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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律江河 口 千招村에 관한 짧究 

-全北 金提휠n 廣活面을 中心으로-

1. 序 論

(1) 핍究텀的 

(2) 핍究方法 

(3) 핍究地域 

1. 序 論

《目

全羅北道 海뿜-帶에는 鎬江， 萬煩江， 東律江

의 流入A로 i냈購半島， 進鳳半島 및 控安那 i암 

뿔을 짜라 빼積層으로펀 넓 은 千鴻地의 發達。l

현저하고， 이들 千鴻地블 대상으로한 千招事業

은 舊韓末 이후 활발하게 展開되어 왔다. 더구 

나 韓日合郭이후에는 日帝의 塵米增塵計劃에 의 

하여 이들 千鴻地에 근대적안 防湖提의 葉造， 水

源의 確保， 이 에 따른 千招地 開짧의 進行으로 

農業移民이 入植되 어 핍뿜千鴻地라는 原初景觀

에서 開짧된 米作地帶라는 文化景觀오로의 發展

段階블 거치는 景觀變化가 일어나 地域空間上에 

특이한 地域性을 초래하게 되었마. 이러한 景짧 

變化는 이 地域 海뿔 千鴻地에서 오늘날에도 연 

속척A로 일어냐고 있다. 그 대표적안 地域은 

‘g購那 米面 千招地， 金提컵S 廣活面 千招地， ?天

構휩ß t용縣面 Zf5-j石地 빛 柱安部 界火島地區 二f.t:E

地 둥을 들 수 있다. 

이 들 千招地플은 開招史， 開짧主體， 開招意圖

* 全北;ζ황校 師짧大學 專g:講師.
1) 吳洪합， 1980, 聚落地理學， 敎學社， 서 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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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本 論

(1) 原初景觀의 樣相

(2) 文化景觀形成파 그 特色

3. 結 論

및 動員된 資本과 技術이 相異하기 때문에 f짧 

地開發地區라는 同質地域 (homogeneous regi,:>n) 的

特性에도 불구하고 각기의 地域空間에 형성펀. 

景觀(Iandscape)은 서로 다른 特性윤 나타낸다. 

따라서 開招벚.블 달려하는 이들 千招地들의 景

觀上 特徵을 밝혀 그 pattern 을 찾아내 고， 이 들 

사이에 存在하는 연판관계의 고리Clinkage)를 밝 

허는 것은 이 지역의 地域캘間 理解를 위해 意、

義가 있다 할것이다. 

千拍地에 형성되는 聚落景觀은 대체로 計劃設

定聚落안 正規型(Normtypen)이기 배문에 주변의 

역사가 오랜 담然、型(Naturtypen) 1) 聚落들과의 異

質↑生 (hetrogeneity)을 밥히는데에도 도유이 될 것 

￡로븐다. 

이 分팝에 대 한 %究結폈는 많지 않오나 근래 

에 몇몇 찜究휩어1 의해서 맑究가시도되고 있다. 

家屋型이 나 民家의 昭究블 동한 千招村昭究는 

短篇的이 긴 하냐 岩懶善之， 野村孝文， 李 泳澤

및 張 保雄의 昭究7} 있.2.며， 이 地域에 대한 

聚落地理學的 接近오로 吳 洪哲의 핍究가 있 다. 

文化地理學的 接近을 通한 昭究로는 南宮 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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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究가 있고， 聚落의 生熊學的 特性을 究明한 

梁 在龍의 陽究가 있는 정도이다. 그 어느 것이 

나 微鏡的 地域(micro-region)을 빠究對象으로 한 

深層昭究가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 그중에서 

구체적안 微視的地域을 對象으로 이루어진 것은 

吳 洪哲에 의 한 金提那 廣活面， tk購합ß 米面，

技安那 界火地區 千招地聚落 昭究와 南宮 健의 

i天햄훌합6 米面 山北里 찜究가 있 다. 

이에 全北地方에서는 두벤째로 開盤펀 金뚫那 

廣活面 千招村을 對象으로 聚落發達論과 聚落形

態論的 立場에 서 쟁주究블 途行하는 것 은 千招村

의 두벤째 고리블 연결하는 意味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맑究目的 

黃海뿜一帶에 發達.한 千、펴地는 千招事業의 對

象地로서 開짧하여 米{'F地帶로 flJ Etl할 수 있는 

J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特히 全北의 黃海뿔 핍받은 三個河川의 流入

으로 運搬된 物質이 湖水現象에 의 랙 j맘뽑으로 

再運搬되 어 堆積뭔 千鴻地가 ?Jê講半島， 進鳳半

島 및 投安컴ßì맘뿜에 넓은 千鴻地를 형성하여 千

，~石事業을 할 수 있는 好f삶f牛을 具網하고 있다. 

이 에 內陸地方에 水源 o 로서 대 단위 敗水池를 

藥造허-게 되어 農業用水의 確保가 성취되어 1920 

年代이후 日人에 외한 千招地開댔붐야 일어 國

內에서 가장 먼저 千紹事業이 이루어지자 되었 

←다. 

이 에 짜라 開짧된 千招地의 營農을 위한 農業

移民의 植民이 이 루어 져 地域空間上에 特珠한 文

化景觀이 形成되 었 다. 이 지 역 의 地域캘間上에 

형성펀 景觀을 對象으로 原初景觀으로부터 文化

붉觀에 2) 이르는 發展段階블 時系列的으로 추적 

하여 空間上에 형 성 된 景觀上의 特徵을 밝혀 地

域性을 究明하는데 맑究目的을 둔다. 

(2) 맑究텀的 

本陽究地域에 서 일어 난 過去의 地理的 事象에 

써 요늘에 이 르는 地理的事象의 全系列를 通한 

景觀變化樣相을 추척하기 위해서 時系列에 짜르 

는 歷史發展段階를 쫓아 時斷面堆積型(successive

time cross section)의 理論體系릎3) 원용하는 歷史

的 接近方法(historical approach)을 사용하였 다. 

이는 이 地域空間에서의 地理的 變化의 說明과 

寂述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블 위해서 이 地域空問에서 相異한 地理的

景觀이나， 地理的 狀態가 出現하는 時點에 時斷

面(time cross section)을 設定하고 水平的A로 그 

時斷面에서의 地理的事象을 寂述하려는 意圖에 

서이다. 千招事業이라는 政策的 施政어} 의해서 

地域뿔間上에 短時 日에 걸쳐 큰 景觀變化가 招

來된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 다. 

한 地域空間에서 일어냐는 景觀變化의 發展段

階說에서는 原初景觀-文化景觀-훨廢景觀의 段

階를4)거쳐 變化가 이루어지는 것A로 보고 았는 

데， 本 昭究地域에서도 原初景觀에서 )t-(t景觀

으로 移行하는 時點을 中心으로 昭究하였 다. 특 

히 文化景觀의 形成과 뚫展을 보기 위해서 開招

期안 日帝時代(1924-1945)와 定著期안 오늘날 

(1983)의 두 時點A로 時斷面을 設定하였 다. 각 

時點의 地域空間에 형 성 펀 景觀構成몇素로 짧落， 

家屋， 土地，~間結合狀態， 農路， 水路의 樣相

을 택하였다. 

文化景觀 다음에 未來에 到來할 수도 있는 협 

廢휠觀의 寂述은 據測이 나 展望 o 로 밖에 寂述

할 수 없i므로 이 小論에서는 除外하였다. 

文化景觀의 形成過程에 서 는 centre-periphery 

model 에 짜르는 傳播過程(diffusion)이 있 었 다고 

보고， 이 傳播過뚫에 서 到來펀 資本과 技術의 

전파가 地域景觀變化블 招來하는 가장 중요한 

困子로 취급하였다. 文歡맑究와 實地짧호를 누 

차 실시하여 觀察과 面接을 통하여 資料를 수집 

허-였고， 求하기 어려운 資料는 先行광주究物에서 

轉載하였고， 作圖作業은 1 : 25， 000地形圖(국렵지 

리원， 1979.8)를 이용하여 살시하였다. 

(3) 맑究地域 

本 陽究對象地域은 全北 金앓합ß 廣活面핍뽑 

2) 행地利夫， 1977, 歷史地理學方法論， 大明堂， 東京， p.105. 
3) 上提書， p.205. 
4) 上提書，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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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ffi地帶에 散在하는 千招村이 다. 萬煩江과 : 東

-律江河 口 間에 廳達한 進鳳半島 南部 下半에 해 

‘당하는 地域ò1 다‘ 
이 地域은 두 河川에서 運搬된 堆積物質이 漸

:水에 의하·여 땀뿔에 再運搬 堆積되어 형성한 광 

활한 千鴻地가 발달해 있고， 1924년 이곳에 日

A의 東律農場이 創設되어 半島 西端部의 거천 

‘에서 東端의 학당에 걸치는 10km 의 防햄ij~몽블 

集造하고 米f'F地帶로 開짧한 地域이 다. 開짧을 

위해서 內陸에 雲岩밝水池룹 葉造하고 東律水路

괄 통해 農쫓用水블 供給한다- 1949년 行政區域

!改編으로 金평컵ß 廣活面으로 昇格되었다. 

不二塵場에 의 한 決構都 米面 千招j펀는 千招

탕시 부터 千招;원圖가 賴 H 本 理想村 建設블 위 

해서 日本內 各府縣에서 農業移民을 幕集하여 

長期間의 農地代慣還期間을 주어 士地分配하고， 

純日本式 互家로 新藥하여 植民시킨데 反하썩 5) 

東律農場에 의한 이곳 千招地는 日本 植民帝國

의 塵米增盧計劃에 의한 米觀생산과 수탈의 對

象地로서 開짧하여 韓國Á IJ、f~Á을 幕集， 植民

하여 그들의 勞動力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곳이 

였기 빼문에 그 文化景觀은 같은 千招地開發地

“:區라는 同質地域엄에도 不抱하고 、R購那 米面

千招地와는 景觀上 판이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 

2. 本 論

(1) 原初景觀의 樣相

20세 기 초의 湖南平野의 海f듀練， 海뿜어l 千j뒀地와 

마아시가 넓게 말 1갈되어 았으며， 바다와 陸地간의 경 

계가 불명확하다. 朝蘇總督府 農商工部(1910) r韓國水
塵誌」에서 轉載함. 
(出處; 地理學 12號(1975.12) 權統1在論文).

原初景觀이 라 함은 景觀發展段階로 보아 人間

에 의한 文化景觀이 造成되거이전 그 地域空間

에 形成되어 있단 景觀을 意味한다. 짜라서 A 
間에 의한 作用이 가해지지 않은 自然狀態대로 

있먼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도 2)는 19101.건경 이곳의 地形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이다. 1924년 東律江河口 거천과 학당 

간 10km 의 防懶뚫가 葉造되기 이전에 이곳은 

海뿔뺀積層A로펀 salt marsh 얀 千鴻地가 발달 

해 있었다 6) 지도에 東律浦內라 表記펀 지역이 

오늘날 廣活面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1910년경에 

는 人間居住와 農業生옳活動은 t 거의 천무한 해 

:얀 황무지로서 칼대밭이 우꺼져 있던 지역이다. 

지도에서 全싸l浦內라 表記된 일대， 즉 오늘날 

進鳳半島 北西端에 연이 어 발달한 峰火山， 進鳳

,UJ 및 國事峰풍의 해안산지를 짜라 이 半島에서 
비교적 地帶가 높고 (최고 72m) , 軟料水 求得。l

용이한 곳들에 거전， 걸곳， 심포， 귀동， 고사， 

안향， 남하등의 集村들이 발달하고 있는 정도이 

고 半島 南半部 千鴻地는 황무지로 폐기된 狀態

에 있었다. 

이로 마루어 보아 進鳳半島의 開招은 內陸의 

河川째積地로부터 開招되어와半島자체에서는歷 

5) 南宮健， 1983, "開招村의 文化地理學的짧究， ’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서 울， p.503. 
6) 權'ffIj，在， 1974, “黃海뿔千鴻地發達파 그 堆積物의 起源 地理學， 10호， 大韓地理學會， 서 울，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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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3. 現在의 째積平野 

萬煩江 및 東律江 流域의 i뿌積7f野， 큰 점 으로 표시 

펀 곳은 海뿔때積平野， 작은 점4로 표시된 곳은 河짝 

째積平野이며， 숫자는 해발 고도를 가리킨다. 

(出處; 地理學 12號(1975.12) 權藏在論文).

史的A로 北西端의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半島 南半部의 낮은 千鴻地(충적 지 해 말고도 4m) 

쪽으로 開招되어가는 過程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불수있다. 

이 地域의 原初景觀은 〈지도 2>에서 잘 판찰 

할 수 있는데 海뿜線을 짜라 발달하고 있는 千

鴻地는 防湖提의 葉造에 의해 〈지도 3)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였 다. 萬煩江과 東律江의 流路도 

提防葉造에 의한 直江工事이후 〈지도 3)과 같은 

형태로 變化하였다. 

〈지도 4)는 1920年度에 작성된 이 地域 地形

圖이다. 이 지도에 의하면 1920年代에 現今의 

進鳳面一帶는 f中積地로 人間居住는 물론 農業生

塵活動이 이루어져 남하리， 종야리， 하수리， 상 

월리， 천중리둥 內陸쪽에서 半島部로 향한 開招

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進鳳面一帶에는 도 

처 에 salt marsh 가 散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開招이 進行中이었음을 알 수 있다. 

現今의 廣活面-‘帶는 그혜만해도 開招되지 않 

은 千鴻地 그대로 原初地形狀態에 있었는데， 進

鳳面에서 廣活面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많은 salt 
marsh 가 남아있고， 이 마아쉬에 연이어 千鴻地

커- 연속으으로 발달해 있는 原初景觀을 보이고 

있다. 지도에서 굶은線4로 表示펀 것은 그해까 

지 千鴻地플 對象A로 開짧을 위한 흙提防 o 로 

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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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렴 오른쪽의 Ji陸地에 있던 작은 저수지들은 廳
律江雲岩휩水池의 물이 이곳의 農鏡地로 유업되면서 
거의 천부 없어 졌다. 大포 10年(1920) 第1圖 修正版
地形圖에 의함. 

(出處 ; 地理學 10號(1974.12) 權鏡在論文).

A間에 의한 原初景觀의 變形야 招來되커 시작 

한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原初景觀

이 지대가 높은 北西端에서 南半部쪽으로 진행 

되어간 것은 대체로 聚落의 形態를 통해서도 얄 

수 있는테 進鳳面에는 전통적안 集村形態， 廣活
面쪽은 計劃設定의 표規型(Normtypen)오로 되 어 

있음을 볼 수 있기 혜문이다. 原初景觀이 文化‘

景觀￡로 變形하는데에는 莫大한 資本파 新土木

技術 및 千招意、圖가 作用되어 이루어지게 되었‘ 
다. 

(2) 文化景觀形成과 그 特色

1) 開拍期의 文化景觀

@ 開招過程과 文化景觀의 形成

開招期는 東律農業緣式會社에 의 해 防1朝提工;

事가 起工되던 해부터 그후 日帝植民時代안 192: 

4"'1945年間을 포함하는 期間으로 하였 다. 이 購

間동안이 千鴻地로 버려져 있던 東律江河口에 

近代的 土木技術에 의 한 防湖境의 葉造로 現今

의 廣活주招地의 輪園을 형성한 時期야기 때문 

이다. 

1900年代에 와서 심 각한 食鐘不足에 당연하게 

펀 日本은 그 補充策으로 해마다 대량의 米載을 

輸入 充當해 왔다. 1917年에 650萬石(그중 한국산? 

미 170만석)， 1918年에는 950萬石(한국산마 280얀 

석 )을 導入하는 實情안데 다， 第一次大戰의 종b發. 

로 인한 經濟好況은 米載價의 앙둥을 請聽하역 

1918年에는 소위 米載廳動까지 활、起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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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에 食樓問題의 根本的 解決策을 韓國파 臺灣

등의 橋民池아}서 求하커로 획책하였다. 이러한 

日本의 緊追한 食體事情이 直接的 原因이 되어 

우리 國土에 士地改良事業의 聽達블 촉진하게 
되었다 7) 

이러한 時代的 狀況에서 韓日合郭이 되자 日

本人의 滿韓化를 위한 商業資本家와 農業移民의 

進出이 本格化8)되기 시작하였다. 日 A들은 韓國

最大의 米觀生塵地안 載옵地帶가 展開되고， 生

塵物의 搬出에 용이한 群山같은 開港場에 인접 

한 萬煩江， 東律江 및 鎬江流域一帶(群山， 金뚫 

江景， 全사1 ， 益山中心)오로 大農場을 創設해 갔 

A며 9) 이를 중심으로 日本人의 士地古有， 水利

施設， 진보된 觀作方法 및 小作慣行이 早期에 

실시되었고， 塵米增植計劃에 힘입어 海뿔=f招地 

의 開招事業이 進行되게 되었다. 

進鳳半島의 廣活千招地는 日 本人 阿部房次郞

이 i天購那 米面 不二農場의 米面 千招地 造成의 

성공적안 事例에 고무되어 東律江河口 나무재벌 

을 千招하므로서 조성되 었다. 

阿部房次郞은 大l쨌地方의 財關로서 1923年에 

엄 己資本金 百萬圓과 日本政府補助金 百萬圓， 合

計 훨百萬圓의 資本金으로 이 一帶 千鴻地 千招

을 텀 的으로 東律農業珠式會社(이 하 東‘律農場)를 

創設하고 千招事業을 本格化하였 다.10) 1924年 防

漸뚫葉造 起工式을 하고 1927年에 防灌8앓 10km 

가 完成되었고， 1838메步의 開짧야 進行되면서 

東律水利組合에 의 한 섬 진강 운암호의 물이 1928 

年에 農業用水로 供給되기 시작하였다. 1933년 

에 全地域의 開짧과 內部I事가 마무리 되 었 다. 

東律農場測에서는 開짧地에 대한 內部工事를 

하여 農土가 造成되는대로 韓國A 小作A들을 

移民審養를 하여 入植시컸다. 1924年에 湖南地

方一帶에 大早觀야 來훌훌하여 大liI作이 되어 기 

근여 만연함에 따라 地方農民들의 生活아 위 

협 받게 되 어 이 곳 新開擊地로의 移民希望者 數

는 增加하는 觸勢였으므로 農場떼에서 勞動力을 

確保하는더1 에는 애로가 없었다. 

1929"'1935年間 韓國人 小作Á 676世帶가 入

植되었다. 균購那 米面千招地에서는 開짧이후 日

本 各府縣에 서 農業移民을 幕集하여 入植시 킨데 

反해서 이곳에서는 負困한 韓國人 小作人을 農

場測의 엄격한 審뿔過程을 거쳐서 入植시킨 점 

이 相異하며， 이러한 相異點은 이곳 文化景觀形

成에도 影響하였다. 農場測은 營農의 便宜， 共

同勞作의 實施 및 餘料水의 求得， 그러 고 小{'"fî

人藍視의 效率化플 위해서 6家口썩으로된 列村

블 農路와 水路邊블 끼고 長方型農士의 긴邊을 

짜라서 配列하여 聚落을 形成하고字型 三問

配置 家屋平面構造안 草家를 建設하였다. 

土地配分은 29年， 30年에 入植한 者들에 대 해 

서는 1戶當 여섯필지 7， 200양씩 配分하였으나， 

1戶의 勞動力으로 營農하거에는 너무 負擔이 컸 

기 혜문에 31年 7짧區에 入植한 者들어l 케는 다 

섯필지 6， 000W으로 調整하여 配分하였다 11> 

이 상과 같은 開招過程을 거 쳐 서 原初景觀에 서 

文化景觀으로의 段階的 發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地域空間과 日本과의 空間關係(spatiaI

interaction)는 米面千招地짧究에 서 밝힌 centre

periphery model 이 작용하여 日 本을 上位體系

(system)로 하고 이 곳을 下位體系(sub-sytem)로 한 

空間關係가 威立되었고 12) 開招過程도 Capital

logic theory13)에 의 해 서 日 本人의 資本파 技

術 및 저들의 開招意圖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米面千招地와 같￡나 生活主體안 入植者들만은 

다르다일단 開짧이 完7펀 후 全開招地를 三農

區， 九짧區로 쿠분하고 子招地中央部에 東西로 

水路와 佛行하는 道路를 設置하였 다. 內陸쪽A 

로부터 半島 西端部로 가면서 農區，- 二農區，

三農區JI價으로 구분하고 ..-農區에 中央道路 윗 쪽 

A로 i짧區， 아랫 쪽으로 二짧區 三짧區~!I圓A로 

해서 西端의 거전까지 九짧區로 分害U하고 짧區 

7) 東律農地改良組合， 1975, ‘東律農地改良組合五十年史， ’ 新進文化印빼社， 全州， p.67. 
8) 李鉉宗， 1969, “日本對韓移民政策의 分析，’ 3'1運動 50周年紀念論文集， 東亞日報社， pp. "121 ,....,131. 
9) 朝蘇總督府， 1932, 朝廳@現行小作慣行-群山地方@小作慣行(下) p.347. 

10) 金앓那， 1978, 金提那史 湖南文化社， 全州， p.258. 
11) 엄 영 춘， 1981, 갯 들， 玄岩社， 서 울， p.104. 
12) 南宮健， 1983, ‘開招村의 文化地理學的 맑究， ’ 地理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서 울， p.495. 
13) 上據書， p. 503,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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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r 農場 支配人 管下에 日人 짧區長을 두고， 

짧區長 밑에 감독과 심장을 두어， 土地는 임대 

형식으로 個人 農夫앞으로 分害U하고 勞動은 共

1司勞作을 통한 극심한 착취형식윷 構成하였다. 

@ 開招期 聚落構造의 特徵

防湖뚫 葉造-가 完成된 후(1927) ， 廣活힘 ~帶

는 천체적으로 볼 때 聚落플이 輪中聚落의 樣相

을 때운 양측地聚落 (Marsch hufendorf)으로 人工的

안 防湖앓에 둘러싹켜 湖水位보다 낮아도 安全

地帶로 聚落이 형성될 수 있었다. 

짧作地帶에서는 聚落의 構追가 聚落이 지난 

機能해문에 親地와 水利條件에 따라 대체로 親

地와 水路에 될 수 있는 한 接近해서 立地하는 

것이 -‘般的안 現象이다. 더쿠나 原初地形안 千

鴻地블 千招하여 넓 은 閒짧地룹 造成한 이 地域

해서는 광촬한 士地위어1 폐量이1 {衣단 ::f:tm의 等

分이 가능하고， 이어l 의한 家屋， 水路 및 ;農路

등의 規則的配列블 하여 計劃的設定聚落을 造成

할 수 있는 與件을 가지고 있가 해문에 米面千

招地와 마찬가지로 農상용와 水路를 끼고 村落의 

分布는 各짧區別로 家탤歡블 按配하여 9개 의 聚

落分布가 이 千i1i:Þ也 ~間上에 造成되 었 다. 이 

分布에 있어 家屋의 配列은 計劃的이고 規則的

언 形態로 이루어졌다. 

이 곳 聚落構造의 基本骨格은 6陳씩 의 家屋이 

各 짧區別로 水路와 農路14)를 끼 고 列村形態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長方型親地(rectangular

block)의 긴 邊을 짜라 같은 形態， 같은 간격 , 같 

은 材料로 펀 草家가 180j平의 할地위에 配列되 

-나..1J_ 

. ..u... 

나..!.... 

...u... -11.. 

...!.1- ...!..L. 

로 
..ll... 

그림 1. 開拖期의 聚落構造

14) 水路와 農路는 대 체 로 뺨行設置되 어 있 음. 
15) 吳洪哲， 1980, 聚落地理學， 敎學社， 서 울， p.179. 
16) 上握書， p.258. 

어 있 었 다. <그럼 1)은 開招期의 聚落構造블 나 

타내고 있다. 짧區에 짜라서는 6陳썩， 6操썩해 

서 12陳야 연이어 聚落을 形成허-고 있는데， 화 

양 2구， 진흥부략짜위가 그관 例어1 해 당한다. 

이 와 같이 6陳 또는 12練오로 펀 列村形態는 

잘 等分된 鏡地위에 成立되어 있어 列村形態中

에서도 바둑판 모양 村落15)을 이루고 있다 .開

招期익 聚落構造가 鏡地와 水짧에 接近하여 立

地하게 펀 것은 千招;地의 聚落들은 餘料水의 求

得야 水路의 물에 依存하고 있으1곽 , 共同勞f얻을 

통한 營農複宜가 있고， 또 農場-測에서 勞勳力꼴 

統制하고 藍視하는 데에도 懷￥IJ하다는 i떤機‘能도 

작용한 것 o 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飯

料水 求得과 共同勞作융 위한 평뿔 i更宜가 親최며 

와 水路에 짜른 列村形態블 調導하였을 것오로 

본다. 

營農함에 있어 生盧費의 節減을 위해서는 짧 

家와 觀地사이어l 存감E하는 空間摩燦을 최소한 o 

로 줄여 극복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16) 營農을위 

한 R巴料와 勞動力批下의 據點은 ;뿔家이 묘로 R맘 

料의 運搬費는 距離가 늘어 나매 짜라 增1m하고， 

勞動力授下에 있어 勞動時間파 作業量은 距離71-

늘어 남에 짜라 相對的으로 減少하는 것 이 므로 

農家와 親地間에 나타나는 空間摩據은 農家와 

鏡地間의 距離블 短縮함으로써 극복해 야 한다. 

廣活面千招地에서는 農家와 藉地가 近接해 있어 

이 錯置는 良好하게 되어 있다. 

더쿠나 H帝時 農場測에서는 入植小作農들에 

게 다섯펄지 6， 000첼썩의 小作地블 分配하였으 

나 一年의 農事暫에 짜르는 모돈 營農活動은 共、

同勞作方法을 通한 짧區長의 指示下에 서 集團勞

勳力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運營되었오묘로 짧區 

別로 觀地어1 붙은 聚落構造는 必須的인 것 이 었 

다고 할것이다. 

보통 演地聚落(Marschhufendorf)에서 의 聚落立

地는 水路邊에 盛士하여 水位보다 높은 호地를 

마련하고 家屋이 列村形態릎 가지는 것이 일란 

척안 것이나， 이 千招地의 聚落들은 盛士에 의 

한 터돋음을 한후 聚落立地블 계획한 흔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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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짜라서 防湖提 懶水位보다 낮은곳에 聚落을 

形成하였다. 다만 現在의 댐所在地에는 日本A

東律農場事務所와 몇채의 住드힘이 있었고 試驗場

도 있었는바， 저들의 居住地만은 湖水位보다 높 

이 盛土하여 聚落을 造成하였다. 

米戰生塵地라는 農村機能透行을 위해서 農家

와 握精I:場(精米所)， 米鼓쏠庫 등의 施設이 어 

울려 景觀을 形벚화는 것이 일만적이나， 開招期

에 魔活千紹地에는어느 聚落도 f島精工場은 없 

었고， 이 지역내 J個 聚落(거천， 소재지 오쿠)에 

만 米載會塵가 있었을 뿐이다. 이곳에서 生塵펀 

米製은 收集되 어 進鳳面 萬煩江핍뿔 관기 에 운 

반되어 握-精되고， 거기에서 반출되었마. 짜라서 

òl 千招地 聚落의 f캄觀은 바둑판 모양 ó 로펀 列

村에 만-순딴 小作人들의 農家둘만으로펀 황량한 

웰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지도 5)는 

開招期 聚落의 樣相을 나타내 고 있 다. 이 곳의 

聚落景觀에서 米作慶業地域의 機能파 관련된 握

精施設이나 홈庫施設。1 度外視펀 것은 開紹期에 

이 곳은 米觀生I奎하여 日本에 食輝供給을 하는 

{共給基地로서 의 ↑뚱츰d을 主投좀UJ료 하고， 평地 居

住農民들의 經濟生活을 主眼 ó 로 하지않은 植民

政策에 據f섬판 것오로 해석펀다. 

@!펌招期의 家屋構造와 形態

米面千招地의 경 우 新 日本 理想、村 建設을 目

標로 한 開紹1;;휩품펄로그곳의 聚落들은純日本式JL 

家로 一字三網直家型 家屋들을 中心오후 聚落이 
造成되 어 그 地表空閒에l 日 本文化활索의 移植이 

지도 & 開拖期의 廣活千招地

두드러지게 되었다 17> 같은 千鴻地 開招事業에 

의한 千招村이라는 同質地域임에도 불루하고 이 

곳은 실제 營農에 從事할 農民들은 韓國A 小作

人들-을 入植시컸기 때문에 米面=f招村에 比해서 

다른 文化景짧낌을- 나타내 게 되 었 다. 東律農場 事

務所가 있던 곳(현재 面所花地)과 짧區長이 居住

하던 tt毛을 除外하면 모두 H 本文化 色彩는 찾 

아 불 수 없었다. 

家屋特性 考察의 中心的 指標로 사용되는 것 

은 家屋의 材料와 構造이 다 18) 開招期의 家屋建

葉材料는 農場떼에서 材料와 規模가 같은 칩을 

지어 놓고 移民審홈를 하여 入植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材料였다. 벗짚， 흙， 나무가 主材

料이다. 家屋의 材料는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物資블 이 용하는 것 이 보동이 나， 文明狀態가 낮 

거나 고립된 社會일수록 自然에서 얻을 수 있는 

材料룹 그대로 사용한다. 뱃짚과 흙은 이 地域

에서 쉽게 求할 수 있오냐 木材는 구하기 어려 

워 農場測에서는 古群山島와 忠南 安眼島에서 

소나무룹 搬入하여 家屋을 建第하였 다. 

갖f월의 平面構造는 韓國의 西南部地方에 가장 

흔한 典型的안 一字三間直家型으로 되어 있었 

다. 지금도 殘存해 있는 I휩招期의 草家 舊屋을 

몽해서 復原해 보면 〈그림 2)와 같은 間配置블 

가진 一字편家型이 었음을 알 수 있다. 南向해서 

長方型親地 긴 邊을 따라서 몸채 一字型으로 부 

엌(정지) , 큰방， 작은방 또는 안양， 웃방오로불 

J- b (J 

d 까 0 ，’” 
r. 

용 흐 

...l.L -L....I.... --L.1... 

4.J-‘ μ- •.L. 

그립 2. 뽑招斯의 家屋 平面構造

17) 南宮健， 1983, “開招村의 文化地理學的 없究， ’ 地理學의 譯題와 接近方法， 敎學社i 서 울， p.505. 
18) :金相昊， 1981, 地理學觀論， 一행8聞， 서 울， 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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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開招期의 農家와 다래 

(殘存한 舊屋에 서 模寫함) 

리 우는 間配置構造를 가진 草家三間이 었으며 , 마 

당 한쿠석에 변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單列型

直家三間構造는 南西部zp:野地帶에 보펀적 안 형 

태로 溫魔한 氣候에 적 당한 開放的 家屋構造로 

널리 分布하고 있 다 19) 

平面構造上으로는 米面千招地의 日 本A 開招

村과 같은 형 태 에 속한다. 다만 廣活子招地는 

四季에 걸쳐 심한 海風으로 시달러기 해문에 開

招初期부터 다래블 쳐서 防風塵投害U을 하도록 

한 것은 特珠 家屋施設로서 米面千招地에서는 보 

펀화되 지 않은 것 이 다. 米面子招村의 日式家屋

에서는 덧운을 설치한데 불과했 o 냐， 이곳에서 

는 다래블 엮어 家屋을 둘러싸는 형태로 되어 

있다. 

直家三問~字型이 라고 하나 부엌 , 방， 헛 간이 

뺨列되어 부엌에서 방으로 동하는 문이 하냐 았 

고 마루는 없었다. 南西部平野地帶에서의 直家

三間‘字型은 마루가 두 방사이 어l 佛列되 어 있 

는 것이냐 이곳 家屋構造에는 없었다. 마루가 

없었기 해문에 방에서 나오면 바로 마당의 땅이 

었다. 이러한 構造는 房파 1화房의 결합으로 文

化地域에서 A間住居生活이 이루어질 수 있는 

最末端 單位의 住居空間안 二間構造에 헛 간야 

하나 덧붙여진 것에 不過하기 때문에 살은 거의 

二間構造에 다릎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이다. 이 

構造는 開招初期를 지나 經濟的 엽立과 社會的

安定을 이룩할 해까지 暫定的 住居空間의 性格
을 지냐고 있A므로20) 계속적A로 投資만이 進

行되는 千招地帶에서는 定著期에 이르는 期間동 

안 存在했던 構造라고 추측할 수 있다. 

@ 開招期의 地域空間關係

地域空間關係라 함은 千招地에 文化景觀이 造

成되고 A間의 住居生活과 生塵活動이 이루어지 

면서 이 r地域空間上에 形成된 空間相互關係(spatial

interaction)에 20 의해서 地域結合이 어떻게 이루 

어지느냐 하는 意味로 파악하였다. 

千招地內의 道路組織은 千招地 中央에 東西로 

뻗는 道路를 開設하고 道路兩測으로 支線水路가 

佛行하도록 設計하였고， 이 道路를 中心오로 해 

서 各짧區에 連結되는 農路를 設置하였으묘로 

이 地域空間에 서 이 道路가 途行하는 投害U은 A 
馬의 通行은 꺼論이 고， 生塵品의 搬入， 搬出을 

위해 가장 중요한 幹線으로 이 용되 어 이 地域옆 

間을 結束시 키 고， 統制하는 route 로서 와 他地

域오후 連結되는 通路(passage)쿠살을 하였다. 

半島 西端의 거천을 지나 進鳳面의 深浦를 거 

쳐 관기에 集蘭되어 이 千招地에서 生塵되는 米

觀의 對日搬出路가 形成되었다. 당시에 進鳳半

島 全域에서 f島精施設은 판기 한군데에만 設置

되어， 거기에서 鎬精한 후 船積하여 판기에서 

直接 日本으로 搬出하였다. 萬煩을 거쳐 群山오 

로 集塵하여 對日搬出하는 節次블 밟지 않은 것 

은 特記할만 하다. 이 는 進鳳半島 米作地帶가 

하나의 體系(system)로서 地域空間關係블 形成하 

였던 單位였음을 意味하는 것A로 풀이된다. 또 

한 이 中央道路는동쪽으로銀波里를 지나 竹山，

金提물에 이르는 幹線道路와 連結되었다. 

開招期에 이 T招地의 9個의 聚落들중 中心聚

落投害U을 하는 聚落은 없었다. 行政區域上i로 

金提那 進鳳面에 속해 있었고 新開招地이기 빼 

문에 아직 中心聚落의 成長을 가져오지 뭇했다。 

다만 現tE의 面所在地가 있는 聚落이 中央道路

의 中央部에 위치하여 東律農場事務所와 試驗場

19) 張保雄， 1980, κ韓國民家型分類와 文化地域區分， ’ 地理學 22號， 大韓地理學會， 서 울， p.41. 
20) 吳洪哲， 1980, 健落地理學， 敎學社， 서 울， p.212. 

21) Boyce, Ronald R. 1980, GeograPhy, a Spatial Intera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le,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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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이 었어 어 地域의 中樞的投劃을 했고 이곳을 

中心A로 모든 農區와 짧區블 管輔하고 純制하 

였다. 이와같은 中樞的投劃을 하던 이 聚落에도 

農場에 판계 된 施設파 住흰 6"'7陳을 除外하고 

는 이 地域 住民들의 基隨需要(basic needs)에 副

應할 敎育， 醫橫， 行政 및 각종 service 施設은 

全無하였다. 

1933年까지 入植된 韓國人 小作人子女들의 敎

育을 위해서도 深浦에 았던 進鳳國民學校 深浦

分校에 通學해야 했다 22) 各짧區別로 分散되어 

있던 聚落들은 各짧區別로 獨立的안 共同體블 形

成하고 있는 各 農區에 연결되고 各農區는 農場

事務所에 歸屬하는 體制를 가지고 地域空間關係

는 地域住民들의 社會 • 經濟活動에 의해서 成立

維持되었다기 보다는 千힘地숲域이 東律農場의 

한 生盧單位로서 東i발짧場이 라는 生塵組織體로 

서 上向式~j료 歸一하는 空間關係가 成立되 어 

있었다고 보아진다. 

숲千招地는 測量;에 의 한 一定한 土地等分A로 

한펄치 1, 200싹의 長方型觀地(rectangular block) 

가南向에 대해 直角으로 각커 分害U되고그짧은 

변을 짜라서 水路와 農路가 ~定하게 規則的으로 

’配列되어 水路의 물은 農業用水와 食水로， 農路

는 主로 營農用A로 利用되는 地域空間의 最少

基本單位의 pattern 을 형 성 하였 다(지 도 5참조). 

2) 定훌期의 文化景觀

CD 定휠期 文化景觀의 變化
定훌期라 함은 開招期를 통해 開짧된 農士의 

熟짧化가 이루어지고， 原初景觀에서 文化景觀4

후 選移펀 景觀에 現今의 樣相을 가지게된 解放

。l 후에 서 오늘에 이 르는 時期블 意、味한다. 

이 地域은 決購都 米面千招地에 서 처 럼 生活主

體農民이 日本A들이었기 해문에 解放과 더불어 

生活主體의 全面的안 交替가 일어난 것과는 달 

리 東律農場經營者들의 退去는 있었으나 生活主

體안 農民들의 交替는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景

觀의 基本骨格에 큰 變化는 招來되지 않았다. 

다만 解放이 후 定훌期에 들어 이 地域의 體制

(system)가 單位農場生塵體制에서 地域經濟中心

體制로 移行됨에 딱라 營農덤標가 달라지고， 이 

22) 林永春， 1981, 갯 들， 玄岩社， 서 울， pp. 227"""235. 

에 이 地域이 送行하던 機能(function)의 變化il

얼어나 景觀變化블 招來하게 되었다. 

가장 큰 變化要因은 解放後 農地改華에 의 해 

小作人身分으로부터 딩fF農으로 轉身되어 營農

者 엽 身의 經濟生活을 위한 營農으로 營農 目 標가 

달라지게 되었고， 日帝의 單位農場生塵體制블통 

한 食樓生塵供組基地라는 舊設을 벗 어 나 生塵物

의 對日搬出이 中止되었고， 農場에 의한 管理體

制에 서 뱃 어 나 行政區域改編으로 1949年 面昇格

됨에 짜라 하냐의 行政體制로서 도 作勳-괄 수 있 

게 된 데 있다. 

꺼論 그간 土地所有權 移轉과 土地所有規模의 

變動은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米面千招地처럼 많 

은 戰%民이나 ，擺~民의 定휠事業야 없었기 때 

문에 聚落自體의 基本骨格變化는 크게 없었다. 

다만 時代의 흐름에 짜라 單位農場生塵體制에 

서 벗 어 나 地域經濟中心體制의 確立에 따릎 米

作農業機能과 판련된 拖設의 擺張으로 景觀變化

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景觀變化는 觀察의 

便宜上 오늘날의 地表空間에 形成되어 있는 樣

相을 중심A로 해서 定著期의 景觀을 파악하였 

다. 

@ 聚落構造의 變化

開招期에 形成된 聚落構造는 定善期에 들어서 

도 그 基本骨格에 變化는 없었다. 이는 開招期

에 測量에 의하여 一定한 規模와 形態로 等分된 

農地와 水路를 따라 計劃設定한 聚落의 構造와 

分布에는 큰 變化가 發生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開招期에 水路의 물을 餘料水로 사용하던 狀況

에서 簡易上水道施設에 의한 散料水供給이 이루 

어지는 오늘날에도 農路와 水路邊을 딱른 6陳，

내지는 12陳으로 쿠성된 箕盤目狀의 列村形態에 

는 변함이 없다. 

開招期에 아홉개의 짧區를 中心오로 하는 9개 

聚落들은 오늘날 20개의 염然部落中心오로 聚落

의 數와 分布가 늘어 났으냐 開招期의 9개 聚落

들이 여천히 그 母體릎 이루고 있다. 

聚落構造上에 變化가 생 긴 것 은 單位農場生塵·

體制에서 地域經濟中心體制로 體制移行된데 힘 

입 어 每 聚落構造는 米作農業機能을 위한 施設

이 據大되어， 握精工場(精米所) , 米鼓홈庫 등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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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定훌期의 聚落構造(화양 2리 ) 

新葉， 景觀에 海加됨으로써 構造上의 變化를 招

來하고 있다. 開招期의 聚落들은 聚落념體로서 

共同體的안 雄持手段을 가지지 뭇하고， 農場의 

한 生塵單位로서 이 곳 小作A들의 住居로서 만 f뚱 

뿔U하였고， 農家로서의 意味가희박하였는데 反해 

서 定홉期에 들어서는 地域經濟中心體-制로 移行

되띤서 個個의 住켠은 農家로서의 機能을 하거1 

되고 聚落은 하나의 農村生活의 末端單位로서 

共同體的 生活을 維持하기 위해서 그 機能途行

에 필요한 各種 極設이 新設， 앙상불을 이 룸으로 

써 景觀變化가 크게 일어난 것A로 해석된다. 

聚落의 規模는 慶家 附屬施設과 家屋의 密集

度가 높아져 커지고 있다(그림 4 참조) • 

〈지도 6)에서는 이 j也域~1웹上에 分布한 聚落

들의 構造上 變化가 된것을 몇가지 指標에 의해 

서 나타내고 있다. <지도 5)와 比較해 보면 그 

變化相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聚落들에 

源;加된 施設들이 이 地域空間經濟生活에 마치는 

----.-,-’‘ ---‘-• 「’‘←-,‘ 
-、‘ 、、

I====looooo를===1 \ 

지도 6 定홉期의 廣活千招地

影響과 投홈U을 추척하는 것은 別個의 흙究課題 

가펼껏아다. 

@ 家屋構造와 配置狀態의 變化

(i) 建葉材와 外形構造

家屋은 聚落을 쿠성하는 가장 基本的안 要素

로서 建藥材에 짜라서 可視的景觀의 差異를 가 

져온다. 

開招뺑에l 家屋은 단지 小作A의 住l웰生活 플‘ 

위한 草家三펴오로 벗짚， 흙， 나무둥 周邊에서 

求하기 쉬운 材料블 가지고 家屋을 건축하였다. 

定홉期에 접 어 들어 이 地域 家屋에 는 外形的3

可視的뤘觀에 큰 戀化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60年代이 후 開招期의 暫定的 臨時 住居같넌 草

家에서 永久住居로의 變形이 되기 시작하여， 70, 

年代의 聚落改善事業의 推進으로 벽 돌이 냐 시 멘 

트블 이 용한 人工建葉材 寫主의 家屋으로 떤모

하였 다. 이 렇 게 建葉材에 짜븐 家屋外形構造-의 

變化는 家 口主의 社會經濟的 地位向上과 人 口 增

加 및 家屋이 住居로서 만의 投害U에 서 生塵活勳r

의 中心안 農家로 投害U짤化가 되면서 家屋의 陳

配置， 間配置의 灣形괴- 더 불어 外形構造의 燮化‘

가 일어났다. 

外形은 間配置， 陳配置의 據大에 따라 그 規

模가 커진 것이 特徵이며， 특히 지붕재료는 뱃 
짚에서 슬레이트(slate) , 양철， 기와 같은 半永久

材로 바뀌어 가고있다. 그풍 슬레이트와 양철지 

붕이 가장 보판적안 것이다(표 1참조) • 

표 " . 저 품 재 갚 

료 j 가구수 [ )]1 싹 가구수 1 이 융 
ζ::t. 가 [ 13 1 28. ,1%11 4 1 19% 
슬 레 이 트 | 25 I 54.3 1/ [1 
기 8 I 17.3 1/ I! 
양 . I1 

져l 46 I 100 11 
진흥부막 화양2리 

이것은 슬레이트와 양철이 기와에 비하여 저ι 

렴할뿐 아니라 開招期의 草家지붕뱃짚을 걷어내 

고 설치할 수 있는 建짧材로는 햄重이 가볍고， 

設웰工휩가 용이하기 띠}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外形稱造에서 特뚫한 것은 開招期어l는 벗깊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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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한 -→字型의 直家單列型이 다. 이 곳 千招地

에서도 開招期에는 一字直家單列型A로 三間構

造이었으나 經濟的 安定이 이룩되지 않은 開招

進行地域이기 때문에 假建勳의 성격을 쩌고 經

濟的 安定이 이루어잘 혜까지는 暫定的 住居가 

開짧活動의 據點投害U23)을 하였 다. 圖房， 房， 헛 

간의 三間構造이었다. 

定看期에 들어서면서 經濟生活의 安定파 營農

活動의 中心據點오로 農家投害U를 하게 되 고， 入

植移民 世代間의 人口增加 및 家口主의 社會 經

濟的 地位의 向上에 짜라 一字直家單列型에서 

二字直家型'1字型 및 L字型의 漸移的 陳配置

構造로 移行되어가고 있는 過程에 있다. 

練配置에 있어 기字型이냐 L字型에서도 曲部

블 연결하여 이루어진 것은 없고 原來의 住힘을 

母陳오로 해서 母陳前面이 냐 後面에 別陳오로 

[其 1] 

옮
 
냥
 

방 

•-‘ -

안마당 

방 

떤혈김 

「흥f혔 

방 

방 

開招期의 다래 사진 1. 

:반 

대운 

t:-l--_., p 

關

창고 

변소。 

창고 

안마당 

잔〕 

[其 2J 

돼를 엮어서 防風하였단 것이 家뭘構造자체에 

부착시킨 永久防風뿔으로 변모한 것이다. 海뿜 

千招地이기 혜문에 四時 彈한 海風에서 오는 피 

해를 줄이기 위한 特탔施設이다. 이 千招地의 

農家에는 어느 집에나 다 設품되어 있는페 中央

에 出入口가 있고 양측 上端에 여닫을 수 있는 

通風口가 마련되어 있어 낮과 여름에는 열어두 

고， 저녁과 겨울에는 닫도록 되어 있다(사진 1, 

2 참조). 

(ii) 平面構造

家屋의 平面構造는 陳配뿔와 間配置構造 變化

릎 추적함으로써 그 變化相을 찾을 수 있다. 

開招型 家屋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陳配置의 

基本的인 型은 內室과 l함房을 기본쿠조로 한 人

間生活에 펄수적 안 최소한의 簡易構造를 가진 

定훌期의 防風擊사진 2. 

家屋의 練構造그림 5. 

23) 吳洪哲， 1981, 聚落地理學， 敎學社， 서 울，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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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간이나 會庫， 사랑방 등을 增葉하여 나간 形

態이다. 陳數의 過少는 대체로 家口主외 社會

經濟的地位에 짜라서 決定되며 이들 陳配置 中

央에 대체로 안마당( courtyard)이 造成되고 안마 

량이 農事일을 하는 作業空間오로 利用되고 있 

다. <그-림 5)는 典型的언 이 곳 家屋의 陳配置를 

그런 것이다. 

家屋內部構造는 三間配置型에서 四間配置 또 

‘는 多間配置構造로 變形되어가고 있다. 基本的

언 骨格은 ~字直家型의 母陳에 四間， 五間構造

로 間配置가 되어 있고， 母陳과 附屬施設이 內

外陳으로 別置되 어 있다. 附屬施設로는 오양간， 

창독대， 창고， 변소， 사랑방 등이다. 內陳은 母

屋으로 住生活의 中心을 이 루어 家族블의 居處

로 주IJ用되고 있￡며， 外陳은 非住居의 f生格。l

강하여 대체로 農業生廣活動파 결부된 用途로 

利用되고 있다. 

안마당空間을 中心￡로 各陳이 對tl양的配읍륭하 

거 나 --字直家型으로 短f東 o 로 되 어 있는 경 우 

가 많은데 이는 防風과 暑熱防止 및 防火의 手

.段 강구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도 彈

-風‘地帶안 海뿔二ft石地의 ·注格이 잘 反映된 것 이 

라고 할 수 있다. 

母陳의 몸채에 永久防風藍을 설치하여 母陳을 

천체척으로 감싹고 있는 쿠조로 되어 있는데 밖 

에서 출업문을 통하여 일단 토방으로 들어간 후 

마루에 올라 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防風뿔 

채문에 南向한 家屋이나 彩光이 매우 不良하다. 

彩光보다는 彈風에 대 비 한 施設이 優先안 것 이 

마. 防風율훌안파 마루사이 에 있는 空間을 토방이 

라하고 이 토방은 1:11 료나 자전거 짜위를 보판하 
-는 空間으로 利用되고 토방에서 모든 居室에 出

入이 가능하고 層房과의 連結도 토방에 서 부엌 

으로 드냐들게 되어 있다. 

@ 定홉期 地域空間關係

定휠期의 廣活面~帶의 地域空間關係는 開招

;期의 單位農場生塵體制에서 벗어나 地域經濟中

心體制가 形成되고， 環位 行政區域으로서 面으 

로 昇格되고， 米顆의 對日搬出야 中止된 후 이 

地域의 空間構造는 地域住民을 위한 經濟體制로 

서 作動할 수 있도록 되었다. 

農士의 分害U이 냐 農路와 水路의 組織網， 聚落

의 分布에 根本的안 變化카 일어난 것은 아니냐 

農村經濟活勳에 必須的안 農業機能 施設이 各聚

落에 分散 分布하게 되 어 聚落들이 하나의 村落

共同體로서 生活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도 

6)에 의 하면 홈庫施設과 精米施設이 增加하고 

學校가 新設되는 등해서 地域空間이 地域住民寫

主의 地域經濟體制로 空間結合이 造成되었다. 

米作農業中心地에서의 #島精工場이나 米觀홈庫 

들은 地方經濟體制의 最一線 末端 經濟單位로서 

聚落經濟의 中心憲 口 投害U을 하는 것 인데 , 이 러 

한 拖設이 開振期에는 搬出據點언 浦口(판기)에 

만 集中되어 았던 狀態에서 地域空間에 고루 分

布하게 된것은 地域空間關係블 向上시켜준 證左

라 할 수 있다. 

中央道路의 投害U은 예나 지금이나 各짧區에 

分布한 聚落들과 連結되는 幹線投害U을 지금도 

途行하고 있오며 金提뭄에서 廣活面 新光里까지 

20分간격으로 1 F-l 26回의 市內 bus 路線이 운행되 

고， 半島 北端의 深浦까지도 10餘回의 市內 bus 

路線이 운행 되 어 이 中央道路는 이 地域空間을 
結束시키는 通路(path) 24)投劃을하고 있다. 

開招期에 서 定著期에 접 어 들면서 이 地域空間

에 서 中心聚落投害U를 하는 聚落으로 所在地가 

점차로 부상하여 이 聚落은 廣活面千招地 여러 

聚落中 이 地域 行政中心 빛 經濟中心을 이 루어 

이 地域空間의 結節(node) 25)을 形成하게 되었다. 

Lynch 의 昭究에서 지적된 것처럼 地域空間構

造에 서 이 地域의 中央道路는 path, 거 전， 학당 

등의 지 역 은 edge, 각 짧區를 비 롯한 農業區域

은 district, 所在地는 node, 防漸提， 水路， 十

字水門， 握精施設 홈庫施設 등은 landmark 을 

형 성 하여 地域空間構造가 形成되 어 있 다. 

中心聚落인 所在地는 千招地 住民의 基없흉需흉흉 

(basic needs)를 充足시킬 수 있는 충분한 施設을 

24) Johns Emry, and Eyles, John 1977, Aη Introduction to Soet"al Geograþhy, Oxford Univ. Press, 
Oxford, p. 47. 

25) 上獨書， p.47. 

26) 광활연 1984년 統計에 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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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뭇하고 있어 住民들의 定住生活園 形成

에 미흡한 첨이 많다. 定著期에 國民學校는 이 

곳에 開設되었으나 中學校이상의 敎育施設은 竹

山이나 金뚫몸에 依存하고 있오며， 하나의 藥房

을 除外하고는 醫擾施設이 없어 金環몸에 依存

하고 있 다. <그램 6>은 所在地의 略圖로서 中央

道路에서 面;휠‘務所(開招期의 ;짧場事務所자리)까지 

시-이 의 道路兩測에 造않펀 便宜施設를 나타내고 

있다. 面人口 4， 824t녕 26)에 대한 需寶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所在地는 家屋陳數 約 70 

練， 戶數105戶로 쿠성되어 있다. 

廣活千招地뿐 아니 라 대 부분의 千招地는 防i朝

提블 海뿔에 葉造하여 千鴻地블 開짧， 開짧하였 

」즈묘로 防湖境外測으로는 해마다 湖水에 依한 

堆積物의 再堆積이 이루어지케 되어 많存의 千

招地에서는 排水가 날로 不良해지고， 防湖뚫外 

폐 新千鴻地에 비 하여 地帶가 낮아져 뭘地化될 

可能性이 크기 해문에， 將來에도 新防湖앓 第造

에 依하여 外海쪽으로 千招되 어 가지 않거 나， 排

水施設의 改善이 뒤 짜르지 뭇하면 早滿間에 훨 

廢붉觀27)의 到來가 있지 않을까 展望된다. 

3. 結 詢

束律江河口 千鴻地開쩔에 의한 廣活千招地의 

家屋과 聚落發達을 中心으르 時系列的즈L로 맑 

~한 結果 다음과 같은 장tJN곰장등둡 연을 수 있 

27) 훨池利夫 1977, 歷史地뿔學方法論， 大댄펴， 東京，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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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쩨， 千鴻地開擊에 의한 千招地에서는 광활 

한 士地블 測量에 의해 等分하고 水路와 農路를 

開設하였기 때문에 計劃設計에 의한 바둑판 모 

양의 列村形態 發達이 基本形態로 나타난다. 

둘째 , 家屋파 聚落橫造 및 形態는 千拍事業올 

主導하는 事業立案者들의 意圖가 地表空間上에 

投影되어 反映되게 된다. 

세째， 時代의 變化에도 ~段 形成펀 聚落의 

基本骨格에는 變化가 얼어나지 않으나 地域 機能

이 變化하면 景觀變化가 招來되는데， 單位農揚

生옳體制에서 j也域經濟中心體制로 되면서 單純‘

한 住居들의 集合體에서 農村生活共同體로 變化

한다. 

네째， 家屋構造에서는 小作A의 住居라는 縣

;念에 서 農家로 轉換되 면서 家屋의 平面構造上에 

서 陳配置는 二字型 -ì字型 L字型別陳 構造;

로， 間配置는 多間構造로 변해가고 있다. 

다섯째， 家屋의 特珠施設로 海뿔彈風地帶이 71' 

때문에 永久防風탤의 設圍로 外部 景觀上 地域

性을 가지고 있다. 

여 섯 째 , 地域이 途行하는 機能의 戀化에 따라

地域經濟中心體制의 地域空間關係가 成立되고 있 

다. 中心聚落의 從홈U은 마 흡하고 住民의 基魔需

要充足에도 부족하다. 

이 상파 같은 찜究는 i꿋뿜풍컴B 米面千f石1也와 더 

불어 鎬江， 萬項江， 東律江河 口 海뿔千鴻地를 

對象으로 한 千拍j也 첼觀昭究의 한 고러 로서 누 

먼째 시도펀 핍究임을 海言해 둔다. 



A Study of Reclamation Villages of the Tongjin River Estuary 
-Centered on Kwanghwal-myon, Kimje-gun, ChullaPuk-do.-

There are broad tidal marshes on the 

<estuaries of three rivers on the coastal 

regions of ChullaPuk-do. Through the his

torical stages people constructed many tide 

‘embankments on the edge of these tidal 

marshes to get reclaimed land for rice cul

tivation. This chal1enges by people make 

‘change landscapes of these tidal marshes. 

Especially the study focus are centered on 

villages in the reclaimed land on Jinbong 

peninsula. 

Successive Time Cross 8ection method are 

used to investigate Narrative Explanation 

'Ûn this reclaimed region. The historical 

time span wa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theory of 

landscape; that is, Primitive landscape stage, 
Cultured landscape stage and Devastated 

landscape stage. It is not permitted to ex

pain Devastated landscape stage coming 

future in this paper because of it’ s dif

ficu1ty of getting plenty materials for 

previewing the future. Cultured landscape 

.stage was divided into two periods; that is, 
Land reclaiming period and Stabi1izing 

period. Typical characteristics on the lands

'capes of this region was investigated with 

house type, vi1lage pattern, canal system, 
road system and land patterns as a criteria 

through the historical time span.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 197~212. 

Nam Goong, Bong. * 

In the primitive landscape stage (before 

1920) this region was a tidal marshes on the 

estuary of Tongjin River and unused land. 

At that time villages are scattered on the 

northern part of Junbong peninsula. 80uthern 

parts are wilderness, just as a salt marshes. 

Entering into the Cultured landscape stage 

by land rec1amation project, this region was 

changed into a new phenomena of landscapes. 

In 1924, Japanese farming cooperation con

structed 10km long tidal embankment for 

reclaiming the land. After that rec1amation 

project Korean tenants are emigrated as a 

working power into this region, this make 

change landscapes of this region from Pri

mitive to Cultured one; 

1) Established a ‘Unit farm Producing 8ys

tem' on this space by farming cooperation, 
villages are planned and located alongside 

the canal as a normtypen like a Dike 

Village and these villages are binding Ínto 

a working unit under farming cooperation. 

2) Villages are not a rural community, but 

only a aggregates of shelters of tenants. 

As a result, they are lack in their lands

capes self-supporting fac i1ities like ware

house and rice refinery factory. All the 

shelters of tenants are ‘-’ type and three 

room struture and have special fac i1ity for 

protection from severe sea wind 

* FulHime Lecturer, Dep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buk National Unive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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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se type and village patterns are re

flected farm cooperation planner’ s inten

tions and are consisted a subsystem under 

farming cooperation as a ‘unit f arm pro

ducing system'. Spatial strutures like 

village linkage, canal and road system are 

consolidated for Unit farm system as a 

planned one. 

Coming of Stabilizing period after liberation 

ftom Japanese rule there occured many 

changes in their landscapes, especially their 

house type and village patterns; 

1) There is no change in the basic frame 

of canal system, road system, and land 

use pattern. 

2) Changing to a ‘Regional economy cent

ered system', tenant’ s shelters are changed 

into farmer's farmstead and are expanded 

to ‘=’ type, ‘」’ type and ‘ I ’ type and 

also expanded into multi-room struture‘ 

Building materials are changed into arti

ficialone. These changes of house and 

villages are occured by population increase 

and promotion of Socio-Economic status; 

of owners. 

3) Villages are became a center of rurallife 

and added many self-supporting facilities, 
these facilities are scattered more widely 

than land -reclaiming period. 

4) Spatial interactions are more activated 

by central road than land -rec1aiming perìod 

and central village are formed at Kwang

hwal(sojegi)tha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is rec1aimed region, but it is lack in 

their facilities to supply basic needs of 

residents, this make them more dependant 

on to a neighboring town(Kim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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