는 일도 禁 IL되었다. 단지 年老한 

老人플만이 드1..+들며 새로 심은 나무에 거듬닫 

주고 기-꾸는 띤이 ;;'f장뇌 였 -fF 뿐이 었다 

따라서 , 숲은 페落찢으1 j써 1싸펴서 마을율 避Jlí냉 

的으품 짧짜시 켜 주슈는- 역 한판 '(Î1-였욕 뿐얀 아니 

라 한펀으로는 이 마-윤이 ‘란’ 얀에 자랴 강고 있 

는 것 갇은 느낌을 가지도폭 파는 년然쳤1果갚 행 

시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11 傳에 의하면， 이 따 

18) 없鴻빼， 1975, “마을 空間構成方法에 대한 한국傳統建藥思想땀究 大韓‘建藥學會誌， 19 췄 64 號， 大轉값 
藥學會， p.48. 

19) 한훤煥， 擇里j홉 H캄論， (李靈)J~譯)， p. 163. 
20) 廣州郵 實村面 水陽里 돌문 마을이 그 좋은 예이다. 

21) 住民 朴海喆民(74 才)의 證룹. 山察는 村老들이 모여 음력 9 月末"-'10 月初에 吉 A-윤 釋하여 저녁 8’時댐에 
거행하였다. 察官은 역시 村老·會議에서 生氣福德하고 그해 不浮이 없었떤 住民 좋에서 呼選하였디. 잦RttJ 
로는 시루팩， 개고기， 술(막걸리) 한잔을 썼다. 쫓 EH융 받아 놓A면 쫓훗가 끝날 혜 까지 마을 얀팎꾀 사핍 

들의 마을 出入을 일체 禁하였다. 山聚는 지금부터 50 年前 까지 每年 거행되어 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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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9~ 초기 장착자들이 이 곳에 마을 터를 장음

어l 있어서 산이 감싸고 돌아야 하는 데 그렇지 

풋하고 한쪽(탬펀)이 터져 터가 虛하므로 터잔 

쪽에 λ、짧的으로 냐무를 섬 고 가꾸어 숲을 조성 

핵-으로써 U-I의 째果블 내려고 하였다고 한다. 서1 

웰이 가면서 숲에 대한 保護意識이 山聚와 결부 

노l 어 숲이 마을을 守護한다는 생각을 하게 놔였 

윤 것이다. 숲을 다치변 害룰 업으며 숲 바깜쪽 

에 접을 지으면 만드시 亡한다는 맏음이 이를 

뒷 만천 해 준다. 돌문마을의 實例는 마플이 ‘팔’ 

안에 立地해 야 한다는 관념 이 文化댄j 制度에 의 

하여 지탱되어 온 좋은 경우이며， 동-시에 ‘곧’ 

型의 立地블 득허 選好랬마는 證據가 되는 것이 

다. 

(2) 文化的 훌몹에 의한 立地

文化的 要因은 해로는 자연적 요안에 優先하 

여 입지 결정에 작용한다. 李重:燦은 그의 著書

擇里志어l서 다읍파 같이 陽펀의 입지조건을 規

定하고 았다。 22) 

“무엇으로서 地理릎 論할 것얀가.… 다음은朝 

山파 朝水23)블 본다. … 무릇 朝山에 혹 돌로 

된 추악한 봉우리 24)가 있든가， 혹 111 풀어진 외 

로운 봉우리가 있거나， 혹 엿 보고 넘겨 보는 

모양25)이 있거나， 흑이상한돕파괴이한 바위 

가 산 위에나 산 맡에 보이든지， 흑 긴 골짜 

가로 된 Y며헤)26)가 전후 좌우에 보이는 것이 

었으면 잘 수 없는 곳이 다. 사량이 한벤띤; 보 

아도 가쁨을 느끼며 울퉁불풍한 맙갈스려운 

모양이 없으띤 吉한 것이다 

이 는， 風水地理的인 陽쉰·條씩:의 一部로서 當’時에 

운행하던 居住地에 대한 文化的 評價i_플 대변해 

주고 았다교 -싼 수 있다. 利川那 新따떼 龍眼맺 

용연마을은 이러한 양택조건이 촌꽉입7-1-릅 決定

차는 테 철대적 영향을 마찬 事{9lj이다. 

22) 李重煥， op. cit. , pp. 162rv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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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면마을의 立地 : 風水說에 의해 立地가 
覆更된 껴1엄. 

利川那 新lt[面 龍眼里 용면마을은 總 56 家口

中 慶州 金많가 약 6 害U을 려쉰·하고 있는 역사 

가 오랜 마플이다 η 이 마을은 현재 주위의 다 

른 마을틀이 경사가 첨이하는 80m 내외의 상 

며i애 입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60m 이 

하로 펠척지는 平地에 치우쳐 았다. (그림 3) 口

傳에 따르띤， 본시 이 마을은 發生當時에 는 현 

마을 터의 뒷쪽에 있는 馬山(속칭 말궁랭이 산) 

가숨에 경사가 점이하는 고도 80m 내외의 합 

面에 立地허-였다고 한다. 쿠 마을 터는 지끔 밭 

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따금 흙 속에서 장독돌 

이 나온다고 한다. 慶州 金民의 先祖들이 구 마 

을 터에서 삼고 있을 해 어떤 중(增)이 마을플 

지냐-치다가 잠시 앉아 쉬띤서 “이 마을의 터가 

마치 내가 지금 짚신을 깜고 앉아 있는 형상이 

다랴-고 날하는 것을 듣고 냐서 마윤 터듭 헨 

지1 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역시 傳해 나}려오 

는 얘기에 의하연， 慶州 金民들이 일단 마을 버 

블 馬山(말풍뱅이 산) 가숨에 잡고 보니 바로 

앞에 보이는 善積山의 골짜기가 殺氣블 띠고 있 

고， 저 멜리 앞에 보이는 높은 산28)이 흉한 돌 

산일 뿐더러 火氣를 이 마을에 비추고 있더라는 

23) 朝山이란 앞에 멜라 있는 높은 산， 朝水련- 물 건너 물을 말한냐. 
:!4) 火山야라고도 한다. 
25) 親뿔이 라고 한다. 
26) 빼뺑란 대지플 꽂한 산과 불의 형태블 말한다. 
27) 慶써| 金民 宗孫 金泰浚~(65 歲)의 證言. 宗孫의 15 代祖가 전라도 지방에서 이곳에 入獨허-였냐. 入鄭)4lY의 

幕가 현재 마을 앞산어l 남아 았다. 그는 용연 마을의 創Ulf.者이다. 
28) 火山이라고 지칭되는 이 산은 옛날에 마귀할멈이 漢陽-을 만들 혜 삼각산을 치마폭에 싹 가지고 가마가 지 

금-의 위치에서 옆으러지는 바랍에 쏟아져 땅에 렐어져 생겼다는 傳說이 내려온다. 살제로 서울의 삼각샌 
、 의 모양을많이 닮았다. 그리고 이 마을 어귀에 심어 았는 느더나무는 火111의 火氣에 대땅하기 위하여 상 
였다고 傳한다. 냐우으l 樹令。1 500 年 가까이 완 것으로 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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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하여， 金￠ 先祖들은 앞의 골산이 

내려 비치지 않고 火山의 火氣가 미치지 않는 

현재 마-을 터로 마을을 옮겼다는 것이다. 

이와 갇은 볍:實을 擇里.志의 「居論에 업각하 

여 檢칩·해 보면， 마을에서 멜라 건너다 보이는 

火山은 이상한 돌과 괴이한 바위가 산 위에 보 

이는 데마 봉우리가 양 산에 가려 전체가 보이 

지 않고 얻부가 보여 마치 엿보는 듯 하다. 그 

퍼고 마을 얄에 보이는 팔산악1. 善積山은 곧 대 

지블듯한殺氣를 딴빼妙이다. 擇里志에서는 이 

외 같은 곳은 잘 수 없는 곳이라고 만정하고 있 

다. 

용변마윤에서 촌략의 입지가 風水說에 따라 變

更펀 펄例는 擇면志에서 言及하-고 있는 ~h합쁨、 

想‘이 民樂에 깊이 챔 투된 文化的 立地평困이 었 

유을 說明하} 주는 동시에， 자연 환경에 대한 文

化的 評價가 村落의 tL地괄 決定지울 수 있다는 

證據가 된다. 

3. 村落의 形態

(1) 規模와 形態

여기서 村落이라함은 원칙척으로 自然村을 의 

ul 한다 29) 자연촌은 마을의 起源을 共有하는 柱.

民들의 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척으로 미

을은 先祖들이 入鄭하여 子·孫이 불어 남에 짜리

성장한 일정한 범위의 地理的 領域이다. 마을위 

영 역 은 住民들이 ‘우리 미-을’ 이 라고 認識하는 번 

위와 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촌운r 

사람의 경우 처 렴 固有한 이릎을 가지게 마련이 

다. 

村落의 규모와 형태는 이외 갇이 독렵된 고-{i

명칭을 가지는 마을， 즉 펀然村윤 단위로 하0:1 

분석하였다. 촌꽉의 규모 즉- 總、 家口數는 변꾀 

의 빠이 켜서 10 家口 미만의 촌럭-이 있는가 히 

띤 100 家口에 육박하는 마을이 았다. 그러니 

魔州那 太‘神面파 利川那 新rtL tm에는 40 家n

념는 촌락이 불피-6% 이며 30 家口 01 만의 촌꽉 

필
 

안
 

’ ’ 

뼈
 

。•1L 해
 

요
 

각
 

·: 
·‘ 

” i 네
 
끼
 느

 

CJ 가옥-
닫J 7r옥과 가옥갚 연건한것. 

E크등고션 

같컨 P}을 앞깊 

그림 4. 家훌의 配列狀 : 가옥뜰이 주위의 등고션과 팽행하게 배열되는 경향윤 보임. 

29) 李萬甲， 1973, 韓國農村페;會의 構造와 變ft ， 서풀大出版핍，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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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벌말의 散村形態(麗州郵 興川며 楊村면) 

。 l 찬체의 70~~ 갚 지자하고 았다. [1화歐의 그것 

(:1] 너l 하여 村‘落으1 地模가 이령게 작은 갓은 훨1: 

폐의 면적과 그어l 도단하는 거리의 제약 띠}쉰0] 

;;] 도 하거 나 와 rÍ:陸파- 111地가 촌락의 성 장을 

강해하기 띠l 둔이라고 생각된다. 

웰짧’‘I、I 캄5 大nì*í떼고}→ 利川部 新TtL面의 촌럭--줍은 

념模와 관계 없이 몇개의 특수한 경우달 재외하 

~lL는 모두가 集村形鼠30) 룹- 보인다. 경 사가 점 이 

지→는 짧面에 지-리장고 있는 가옥들은 주위의 等

"’‘’i線과 어 느장 도 平行하게 列을 이 루고 있 다. 

〔그램 4) 그럼 4 에서 점션은 가옥의 동씬 고도 

텐 연결한 것으보서 알종의 等{直線이다. 이 線

과 걸이는 촌렉-의 규모가 커질 수록- 갈이지는 

캉챙:윷 」土안다. 알성한- 댐度等f直線을 따바 가옥 

。l 일정한- 간격플 둔고 配列되는 현상운- 이떠란 

‘ \i_얀이 작용한 결파얀가는 檢討해 볼만한 알이 

ιt. 

한펀， 敏村은 연f지역 전체로 쏠 째 그 1않닫 

α] P~ 우 미약하냐. 河川 流域의 2ft딛地에서 그 

예찰 볼 수 있는 바， 벌말은 漢江 fff邊의 轉州

합I~ 興川面‘ 楊村里에 발달한 촌락으로서 前記한 

散村形慮에 가캅다. (그림 5) 벌말은 가옥이 상 

당허 密集하여 있기는 하나， 가옥과 가옥 사이 

에는 밭어 놓여 있어 藉地와 居住地가 분리되0-1 

있는 集村形態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 준다. 

(2) 集村의 形成훌因 

1) 發達段階

集村의 발달파정을 살펴 보기 위하여 鍵l‘l‘|都

大l神面 塊南里 당남따을의 쿠처1 석 C난 발탄과정을 

族語와 面談에 의한 자료룹 중심으로 고찰하였 

다. 이 마을은 세 방향이 쿠릉으로 에워싸안 팔 

얀의 좌面에 가옥들이 密集하여 上下 2 段으로 

배열되어 있는칩촌형율이루고 있다. 지굽 부터 

약 400 餘年前 廣州 李~가 시 작한 이 마윤은 현 

재 총 32 가子중 廣州 李民가 17 가주， ~'f: l\j가 

4 가쿠， 나머지 11 가구는 雜姓이다. 이 마융-은 

發達:rJ;期 부터 지굽 까지 廣州 李많의 l에 l族部落 

팽태괄 보존해 오고 있다 31) 

삼::t륙의 증안을 토대 로 하여 당남미 을의 각 젤 

地의 造成年代플 지적도 위에서 追跳하여 본 2살 

파， 그 받탈-과정을 크게 4 時期로 區分한 수 있 

었다. (그램 6) 

CD 第 1 段階 ...... 1570 年與 : 入劉祖가 定훨할 

딩-시의 촌략형태이다. 마을의 시작이 펴는 

孤lL짧家가 현재의 宗家의 위치에 지-바감았 

고， 주변의 숲을 개 깐하여 親地化가 시 작-되 

었마. 

@ 第 2 段階 ...•.. 1700 年代 4 가주가 示장와 

인캡하여 分家하여 자리장운 행태이냐 32)가 

옥듭은 이미 2"-'3 가주블 단위로 하여 癡짧 

한 상태로 값}面.어1 배열뇌어 있다. 가옥의 

주변이 계속 개간되는 시기이다. 

(잊 第 3 段階 ...... 1800 年代 : 上段은 가옥이 둡 

어 차고 下段에 가옥이 7 채 들어서서 상허-

2 列의 家屋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총 

12 가쿠의 가옥들의 相互間 密集度가 1700 

30) 樹地외→ 분려되어 f친地가 조성되어 거기에 가옥이 집단으로 엽지하고 있는 것을 集村이라고 暫定的으로 5l 
훌훌한다. 이에 다l 사에 散村은 親;地 휘에 자리잡는 형테이다. 

31) 李 喆載.6:; (56 才)의 滾言과 派諸에 의하연 낭남마을의 入鄭祖는 廣州 李民의 7世孫 李重慶이다· 그는 明
宗 12 年(1517 年)에 태어냐 中宗 2 年(29 才 해)에 文科에 급제한 후 이조 참판의 벼슬 까지 윤랐다· 그의 
요가- 마윌- 뒷산 낌rÞUI에 남아았다. 

32) jordan, T. G. , 1973, The Euroþean C‘ulture Area, Harper & Row. Publishers, p.241. 이와같이 

親族集團파 樓大家族集團이 定養한 hamlet 는 村落의 原始的形麗。l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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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당남마을의 發達段階 : 주만의 증언윌:5:..다i 
로 하여 지적도 위에 각 연대벨로 촌략형태갑 後

元한 것임. 

年代에 바허여 높아섰다다 아직도 7캐H 익얀l 터받 

이 군더테1 꾼뎌테l 낚아 샀 다. 

흉 第 4 段階...... 1900 年代 : 현재 보이는 촌 

학 형태로서 좋지 않은 집터로 꺼려왔띤 터 

받파 푼한된 짧存셋地에 가옥-이 플어 섰 다. 

가옥과 가옥-은 앞마당01 나 울터-리 가 맞란바 

는 상태로 이야진다단섞도는더유높아지고터 

밭은 모두 소별되어 l11 렸다. 총 31 가구가 上 I、

2 列의 家屋캄f.윤 이 루-고 있 다. 
여기서， 촌넥의 기一유플은 딴생초71 부터 안;섭 

승1-여 있으며 촌E1-이 성칭-하띤사 가옥의 수와 함 

께 맏섞도가 增人‘한다는 사산-원 Al 걱할 수 있촬 

것이다. 그리고 처家괄 위시히-여 말틸- 초기의 가 

-완을은 대부분이 G:陸파l.r~i 으1 上段에 [띄地하였으 

며 下段은 J:段에 1:1 1 하여 나중에 f댈찬地化하하-였였응 

달 알 수 았을 것이다. 

入鄭l祖가 강 착한 1570 年떠 부터 1700 年代 까 

지 가구수가 고작 4 가구 증가한 기 간은 廣‘l‘|‘l

李돼의 派諸f(그럼 7)에 짜르띤 대 략 7 世孫 -RL 

터 16 世孫 까지에 해당한다. 01 떼는 人口의 띄 

然增加도 석을 관 아니라 E男‘융 제외한 다른 

아룹들이 마을 얀에 分家하지 않고 마융 밖의 

他地로 轉出하고 였다. 또한 任辰援짧L (1592 年) 

교1- 며子胡亂 (1627 年) 이 일 어 나 천국적 으로 농 
둔가 횡폐 뇌 어 최f地가 급걱 히 減少하는 기 :간이 

다. 1700 年代 후1산 부터 1800 年代 천1싼에 갤쳐 

100 年동안에 가구수가 11 가쿠니- 증가하였다. 

이 時期는 廣州 李a:의 덤然따 人口增加도 많이

지고 후民가 轉入하였다. 든'i'-;i\:는 당시 中人階級

으로 이 마을에 뜰어 외- 짧j↑l 팎Ã; 門中의 f훈 rt.l 

알 플였다 한다 33) 전국석으로 농-엽이 기줄석으 

호 크게 말천하고 농촌안구가 크게 증가한 17. 
쇄세기의 前後에 해 당하는 시기이다. 1900 年代

에 들어와서는 촌녁이 A 口으l 자연증가외- 社꽉 

1협J)Q-로 말u] 임-61- 급속도32- n~휩하였 다. 1900 jr 
代初 廣페、I李民는 3 人의 아머 지 로 부터 11 人의 

아들들이 태아나- 2 名유 재외하고는 포두 이 마 

을에서 分家하았다. FJ ;쩌’ F에서는 판某rf.:가 깐 

京不표地主.의 솜:즙을 맡아一 보았으므로 辛U;-一

家 몇집이 ~행入하고 小ft앓인 他姓둡이 여퍼 가 

주 천입함에 이르렀다‘) 解放 이후에 션입한 가 

구는 단지 2 가푸 뿐이바. 

2) 同族結合力의 影響

前記 당남마을에서 보면 村落의 훌쫓生初期 부 

터 가욕-플이 밴칩도를 어느 정도 지니고 안점하

여 있으며 촌넥-이 성장하딴서 가옥의 수가 늘어 

나고 가복간의 벌칩도‘는 높아쳤다. 뚫地는 上段

。l 먼저 조성된 후 下段이 늦게 펀地化퍼였다. 

33) 辛民는 현재 4 家디가 잘고 있마. 이 "1.플에서 8 f\;가 났다고 한다. 
34) 그 예 가 鄭某， 崔葉， -t某~ 등여 마‘ 

-103-



1 '1받 E홍] 

3 1:!t 꿇훈뀐 

7î날 

:3 r날 

~1낯 

j 。 뺨 

fI 빨 

/λttt 

(3 컨손 

f'+뻗 

/쇼t날 

7 。 τ율 

17뻗 

18 연 

1 'J -'r.날 

.zo\향 

ι 1-t.날 

Zλ칸!: (1979후) 

그림 7. 홈빼李民의 樓南里派諸 :*한 사람은 현재 마을에 잔고 있는 사람임. 

이퍼한 현장은 親族끼리 서로 近接하여 잘고 싶 경향을 보안다. (그림 8) 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 

은 욕망에 기 안한다고 생 각된다 35) 현존하는 촌 

락의 대 부분이 란생 한 朝蘇時代에 는 親族集團은 

단순한 혈 연칩 단융 넘 어 f띔敎的안 Z펀法思想이 

彩色되고 역대의 豪族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냐분히 政略的이고 系讀的안 결속체이었 

다. 특히 , 양만계 급둡은 族諸-블 통하여 공동 조 
상을 안정하고 계.2L 판계블 상호 승언함..9..로써 

동-츄결합력을 강화하여 社會的 身分을 유지하려 

고 하였던 것이다. 유교 제도에 의하여 더욱 강 

화된 I혜族結合力은 分家樣式과 I쉰柱地으l 分化現

象에서 발견된다. 

醒州部 大神n됩 薦뼈·里 당남마을 第 19 tit ;;쉰孫 

안 李益來民가 그의 七兄弟뜰 分젖시킨 양대는 

동족잘합력의 영향을 잘 만영하고 있다. 1900 年

代初어l 행해잔 이 分家는 우선 Bf:ýJlll떠이l 따르는 

35) Jordan, T. G. , 1973, op. cit. , pp.242'""243. 

이 長男은 宗家를 그대로 붉려 받고나머지 6 명 

의 아들들은 각기 짧地블 分配받아 宗家 부근에 

분가하였다. 宗家에서 r델어진 거려의 먼 순서는 

次男 · 三男 · 四男 • 五男 · 六男 • 七男의 11恨이 다. 

七男은 건너 마을안 한수라 마올로 分家하였다. 

또한 四男의 次男， 프즈男， 그라고 四男들은 각기 

아랫 쪽이기는 하나 父家와 안접하여 分家하고 

있다. 여기서 分家慣行은 원칙적으로 長뼈11直어I 

짜라 당탓써:이 허꽉하는 한 父家와 이웃허-여 시행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次善策으로 父家 아 

랫 쪽으로 分家하고 이 것도 불가능하면 다른 마을 

보 전출해 간다는 사살을 안식할 수 있다 36) ‘ 

한환， 廣州 李I{;들은 가옥의 응집현상을 보안 

다. 내쳐1 뇨 !r:[쫓침|떠의 上段은 光住者iol 며 양반 

출신언 廣J‘l、!'}J{;플이 주로 점유하고 았는 더l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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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당남마을 李民家의 分家相 : 1900 年代 初 한 사럼의 아버 지 로 부터 七兄弟가 分家한 모습압 , 

g 李R

훌훨 申R
댐기타 

그럼 9 ‘ 찮州 李R의 옮{主分布〔당닙 마을) 

그림 10. 姓民別 居住分布(또드럼 u1 흘) 

하여 下段은 後住춰-이며 중인-계급 출신안 他tt'1:

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 9) 괴거에는 廣州 李

民들이 아핏터에 사는 것올 꺼려하고 타성에까 

윗터찰 내주기뜰 싫어했다는 말로 ul 루어 보아 

身分의 上下意識이 집터의 i념Gfl&觀;쉽;에 作用한 

것으로 추측된다. 

힘-住地가 렌:f{;;別로 ?疑結·하는 현상은 利川觀 평f 

l효떠i 道받~w. 도드람마을에 서 도 니-타난다. (그템 

10) 이 마윤은 400 餘年前 딩G채t *책f{;;가 入織하-여 

만-생힌- 후 J한동안 |펴族部落율 이루고 있었으니 

떤재는 禮安 李民와 尹f{;; 등-이 전업하여 同族~ß

落의 형태단 이루고 있지 않다. 이 마을은 各 따 

l{;別로 親族 끼 리 이 웃허-여 잔고 있 는 양상을 -.51... 

안다. 

잎에 提示한 딩-남마을의 발탄만겨l 는 촌략이 

成표파는 過원을 說明해 주는 하나의 實例이 다. 

그러 고 당난마을의 廣州 李f{;;의 分家慣行파 廣

/‘l、I~Lt의 R감住分布 그리고 도드람마을의 姓.L{;

別 덤삼:分;꺼j는 同族結合力이 칩촌의 형성요익}으 

로서 작용히-여 왔마는 증거가 뇌는 것이다. 

36) 分家時 財塵의 分配比率을 불 해 長펌은 ;짧 1597 frj'- æ 1560 j-tf, 次男은 짧 500 拜 田 800 야， 三男븐 짧 
1280 양 BJ 2400 함 때男은 짧 1000 J平 /ff 3230 짝， 五男은 짧 990 화: 田 300 拜， 六男은 짧 787 拜 태 192 
깐， 七男은 짧 520 j平 田 512 짝을 각각 遺塵으로 相廳 받았냐長男은 祖上察祝를 고려하여 다릎 아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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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家屋의 類型

(1) 平面形態

산업화되지 않은 原始社會나 농촌사회에서는 

住民들 자신이 지을 가옥의 유형과 칩을 짓는方 

활을 알고 있었다. 꼭수가 있다 하여도 그의 기 

술은 一般水準에 지 냐지 않았다. 한 지 방에 는 

셋 부뎌 주만들 간에 採擇되어 適用되는 가옥헝 

이 었었고 목수는 다만 模型에 가까운 그러한 

가적-헝윤 기준으로 하여 캐안사정， 즉 경제규모 

와 가족수뜰 고려 하여 다소 變形융 가한 딱릎 

이였다. 그테나， JJH\::에 들어 와서는 건축기술 

이 딴탄하여 잔푼파했고 建藥類型이 다-양한 데 

녀가 뉴스 媒體 등윤 통하여 여러가지 건축유형 

이 全國에 광밤워하게 퍼침에 짜라 한 地方에서 

傳統的안 가옥유형이 형성뇌는 것이 어려워졌 

냐. 韓國擾村은 현재 現代化의 물결로 가옥이 

점차 다양하}지고 았으냐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 매 부분이 전통적 인 家屋型을 유지 하고 있 

다. 

鍵갯N那 大神ITU과 利川없 新~面 일대의 가옥 

의 平面形顯는 中部地方型에 속한다 37) 가옥의 

평면헝태블 -→字집 • 二字칩 .-，字칩 • τ 字접 • 

U 字캡으로 펀의상 분류하여 각 형태벨로 分布

頻度를 전체 가쿠수에 대 한 百分率로 겨l 산한 견 

파， 단연 기字점이 많:이 나타난다. 廳州那 大神

l떠은 46.4% , 利川짧 新따面은 44.4%의 기字칩 

분포룹 보이고 있다. 이것은 中部地方의 西部地

域(A 지역)에 속하는 이 지역이 中部地方의 i영 

끊 벤도수외- 別差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1 字집， 즉 줌부지방형은 특히 開城을 중섬으 

로 한 黃海道와 京鍵道 일대 중부지 방어) 않이 

분포하는 형 태 로 平安道地方에 많이 분포하는 

u}루없이 부억 • 망이 一字로 연결된 형태 (그럼 

11)에 대청파 망이 「字로 붙은 것이다. (그럼 

그림 11. 마루없는 ‘-’ 字집 

7 자집 

그림 12. ‘「’ 字집의 平面圓

12) 부억 • 안방 · 웃망 등이 가옥 중심부가 되어 

마루방이 안방 또는 웃방에 붙어 직 각으로 쿠부 

퍼져시 그 끌에 건너땅이 놓연다. 사랑채 는 내 

문체외體;가 되는 경우가 않으며 대푼의 좌우 

에 방윤 놓-는 경우가 많고 바;깥 쪽:으포 윗마푸 

블 놓는 경우가 있다. 또 패로는 경제규모가 큰 

집에서는 사랑채가 「字形으로 주부러져서 ‘ n ’ 

字접뜸 이루는 경우가있다. 이러한 기깅:집이 쑤 

억 · 땅이 一字로 연결펀 형태에서 進化하였다39) 

보다 많은 재산플 물려 받았으며 三男은 후처의 長男이므로長男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長Ý;JJ의 }한 
列이 낮을 수록 相續되는 財塵의 量이 적어 진다. 林野는 相續分配하지 않고 宗中財塵으로 하여 宗家에서 

판리한다. 다만， 연료의 채취를 위하여 父가 아들에게 口頭로 연료채취 쿠역을 分웹하여 준다. 연료.=<11 추l 
쿠역의 경계가 되는 것은 골짜기야마. 

37) 李 燦， 1975, oþ. cit. , pp.31"-'33. 中部地方을 펀의 상 A.B 地域으로 區分하여 各 家혈平며i形態의 分布·찰 

統計數字로 銀示하고 았다. 
38) ibid. 이 지역이 속하는 A지역의 기字집은 46.8% 의 분포를 보인다. 
39) 尹 張燮， 1979, “韓國파 日本의 民家建藥比較考察 建藥 第 23 향 第 88 號， 大韓建藥學會，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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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說이 提超된 척이 었으나， 기강:집이 뜩허 中

部地方해 많이 1fF표 강1-는 이 유는 아직 관}-펴 지 지 

않은 성티}이다. 

(2) 建藥材料

산엽회- 이잔으l 농촌사회에서는 주펜에서 o;i기 

수1 운 勳質。l 건축;(1\료보 싸용된다. 훌짧싸l 체S 大神

l떠과 利川那 뽕Í r1L l당i 으 1 l~家는 역 시 주}난에 서 엔 

71 용이 한 냐우 · 판 · 갯 · 뜰 • 수숫대 김-윤 건 축 

으l 새료로 이용차-고 았다. 건풍의 主f，황造는 나 

무로 二f성 판 木~~~~橫造:이 l삭 號體는 1、~i전3른 흙어1 

둔윤 섞어 쌓고 E폐;j:- 細木그11- 수숫내휩: 格子狀

으로 엮은 위에 띈-윤 0] 겨 꼴이는 것이 꼬통이 

고 l써로는 홉-에 진홀 섞이 만죽한 덩어미묶 쌍

아 빡을 다1드는 수도- 았나 

일만적으로 116家으l 담은 材料에 따라 포담 • 

판단 • 울(다i:] : 離) . 생 울(生훤) 등으로 분류펀 

냐 40) 토단은 판고l 첼 二l라 고 小뭘:의 石1J(관 섞 

δl 서 쌓은 헝 rì]외 흙 · 짚 · 石짜에 뜰~윤 넣어 쌓 

는 方‘法이 았다. (7- 덴 13) 도단에는 다}부분 용 

u}픔을 덮는다. 콸담은 판을 치-곡 치-곡 얹 어 쌓 

은 행테 이 다. (그램 14) 윤은 울타리 라고도 부르 

며 수숫대 · 싸13-1 • 기타 냐무가지로 엮어서 만든 

냐. (그텀 15) 생룹은 가시 니-무 · 쪼꾸리 니무 · 캐 

나라 등의 관목윤 캡 주위에 싱어 만든 울타리 

이 다. (그럼 16) 딘 또는 융타라 는 걱- 마-윤마-다 

지배걱인 종류와 청태괄 나타내는 경향을 찾아 

받수있다. 

그림 13. 토담(利川都 新띤面 龍眼里) : 돌을 넣어 
쌓은것임. 

그림 H. 돌담대IjJII那 新따떠i 支石댄) 

그림 15. 수숫대룰(體州那 大神面 王村꾀) 

그림 16. 생물(廳州都 大神面l::.九里)

40) 朱 南哲， 1976. “韓國建棄에 있어서의 념→(짧)에 관한 판f究韓國X化빠究院論遊， 28 賴， 쟁'(Ë女子J:.뺑校， 
pp. 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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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熟地의 形態

(1) 形 狀

1) 배미와 돼기 

親:地의 形狀이란 둑 • 두령 • 하천 • 도랑 • 도로 

• 울타리 등의 境界에 의하여 냐누어지는 한 조 

각의 排地41)의 모양을 말한다. 鍵州 · 利川地方에 

서는 이 한 조각의 경지블 논의 경우 ‘배미’ 혹 

은 ‘다랑이’， 딸의 경우 ‘돼기’라고 부른다. 일 

반적으로 논 한배마는 灌戰 벚 좋#作의 單位， 밭 

한 돼기는 밭 가는 얼콰 作業의 單位와 相應한 

다. 

정지의 형상은 幾fìiJ學的 形態블 갖추었는지의 

與否에 딱라 規則形괴- 不規則形으로 나누고 규 

착형을 다시금 正方形 · 長方形 · 씹f狀形 · 地총形 

으로 細分하는 것이 보통이다. 美國에서는 폭에 

내한 갈이의 1:1 1 율이 1 : 1 이면 正方形， 1: 1 보 

다 크고 1 : 2 에 가까우면 長方形， 1 : 2 보다 크 

면 帶狀形으로 분류한 바 있다 42) 프랑스에서는 

폭 : 갈이 가 1 : 1 이 연 正方形， 1: 3 혹은 1 : 5 

에 가까운 것 을 長方形， 1: 5 보다 크면 地총形 
으보 규정하고 았다 43) 本 짧究에서는 便원上 

1 : 1 인 것 을 正方形， 1: 1 보다 큰 것 을 長方
形으로 Æ하였다. 

繼州郞 大神面파 利川郵 新T/I r흡i 일대의 챔地 

의 形狀은 田짧別혹 차이뜰 부이는 한펀， 田짧 

은 각기 ‘골’， ‘들’， ‘벨’ 등의 지형조건에 딱 

과 형상의 변화를 보안다. 논의 형상이 보이는 

득징은 어떼한 立地條件을 막론하고 등고션의 

모양을 본뜨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 성렵을 위 

해서는 판개가 先決條件01 므로 논 바닥을 반드 

시 平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혜 물을 높은 

곳에 있는 논 부터 점차 낮은 곳의 논으호 치-례 

보 대기 위하여 경사지릎 짜라 올라 가면서 階

段式으로 논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農器具가 

원시적이던 옛날에는 경사지를 계단식으혹 만들 

어 각 계단을 평탄하게 開整하는 데는 오랜 시 

41) parcel 또는 polt 라고 한다. 

100 .. 

그림 17. 다락논(等짧線式 層짧)의 形狀(購1'1‘!용ß 大
神떼 련:1뼈E!D: 경지의 경계선이 등고선과 일치함. 

간파 척지 않은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것이다4，4) 

그러묘로， 地勢가 험할 수록 논 한 배마의 크 

기는 작아질 뿐더라 형상은 주위 등고션의 땅향 

을 더욱 강하게 닮을 것이다. 섣제로 골에 았뉴 

논이 들에 있는 논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形狀

이 주변의 등고선을 닮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 

다. 특히 ‘다락논’ 혹은 ‘산골 다랑주지’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논은 등고션과 논 배미의 경계 

선이 분명하게 얼치한다. (그림 17) 慶尙北道 蘭

珍 · 짧德地方에서도 이와 같이 계 단식으로 펀 작 

은 논을 ‘다략논’ 이 라고 하며 聞慶地方에 서 는 산 

골짜기에 있는 논을 ‘다랑기지’라고 푸른다 (5) 

받은 논에 비 하여 規則的안 形態를 갖추려 는 

경향이 더 강하다. 밭은 논과 같이 관개를 목척 

으로 바닥을 반드시 평 탄하게 할 펄요가 없으프 

m 

42) Hart, J. F. , 1967, “Field patterns in injiana, ’ Geograþhical Reviαν， vol. 58, p. 462. 
t3) pinchemeI, p. , 1969, France: A Georgraþhica/ Sμrvey， Frederik A Praeger Publishers, 'PP.315. 

"-'321. 
44) 개간도구로서 가래 · 삼 · 팽이가 사용되었다. 
45)文化公報部 文化財管理돼， 韓國~ffr採合Ji띔휩f報 1~:(慶 6년 ~t~흰編)，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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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크 논 

다그 받 

그림 18. 들의 논과 밭의 形狀(利川那 新i핀面 道岩
里l): 논이 받 보다 불규칙한 행성-이 않음. 

로 웬만한 경사를 무시하고 정지의 단위를 뜰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맡을 쟁기로 갈 따l 냐， 

播種을 하거나 추수할 얘 뜰아서는 회수를 줄염 

으로써 노동력을 젤약하려면 執地훤 폼고 기다 

량거1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18 은 利

川짧 新i효面 道캄里 땅죽들에 발달한 논파 받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 \.11 슷한 平뼈度플 가 

격1 地面 위에서 받이 논에 비하여 形狀의 規則

性이 더 강함을 시사한다. 

한핀， 받은 펑탄도가 커질 수록 형상이 規則

性을 갖추려는 경향이 강하여진다. 利川郵 新띤 

面 長洞里 가물가들의 밭은 규칙형이 천체의 

24.5% , ~휠원펀 방죽들의 밭은 31. 6 %, 훌옳州홈E 

興川面 桂信里의 아랫 벨들의 받은 38.9% 블 차 

지 한다. (표 2) 펑 탄도는 아랫 벌들이 가장 높으 

표 2. 立地別 形狀分布 (얀위 : 돼기) 

)월뽑j 長方形 \ n: 方形 i짧則形 1 託업지 -----______ 1 '.P<:: ./J 117 1 1, L ./J JI7 1 

간효간틀 I 22\ 4 \ 펀편f 
「 둘 19 1 o 44! 63( 

돈깅도로 

~경계선 

그림 19. 벌에 있는 밭의 形狀(購州那 興川벼i 桂信
里) : 경지의 놓인 방향이 엘정한 경향이 있음. 

며 방죽들이 기-둘기 들 보다 펑 탄도가 높은 젓 

을 고려하면 경지 형태가 규칙성을 이루는 더l 

있어서 地面의 2ft텐度가 작용하고 있음을 안 수 

있다. 특히 꾼-픔이 없는 아랫벌들의 맡에 강지 

가 놓안 방향이 얀정한 경향이 두드러잔다. 

(그림 19) 

2) 훌 地

筆地런- 위치 · 地텀 · 地主가 다른 것파 구-벨펴 

는 한 구역의 토지이다. 그러고 도로 • 하천 • 짧￥ 

準 • 제방 · 城짧 등에 의하여 區畵u을 이푼 깃， 

地力 기다의 성황이 현저히 상이한 것， 면걱 01 

굉-대한 것， 삼허 形狀이 灣曲퍼거나 俠長한 것， 

地盤의 i닮低가 심하거1 차이가 있는 것 등은 ”’1 
훤호 취 급한다4(;) 地籍團는 판지 외- 펀지 의 ;성 져l 

션 • 도로 • 購핏 · 林野 등과의 경계갚 표시하-는 

線윤 그련 地l웬 01 녀 때려-서 펀지와 판지의 :'1 
계 선이 -1:地所 fj‘線피- 거의 얻치한다고 한 주- 샀 

다. 

펀지 는 다시 에 퍼 개 의 ‘배 미 ’ 나 ‘돼 기 ’ 로 내 

46) 願鍵!夏， 1977 , “ H 帝下의 朝解士地調철휠業에 대한 -考-察 韓國近代史論 1 , 知識옳·業해:，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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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00 450 .. 
l -t . 

펀치의 겸계전 

- - - -- 배 01. 혜가 의 
경계션 

그림 20. 筆地와 朝地의 形狀(훌훌州群 大神面 博南里) : 지척도외. 1 : 5, 000 대측적지도룹 대비시컨것엄. 

누어져 채: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펀지의 경계 

선은 만드시 논 배미냐 밭 돼기의 경겨1 산과 일 

치강1-지 않는다. (그램 20) 그림 20 에서 보는 바 

와 간이 , 논의 경 우 경 사가 있 는 골의 한 편지 
는 여러 개의 논 배 u] 로 쿠성되는 데 비하여 경 

사가 이 보다 걱은 들의 한 판지는 하나의 논 배 

미포 구성되기도 한다. 

l朝解時代 文歡에 의하면 0) 方대은 상사각형， 

치!股田(句田)은 직삼각형， 直田은 적사각형， 佛

IH은 사다리팔， 圭田은 이등변 삼끽-행， 현田은 

버l 묶의 북 모양 즉 마름모팔， 體鼓 t죄은 시팎의 

허라 모양으로 허리가 찬릎하게 되어 있는 모양 

의 밭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 밖에도 半環짧 • 

/r~많l짧 · 眉짧 · 孤셨짧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렇 

게 분류펀 것 중에는 치하 형태의 具備 與否플 

앤걱히 따지면 불규칙형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 

않플 갓 이 다. 왜 냐하면， 光武 1i年0901 年) 당

시 購州那 北面을 예로 하여 그 분류 實魔블 ]L 
면 밭은 총 892 筆: 중 直田이 859 筆， 方田여 12 

筆， 훼田이 18 편， 圭田이 3 펼로 분류되고， 판은 

총 625 筆 중 直짧이 580 판， )j짧이 5 필， 練짧 

아 27 펀， 圭짧이 3 필， 半랩짧이 2 펼， 半環짧0] 

5 펠， 俊짧이 1 펄， 眉짧0] 2 펀~ 분륜-되고 있기 

해문이다 48) 測量技術이 말-달하지 않은 옛 1갈에 

는 筆地의 形狀을 적당히 분류하여 연척을 계산 

함으로써 j課規블 행하였떤 것으로 생각된다. 

(2) 規 樓

한 筆地짧 펑균 연적이 觀州那 太神面의 정우 

짧이 538 까， 田야 468 흉， 利川那 新~面의 경 

우 짧이 522 伴， 田이 398 짝에 지냐지 않는다. 

田짧의 한 펼지가 다시끔 여퍼 개의 배며와 왜 

47) r한鍵美·鍵， 增補 與獲堂全書 五.， 韓國學基本護훌훌， 第四輯， 景仁文化社， 戶典六峰 배政 
48) 활州趣 量案 北面騙， 光武五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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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c.d.e. 한 

12짜 

그림 21. 農象所有햄地의 分散狀(購써、l那 大神lï!î 博南里) : 無作짧로 抽出한 농가의 소유경지의 
위치블 地籍圖 위에서 확인한 것엠， 

기로 분한되어 경작된다는 점윤 감안한 따} 논 

한 배마외- 받 한 돼거의 면적이 500 첼융 념는 

예는 드촬 것이다. 논 한 배미의 면적이 3000 짝 

이 상은 되어야 농기계가 機勳性있게 훤:동찰 수 

있 나49)는 사싣에 입 각하여 보면 갱 지 의 규포는 

가<3"1 零細的이 라 한만하다. 

이와 같이 경지의 규모가 작은 것은 과가에 

격지가 현성될 해 지헝조건과 농엽기술 및 사-꾀 

삭 여건의 치l 약을 받았기 띠i 둔일 것이다. 즉- 이 

지역에 農執이 開始될 딩-시 임야냐 겨}곡-윤 개간 

한 떼 人力에 의존하여 지극히 단순한 道具가 

사용되었기 띠l 문이라고 추측된다. 들 보다 기꽉 

이 심한 꼴의 논 배미가 들의 논 배마에 B] 허-여 

작다는 사섣이 이콸 뒷받침한다. 

그러고 한 띈지의 면적이 작아진 것은 遺塵相

續慣行에 →←·因이 있디-고 판단띈다. 韓國에 있어 

서 家慶의 承繼는 분할 상속을 원척으로 하였으 

프로~ 50) 여퍼 세대에 갤쳐 상속이 빈번허 행히} 

전에 꾀하 띈지의 분할도 수만되었-완 것이다. 

49) 朝蘇日報， 1979 年 6 月 1 日， 4 面

(3) 所有朝地의 分布

韓國의 농만은 영세한 경지환 散在한 팽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51) 심지어는 몇 심 

리 만어진 곳에 소규모의 경지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많짧”‘['1那 大神面 햄南里의 53 가f 
중에서 무작위로 抽出한 7 가쿠는 모두 예외없 

이 소유경지가 여기 저기 분산펴어 있었다. CL 

림 21) 친어서 15 分 이상 켠리는 다뜬 펌이l 강l 

지륜 가지고 있는 가주가 2 가구나 있었다. 소 

규모의 경지가 한 곳에 껴츠結허-여 있지 않고 훤 

어져 있、으면 노동의 浪費플 가져오고 현대식 J운 

업기술괴- 농기계블 효율적으로 活用하기기- 뭔가 

능하다. 

이 와 같은 鏡地의 分i致Pfr有;52)는 파거 의 도지 

제도 • 토지소유관행 · 농엽방식 등에 의혀-여 형 

성되어 存總i하여 온 얼종의 文化l연1 化石이다‘ 경 
:<]의 분산소유 현상은 그 기뭇1이 원시사호l 의 ::1: 

地共有制Ui도 ifr)J及될 수 있다 53) 文歡上으로는 光

50) 金흰圭， 同族部짧의 生活·構造돼究， 좁Ii:大學新羅文化昭究院， pp.108'""109. 
51) 朱奉圭， 1974, 韓國農業史， 짧民文化社， p.l72. 
52) fragmented holdings 라고 한다. 이 퍼 한 현상은 유-럽 에 서 영 국에 서 는 산엽 혁 멍 이 천에 ?-1 애 척 이 었 으며 안 

픔로저 감-동이 연찍 부터 실시될 수 없었먼 스페인 ·이대라 ·표랑스의 잎부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잃냐· 
53) Jordan, T. G. , 1973, op. cit. p. 258. 

-111-



\]) 1흐男의 :fJj:J센 

t1)~男의 藉地

.1) 드男의 후#地 

4) 때男의 *J~地

(빛 굿1.男의 *Jt地

(~ /‘;男의 j憐:Iili

? 七男익 따11Q 

r 00 200 300 400 m 

그림 22. 당남마을 李民홍의 土地相훌 : 1900 年代初 七兄弟에게 分配한 土地의 分布플 지척도 위에 表示한 
것임. 

武 f고年 (1901 年)에 발행된 曉州那 量案을 보 

띤 당시에 이미 경지의 분산소유는 일반적인 현 

상이였다. 

1800 年代 末 購州都 大神벼f 揮南맨.의 E환益 

來.f-\j의 경우에는 그는 이미 정지룹 분산 소유하 

고 있으며 그의 7 명의 아플뜰에게 遺塵-으로 相

續함에 있어서 ;성 ::<1 의 집결올 追求한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그림 22) 이 지역의 ä:民플윤 상 

대~~ 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지플 유산 상 

속， 美軍政下의 農地改뿔， 그펴고 自費에 의한 

토지매입 등 경지의 l핀有來解別로 조사한 결파， 

이묶바 ‘移賣’慣行54)을 제외하고는 경지의 ~換

分合이 행하여잔 석이 없었다. 농민의 대다수가 

영세적인 이 지역에서는 경지의 賣買가 소규모 

보 이따급썩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지의 통합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냐. 

6. 要約 및 結廳

農村景·觀은 농엽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地表上

에 만들어 놓은 파視的안 物質~5(化이 다. 농촌경 

관의 形態는 村落의 立地외- 형 태 , 家屋의 類型

파 건축 재료， 훌#地의 形狀괴- 소유정지의 분포 

등의 要素로 구성펀다. 폭 연구의 목적은 購州·

利川地方어1 나타나는 농촌낀판의 형태틀 기술하 

고 그 形成過원을 선명하는 더l 었다. 

;성 관 형 태 의 열 반성 윤 4펴 出 해 내 71 우1 하여 1 : 

5, 000 대축척지도(국란지라원 발행)의 購꺼‘I郞 

大神面‘교1- 新rtI며i의 I웹*파판 분석 하고， 형 성 요언 

을 탐쿠허l 내기 위하여 각 경과요소펠로 적협-한 

촌락을 선정 하여 TIti接-觀했괴→ 주t깐들꼬1-의 j펌談플 

살시하였다. 현지 넙-사의 내용은 各뼈i어I 비치된 

1 : 1. 200 地籍圖와 가옥쿄지 낚세 대 장 1 : 5, 000 

내축척지도， 그리고 마-완에 있논 旅講 등을 01 
용하여 비교하고 보충하였다. 

촌락은 일반적으로 山이 에워싸여 헝성펀 ‘팔’ 

의 안쪽에 업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외- 갇은 

立地選好는 겨 울의 추운 렌-서 풍으보 부터 촌꽉 

을 보호하려 는 의도에서 비훗된 것으보 생각뇌 

나， 그 후에 이러한 立地觀念은 전치- 風水說 혹 

은 ~Ji캄論 등과 판련된 잣;化的언 價植觀으로 발 

천하게 된 것으로 추측띈다. 廣川합ß 水陽떤 판 

54) 차치씌 캠지 부온에 였든 경치를 타인이 해마침 구엽하게 되었을 때 타인의 경지 부끈어1 있는 자신의 깅 ::<J 
외 서로 交換하여 寶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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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마을은 人짧的으로 ‘골’ 을 만든 事例의 하냐 

ól 다. 이 마을은 동펀에 A寫的으로 숲을 조성 
함으로써 마치 촌략이 콜 안에 자리잡고 았는 듯 

한 느껑이 들게 하였다. 定촬 初期에 만들어진 

야 숲은 그후 山쫓룹 지내는 神域으로서 기능함 

에 따라 나무를 베 는 것 은 불론 이 숲에 들어 가 

는 것 조차 禁룹로 여겨져 왔다. 그뿐만 아니라 

숲 밖에 렇地찰 조성하는 얻을 꺼려왔다. 

利川都 新띤面 龍眼里 용연마을은 環境에 대 

한 人間의 傳統的안 意識構造가 실제로 촌략의 

입지 이동에 작접적안 영향을 준 ~例이다. 마을 

앞의 산과 마을에서 건너다 보이는 산(朝山)의 

모양이 住民에게 어떠한 印象을 주는가， 즉 吉·

不吉 등의 느깜이 업지의 好 • 不好를 결정한 事

例이 다. 釋멜志에 따르면 殺氣를 딴 앞산은 때 

야、이고 火氣플 벼친다는 朝 111은 폴로된 추악한 

모양을 하고 있는 짧崔이다고 해석된다. 용띤마 

을은 이러한 殺氣와 火氣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 

로 위치를 옮겼다고 한다. 

山地 혹운 Ií:陸의 料面에 압지하고 있는 촌락 

블은 대체적으로 주위의 등고션파 펑행하게 列

윤 이루는 경향을 보안다. 또한 가옥들은 밀집 

하여 배연함으로써 村落은 集村形態릎- 형성하고 

있다. 한 촌락의 쿠성 가군수는 일반적으로 30 

가쿠 내외이다. 廣州 李民의 同族部落안 廳州都

大‘神面 塊南J I면 당남마을은 이 러 한 접 촌형 이 촌 

락 형태룹 취하고 있다. 당낚마을은 簡數的인 

I司族結合力이 집촌 행성에 작용한- 寶例이다. 이 

마을의 發遠段階묶 1570 年댐， 1700 年代， 1800 

年代， 1900 年代(現在)의 JI恨으로 쿠분하여 볼 때 

촌락이 발생 한 초기 단겨l 부터 이 미 가옥들이 

擬集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려한 경향은 섣제로 

가능한한 f家는 父家 끈처에 자리잡는 分家慣

行에 의하여 즙명뇌며폐姓 끼리 집결하여 힘

往하는 댐tt分化블 동하여 안정된냐. J폐姓別로 

거주지가 분화하는 현상은 非I매族部落안 利川那

짧며조I회 폈원里 도드램마을에셔도 나타난마. 

家屋配列의 上段이 下段에 Bl 하여 먼저 형 성 
뇌었다. 첸새도 先住者이며 양반· 출신인 廠州

李民가 上段의 대부분을 ò추i하고 있는 반면에 

後住者이며 常民出身안 他姓들이 대부분 下段에 

위치하고 있다. 01 는 유교적인 겨l 급의 상하의식 

이 접터의 高低觀念으로 발천하였음을 양시한 

다. 용배 

家屋類型은 ‘기’字집이 가장 많이 냐타난다. 

‘기’字집은 鍵州鄭 大神面은 천체의 46.4% , 利

川郵 新면面은 44.4 %블 차지한다. 건축재료는 

주변에서 얻기 쉬운 흙 • 돌 • 짚 • 외 • 나무 등 

을 주로 사용하였다. 벽은 하부는 돌파 진흙 또 

는 생석회플 섞어서 쌓고 상부는 잡목， 수숫대， 

대나무， 싸리 등으로 ‘외’를 엮은 후에 진흙어l 

짚파 생석회를 섞어서 이긴 흙을 바르는 것이 

보통이다. 

藉地는 촌략이 업지한 山地 혹은 lÍ:陸의 ~↓fm 

으로 부터 lf地 쪽으로 경사가 첨첨 완만해 지 

는 곳에 발달하였다. 경지는제각기 ‘골’， ‘들’， 

‘벌’ 등의 보통명사 앞에 고유명사플 가지고 있 

다. 밭은 논에 Bl 하여 기 하학적 규칙 형 (長方形)
율 이루는 반도가 높다. 논은 관개플 위하여 주 

위의 등고션을 닮는 形狀을 이루게 되며， 득허 

산골짜기블 딱라 올라가면서 階段式으로 조성된 

‘다릭-논’ 혹은 ‘산골 다랑구지 ’ 로 불리 우는 層

짧은 논두령과 등고션이 완천하게 일치하는 때 

가 않다. 골 보다 기복이 적은 틀， 플 보다 기 

복이 척은 벌은 각기 플은 골 보다 그러고 벨은 

들 보다 鏡地의 形狀이 규칙형(長方形)을 이루 

는 반도가 높다. 이는 소규모 개간에서 지형 조 

건이 경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主몇因이었기 에 

문이다. 한환， 농민이 소유하는 한 筆地의 토지 

는 다시 여러캐의 논 배미나 받 돼기로 나누어 

지므로 경지의 한 펼지의 경계션이 곧 경지의 

경계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農民 한 사람이 소유하는 執地는 여러곳에 分

散되어 있다. 소유경지가 散在된 형태블 보이는 

것은 과거의 토지제도·토지이용 BJ-식 ·유산상 

속 관행 · 구매관습 등에 의 -6"1-여 形成된 후 지금 

까지 남아 있는 文化的 化石이다. 농민 캐안의 

次元에 서 소유경 지 의 분산파정 을 보연 分家할 

띠l 행해지는 유산상속， 해방 후 美軍政下의 농 

지 7찍혁， 그후의 농지매매에 이르는 ~聯의 과장 

을 거쳐 소츄경 ;;<1 의 散;{E狀態가 계속 유지펴 6-1 

오고 았다. 

-서울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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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rphological Study of the Rural Landscape 

around the Yeoju and Icheon eounty 

Summa:ry 

The rural landscape ca빼 be defined as a 
material cuture made by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agricu1ture. The morphology of 

the rural landscape is composed of such elem

ents as the sites of settlement, settlement 

patterns, house types and their building 

materials, the size and shape of field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arm l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form of the rural landscape appearing 

around the Yeoju and lcheon County in 

Kyonggi Province, and to explain the proce
sses through which the form of the landscape 

has been developed. Large scale maps pub

Iished by the N ational Geographical Institute 

(1 : 5, 000) were used to generalize the form 

of the rural landscape.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farmers in various villiages 

were undertaken to learn about the forming 

forces of the ruraI landscape. Moreover, Pro

perty maps(地籍圖 1 : 1, 200) , and County 

records of houses and lands were consulted 

to help the field work. 

Rural settlements are generally located ins

ide small stream valleys (in Korean, traditio

nally called ‘gol’) which are surrounded by 

hills and mountains. The reason why these 

sites are preferred is because they are thought 

to be protected from the cold winds blowing 

f rom the north west during the winter. The 

concept of site, which is concerned with 

physical conditions, has been gradually dev-

Je-Heon Ryu 

eloped into sets of cu1tural values like the 
Poong-Soo Theory (風水說) and the Idea of 

Fortunate DwelIing Site. ( ~居思想) In Dolmun 

Maeol ( ‘maeol means a villiage) , preference 

to the valley as a dwelling site was taken into 

practice and persisted on as a cu1tural 없ti

tution. About 300 years ago, the early settlers 

planted and grew so many trees that they 

fe1t as if they had settled down inside the 

valley surrounded by hills in three directions. 

In this villiage the woods were considered to 

be a sacred place where the mountain gods 

were worshipped and, except for a few villia

ge members, people were phohibited from 

entering them. 

In Youngmyeon Maeol, the cultural eva
luation of the environment was a major infl

uence on the decision of the settlement site. 

Whether the site was fortunate or not was 

sometimes dependent upon how the residents 
were impressed by the mountains in front or 

the villiage. They decided to locate theif 

villiage on the site where they could escape 

from their fear that the hi1ls would over

whelm them and from seeing the stony; ugly 

mountains which were believed to give out 

fire. 

In rural settlements which are located on 

the sides of the hills and mountains, houses 

are arranged in rows. The rows are parallel 

and of different height The size of the settle

ment is usually not more than thirty houses, 
which are c1usteredtogether. In Dangnam Ma

eoul, a clan villiage of K wangju Yi’s (廣州

李民)， the cohesive power of the clan group 

Journal of Geography, 6, 1979, pp.96"'-'115. *Seoul Nat,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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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ed as an agency in forming an agglomerated 

or clw.stered settlement. The development of 

Dangnam Maeoul may be divided into four 

stagei. Even in the beginning, the houses 

were clustered together. This tendency was 

supported by the custom that sons' houses 

were built as close as possible to their fathers'. 

This custom brought about a housing cluster 
for each c1an group within the villiage. The 

upper rows of the hillside were housed earlier 

than the lower. Even at the present most of 

the Kwangju Yi ’s occupy the upper. The 

family of K wangju Yi ’s is thought to be from 

the scholar’s c1ass, that is Yangban (兩班)in

Yi Dynasty. Most of other clan groups live 

on the lower rows. They sett1ed here later 
than Yi ’s and arc thought to be from comm

oner(平民). The division of the housing sec

tor by social class might result from the idea 
that a high or low social c1ass is related to 

a high or low house site. 

The ‘ 기 ’ type of house ( ‘ 기 ’ is the first 

one of the Korean Alphabet) is the most 

common one in the study area. Earth, stone, 

straw, sorghum cane, and wøoo are the 

building materials. They weave the sor향lum 

cane in the form of the grid and attach a 

bunch of m ud to i t. 

The fields are located below the v il1iage on 

the fiattcr land than the hillside. The fields 

on the ‘gol’ 〔골)， which is steeper than the 

‘deul’ , (플)， are less regular in their shape 

than those on the ‘deul’ . And the fields on 

the ‘deul ’, which is steeper than the ‘bul ’ 

(벌)， are less regular than those on the ‘bul'. 

This owes to the fact that terranÌal condi

tions were the primary forces influeIlcing the 

shape of the fields when the agricultural 

tools were very simple. The fields which. one 

farmer owns are scattered and are small in 

size. These fragmented holdings are asort 

of cultural relics formed through the,previous 

land systems and still remains today. The 

fields were fragmented even when they were 

inherited in the early 1900’s and the fragme

ntation has continued through the customary 

division of the land among the sons and the 

land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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