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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 邊 聚 落

1. 序 論

2. 路邊聚落의 성쇠 

(1) 院의 발달 

(2) 院의 쇠퇴와 酒幕村의 발달 

3. 路邊聚落의 形態와 構造

(1) 院聚落

1. 序 論

《덤 

村落의 형태는 村落 주변의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 문화적 특성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일 
반적으로 村落의 형태를 散村과 集村으로 나누 

며， 특히 道路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路邊

의 集村을 街村이라고 한다. 

街村은 道路와 建物이 장기간의 배열과 결합 

파정을 통하여 道路邊에 이룩해 놓은 독특한 형 

태의 공동사회이므로 A文地理的 調和의 대표척 

인 예라고할수있다. 

歐美地域의 集村 중에서는 街村이 가장 탁월 

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街村의 발달이 뚜렷하 

지 뭇한 면이다. 이는 歷代王朝들이 農業을 중 

요시한 까닭에 交通파 商業을 경시하였고， 백성 

들은 路邊居住를 기피하였으며， 짜라서 街村의 

* 高麗大學校 師範大學 地理敎育科 敎授.

崔 永

次》

(2) 酒幕聚落

4. 路邊聚落의 分布와 地名의 發達

(1) 路邊聚落의 分布

(2) 路邊聚落과 地名의 發達

5. 要約 및 結論

俊*

歷史가 짧은 데서 연유한다. 道짧와 聚落은 非

生塵的 士地古有의 형태에 속하나 道싫는 옳物 

의 유통을 촉진시키며， 1) 路邊의 聚落은 交易場

역할을 함」즈로써 간접적으로 배후지의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하라서 街村의 발달은 商業의 발달 

파 밀접한 관계가 있다. 

本 船究는 題南路를 중심으로 路邊聚落의 進

化過程， 짧邊聚落의 형태， 쿠조， 기능 둥올 규 

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陽究를 수행 

함에 앞서 해결을 요하는 用語使用上의 문제첩 

이 제기띈다. 이마 聚落地理學에서는 商業機能

을 가진 道짧邊의 聚落을 알컬어 街村이라고 하 

는 개념이 보현화된 터에 필자가 路邊聚落이란 

用語블 사용하는 떼에 다소 무리가 딱를 것A로 

예상펀다. 그러냐 펄자는 鎔邊聚落이라는 用語

를 현재와 같은 街村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道鎔

邊에 업지하였던 村落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한 

다. 그러 한 聚落으로는 高훌훌時f풍의 院村， 朝蘇

1) Brunhes, J. , 1952, Humaη GeograPhy (Translated by Row, E. F.) , Rand McNally, New York,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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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期의 院村， 朝蘇後期의 酒幕村 둥을 둘 수 있 

다. 

우리냐라의 聚落船究는 주로 大都市를 대상으 

로 수행되고 있으며， 地方小都市 내지 村落의 

짧究에 있어서도 聚落의 기원과 발달과정， 지역 

성 동 기본척언 문제점의 파악보다는 中心地理

論 둥 외국의 모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만일 몇몇 학자들에 의한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 

면 舊둠， 千招村， 基地村， 果園聚落， 市場村， 河

港 동에 관한 맑究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지도모른다. 

交通路는 가장 빡른 속도로 聚落景觀의 변화 

가 진행되는 곳으로서， 近代化 및 都市化가 l:Il 
교척 더였던 鎭南路地帶조차 197-0년대말부터 聚

落構造改善事業파 都市化의 영 향을 받아 급속도 

로 傳純的 聚落景觀이 변질되고 있다. 훨자는 

1975년 서울-尙州間을 중심으로한 鎭南路맑究 

에서 몇개소의 聚落을 단펀적으로 소개한 바 있 

는데 2) 1983년 鎭南路 全區間의 맙사를 마친후 

領南路邊의 街村의 進化過程을 파악할 훨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院村의 성럽으로부터 酒幕村

의 성쇠 에 이르는 路邊聚落의 進化過程은 짧村 

의 성렵배경， 가촌의 형태와 구조 둥훌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交通路의 위치변화는 路邊聚落의 성쇠를 좌우 

하기 혜문에 3) 옛 도로의 위치파악은 이 연구에 

서 중요시되는 과제의 하나이다. 옛 도로의 위 

치 변화와 路邊聚落의 발달과정은 聚落내에 現

存하는 物證과 化石化펀 자료들을 관찰하고 분 

석하여 파악할 수 있다4)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옛 道路의 노선변화는 대개 짧은 區間에 한정되 

며 , 幹線道路의 基本輔은 변하지 않았다. 또 한 

혜 폐쇄되었던 옛 道路가 부활되는 경우도 있었 

는데， 이러한 사살은 1983년 이후부터 실시한 

忠南 西北部와 慶北 榮써l일대의 답사에서도 확 

언되었다. 

路邊聚落의 형태와 구조， 발달과정을 파악하 

기 위하여 古文書， 물‘誌， 實學者들의 저서 둥의 

文數을 연구하였으며， 물‘地圖， 1: 50， 000지형도 

(1910년대， 1960t란대， 1980tü 대)， 1: 5 ， 000지형도， 

지적도 둥을 이용하였다. 정밀조사를 요하는 聚

落에서는 古建物， 유척지 둥을 實測하고 古老들 

의 諾問을 말았다. 

2. 路邊聚落의 성쇠 

(1) 院의 발달 

公務로 여행하는 官更들을 위하여 설렵한 훌훌 

站園j度는 東洋式 專制王權을 상칭하는 요소의 

하나였다 5) 中國은 古代로부터 이 제도를 가장 

모범척으로운영해 온 나라였으며， 이 제도는 中

國의 언접국은 물론 東西洋 여러나라에 천파되 

었다. 우리나라도 三國時代부터 中國의 購站制

를 도업하였는데， .購은 行政通信파 頁物輸送을 

담당하는 국가의 신경중추 역할을 하였고， 站

(또는 院)은 여행자플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購의 

보조기관 역할을 하였다. 본래 羅과 院(站)은동 

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파척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購과 院(站)은 대개 분리되어 

있었다. 

院의 기원은 郵‘購制의 살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올 것으로 思料되냐， 야 제도가 도입된 시기 

는 분명하지 않다. 古文敵에는 新羅 ‘招知麻立

千 9年(488)에 처음으로 郵購을 설럽하고 官路를 

닦았다’는 기록이 있다 6) 그러나 中國의 문물에 

가창 접촉하기 용이하였던 나라는 高句麗였으므 

로， 郵羅制를 최초로 살시한 것은 高句麗였을 
것이다7) 

新羅初의 교통로는 軍作戰과 밀첩한 관계가 

2) 崔永俊， 1975, ‘朝蘇時代의 題南路핍究， ’ 地理學， 第12號， pp.53-82. 
3) Millman, R. , 1980, ‘ What are historic landscapes? and why and how do we need to record them?’ 

Recording Historic. Landscapes, Polytechnic of North London, PP. 12-16. 
4) Aston, M. , 1980, ‘ Roads and tracks-techniques and problems in landscape history, ’ Recording Historic 

Landscapes, Polytechnic of North London, PP. 162 ....... 164. 
5) Wittfogel, K. A. , 1963,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01 Total Power, Yale Univ. Press, 

New Haven, p.56. 
6) 三國史記 新羅本記 3 샘知麻立주 9年 3月 條.

7) 內顧뽑輔， 1934, ‘高麗購慮考， ’ 歷史ξ 地理， 第34號 (4.5) ，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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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므로 軍에서 개척하고 관리하여 왔으남， 

招知王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기틀이 확렵됨에 

학라 郵廳制를 도업하고， 훌훌의 관리를 행정관료‘ 

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新羅가 韓半島를 통알한 

7세기 후반부터는 새로 펀업펀 영토가 포함펀 

지방행정 조직이 수렵되었으며， 야혜 교통·통 

신망도 강화되 었다. 統-前에 님1 하여 中央에서 

각지방으로 파견되는 판리의 수가 증가되었음은 

물론 增{업， 젠禮者， 商A， 일반 여행자의 수도 

격증하였다. 이와같이 교통량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여행자를 수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의 확장 

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것이다. 

7세기 초 新羅에는 이미 院이 운영되고 있었 

A묘로， 院을 최초로 설렵한 나라가 新羅이든 

또는 高句麗이든 간에， 院은 7세기 이전에 설렵 

펀 것이 분명하다. 당시 慶州 남쪽 6리 지점에 

大擔院이 설렵되었는데， ‘큰 감시탑’이란 의미 

를 가진 이 院에는 新羅의 명필 金生이 쓴 현판 

이 걸려 있었다 8) 오늘날 당시의 院分布를파악 

할 수는 없으냐， 높은 망루위에서 여행자의 접 

근올 확언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院은 大邱부근 
에도 있었다 9) 

高麗時代는 繹制의 成立期， 朝蘇時代는 購制

획 정비기라고 할 수 있는데， 庸· 宋의 제도를 

모방하여 수럽된 高麗의 郵購制度에는 院이 포 

함되지 않고 있었다 成宗(982-997) 혜 고려 조 

정은 공무여행자들을 위하여 館을 설럽하여 야 

를 휴식시설로 이용케 하였다 10) 高麗末 慶뚫가 

우리나라 해안에 출몰하여 西海와 南海의 濟運

路가 막험 에 따라， 高麗朝處은 陸路 또는 內陸

水路를 續運路로 개발하게 되었다. 이혜 가장 

중요시된 脫收米의 수송로는 洛東江 上流와 南

漢江 上流를 연결하는 連水陸路였다. 조정은 이 

교통로를 따라서 館과 站을 증설하여 곡물을 수 

송하는 관리 들의 숙소로 이 용케 하였다 11) 

院은 朝處에서 설립한 시설이 아념에도 불쿠 

하고 高麗의 교통·통신체제를논할혜 館이냐 

站보다 머 중요시 되는 이유는 무엇안가? 이는 

8) 新增東國與地麗覺 卷21 慶州府 購院條.

9) 新增東國與地體覺 卷26 大邱都護府 羅院條.

10) 홉麗史 卷78 食貨志 公解田業 1. 
11) 隨훌隨鐵 卷3 田制後錄 濟運.

院의 수효가 館이나 站을 능가하였을 쁨아니라， 

교통요지마다 설치되어 公務旅行中안 판리들까 
지 이용하였가 빼문일 것이다. 

高麗時代와 院은 그 기원과 운영상의 특성으 

로 보아 廳의 보조기관으로서 官이 설렵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츄利에서 설렵한 것야 틀렴없다. 

좋利이 院을 설립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高麗時

代의 뿔院의 특성을 먼저 파악할 훨요가 있을 

것이다. 高麗時代의 뿔院중에는 많은 토지와 노 

비를 소유한 경우가 있었으며， 다수의 걷F뿔。1 

금융， 교역 , 가축사육， 양조， 제지， 제염 둥 利

財事業에 관여하고 있었다. 뿔院의 경제활동은 

뿔院 자체의 운영비 조달 뿐아니라 교육， 의료， 

빈민쿠제 둥 社會 • 文化事業의 재원확보를 목척 

으로하였다. 

좋뽑의 經濟 • 社會 • 文化事業은 宗敎 外的안 

보조기능으로서， 이 기능들은 院이라는 특수한 

창쿠를 통하여 행해졌다. 짜라서 院은 대개 幹

線道路로 부터 뽑刺로 들어 가는 진엽로의 길목 

에 설립되었다. 院에서는 뿔利을 찾는 파禮者들 

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며， 行商들에게 숙식을 제 

공하였다. 院에는 醫術을 익한 승려가 있어 行

振病者를 치료하며 빈민구제사업을 실시하였다. 

行商과의 접촉을 통하여 院에서는 經濟的 情

報를 얻었으며， 商A들이 가져오는 물품을 구업 

하고 혜로는 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 

다. 또한 뽑院에서 생산한 종이， 공예품， 술， 소 

금 동을 商A들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묘로， 院은 

交易所 역할도 겸하였다. 

佛敎는 中國과 日本에서도 융성하였오나 兩國

에서는 高麗社會와 같이 院의 활동이 성한것 같 

지는 않다. 高麗時代의 院은 마치 中世유렵 의 

교회에서 운영하였던 호스피스(hospice)외-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반면에， 中國의 官營旅館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宋파 明의 站은 高麗의 站 • 館과 마찬가지로 

공무여행자에게 음식물과 숙소를 제공하는 기관 

이었다. 中國의 站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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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규모가·작았오묘로 수용인원이 한정되었다. 

따라서 站에서 유숙하고자 하는 官更는 반드시 

먼저 도착한사랍이 떠난후에 방올쿠할수있 

었다. 그러나 幹線道路에서는 站의 규모가 크기 

빼문에 숙소문제가 덜 섬각하였다. 또한 騎撥郵

購은 대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站의 

부담을 털어 주었다 12) 

朝縣朝 成宗 혜의 橋톰 崔博의 「漂海錄」에 수 
록된 明의 旅宿을 살펴보자 13) 

「제 28일」 차이 융(覆勇) 이 말하기를， ‘中國의 법 은 

매우 엄격하여 만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우리들에 

게 처벨이 나려질 것압니다. 지금 li] 가 억수로 쏟 

아지고 있A니 우리는 더 지체할 수 없읍니다라 

고하였다. 

우리들은， ‘오늘의 벼는 지독한 폭우이며， 골짜 

기는 빗물로 넙치고 있A니 갈 수가 없읍니다라 

고 주장하였다. 차이융은， ‘골짜기의 물은 홍수를 

이루었￡냐， 곧 빡질 것업니다. 머쿠냐 이 站의 공 

급은 한정되어 있4며， 어제 우리가 예정에도 없이 

묶었기 혜문에 비축된 물자가 거의 없어쳤읍니다.’ 

라고 말하였다. 

崔濤가 관찰한 바와같이 中國의 站制度는 매 

우 엄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설과 식량공급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5km 마다 음료수와 음식물 

을 제공하는 간이 휴식처， 16km 마다 정규 휴식 

처와 곡물창고， 20km 마다 郵繹이 분포하였으므 

로 악천후만 아니면 큰 불펀없야 할 수 있었 
다 14) 

高麗末 價個階級의 타락파 좋院의 벼대화는 

王朝블 몰락시컨 원안의 하냐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냐 高麗時代의 극놓채에서 운영한 院은 교통 

파 교역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일반 여행자는 

물론 官更들까지 院을 이용할 수 있었으묘로 漂

海錄에서 본 바와 달리 高麗社會에서의 여행은 

中國의 경우보다 더 펀했을치도 모른다. 

(2) 院의 쇠퇴와 酒幕村의 발달 

朝蘇王朝의 성럽과 함께 시행된 뿔橋빼佛政策 

에 짜라， 高麗末까지 주요 도시와 교통로변에 

즐비하였던 뿔利들이 펴1쐐펴었으며， 뿔刺이 보 

유하였던 재산은 國有化되었다. 그 결과 院도 

國有化되어 官營旅館으로 기능이 바뀌었는데， 院

의 국유화정책에는 아마도 宋· 明의 官營旅館의 

운영방식이 참고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朝蘇朝의 院의 대부분은 佛뽕의 院을 國有化

한 것이지만， 그 외에 高麗時代의 站과 館， 朝

蘇朝 初에 지방유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院

도 포함되었다. 古文歡에 나타냐는 院의 설렵유 

래를 몇가지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都慣統 宗林과 前判專 尹安鼎은 여 행 자들에 게 자 

비를 베풀어 板構院을 짓고， 그 둘레에 방벽을 쌓 

였다. 이 들은 가난한 사랍들에 게 음식 을 주고 行旅

病者들올 돌보아 주었다. J15) 

r:;차難은 호계현 북쪽에 있는데 나라에서 제일가 

는 要衝이며， 慶尙道에서 가장 험한 곳이다. 한혜 大

難의 급류 위에는 院집이 있었으나 졸보는 이가 없 

어 여챙자들이 쉬어갈 곳이 없었다. 마침 華嚴大師t

륨公이 이곳올 지나다가 퇴락한 院집을 보고 개탄 

하였다몇간 접올 지어 걸손들이 숙박하는 곳 

으로 만들었다.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방을 나 

누고 마굿간도 만들었다. 또 院의 남쪽에 정자를 지 

어 걸가는 사랍은 쉬어가고， 쿠경하러 온 사랍은 올 

라가 보며， 지친 사랍은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하였 

다. J16) 

「聊城 부근 두어마장 되는 곳에 궁벽한 鄭이 하나 

있는데 聞慶이라 한다. 都의 변두리에 형세가 엄숙 

한 새로 지은 院 건물이 있는데 금빛파 푸른 빛이 

합쳐 찬란하게 빛난다. 東쪽에 있는 작은 정자는 더 

욱 불만하다. ……누가 이 아픔다운칩을지었는가. 

12) Golas, P.J. , 1966, The Courier-Transport Systems of the Northerη Sung, East Asian Research Cen
ter, Harvard University, p.18. 

13) 鎬南先生漂悔錄 卷-‘ 二十八日.
Meskill, J. , 1965, Ch’oe Pu’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 The Univ. of Arizona 

Press, Tucson, Arizona, pp, 66-67. 
崔博는 1487년 敬差官으로 濟州道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천상을 입고 귀가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黃海를 
표류하였다. 그의 일행은 中國 漸江省 寧波府 해얀에 상륙하였으며， 南京， 推河， 北京， 滿洲블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漂海용옳은 그의 기행문이다. 

14) Needham, J. , 1971 , Sdeηce and CivilizaUon z'n ChÏ1za , vo1. 4 (part 1) , Cambridge Univ. Press, p.357. 
15) 太姐實鐵 卷9 5年 三月 辛西條.
16) 新增東國與地勝覺 卷29 聞慶縣 購院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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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픔은 光文이며， 姓은 閔.s;;이다. Jl1) 

위에 예든 기록으로 보아 板橋院은 f曾핍와 簡

者가 함께 세웠고，-jÇ:難院은 價f업가 독자적으로 

지였으며， 聊城院은 지방양만이 私財로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院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國有化되었는 지 알 수 없으나， 國有化

作業은 대 체로 太宗代부터 시작되어 成宗代에 

종결펀 것으로 보안다. 이로써 院은 郵購의 보 

조기관이 되었으며， 환속한 승려들 가운데 상당 

한 수가 院의 판리책염자안 院住持로 임명되었 

다 18) 그 밖의 院은 대개 院부근에 거주하는 良

A중에서 院主A을 임명하였다 19) 

院의 운영바로 충당하기 위하여 朝廳은 大路

院에 1. 35結， 中路院에 0.9結， 小路院에 0.45結

의 院主田을 지급하였다 20) 그러나 이와같은 소 

규모의 토지로는 院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 

었기 혜문에 16세기 중만부터 방치되는 院이 속 

출하였다. 특히 主辰慶홉L中 鎭南路邊의 院은 대 

부분이 파괴되었는데， 高官들의 使行時에 이용 

되는 那둠의 客館이나 購館들은 園L 후에 복구되 

었음에도 불구하고下級官更들이 주로 이용해 온 

院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 ~짧짧는 院의 죄퇴 

원안을 다음파 같이 지적하였다. 

朝處은 옛 站터에 院집올 세웠A며， 院主에게 로 

지를 지급하였다.……애초에 站 대신 院집올 설렵 

할 필요가 없었A니， 그 이유는 站파 院이 같은 역 

할을 하였기 혜문이다. 이른바 院칩이란 곳에는 지 

금 주언이 없고， 오랫동얀 방치되어 거의 파괴되었 

다. 院의 섣럽 취지는 좋았￡냐， 운영빙-식에 찬성할 

사함윤 드물 것이다. 院의 설렵자가 죽은 후에 院은 

대부분 방치되었다. 院에는 탤나무와 음료수만 준 

비되어 있을 뿐이며， 숙종조 이후에는 院에 환려자 

가 았는 예가 드물었다 21) 

院의 쇠퇴원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院은 郵購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묘로 朝

17) 新增東國與地觸寶 卷29 聞慶縣 釋院條.

18) 太祖寶錄 卷9 5年 3月 辛西.

世宗寶錄 卷40 10年 4月 [용成. 

19) 經國大典 그:典 院宇.
20) 經國大典 戶田 諸田.

21) 播漢隨鐵 卷1 田制上 分田節덤 站店.

22) 大東地志 卷27 程里考.

處의 관리들의 관섬을 끌지 뭇하였다. 둘째， 王

辰舊亂파 因子胡亂 후의 사회 • 경제적 혼란기에 

대부분의 院主A들이 職을 포기하였다. 본래 高

麗時代의 院은 商業機能올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國有化한 朝蘇朝는 院에서의 교역행위를 

금하고 그 대신 院主田을 지급하였다. 그러냐 

영세한 토지로는 院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었 

다. 세째， 院主人은 前職 增댐나 良人 중에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朝解社會에서는 이들 

의 사회적 신분을 良A 이하로 보는 경향이 있 

었으므로 院主人들의 사치를 저하시켰다. 너l 째， 

‘購의 보조기관안 院이 購과 분리되어 있었으므 

로 여행자가 말 또는 교자를 바꿔타고 문서를 

전달하는 장소와 숙식을 제공받는 장소가 일치 

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모순점 해문에 대부분의 

院은 18세기 이전에 혁파되어 夜站， 旅店， 店幕，

站店 둥으로 불리는 酒幕으로 개펀되었다. 院집 

은 酒幕외에도 창고 또는 관청건물로 전-용되기 

도 하였으나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金正浩는， “옛날 제도에 짜르면， 朝處은 공무 

여행자들의 숙식을 위하여 주요 도로를 짜라 院

집을 세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院칩이 王辰慶옳L 

과 因子胡園L 후에 문을 닫았다. 院은 店으로 바 

뀌었으며， 店중에는 과거의 院이름을 보유하거 

나 비슷한 이름을 딴 것이 많다"고 하였다 22) 

朝購朝 中期期에는 院이 여행자들에게 빨감과 

물만 제공하였으므로 걸손들에게 큰 불현을 주 

었던 반면에， 酒幕은 소정의 대금을 받고 길손 

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酒幕이 院을 압 

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숙박업소들은 점차 商業

的 聚落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聚落의 고 

객은 대체로 일반여행자와 商A들야었￡며， 高

官들은 各몸의 客館을 이용하였다. 

酒幕聚落 출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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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蘇代의 숙박시설에 판하여 좀더 쿠쳐1척안 설 

명。1 필요할 것이다. 院과 함께 官更들의 使行

時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各물의 客館파 

羅館이 있었다. 客館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시 

설이 훌륭하였으g로 高官과 外國使百의 ;섭대에 

이용되었다. 領南路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尙쇄 

客館은 본채 얀에 여러개의 온돌방과 마루방， 

부엉， 樓聞， 亨子， 목욕살 둥을 갖추고 있었오 

며* 善山몹에 있었던 客館들(南짧과 北館)도 훌륭 

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Z3) 

훌뚫짧은 客館과 함께 蘇初에는 高官들이 이용 

하였A냐， 첨차퇴략하여， 朝購朝후기에는주로 

하급관리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격이 떨어졌다 24> 

鎭南路上의 購館 중에 없쩍씁과 黃山은 규모가 컸 

고， 無極， 連原(忠州)， 星l멤(浦道)， 無l底(密陽)은 

규모가작았다. 

王辰 • 因子의 戰亂中에 파괴된 상당한 수의 

客館과 羅館이 오랫동안 복쿠되지 않은 채 방치 

되었으므로， 휴식시설의 부족으로 使行中언 官

更냐 일만 여행자가 겪는 불펀은 대단히 컸다. 

만일 朝蘇時代 中期以前의 聚落들이 幹線道路에 

면하여 발달하였다면 바록 院， 錯 둥 숙박시설 

이 없었다 할지라도 民家블 이용할 수 있었으므 

로 여행의 곤란은 척었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東部아시아 지역의 농촌주만들은 

캐활치 보다는 도로에서 멀리 렐어진 고럽된 공 

간에 聚落터를 잡는 경향이 있다 25) 그들이 路

邊住居를 기피한 이유는， 道路가 천염명과 잡귀 

의 통로이며 또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얼이 전파되는 통로라고 생각되었기 혜문이다. 

그러나 17"-'18세기에는 交通要地마다 酒幕村과 

定期市場이 업지하면서 聚落패턴에 변화가 일어 

23) 新增東國與地麗賢 卷28 尙州敗 宮室條.
卷29 善山都護府 宮室條.

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엽 漢城으로부터 長

湖院 사이에는 20내지 30리 간격A로 定期市場f

이 발생하였는데， 예를들면 領南路邊에는 沙첼， 

板橋， 細皮川， 道村， 金領， 白岩， 排觀， 注J\I，

石院 둥의 場야 섰고， 京安路 방면으로는 松城，

廣‘律， 德豊， 京安， 昆池岩， 利川， 那良， 大또E， 

曲水， 長湖院 둥의 場이 섰다 26) 이 市場들 대 

부분이 私設酒幕村이었A며， 이와 Bl슷한 예는 

湖南地方에서도 냐타나고 있었다 27) 

朝廳朝의 農本主義는 土地經濟를 국7} 경 제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의마률 가지고 있을 뿐아니 

라 農業이외의 塵業에 큰 Bl중을 두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분야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돗도 포 

함펀다. 이와같은 정책은 社會組織에도 만영되 

어， 士農I商의 계층구조가 성럽되었다. 朝蘇時

代의 擺者들이 商A을 良A中 가창 낮은 계급에 

속하게 한 이유는 商行鳥가 첫째， 불펄요한 A 
口移動을 유말하므로 행청척안 불편을 초래하고 

둘째， 백성들이 농사에 천념해야할 시간을 빼앗 

기며， 세째， 射偉心을 조장하고， 네째， 물품올 

낭바하는 습성을 길러주커 해문이며， 짜하서 商

A들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쩌-라서 

開國初 朝廳은 那縣몹， 兵營 둥지에 市場을 설 

치하고， 地方宮의 통제하에 生必品을 교역케하 
였다 28) 

그러 냐 朝解朝 中期부터 土地制度가 문란해지 

고， 三南地方에 커근이 반발하면서 朝處의 통제 

력도 약화되었다. 기근이 가장 섬했던 湖南地方

에서는 농민들이 交通이 펀리한 지첨에 定期的

으로 모여 서로 물건을 바꾸었는데， 이를 場門

이라 하였다 29) 특히 慶亂괴- 胡홉L後 농촌은 극 

도로 띄폐하였는례， 이 기간중 場門의 수효도 

24) 崔在京， 1975 , ‘朝蘇時代 院에 배 하여 , ’ 題南史學， 鎭南大學按 史學會， p.49. 
25) Tuan, Yi-Fu , 1974, TopoPhilia,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P.132. 

26) 辛景혐， 1770, 道路考 卷2 開市條.

洪敬護， 1764, 南漢志 卷3 場市條.
廣州府地圖 奎章關所藏 No. 10378, 竹띠縣地圖 奎章閔所藏 No. 10351. 
龍仁縣地圖 奎章閔所藏 No. 10376, 陽智縣地圖 奎章開所場 No. 10379. 

題州뺑地圖 奎章聞所藏 No. 10356. 
27) 韓相權， 1981, ‘ 18세 기 말-19세 기 초의 場市發達에 배 한 基鍵1if究， ’ 韓國史훌훌， 서 울대 A文大 國史學科， p.188.

28) 姜萬吉， 1972, 朝解後期 商業賣本의 發運， 高麗大學校 出版部， p.39. 
끽9) 成宗寶錄 卷27 4年 2月 王申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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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증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市場의 衛L立을 규 

제혔던 朝慶도 農民들이 물물교환을 동하여 스 

스로 난판을 극복하는 사실을 확언하였고， 또 

實學者들이 交易活動이 村民들의 생활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으묘로 이를 묵언하게 되었다. 交

易活動이 가내공업과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 

컸A므로 英正時代의 조정은 定期市場의 발달을 

장려하게 되었다. 

湖南에서 발생한 定期市場은 16세기에 鎭南과 

忠淸地方오로 확대되었다 30) 17세기 초 전국에 

1100여개의 시장이 분포하였A며， 3l) 그 대부분 

이 三南地方에 밀집하였는데， 鎭南路에 접하는 

30여개 합E縣에만 170여개처가 있었다 32) 

宗敎的 逃禮와 일반여행이 극도로 제한되었 

던 朝廳時代 前期에는 여행 이 官更와 특수신분 

에 속하는 사랍들의 천유물。1 었으묘로 官營 休

息拖設만오로도 걸손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 

냐 17'""'18세기에는 官營施設이 많이 철폐되었을 

뽑아니라， 여행자의 수효도 급증하였으므로 商

業的언 酒幕의 출현이 불가피해졌A며， 이러한 

시설은 定期市場과 거의 같은 시기， 같은 장소 

에 입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화폐경제가 

발달하여， 여행자가 米載 또는 布木을 휴대할 

훨요없이 金錢A로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었으 

므로 여행의 불펀이 적어졌다. 

오늘날 朝廳時代의 行政中心地를 제외한 題南

路邊의 주요 聚落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상 

당한 수가 過去의 路邊聚落A로부터 성창하였음 

을알수있다. 이러한聚落들의 進化過程은환의 

상 聽生期， 展開期， 觀爭期로 쿠분하기로 한다. 

發生期는 院聚落이 소멸하고 酒幕村오로 천환 

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院聚落도 路邊聚落임에 

는 틀림없으나 宮營振館 서너채에 불과한 단순 

한 숙박시설이었추묘로 중요시되지 않는다. 

展開期는 酒幕村의 A口가 증가하여 聚落의 

규모가 수십호 내지 수백호로 커지고 商業機能

도 강화된 시기이다. 18세기로부터 19세기말에 

이르는 이 기간 중에 酒幕村은 바로소 中心街路

30) 中宗寶錄 卷8 4年 6月 甲子條.

明宗寶鐵 卷3 元年 2月 TB條.

31) 萬機要寶 財用篇 5 各塵 鄭市條.

32) 辛景續 1770, 道路考 卷2 開市條.

33) 李春伯 (76세)， 1974년 12월 聞慶봅 上草里에서 면담. 

를 따라 건물이 밀접하는 街村의 형태를 이루커 

시작하였다. 

韓爭期는 日帝時代를 중심으로하는 20세기 초 

에 해당된다. 이 기간중에 鐵道開通과 新作路建

設이 이루어졌는데， 일부의 路邊聚落은 路線의 

변화로 안하여 쇠퇴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붐의 

路邊聚落이 급성장을 이루었다. 짜라서 酒幕村

중에는 기능상 行政몸을 능가하는 聚落들이 나 

타났는떼， 대표적안 예로 板橋， 金良(龍仁)， 長

湖院， 周德， 店村， 高樹洞(淸道)， 松릅洞(三浪律) 

찌禁등을들수있다. 

金良은 오늘날 컵ß廳， 경찰서， 우체국， 금융기 

관， 상설시장， 大學까지 보유한 首都圍의 위성 

도시로 성장한 龍仁둠이다. 高樹洞 역시 한척한 

酒幕村에서 淸道那의 行政， 經濟， 文化의 중심 

지로 성장한 聚落이며， 店村 역시 옹기첨과 酒

幕을 배경으로 발달하여， 오늘날 慶北 서북부지 

방의 中心地로 발전하였다. 

長湖院은 陰竹舊몸에서 10리정도 떨어진 商業

聚落이 다. 이 곳은 오늘날 읍사무소， 우체 국， 

초중고교， 금융기판， 공설운동장， 정마공창 등 

을 갖춘 京離道 남부의 지방중심지로 성장하였 

다. 三浪律둠의 천신안 松릅洞， 忠、州市 서쪽의 

周德 역시 長湖院과유사한과정을통하여 성장 

한 聚落들이다. 

3. 路邊聚落의 形態와 構造

(1) 院聚落

院은 대부분 16, 7세기에 소멸펀 것이냐 다름 

없A며， 院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풍부하지 않 

기 혜문에 院聚落의 形態와 構造를 파악하가 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院의 빠究는 與地勝寶

둥 古典에 요사된 기록과 19세기말까지 院이 남 

아 있던 장소를 닿사하여 얻은 자료릎 토대로 잔 

행할수 밖에 없다. 조사대상이 된院은 板橋院，

새재의 新惠院파 鳥鎭院， 三浪律의 훨훌院， 東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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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 溫井院 둥언떼， 新惠院의 院집은 소멸되기 

천언 1976년 봄에 방문한 바 있으나 그 외의 院

들은 이미 20세기 초에 소멸되었으므로 古老들 

의 고증을 받은 바 크다. 

院聚落은 일반적으로 1"'5채의 院접과 약간의 

일반주택4로 쿠성펀 작은 촌락에 불과하였으며 

獨立家屋도 적지 않았다. 院접의 규모는 2간에 

서 20여간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었는데， 

鎭南路上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鳥領院은 15'" 

20간 정도였다. 

鳥領院은 1913년 日本人들이 파괴하였으며， 돌 

람만이 남아있다. 院터는 鳥鎭第一關(主IÚε關)에 

서 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데， 돌담은 크 

기가 다른 자연석을 높이 약 3m, 두께 약 3m 

로 쌓아 올런 것이다. 石緊은 가로 약 40m, 세 

로 약 50m 의 직사각형을 이루며， 題南路에 면 

한 돌담의 중앙에 鳥題院의 업쿠가 있다. 문의 

폭은 약 2m 이고 높이는 2.5m 인데， 1913년 까 

지 기와를 얹은 門樓가 있었으며 대문에는 태극 

이 그려진 쌍문이 달려 있었다 33) 

석축 내부의 칩터는 院접이 파괴펀 후 草各행 

농만들이 菜田을 일궈 왔었다. 최근 발굴작업에 
서 高麗時代의 온돌터와 함께 院접 의 윤곽이 드 

러나게 되었는데， 발굴텀은 이를 토대로 高麗時

代에도 이 장소가 院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새재가 領南路의 한 구간으로 개 

발펀 것은 朝解朝 太宗 혜이며 그 전에는 難立

재가 幹線路였A므로 高麗의 院터가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院터는 수십년간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地面이 

고르게 갈아 엎어졌오나， 건물의 주춧돌자리와， 

건물변치와 관계있는 上 • 下의 축대흔적이 뚜렷 

하게 남아있다(그림 1). 上段에 남아있는 주춧돌 

은 下段 것보다 큰데， 이는 上段쪽에 보다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곳의 건물 

“A"는 高官用 숙소였고， “B"는 마굿간， “C"는 

양만용 숙소였을 것으로 천한다. “A"와 “C"는 

韓E家였으나 그 외의 건물은 모두 草家였다. 
草各행 노안들은 鳥鎭院에 5"'6개 의 高官 및 

일반 양반용 객살과 10여개의 하급관리 및 일반 

여행자용 객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l!iÁl/ 얼 님 로 

聊뼈마 루 
짧앙 

E고벌 얼 
5 m 방 
T 면 소 

F 대장간 t 

상주→ 

그림 1. 罵짧院 復元圖 (1910년경) 

鳥鎭院은 慶尙道 新 • 舊觀察使가 문서를 교환 

하던 장소안 交龜亨에서 불과 500m 아랫쪽에 위 

치하였으므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다. 즉 鳥領

院에서 휴식한 舊觀察使와 新惠院에서 휴식하고 

3판문을 넘어 온 新任官이 이곳에서 만나 문서 

를교환하였던 것이다. 

새재 북사면의 新惠院은 朝蘇朝 初에 작은 院

聚落이 들어섰으며， 17， 8세기에 이르러 100여호 

의 私設酒幕이 빽빽하게 들어찬 聚落올 이루었 

다. 이혜부터 院칩을 중섬으로 발달한 新惠院은 

沙짧面 소재지겸 市場村으로 성창하였으냐， 짧 

花題으로 신작로가 뚫리면서 여객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酒幕이 뭄을 닫게 되었다. 그후 新惠

院은 조그만 山村으로 쇠퇴하였으며， 본래 농경 

지가 부족했던 터라， 잔류 주만들은 폐허화한 

酒幕터를개간하여 계단식 농경치를조성하였다. 

1976년까지 남아았던 新惠、院 院칩은 약 2501효 

천 개축펀 후 1910년까지 운영되었다 34) 이 건 

물은 본래 주언이 거처하던 안채와 旅客用 바깥 

채로 쿠분되었다. 그러나 얀채는 오래전 소멸되 

고 1976년까지 남아있던 것은 바같채였다. 안채 

는 2개의 온돌방， 부엌， 대청， 광이 있는 “가” 

字型 건물이 었다. 바깥채는 온돌방 3개 , 마루방 

하나， 대청， 부엌 둥으로 이루어졌오며， 마방과 

광이 부속건물로 있었다. 대청은 식당겸 술청으 

로 이용되었는데， 마루를 깐 나무는 10cm 정도 

의 두께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파언 곳이 많았 

34) 李正孫(90) ， 19801관 7월 新惠院 마을에 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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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東泰 溫井院은 蘇初에 鎭南路 종점 안 東泰府

부근에 설립되었다. 이‘院은 王辰慶亂中 파괴되 

었으나， 17세기 초 東葉府使가 재건하여 9간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35) 이 院집은 1900년대 초까 

지 남아 있었는데， 건물의 구성은 院主A이 거주 

하는 겹집과 ‘「’ 字型의 客室로 이루어졌었다 36) 

客室은 10여개의 첨살이 ‘-，'字型으로 배열되고 

그 앞에 긴 마루가 놓여 있었다(그림 2). 

# 

.01루 E그 부엌 
방 B 굉 

, -E용 
# 

s 마빔 

톨래온정원 

T 변소 밑~ 

그림 2. 院집의 平面構造 復元圖(새재의 新

惠院의 일부는 1976년까지 남아 있었 

￡며 , 東茶의 溫井院은 1930--1940 
년대에 소멸되었다. ) 

(2) 酒幕聚落

酒幕村은 17， 8세거부터 定期市場파 함께 交通

路의 結節點이나 連擊地點에 발달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지점들은 본래 風水上의 吉地를 선 

호했던 兩班들의 관심을 끌지 뭇했을 뿐더러 院

制度가 몰라한 후 오래동안 방치펀 장소였다. 

이와같은 交通몇地들이 권력층에게 점유되지 

않은채 남아 있었다는점은믿기 어려운일이다. 

그러 나 東西古今을 통하여 定期市場(periodic mar_ 

kets 또는 fairs) 이 열리는 장소는 일만적으로 宗

敎行事 또는 계절적 축제가 열리는 곳이며 동시 

에 聖所였다. 宗敎行事는 항상 交易活動을 동반 

하는데， 칩회소겸 교역장은많은 군중이 접결하 

. 35) 쏠山 東棄區 溫果 5洞 소재의 溫井院改建陣文.

는 곳이므로 넓은 광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장 

소는 마야(Maya)의 도시국자， 작바(Java)섭의 시 

장촌， 중국의 시장촌 둥지에 분포한다 37) 高麗

時代까지 연둥회， 괄관회 둥 佛敎行事가 열렸던 

장소가 朝縣朝의 빽]佛政策에 따라 집회소 겸 교 

역장의 기능을 상살하고 방치되었다가 17"'18세 

기에 村民들에 의하여 기능이 부활된 것이 아난 

가 생각된다. 이러한 파정은 아마도 院의 소멸 

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私設 酒幕들이 요여 

하나의 취락을 이루고， 동시에 場터를 수용함오 

로써 성립되었을 것이다. 

私設 숙박업소는 酒幕으로 불리는 일반여판과 

步行客主라 일컴는고급여관으로구분되었다. 酒

幕은 대개 한두개의 첨실과 술청으로 이루어진 

작-은 건물안 반면， 步行客主는 여러개의 첨설， 

태청， 마굿간， 목욕집， 정자 등을 가진 대규모 

J[家았다. 酒幕에서는 여러사람이 합숙을 한 만 

면에， 步行客主에서는독방을사용하였A묘로高 

官파 부유층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酒幕村은 官權이 개입되지 않고 住民스스로가 

설립한 聚落’이묘로 기본적안 설계조차 마련된 

경우가 없었오며 聚落건설사업을 합리적으로 진 

행할 만한 치도자도 없었다. 짜라서 건물의 배 

치， 건축재， 중심가로의 폭 둥규제를요하는사 

항이 허다하였다. 酒幕村이 지난 문제점을 보다 

장세히 논하여 보자. 

우선 酒幕村은 院터를 비롯한 接道區域의 國

有地에 설립 된 경 우가 많았으묘로， 國家와 住.民
間에 토지 사용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였다. 둘 

째， 건물이 밀집하였을 뿐아니라 대부분의 건물 

이 화제의 위험이 큰 草家였으므로 방화시설이 

필요하였다. 세째， 酒幕집이 난렵함으로써 住民

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17， 8세기의 지식충 사이에서는 簡幕村의 정비와 

聚落構造 개선을 촉쿠하는 사례가 빈먼하였다. 

E짧隱先生이 제 안한 酒幕村의 모텔은 당시 의 

社會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안다. ~짧漢先生 

은 그의 저서에서 酒幕村의 立地， 운영방법， 규 

36) 金在寬， 1983, 東葉溫果聚落맑究，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33. 
37) Wagner, P. L. , 1972, Environments and PeoPles, Prentice-Hal1, Englewood Cliffs, PP.47야48. 

Tuan, Yi-Fu, 1974, op. cit. ,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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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聚落의 형태와 構造에 대하여 구체척언 의 

견올 제시하고 있다 38) 

酒幕村의 배치는 地形과 交通量을 참작하여 

지역차를 둘 수 있으냐， 평균 12km 간격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만일 酒幕을 물.內 

냐 購內에 설치할 혜는 물‘ 또는 購에 接續케 하 

도록권장하였다. 

酒幕村의 규모는 大路의 경 우 聚落터 를 2煩， 39) 

中路 以下는 1煩으로하며 大路의 酒幕村에는 20 

戶， 中路 以下의 酒幕村에는 10戶의 旅店(또는 站

店이라 한다)을 짓도록 하였다. 酒幕村의 뿔地를 

站店煩이라 하였는례， 이 土地에 대한 地規는 

매년 쌀 12斗로 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酒幕은 院과 달리 營利를 목적으로 운영펀 숙 

박업소였지만， 旅客의 수가 척을 경우 폐업이 

불가피하였다. 院의 몰락원안 가운데 재정적 결 

함이 가창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酒

幕村이 정상척으로 발전하려면 숙박업 외의 기 

능을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播漢先生은 酒幕

村에 매호당 1煩썩 농토를 지급하고 그 保布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東葉直路 즉 鎭南路는 천 

쿠간올 大路로 분류하여 20戶의 酒幕村에 40煩

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건의하였다. 괄목할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酒幕村의 중앙을 통과하는 中

心街路에 市場을 開設토록한 견해이다. 즉 酒幕

村의 住民이 숙박업 외에도 商業에 종사함으로 

써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고， 酒幕村을 주변 농 

촌에 대한 써어버스 중심으로 발천시키는 효과 

를 기대한 것이다. 

播훌先生의 理想的 酒幕村 모댈은 모식척안 

街村의 형태에 가캅다. 그의 계획에 짜르면， “이 

站店煩에는 道路를 站店煩에 포함시키고 道路의 

넓이는 18步로 한다. 道路의 양쪽에는 넓이 2步

의 도랑을 파고 도랑 바깜쪽에 店舍를 짓는다. 

店舍 뒤에는 酒幕主人의 住렬을 세우는데 대개 

터접의 흰地는 店舍와 住험을 합쳐 남북이 10步

38) 觸훌隨緣 卷1 田制上 分田節目 站店.

이고 東西는 37步로 정한다. 店舍의 넓이는 2關

으로 하고 걸이는 4間으로 하며 店舍와 店舍 사 

이에 5步의 간격을 두어 쓰레기장으로 이용한다. 

또 防火雄設로서 도로쪽에 담을 쌓는다. 店舍와 

住흰사이의 빈터에 5步 간격을 두며， 住혐의 터 

는 남북이 10步， 동서가 24步로 정하여 가옥이 

도로를 짜라 질서정연하게 배치시킨다. 道路 가 

에 市楊을 開設하는데， 地形이 불현하면 道路를 

한 쪽에 내고 한 쪽에는 店舍와 住현을 지을 수 

도 있다”고 하였다40) (그립 3). 

中心街路의 폭은 10rv20m 로서， 장날 街路의 

양쪽에 ‘籃日을 치고 露店을 열었다가 파장 후에 

즉시 철거하였다. 마울의 四面周圍에는 담을 쌓 

고 街路의 앞뒤에 里門을 설치하여 새벽에 열고 

밤에 닫도록하였다. 

中心街路의 양쪽에 파는 1rv2m 폭의 도랑에 

는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였는데， 이 물은 防火

水로 이용되었다. 道路에 면한 酒幕집 정문 앞 

A로 흐르는 도랑 위에는 넓은 판자를 걸쳐 놓9k 

A묘로， 부략 이름이 없던 곳에 널다리， 너더라 

또는 連字式의 板橋라는 소박한 地名이 생겼다. 

酒幕村 주위에 담을 쌓고 中心街路의 出口와 

入口에 門을 설치하도록 제안한 이유는 旅行者

들올 검문하고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함이 

었다. 中國올 바롯한 여러 專制王國에서는 이와 

같은 門樓에 감시명을 배치하여 불량배나 첩자 

들올 검색하는 한펀， 여행자들로부터 통행세를 

징수하였다 41) 우리나라의 酒幕村에서는 통행세 

를 정수한 것같지는 않으냐 E찾爾L파 胡亂을 겪고 

난 뒤에 漢江獲， 꺼禁(梁山觀)， 東菜의 十休亨

둥 要地에 讓察補校를 주재시켜 왕래하는 여행 

자의 통행증을 검사하는 한펀 商A들의 휴대품 

도 조사하였다. 漢江獲 남쪽의 沙jip과 板橋에 서 

는 외국 첩자냐 수상한 자를 검문하였고， 꺼禁 

과 十休훔에서는 慶國 청자의 색출과 옳山浦 慶

館에서 교역된 물품의 까禁貼을 검사하였다 42) 

39) 周R으로 5.R평 방((0. 231m x 5)2)올 1步， 240步를 1嚴， 100敵를 1煩임 . 1煩은 마 터 법 으로 약 32.， OOOm2임 . 
40) 播훌隨鐵 卷1 田制上 分田節目 站店條.
41) Sjoberg, G. , 1965, The Preiηdustrial City: Past and Present, The Free Press, New York, pp.91-92. 

42) 與地圖書下 慶尙道 東葉都護府 훌훌院條. 
與地圖書下 補遺篇 慶尙道 梁山都돔地圖. 
洪敬讓， 1764, 南훌志 卷23 律獲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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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홉훌先호의 훌폈的 漫훌훌村 모웰과 板橋와의 비li!.: 板橋의 中心街路는 현재 왼쪽A로 이동되었다. 

꺼禁貼이 란 본래 各司의 칙웬틀에 소치하는 통 

행증을 의미했었으냐 이 文書를 소치한 자의 권 

리와 행동올 보장해 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었으 

므로， 商A들이 이 文書를 소치했을 경우에는 

물품반출증으로 이용되었다 43) 梁山那의 꺼禁과 

옳山布 東泰區의 讓察이라는 地名은 酒幕村에 

설치되었먼 검문소에서 유래한 것이다. 

E짧漢先生의 酒幕村 모탤이 어느 정도까지 朝

廷에 반영되었는 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냐， 그가 

定期市場의 발생지언 湖南의 快安에 은거하면서 

酒幕村 겸 市場村의 발생과정을 직컵 관찰하였 

A며， 先生의 경험척 연구결과가 英lE時代(1731

-1800)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리라는 추측은가능 

하다. 

播漢先生은 1622년 서울 貞洞에서 출생하여 

훌훌싸| 둥 여러지역으로 옮겨 살다가 32세혜 採安

縣 愚播洞에 정착하여 1673년 서거할 혜까지 官

界에 진출하지 않고 학문에만 천념하였다. 先生

은 學名이 높아 여러차례 朝廷에 천거되었으냐 

모두 사퇴하였다. 선생이 남긴 播漢隨鍵은 英祖
171건 (1747) 빛을 보게되었으며 17701칸 大邱藍營

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후세의 實學者와 朝

廷의 관료들에게 마친 영학이 지대하였던 만큼， 

英正時代의 社會 • 經濟政策의 지첨서가 되었올 

것으로 믿는다. 定期市場 짧達過程을 살펴보면， 

1730년 이전까지 난립상태에 있먼 定期市場들의 

英祖代에 市場鋼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正祖代

에 이르러 기존의 官設市場올 압도할 정도로 성 
장하기에 이르렀다 44) 

과거에는 聚落의 형태와 패먼의 地域的 다양 

성을 가져오는 要因은 民族的 또는 文化的 배경 

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하는 地理學者들이 많았2.. 

43) 萬機要覺 軍政鷹工 젠遭 꺼禁뼈， m禁貼， 서 울대 학교 古文書 No.205134, No.75997. 
44) 韓相權， 1981, 前揚論文， pp. 9l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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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路邊聚落의 했型 : 中心街路를 따라 건물이 명 행 하는 街村(A) ， 聚落의 중앙에 場터 로 이 
용되는 공간이 있는 街村(B) ， 삼거리村(C) ， 十字路村(D).

B A 

양쪽에 場이 섰기 빼푼이다. 꺼禁파 昆池岩은 

이러한 형태의 聚落에 속하며 특히 꺼禁은 오늘 

날 약 6km 연속된 街村을 이루게 되었다. B型

은 聚落의 한 가운데 넓은 광장이 마련되어 있 

어서， 이 공터에 市場이 열린다. 시장터 주변에 

는 ‘n ’字型의 聚落이 발달하고 마을의 출입쿠 

쪽은 A型과 같은 聚落形態를 이룬다. 板橋는 

이러한 형태의 聚落이었으나 19801건을 전후하여 

A型으로 변하고 있다. 

C型은 領南路邊에서 가장 보펀척이고 말달한 
街村인데， 幹線道路가 삼거리를 이루는 結節點
에 위치한다. 無極， 筆極， 周’德、， 店村， 海平， 多
富洞， 淸道， 三浪澤 둥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D型은 4개 또는 그 이상의 道路이 結節點에 

발달하는 街村 o 로서 , 가장 都市的 면모가 두드 

러지는 聚落이다. 대표적안 聚落은 龍仁과 長湖
院이다(그림 5) • 

街村形態의 路邊聚落들은 대부분 2001건 내외 

의 歷史를 가지고 있~므로 形態와 構造가 비교 

척 단순하다. 聚落의 中心部는 古家가 많은 市

樓부근에 위치하며 中心部와이웃하여 慶式建物

이 밀집한 쿠역이 자리잡고 있다. 古家둘은 上

’바 최픈에는 자연， 정치， 경제척 要因間의 상호 

착용의 결과로 나타냐는 특정한 힘 이 聚落分布

上외 근본척 法則이라고 보는 켠해가 보펀화하 

-고 있는데 45) 이러한 견해는 領南路邊의 聚落핍 

究에도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朝

J解前期의 院은 官의 주도하에 계획성 없이 설렵 

된 聚落이었음에 비할 때， 酒幕村은 자연발생적 

으로 성립된 聚落엄에도 불구하고 聚落立地上

필수껴안 물， 경작지， 임야 둥 자원분포를 고려 

-하여 설렵되었으며， 또한 交通要地에 입지함A 

-로써 일정한 규모의 배후지를 가진 中心地 역할 

-도 겸하였기 혜문에 1 8'세기 이후 基鍵的 地方

‘中心地로 성장활 수 있었다. 

오늘날 급성장하고 있는 일부 街村은 점차 都

市的 면모를 갖추고 있기 혜문에 고유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냐 

t中心街路의 형태와 聚落의 쿠조블 참고하여 路

邊聚落의 형태를 A， B， C， D 의 네가지로 쿠분할 

-수 있다(그럽 4). 

A型과 B型윤 中心街路블 짜라 한 방향A로 

걸게 발달한 聚落이다.A型은 中心街路의 폭이 

짧街地 밖의 道路보다 넓윤례， 이는 中心街路

Villages in the Landscape, J. M. Dent and Sons, London,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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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長鋼院의 성장 : 十字路를 중심으로 酒幕村겸 市場村A로 발달한 聚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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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層家屋에셔 볼 수 있는 ‘n ’字 또는 ‘I’字型

이 아니라 ‘fJ’字 또는 f-’字型이며， 추녀의 

높이도 2m 내외의 낮은 형태안 첨으로 미루어 

客主家가 대부훈임을 얄 수 있다. 

領南路의 路邊聚落들이 商業中心地 겸 行政要

地로 성장한 것은 新作路建設이 완료펀 19201칸 

을 천후한 시기이다. 이혜부터 말죽거리， 京安，

金良， 店村， 高樹洞 둥은 물面單位의 行政機關

교육기관을 가진 中心地로 말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龍仁， 京安， 長湖院， 周德， 店

村 둥 일부 街村들은 빠른 속도로 都市化가 진 

행되고 있다. 中心街路邊 건물의 고충화 현상과 

교통량 증가에 따라 이들 中心都民의 中心部는 

大都市의 都心과 비슷한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 

A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街路網의 정1:11 작업 

을 실시하는 곳이 늘고 았다. 이와같은 中心街

路의 정1:11 작업은 傳統的안 街村의 형태에 큰 변 
화를 일으키는 요언이 되고 있다. 

4. 路邊聚落의 分布와 地名의 發達

(1) 路遺聚落의 分布

高麗時代의 院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거 의 불가능하나 與地勝寶에 수록펀 院의 수가 

약 1300여개이묘로 대략적안 파악은 가능하다. 

1300여개의 院 중에는 高麗時代의 館과 朝蘇朝

初에 설럽펀 院도 포함되나， 院의 대부분은 뿔 

剩에서 건럽한 것들이었다. 

16세기초 鎭南路邊의 17개 那縣에는 도합 165 

개의 院이 분포하였는데， 16세기 중엽부터 폐쇄 

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중엽에는 32개처로 줄고， 

18세기 말에는 20여개로 격감하였다(그림 6). 大

물‘안 京廳道의 廣싸\， 忠、淸道의 忠싸\， 慶尙道의 

尙싸\， 善山， 密陽 둥지에는 13"'23개처의 院이 

있었으며， 聞慶， E홍씁， 淸道 둥 鎭路가 많은 합ß 

縣에는 10여개의 院이 분포하였다 46) 

領南路邊의 院聚落 중에 가장 많은 수가 鎭路

上에 분포하였A며， 그 밖에 大물의 城門밖， 나 

루터， 풍벽한 山間小路， 3"'4개의 道路의 교차 

점， 郵廳 둥지의 순으로 院이 있었다. 領南路와 

이 道路에서 파생되는 支線道路上의 약 160여개 

院 가운례 약 50개소는 새재， 申甲遭機道， 八助

鎭， 홈뽑遭機道 둥 鎭路에 설치되었다. 특히 忠사I 

:pt月購에서 聞慶까지 연속되는 새재고개에는 水

安뚫의 溫井院， 新惠院， 網華院， 鳥鎭院， 草짝 

院， 聊城院 둥이 약 2km 간격A로 분포하였으 

며， 새재 좌우에 있는 짧花院의 要光院， 難立재 

의 혔훨훨b院과 觀音院도 새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 

었다. 聞慶몸에서 약 lokm 남쪽에 있는 申甲院，

大難院， 佛井院 둥이 불과 4"'5km 쿠간에 연이 

었A므로 鎭南路上에서 가장 院이 조밀하게 분 

포했던 곳이다. 

領南路 일대의 院가운데 약 25개는 籃營， 救，

府 둥의 소재지안 大몹의 城밖에 설치되었다. 

王辰亂 천까지 忠淸藍營 소재져였던 忠싸l와 慶

尙藍營 소재지였던 尙싸1 , 그리고 慶園L後 鎭南의 

행정중심이 펀 大邱부근에 많은 院이 분포하였 

다. 특히 忠州， 大邱， 星싸1 ， 淸싸\， 金果으로 통 

하는 道路의 結節點에 위치한 尙써l뭄城의 東 • 

西· 南· 北門밖에는 모두 院이 설치되었다. 

鎭南路 일대의 院중에 약 20여캐는 냐루터 부 

근에 설치되었다. 큰 냐루터의 院으로는 漢江獲

의 짧泰院， 沙헬院， 三田獲의 石院， 尙싸| 洛東

i度의 i尼豆等院과 要濟院， 善山 여차니냐루의 鋼

羅院， 密陽 守山聽의 臨江院， 도요나루의 關院

둥을 꼽는다. 그 밖에 건기에는 징검다리 또는 

나무다리를 이용하고 홍수혜에만 나풋배를 띄우 

는 나루에도 院이 있었는례， 그 예로 長湖院

(淸美J[()， 忠州의 乾兌院과 若옳院(達川樓)， 威昌

의 申川院(申川獲)， 聞慶의 *-難院과 佛井院(大

難)， 尙싸I의 安홈院과 廣濟院(北J[J) , 淸道의 濟

生院과 密陽의 金씁院(澈川獲) 둥을 들 수 있 
다 47) 

金良(龍仁)， 太zp.院(竹山)， 長湖院， 大김院(忠 

州) 둥 16개의 院은 삼거리 또는 사거리에 발달 

한 院村이었는데， 院이 폐쇄펀 후 酒幕村으로 

천환하였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이미 市場村으로 

46) 新增東國異地麗覺파 與地圖書에 수록펀 院의 수를 계산한 결과엄. 
47) 與地圖書下 慶尙道 聞慶縣 훌훌院條， 山川條. 大東地志 卷2 京훌훌道 四都 廣州府， 卷6 忠州， 卷7 慶尙道

梁山， 卷8 慶尙道 龍宮， 大邱， 密陽， 仁同， 淸道， 卷9 尙州， 聞慶， 威昌， 善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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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세기초- 18，세기말 

o 5..0km 

그림 6. 院의 分布 : 16세기초 도처에 붐포하였던 院이 폐혜되고 17-18세기에는 
酒幕이 둥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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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기 시작하였다. 院이 購과 동일한 聚落올 

형성한 예는 매우- 드문 펀언데， 鎭南路 일대에 

는 옳良， 無極， 龍安， 上林 둥 6"-'7개의 院이 

그드문예에 속하였다. 

院은 일반척A로 여행자가 많이 왕래하는 곳 

에 설치되었으냐 일부는 풍백한 산간 소로에도 

설치되었다. 근본척언 취지는 언가도 드문 갚운 

산중을 여행하는 사랑을 보호함이 목적이었A 

나 이용자가 척어 일찍부터 시정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48) 이러한 院으로는 짧花題의 要光院，

難立재의 購動院 둥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18세기 말까지 존속한 院은 기능상의 중요성 

과 위치상의 잇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 院들은 

溫良， 鎭路， 냐루터 둥지에 위치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 

水安뚫와 東菜의 院은 溫果에 발달하였다. 水

安뚫는 서울고F 大邱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大

물안 忠싸I와 가까운 거리에 았다. 서울을 출발 

한 여행자는 새재를 앞에 두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鎭南에서 오는 여행자는 새재를 념어 

와서 첫 휴식처로 이곳을 이용하였다. 즉 溫井

院은 험준한 鎭路上의 가장 중요한 휴양소겸 숙 

박지였다. 東菜의 溫井院은 領南路의 종점에 위 

치한 휴식처로 중요시되었다. 

板橋院은 使톰의 往回時에 경유하는 서울의 

남쪽 關門이었으므로， 수백명에 달하는 通信使

와 그 밖의 王使들의 접대에 대비해야 하였다. 

짜라서 이곳에는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안다 49) 

朝離王朝의 뚫歸fJP佛政策의 영·향A로 佛敎徒

의 파禮가 거의 중단되었오며， 商行짧의 억제정 

책은 일반여행까지도 제한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짜라서 朝蘇時代 前後의 交通 • 通信은 官更와 

특수신분 계층을 위한 시설이나 다름 없었다. 

17， 18세기에 이르러 大同法이 실시되고， 화폐경 

제가 발달하고 또 朝廷이 商工業을 장려 하는 정 

책을 펴케 되면서 여행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院윤 이미 소멸된 바와 다픔없었 
으묘로 旅店， 夜站， 酒幕 둥으로 불리는 私設

숙박업소가 둥장하였다. 

朝解時代 前期의 院은 약 30리 간격으로 분포 

되었으나 酒幕村은 官에서 설립한 것이 아니기 

빼문에 院의 배치와 동일한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朝離前期에 짧泰院과 忠

州 ft月훌훌 사이에 약 20여개소의 院村이 폼포했 

었A냐， 末期에는 30여개소의 酒幕村이 발달되 

었었다. 

朝蘇朝 前期의 院村은 大路院알지라도 다섯채 

미만의 院집으로 구성되었A묘로 旅客의 수용능 

력이 酒幕村에 버하여 낮은 펀이었다 50) 

(2) 路邊聚落과 地名의 發達

路邊聚落의 짧神地는 古代의 聖所 또는 좋利 

에서 설립한 院터였으며， 몇 단계의 進化過程을 

거쳐 오늘날의 街村으로 발전하였다. 院은 쇠퇴 

한 후 私設酒幕이 그 기능을 념겨 받았A며， 酒

幕村 가운데 상엽기능을 보유했던 곳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규모가 큰 취략으로 성장하여， 

日帝時代부터 점차 中小都市의 면모를 갖추가 

시작하였다. 

오늘날 聚落景觀에 내재하는 要素 가운더l 상 

당한 부분이 소멸되지 않고 遺品形態로 잔존하 

여 聚落의 形態와 機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化石化하여 地名으로만 남는 예도 
많다 51) 

오늘날 과거 의 院과 酒幕은 交通機關의 근대 

화에 따라 그 기능이 소멸되었￡냐 酒幕을 배경 

으로 발달한 路邊聚落 중에는 地方中心都市로 

성장한 예가 많다. 이러한 聚落들 중에는 과거 

의 명칭을 지난 예가 많은데， 院名이 酒幕名 보 

다 더 널리 분포한다. 院名이 酒幕名을 능가하 

는 이유는 前者가 後者보다 歷史가 걸고， 後者

가운떼 다수가 院聚落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기 

빼문이다. 짜라서 院名의 연주는 사실상 酒幕村

48) ~훌훌隨錄 兵制後鍵 郵羅條.

49) 通信使 往回時 廣州府 壘行購錄.
5:0) 敗民心書 戶典 6條 第 5 條 平廳 下.

E짧짧隨錄 卷1 田制 上 分田節目 站店.
‘題南路의 酒幕村은 大路에 준하여‘ 20戶의 店舍로 하여 旅店의 규모를 크게 하도록 제의하였다.’ 

51) Baker, A. R. H. , 1975, Historical GeograPhy and GeograPhical Change, Mac Mil1an, London, PP.15-16. 
‘ ? 



그립 7. 院훌落과 地名 :佛數式 地名 CA)과 橋數式 地名 (B)이 많。l 남아 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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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의 연쿠와 직결펀다. 

院의 명칭은 院의 기원， 위치 둥 다양한 특성 

을 반영하고 있다. 鎭南路邊의 院의 명청은 地

理的 명칭， 人名， 宗敎的 명칭 둥A로 나눌 수 

있다. 

地理的 명칭은 公共建物， 政府機關， 橋梁， 亨

子， 村落， 都물， 고개， 河川， 方位 둥에서 유래하 

였다. 院名이 購名과 동일한 것은 金良院(龍仁)，

安各院， 上林院(善山)， 聊城院(聞慶) 둥 6개소이 

며， 홈名을 딴 곳은 可興院(忠州)， 耳會院(密陽)

둥 3개처였다. 고채이릎을 따른 院으로는 雙鎭

院(廣州)， 鐵山院(竹山)， 竹뼈院(尙州)， 鳥鎭院

(聞慶) 둥 147~ 였고 橋梁名과 나루터 이릎을 딴 

院은 沙~院(廣州)， *-훌훌院(聞慶)， 申川院(威昌)，

臨江院(密陽) 둥 24개에 달하였다. 方位式 院名

은 鎭南地方의 봅城 주변에 많다. 尙州를 비롯 

한 善IlJ， 比安， 密陽， 梁山， 金梅몹부근에는 東

·西·南·北·上·下 둥의 명칭을 가진 院야 

한개 이상 분포하였다. 

院의 설렵자 또는 최초의 院主A名을 딴 院도 

상당수였다. 鄭金(廣州)， 金良(龍仁)， 權-(淸園)

李甲(黃江)， 延慶(延豊)， 朴實(大邱)， 柳等(尙州)，

柳 • 許忠 • 三韓(善山) 둥은 A名과 판계있는 院

名이다. 두채의 姓民가 결합펀 鄭金院은 설렵자 

가 두명이거나 또는 설립자가 다른 두개의 院집 

이 나란히 있었음을 의마한다. 金良은 훌훌， 院，

市場이 결합되어 본래의 龍仁둠을 압도한 결과 

오늘날 龍仁那의 행정중섬지로 성장하였다. 

宗敎的 명 칭은 風水式， 蘭敎式， 佛敎式名으로 

분류판다. 風‘水式 院名은 龍， 鳳.凰， 호랑이 둥 

동물명을 나타내며， 龍頭(廣州)， 鳳橋(홉감) 둥 

5"-'6개처가 있다. 關敎式名은 安寶(尙州)， 仁德

(廣州， 果JI(， 尙州)， 혈蘭(尙州， ~홍용)， 成德(密陽)

富民(陰竹) 등 167~소에 랄한다. 이 院들은 麗末

또는 離初에 蘭學者들이 설렵하였거나 또는 作

名한 것이다. 

宗敎的 院名 중에 가장 많은 것은 佛敎式名안 

떼， 이는 세 가지로 쿠품할 수 있다. 가장 일반 

척인 명칭은 뿔刺名에서 유래한 觀音院(陰竹， 聞

慶)， 鋼勳院(延豊， 忠州， 廣州)， 天德院(龍宮)， 無

量院(密陽) 둥이다. 價{업의 法名에서 유해펀 것 

윤 大悲院(安城)， 짧惠院(延豊)， 楊惠院(陰城)， 玉

렴훨院(比安)， 動院(淸道)， 光惠院(仁同)， 若寶院

(星州)， 觀心院 • 藏羅院(聞慶) 둥이다. 그 외에 

佛敎의 빈민쿠제， 의료사업 둥 사회활동과 판계 

있는 명청으로서， ‘자배를 베푼다’는 의미를 가 

진 ‘濟’字와 ‘A間을 구제한다’는 돗의 ‘普’字

가 포함된 院名이 있다. 예를 들면 普濟(뿔州)， 

要濟， 光濟(尙州)， 敬濟(忠州)， 弘濟， 濟生(淸道)

普施(龍仁)， 普賢(竹山)， 普通(報평、， 聞慶) 둥이 

대표적 예이다. ‘부처님의 빛(뭇)을 쿠한다’는 

뜻의 要光院은 果JII ， 永JII ， 聞慶 둥 여러 곳에 

분포한다. 그 외에도 佛搭， 重生， 洛雜， 佛地方

佛井 둥 佛敎와 i관련되는 院名이 領南路邊에 널 

리 분포한다(그렵 7). 

院이 소멸펀 후에 院터에 설립된 酒幕村은 과 

거의 院名을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가 일반적이 

다. 그러냐 옛 명칭을 약간 변경한- 것과 새로운 

명칭을 가지게 펀 경우도 적지 았다. 舊院名을 

보유한 酒幕村은 沙拜院， 板橋院， 金良院， 無極

館， 長湖院， 用院， 大검院， 安뚫院， 햄華院， 草

씁院， 上林院， 뺨鋼院， 無~숭館 둥 상당한 수에 

이른다. 소멸된 院터는 院址洞， 院基， 院터， 舊

院 둥의 聚落名을 71-진 경우도 있다. 

新設펀 酒幕村은 土倚地名이 대부분언데 특히 

鎭南地方에 많이 분포하며 , 간혹 漢字式 명칭도 

발견펀다. 대표척안 명칭은 말죽거리， 떡점거리 
(善山)， 솔막， 새술악(忠州， 梁山， 仁同)， 무수막 

(竹山)， 추막거리 (忠州)， 주막걸(尙州， 仁同)， 주 

막듬(尙州)， 계접막(威昌) 둥이다. 그 외에 茶方

(威昌， 梁山)， 板橋店(廣州， 延豊)， 꺼禁(梁山)， 機

察(東業) 둥 특수한 명칭이 었다. 1: 50， 000地形

圖와 현지랍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酒幕村의 

명칭이 확언펀 곳은 題南路邊에서 약 60개소였 

으므로 펑균 6km 간격으로 하나의 酒幕村이 분 

포하였다고볼수있다. 

5. 훌約 및 結論

우리나라의 街村의 커원과 발달과정， 형태와 

취락의 쿠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古代로부터 現

代까지의 路邊聚落의 변모과정을 고찰하여 보았 

다. 路邊에 설렵된 가장 최초의 聚落의 하나안 

-74-



흙은 三國時代 중엽 부터 古文敵에 냐타냐지만 

高麗時代의 佛敎의 융성과 함께 천성 기를 맞야 

했었다. 그러냐 朝蘇王朝의 開國파 동시에 시행 

펀 뿔院의 國有化 조치에 짜라 官營旅館으로 기 

능이 바뀌었다. 院은 운영상의 결함해문에 16'" 

17세기경 소멸되고， 18세기에는私設酒幕으로대 

체되었다. 

酒幕村의 발달은 우리나라 聚落의 발달에 획 

기적안 사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酒幕村은 官

權과 上流層의 개업이 배제된 상태에서 설럽된 

취 략으로서 그 形態와 構造가 득야하였다. 이 

聚落들은 道路에 면하여 立地하였고， 건물이 商

業機能을 가졌으며， 건물의 규모는 컸으냐 호화 

건물이 없고， 聚落 내에는 2001효 이상의 古建物

도 거의 없다. 

路邊聚落의 발달과정은 훌훌生期， 展開期， 歸爭

期로 나눌 수 있다. 體生期는 院이 소멸하고 酒

幕으로 바뀌는 16"'17세기경에 해당하며， 展開

期는 酒幕村이 상업취략오로 성장해가는 18"'19 

세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동안에 酒幕村은 .zp:行

路村， 삼거리촌， 사거리촌 둥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聽爭期는 酒幕村이 안근의 행정중심지 

와 기능상의 경쟁을 시작한 20세기 초에 해당한 

다. 이 기간중에 많은 酒幕村이 舊몹을 압도하 

’여 지방의 行政， 經濟， 文化의 中心地로 성장하 

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의 街村과 기능과 형태 

카 같은 취락을 이루었다. 

1945년후 領南路의 街村은 두차례 의 큰 변화 

를 경 험하였는데， 제 1 차 변화는 6-25사벨 중에 

발생하였고， 제 2차 변화는 19601칸대 이후부터 

시착하여 현재도 진행중이다. 6-25사변 당시에 

街村들은 가장 상한 펴혜를 업 어 魚土化한 聚落

.01 적지 않았다. 그렌례 천후의 복쿠사업 의 결 

파 나타난 聚落의 形態와 構造는 천쟁 천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반면에 19601칸대 이후의 

都市化 및 塵業化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변화는 

街村의 形態와 構造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끌 

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문제는 都市地理學

에서 관섭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 

다. 

보다 주의깊은 연구가 펠요하겠으냐 19601건대 

이전의 街村은 그 기능이 H帝 또는 그 以前과 

별로 다를바가 없었으며， 聚落을 통과하는 交通

量도 戰爭前에 l:ll 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므 
로 傳結的언 聚落의 기 본 골격 에 맞추어 복구사 

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1960년대 

이후에는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에 따르는 地域

間의 교류가 활발하여 지고， 通信情報의 발달에 

짜라 街村 住民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큰 벤 

화가 얼어났다. 이러한 變化는 住民들이 지켜온 

傳統的안 놈(norm)의 改造를 의미하며， 이 사살 

은 우리나라의 街村이 17"'18세기의 酒幕村의 

말달이래 새로운 時代를 마지하고 있음을 의마 

한는. 

地名흙究는 路邊聚落의 발달과정， 위치， 형태 

와 구조 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院의 

명칭은 地形， 位置， 各種雄設 등과 판계있는 地

理的 명칭， 設立者와 관계있는 宗敎的 명칭 등 

으로 분류되며， 院의 명칭은 酒幕村의 이름으로 

도 천래된 것이 많다. 

酒幕村의 명칭 중에는 土洛的언 것이 많으며， 

특수한 시설 또는 기관과 관련된 것도 있다. 짜 

라서 酒幕村의 이름은 文化地理學은 물론 國語

學파 民倚學 연주에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맏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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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oadside Settlements 

Summary; 

The orientation of communication networks 
of the Koryo and Yi dynasties was essen

tially linear, linking unit with unit. The 

Youngnam-ro part of the linear network 

connected about one hundred local admini

strative towns that had developed as the 

power bases of local nobles. Numerous road

side accommodations were develop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Y oungnam-ro. They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public 

hostel(院) and the private inn(旅店 또는 酒

幕).

The public hostel originated from the Bu

ddhist hospice in the Koryo dynasty. The 

temples needed accommodations for the com

moners on pi1grimage, travelling merchants, 
and the poor and the sick. Hospices also 

played a role as trade centers and banks 

for the commoners. 

The Buddhist hospices were, unfortunate
ly, na tionalized by the Yi court and became 

public hostels. Despite the fact that the 

public hostel settlements were located along 

the highway, none of them prospered as 

local trade centers because the government 

prohibited commercial activities in those 

places, even on favorable sites. Therefore, 
the hostel settlements remained mere farm 
v il1ages. 

Young-joon Choe*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b 

centuries, a number of private overnight 

aecommodations were established. A settle

ment of private inns was to be located 

every twelve kilometers, although the exact 

intererval depended on the circumstances. 

Generally, a settlement of private inns‘ 

comprised more than twenty inns lined up 

equally on either side of the main street. 

The wide main street was to serve as the 

market place. 

The main reason for the decline of the 

hostel settlements was the weakness of their 
economic foundation, ￦hilst， contrast, the 

existence of market place in the private inn 

settlements stimulated the development of 
this type of v i11age. A comparison of the 

public hostel settlements in the ear1y Yi dy‘ 

nasty with the inn settlements in the eight‘ 

eenth century sho￦s that travel became 

more common in the later periods. In ear1y 

times the largest hostel settlement had only 

five buildings, whi1e the inn settlement con. 

sisted of more than twen:ty bui1dings. 

Since ancient times, the Korean nobles 

had searched for dwe1ling sites according to 

geomancy and established their settlements 

on ideal sites surrounded by hil1s. Seen 

from the modern point of view in terms of 

economy and transport, the Korean nobles' 

conception of dwelling sites is impractical 

Journal of Geography, vo1. 11, 1984. 12. , pp.57-77.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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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ecause geomantic choice of the landforms 

;and orientation of these older settlements 

,often made them isolated from the main 

,communication networks. Most of them 

tended to avoid roadside sites. Few of them 

understood the cultural, social, and econo

mic importance of communication routes be

cause of their agrarian economic structure. 

Hence, it was the commoner merchant who 

took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settle 

:at strategic focal points on the major arte

,nes. 

A v i11age will evolve or be created as a 

result of a particular combination of econo

mic,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As one or 

more of these change, the settlement struc

ture wi11 respond both socially and morpho

logically, and this may result in the stag

nation, growth, decline or abandonment of 

the settlement. Three stages for the evolu

tion of the roadside settlemnet can be pro

-posed: colonization, spread and competetion. 

'Colonization was the stage during which 

i끄.ivate inns began to form a settlement on 

site of the former public hostel settlement 

-at the turn of the seventeenth century. 

'Spread was simultaneous and was the sub

sequent filling-up of the habitat by the co-

10nizers and their descendants in the seven

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Competetion 

was the final stage when nucleated settle

ments competed for hinterlands and a cen

tralized network resulted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Every element within the present lands-

cape may be regarded as a survival fron1 

the past. We can classify the surviving fea

tures into two categories: cultural relics and 

foss i1 form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of cultural relic on roadside settlement is a 

grid pattern. Although the roadside villages 

are in some respects the prototype of that 

ribbon form of building, the forms of road

side settlement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grid patterns: linear, 
fork and cross. Generally, a linear type 

develops on a link and other types on nodal 

points. All of these roadside settlements 

began to appear in the seventeenth and eigh

teenth centuries in Korea.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me of them located on 

nodal points have become local service cen

ters and are named after the nearby former 

leading administrative towns. 

Toponymy is one of the best ways to trace 

the foss i1ised features of the past because 

names instructive through their form, which 

allows the linguist, using ever more refined 

methods, to draw conclusions about origin 

and age. PIace names of the roadside settle

ment can be studied in many ways because 

they are of widely differing origin. Many 

names relect such geographical features as 

mountaín passes, ríver crossings cardinal 

directions, bui1dings, governmental institut

íons, and so no. Other name-making forces 

are Buddhism, Confucianism, and geomanc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most private inn 

settlements ha ve folk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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