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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鏡村落의 洞難에 판한 연쿠
--훌훌 내앞 마율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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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고 이 適應過程올 통해 形成펀 意味
와 場所性이 景觀에 含養되어 있다. 文化地理學

1.

序

에서는 文化景觀 形成過程을 分析 • 說明하는 方

論

法으로

文化生態學的 接近을 重視해 왔다 1) 또

(1) 맑究目的

한 70년빼 이후 文化地理學 핍究‘왜 새로운 湖流

본연쿠는 A 間이 歷史的으로 形成시컨 文化가

안 人間主義 地理學은

日 常 生活世界의 場所現‘

景觀에 뺨藏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그 理解를 追

象에 대한 理解를 試圖함으로써 景觀을 새롭게

求하고 景觀씨서 意味를 찾기 위해서 시도되었

解釋하고 있다 2)

마.

韓國 地理學에 서

村落景觀에는 特定 文化롤 가진 村落民이 그

環樓에

交化的으로 適應하는 方式이 表出되어

文化生態學的 考察로는 ‘民

家’ 에 판한 핍究가 있고3) 柳濟憲4)， 李鎔 ~5) 둥

이 村落의

*

‘골’ 形 立地와 판련하여 文化生態學

慶尙大學樣 師範大學 社會數育科 專任講師
李 燦， 19131 , ‘大學院 地理學科 敎育發展올 위 한 핍究’， 地理學論驚， 제 8 호， p.94.
崔基構， 1982, “景觀的 表現파 空間認、講’， 地理學醫， 제 10호， p. 203 , p. 210.
추: 燦， 1983, ‘韓國文化 • 歷史地理學의 鼎究動向과 諸問題’， 地理學論響， 제 10호， p.46.
꽤련憲 :9Î~'， “韓國農村의 形態的 맑究’， 地理學論驚， 제 6 호， pp.96-115.
5) 뿜짧---， 1935 , “lE原道 龍村川 流域의 村落分布와 構造에 판한 ~究‘， 地理學파 地理散育， 제 1-6호， pp.

1)
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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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說明올 試圖한 바 있다. 柳濟憲은 ‘골’形 立

이러한 빠究담的에 비추어 考察의

範圍와 方

地選好가 처음에는 自然的 要因에 의해 생긴 立

法에서도 包括的야라기보다 選擇的이며

地觀念이 오랜 經驗올 통하여 첨차 心理的 屬性

이라기보다는 實存的이다 9) 이는또한 局內者的

實用的

으로 發展하고 文化的 制度에 의해 유지되고 더

參與觀察者의 立場에서 直觀율 사용하는 理解를

욱 彈化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論文에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10) 짜라서 本 ~폐

서 마을 西쪽의 터 진(虛한) 곳에 入寫的으로 造

數맑究가 洞藏景觀에 판한 一般化펀 說明을 시

成펀 古木 수풀을 이와 같이 說明하였다. 李鎔

도하거 냐 洞藏의 모든 機能융 究明코자 하는 것

一도 江原道 龍村川 流域의 村落 수풀(防風林)올

이 아닙윤- 물론이다.

같윤 內容으로 說明하였다. 그러냐 이들의

‘골’

形 立地냐 수풀은 全體的 村落景觀올 說明하는

(2) 흙究方法과 훌料

一部로서 다루어진 까닭에 그 說明內容도 比較

본연쿠는 1984년 여름부터

86년 가을까지 행

해졌다. i다究地域 慶北 安東 내앞(J I 剛)마을은

的 簡略하여 充分하지 뭇하였다.
한펀 A間主義的 接近方法은6) 현재까지 紹介

筆者의 緣故地로서 本맑究가 追求하는 局內者的

와 寶證主義地理學에 대한 批判， 그러고 景觀解

參與觀察者의 立場이 可能했다고 생 각한다. 文

釋에 관한 理論的 考察에 머물고 있으며 經驗的

敵寶料 考察과 맑究地域 觀察 및 面談을 하였는

現.場핍究는 國內에서 아직 나타냐지 않고 있다.

데 特히 R규究對象 村落에서 作成된 17 , 18世紀의
古文書가 연쿠에 重要한 寄與를 했다.

이러한 問題意識에 업각하여 本맑究에서는 傳

古文

pl

統的 村落의 景觀안 洞數에 대 한 經驗的 考察을

書는 筆者에 의해 처음 學界에 紹介되는 것으로

통하여， 첫쩨， 朝蘇時代의 典型的 民族村落에서

內譯은 다음과 같다 11)

住民들이 그들의 文化와

「開湖種松禁護議序J. 1615년(光海君 7년)경

自 然環境올 相互 適應

11=

시 켜 가는 독특한 文化生態學的 過程을 파악하

成. Ir雲川文集J]， 卷 3 收錄. r 洞中追完議J. 1737

고， 7) 둘째， 住民들이 洞數에 대하여 가지는 愛

년(英祖 13년) 作成. 全 6창. 完議文과 座目(洞員

著을 場所性이라는 意、味眼與의 服絡에서 說明을

名單) 및 그들의 手決이 있다.

試圖하였다 8)

6)

「開湖禁松完議J. 1757년(英祖 33 년)

1982,

地理學分野에 限하띤 다음 論文이 있 다. 崔基構，
空間의 解讀’， 地理學論養， 제 10호，

pp. 151.-..163 ;

前擺 論文

鄭鎭元，

1984,

; 崔基繹， 1983,

作成.

“場所의 理解와

全

象徵的

“ A 間主義地理學의 理念파 方法’ 地 理學

論護 제 11 호， pp.79--94.
7) English, P. W. & R. C. Mayfield , 1972, “ Ecological perspective ’, p. 16 ; Steward , J. H. , 1955, “ The
concept & method of cultural geography , ’ English & Mayfield (eds.) , Maη， Space. and E’nvironment ,
p.120, N. Y. , Oxford University Press.
8) Entrikin , J. N. , 1976, “ Humanism in geography, ’ Anna/s 01 A. A. G. , pp. 625--629.

9) A 間主義的 接近의 選擇的 性格은 그것이 科學的 地理學의 ‘決定論的’안 것파 구별되는 ‘實存的’ 接近이
며 이는 意志의 世界와 意味追求를

강조한다. 또 寶存的 領域에 대한 맑究는 現象學的 方法이 적절하다.

現象學은 A 間， 空間 혹은 經驗의 엣센스에 관섬을 가진다.

Tuan , Yi.Fu , 1971 , “ Geography, phenomena_
logy, and human nature , ’ The Canadian GeograPher , pp. 181--183.
-A 間主義的 方法論이 選擇的이고 짧明의 源果이 記鍵的 調훌에서 參與觀察에까지 다양하지만， 地理學者

Ley & Marwyn S. Samuels,
1978, “ Introduction: contexts of modern humanism in geography 1,. Humanistic Geography , p.14,
Maaroufa Press, Inc. , Chicago.
10) ‘社會 .A 文地理學의 目 的은 據測하는 것 뿐 아니 라 理解하는 것 이 다. 이 를 위 하여 우리 는 問題와 狀況을
에게 그 方法은 場所와 그 景觀을 古有하고 있는 集團에게로 수렴된다’ (David

우리 자신의 觀點에서가 아니라 實活動者의 位置에서 보아야 한마. 또한 個 A 이 現實을 어떻게 안식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理論의 觀點에서가 아니라 그가 實際로 하는 方法의 立場에서 보도록 노력하
는 것 이 童要한다’ (Mercer, D. C. & Powell , J. M. 1972 , “ Phenomenology and related non-positivistic

viewpoints in the social sciences, ’ GeograPhy , p.48, Monash University Publications (Entrikin,
1976, 前獨論文， p.628에 서 재 인 용 J).
11) (賣料〉編 參照.
一

3 0 --

J. N, ,

26장. 完議文과 節 目 (決議事項) 및

座 目 으로 되

成 以前부터 存在하였으냐 村落 形成 以後에는

主要 環境資源으로 地域의 環境과 文化에 짜라

어있마.

獨特한 方法으로 造成되고 保存되어 왔다. 수풀

은 다양한 用途로 이용되는 木材의 供給源알 뿐
아니라 각종 自然淡害를 減少시키고 防止하여

2. 聚落 수풀과 洞훌

居住空間을 保護하는 機能이 알려져 었다. 즉，

그 자신의

수풀은 土購올 保全하고 洪水 • 바람 • 모래의 被

것으로 만든다. 이 環境改變은 단순한 環境에의

害를 防止하는 機能 16)을 하는 한펀 境界로서 의

適應이

짧劃 17)도 한마.

A 間集團윤 自 然環境올 변화시 켜
아니라 特定 文化集團파

自 然環境과의

複合的 相互作用 結果가 形態的으로 냐타낸 것
￡로 文化景觀의

形成作用야마 12) 景觀이란 感

覺的 對象으로서 靜態的 • 物理的 存在만올 뜻하

그러 냐 수풀은 그 用途를 物質的안떼 院定하
고 機能을 部分的안

특히

지 않고 過去로부터 現在를 거 켜 未來로 연속되

防m.的 機能 이상의

는 自然的 • 社會經濟的 • 文化的 諸過程의 複合

왔다 18)

的 • 力動的 關係가 表出된 것이며 13) 또한

生活經驗에

의하여

日常

意味를 가지는 場所가 펀

韓國 傳統 취 락의

어떤 心理的 投劃올 맡아
수풀은 聚落 주위

山地의

수풀 특히 마올 鎭山의 松林， 書院， 亨子， 洞堂

이 냐 무덤 및

다 10

것으로만 풀이할 수 없다.

聚落 주위의 수풀은 그 經濟的 利用이냐

城障林파 堂木〔神木〕 흉子나무와

韓國의 傳統 農業社會에 서 가장 중요한 生活

같은 嚴禮的 場所 주위의 수풀， 그러고 防風 •

空間單位는 村落이었다. 村落은 A 間集團이 土

防妙 • 提防補彈 • 魚付林과 같이 특별한 目 的을

地를 改變시 쳐 住居地를 形成하고， 農排地를 據

위한 수풀과 마지막으로 個別 家屋의 果樹냐 處

大하는 基魔的 生活空間으로서 ， Á 間集團의 핍

園樹 둥둥으로 냐누어 볼 수 있다 19)

然環境에 대 한 文化的 適應이 뚜렷 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여러 가지 수풀이 가지는 機能과

이 것 이 곧 村落景觀으로서 , 傳統 農業社曾의 村

意味를 함께 부여 받는 수풀이 냐타냐는 경 우가

落景觀은 家屋파 排地의 形態 및 配列을 主몇 要

있다.

素로 하는 외에 수풀〔森林〕로 이루어진다 15)

‘쑤’ 20)라고 부르고 어떤 촌학에서는 솔밭 혹은

수풀은 純繹 엄 然뭘·觀으로 人間의 居住空間形

이 수풀을 林藏，

鼓，

洞數，

혹은 그냥

솔당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우러나라 農村의 前

12) Wagner , P. & N. Mikesell , 1962 , “ The themes of cultural geography , ’ Readings 써 Cultural
Geography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1.
13) Eckbo , G. , 1976, The Landscape We See , McGraw Hill , p.3.
14) 崔基構， 1982, 前握 論文， p.203.
15) Chisolm 은 취락입지의 불가결한 환경적 요소로서 물， 경치， 연료， 건축재료-를 들었는데 연료와 건축재료
는 수풀에 서 조달된다. Chisholm , M‘ ’ 1962 , Rural Settlement & Land Use , John Wiley & So ns,
N. Y. , pp. 114--117.
‘村落景觀은 家屋을 중심으로 하여 흰地 • 道路 • 水路 • 村落全體를 둘러싸고 있는 fJf地 ·森林 등A로 쿠성
되 어 있 다. ’ 洪慶姬， 1985 , 村落地理學， 法文社， p.242.
16) 柳澤圭， 1982 , “森林의 機能’， 자연 보존， 39호， pp.23-27; Thompson K., 1961 , “ Reparian forests of
Sacramento Valley, .. Annals 01 A. A. G. , p.315.
17) 親地分劉 등 境界을 주목석으로 하는 수풀의 대표석 예는 英國의 Hedge-row 릎 들 수 있다. 현재 英國에
는 평 균 폭 2m , 95 만 km 가 좀재 한다. Park , C. C. , 1980 , Ecology aηd Environment Maηagement， pp. 182
'" 185.
18) Devéze M. 著， 錯保禮二 譯， 1973, 森林의 歷史， 白水社， p.150.
19) 李昌福， 1984, “숲의 보호사례 와 파괴 ’, 자연 보존.
20) ‘쑤’는 국어사전에 냐타나 있지 않다. ‘쑤’란 말은 숲이 우거진 곳을 뜻하는 이 地方 사분리이다. 柳增
善， 1‘~70， 짧 F힘의 傳짧， 형 설출판사，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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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 혹은 西測의 江邊， 平地， 낮은 언덕 에 松林 2 1)

誌』에 냐오는 쑤는 筆者가 R좁곁￡한lJ}， 河回松林

이 잘 조성펀 것을 폴 수 있는데 이를 ‘쑤’라

을 제외하고는 現存하지 않고 쑤의 자리는

부르고 특히 마을단위로 조성펀 것을 洞數라 부

뿔防이 축조된 후 없어지거냐 鏡地化 혹은 住居

른다.

地化되었다.
본연쿠에서 洞藏는 洞入口(前) 혹은 洞의 外

朝購時代의 史料 『救民大方J]， r工典之屬 養山

測에 A工的으로 造成펀 것으로 村落民의 特別

藏條J22) 에 의하면

山澤者國之府庫

AI

한 保護를 받고 있는 수풀로서 定義하고， 그 立

而林數者몹之灌離也 境內高山大澤

地形態， 機能， 그러고 造成 · 保護 및 維持의 文

必定藍官山直 J;J 禁護之둠基 主案及凡水口養數者 未

化生態學的 過程과 場所性을 慶北 安東地方의

定守直傳禁훌薦

洞藏 特히 내앞(J11前) 마을의

洞數 ‘開湖松’을

事例로 考察하고자 한다.

라 하여 수풀은 고을의 울타리이므로 主山과 案

山 i 그리고 水口에 수풀을 배양하고 지키는 사
밤을 두어 탤냐무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3. 훌東地方 村落의 洞훌

이마. 朝蘇時代의 물‘誌 林數條23)에는 各몸과 洞

里에 조성되어 聚落 둘러싸고(擁敵) 터천올 지키
치냐(護基) 韓補한마고 하고 禁令으로 보호펀다

安東地方의 몇 村落에 는 『永嘉誌』에는 냐타나
지 않지만 洞數가 조성되어 住民의 特別한 保護

고하였다.

특히 陽究地域 安東의 봅誌안 『永嘉誌.!l r林數

를 받고 인상척인 村落 景觀으로 存在하고 있다

條」에는 모두 23개의 林數가 기록되어 있다. 그

安東몹內의 쑤는 완전히 없어졌으냐 村落의 洞數

중 117~ 는 安東뭄을 둘러싸는 수풀로서 樹種은

는 安東휩ß 內만 河回， 마래(廳똘)， 내앞 (JII前) 우

棄林， 泰林， 柳林 및

雜木으로서 몹 南쪽을 흐

실(水삼)에 典型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마른 村

르는 洛東江邊에 조성되어 몸을 洪水 위험으로

落에도 부분척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았다. 4채

부터 지 쳐 주거 나 風水上 地形의

마을의 洞數는 각기 固有名稱이 있는데

\iJ狀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24) 냐머지는 屬縣파 村落

河며松林， 마래는 솔당，

의 것안데 樹種은 松， 橫， 委， 雜木으로서 機能

무실은 무실쑤 둥으로 불란다.

河回는

내앞은 開湖松과 쑤，

이들 村落 洞數의 共通的 立地形態、와 판련하

;은 擁廠水口} 防J1 h 塞 ‘둥소로 나타났다. Ií"永嘉

21) ‘쑤’는 없林이 않으냐 雜木으록 펀 경우도 있냐.

22) 표祖 \6년 (1792) 洪良浩 編 奎藏聞 古 5120-63.
23) 물誌韓國 地理志 總書， 亞細亞文化社， 1982 , 影印本.
24) “來水直衝本Iff基址 故有 此林防之 擁廠南方護府基’ “來山 ...... ~狀 有是 泰林以廠之’ 『永嘉誌J]， 卷 5 r林
數條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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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대되는 一般的 機龍을 살펴보멀 4개 마

(m)
15

을은 모두 洛東江 本 • 支流에 면하여 입지하는
데 무실만이 北向이고 내앞， 마래， 하회는 南向

12

마을이냐 洞數의 위치는 모두 마을의 西뼈，Ij 이다.
이는 安東地方에서 洛東江이 대체로 東에서 西

로 흐르기 혜문에 水口는 西뼈.IJ이 펀다.

짜라서

洞數가 水口가 열런 것을 막아 주는 의마가 있
을 것으로 생각펀마 25)

한펀 安東地方의 風向은 多季안 10 月 "-'3 月은

주로 西風이고 風速도 겨울 西風이 最高 利;當
13m 정도로 가장 彈하다 26) 즉， 한랭한 겨울季

100

〈그림

節風이 西風이기 해문에 마을 西쪽이 山地로 保

2)

Drew.

護되지 뭇한 경 우는 A工的으로라도 防風帶를

200

300

400

뼈 (m

防風林과 防風效果

0. , 1983 , Man-Environmenl Process ,

George Allen & Unwin Lt d., p. 56 에서 옮김.

설치할 필요를 마을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하
여 충분히 느껄 것이다. 짜라서 마을 西쪽에 조

防風林의 造成은 防風效果를 통하여 住居地를

성펀 수풀안 洞數가 겨울 季節風을 막아주는 防

保護하고 保溫效果로 作物生長을 t足進하는 效果

風林 機能을 한다는 것은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가 있는데 防風林의 이와 같은 投害U을- 마을사람

〈그립 2) 에서 보는 것처럼

들은 오랜 經驗에서 충분히 知覺하고 있었을 것

6m 높이의 防風林은

400m 떨어진 곳까지 防風效果를 미치는 것으로

이 다. 防風林은 유렵 海뿜地帶의 Hedge , 28) 中國

냐타난마. 防風效果는 防風林에 서 의 거 리 뿐 아

華北 • 西北地方의 防護林 29) 日 本의 屋敵林30)뿐

니 라 防風林의 樹種， 密度， 規模， 方向에

아니라 우러나라의 海뿔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짜라

서로 차이가 난다. 防風林 地帶 內部는 夜間의

i 般的으로 河川 주위의 수풀은 河川에서 불

外部 熱騙射가 減少되므로 氣溫과 土壞의 溫度

어오는 모래를 막아 固定시키며 31) 또 提防을 彈

가 높아지며 防風效果에 의 해 薦發도 減少된다.

化시키고 江 흐름을 安定시키며 水源펴養 및 士

이러한 熱鎭失 防止效果는 結局 植物生長을 提

壞홉餘을 防止함으로써 洪水를 防止하는 機能이

進시켜 生塵的 薰發散을 활말하게 한다. 防風林

알려져

이 이와 같은 微氣候에 미치는 영향은 太陽高度

下流 Æi藍原 地域의 특색 있는 景觀으로 防水林

의 차이로 여름보다 봄， 가을이 더 크다 27)

이 많이

있다.ε2)

우리냐라에도 洪水被害가 잦은

나타난다 33) 安東地方 村落의

洞觀도-

25) 水口는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다. w擇里志』에는 “어찌하여서 地理블 논하는가. 먼저 水口를 보고 다음 뜰
의 형세를 본다우릇 水口가 영성하기만하고 널짜닿기만 한 곳에는 바록 좋은 받이랑과 넓은 집
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뭇하고

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얀에 들이 펼쳐진
水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방점

필자).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천 칸

그러으로 집터흘 잡 A 려연 반

곳을 눈여겨 보아서 구할 것이다’라 하여 聚落立地에서

李靈成 譯， 1971 ,

擇里志， [" r 居總論 地理條 J ， ζ 西文化社， p.
162.
26) 중앙기 상대 , 1983, 1984년， 기 상연 보
27) Geiger, R. , 1971 , The Climate near the Groundt translated by Scripta Technica Inc. 3rd printing ,
Harvard University Press, pp.495-509.
28) Geiger. R., 前獨書， p.509.
29) 中國地理(敎科書) 日 譯版， 1980, 帝國書院 J pp. 215-224.
30) 伊顧陸吉， 1939, “東京市 西체에 있어서 屋數林의 形態와 機能
地理學評論， 15-8, 9.
31) Geiger, R., 前獨書， p.508.
32) Thompson , K., 1961 , ‘ Riparian forests of the Sacramento Valley , California" Annals 01 A. A. G. ,
v.51 , pp.294-315.
33) 姜大玄， 1966, “漢江下流퍼藍原聚落의 特徵’， 地理學， 2 호， pp.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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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마을과 江 사이에 立地하므로 위에서 말한

投훤l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람을 도와 주었는데 냐줌에 이 因緣으로 우실

洞藏의 立地形態에서 水口를 막아 주는 風‘水
的 裡補， 防風林， 그리고 河川과의 관계에서 防

妙 및

않으냐 뻐훌f 柳友濟이 무실쑤에 서 어 떤 客地샤

提防彈化 機能이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柳民가 크게 報恩을 발았다는 짧話가 있다 37)

河回의 柳雲龍， 내앞의 金浦， 무실의 柳友港

둥은 모두 그 後孫안 村落住民으로푸터 마올의

換言하면 安東地方의 西流하는 洛東江의 水 口方

代表的 A物로 尊敬되는 A빼이다. 朝蘇時代 祖

向과 겨울 卓越風向이 i 致하며

村落이 洛東江

先뿔拜의 F홈敎的 倫理에 철저한 이들 마을사랍

立地한마는 共通點에서 村

들은 祖上과 i훈련되는 이 수풀을 특빨한 關心을

의 本 • 支流에 面해

落의 防風， 防妙 및 異防彈化， 그러고 水口牌補

林으로서 i同藏는 村落 西뼈，U 江邊에 냐타냐는 것
이다.

가지고 보호하였을 것이마 38)

安東地方에서 自 然的 立地條件은 같으냐 民族
的 意識이 링륭한 다른 村落은 洞藏가 造成되 어

文化的

있지 않고 祖上뿔拜의 傳鏡이 睡한 이률 村落에

性格올 ~퍼數와 판련하여 생 각해 보자. 河回， 매

洞數가 造成되고 保存되어 있음을 비교할 혜 祖

래， 내앞， 무실 둥 4개 村落은 14""16세기에 形

上뚫拜의 文化傳結이

成되기 시작하여 朝解時代 後期안 17""19세기에

떤 關聯性이 있음을 추리해 불 수 있다.

4개 村落의

~퍼藏造成 主體인 住民의

는 典型的 士族 民族村落으로 냐타났다 34) 民族

村落이 라도 複數 ~族村落도 드물지 않으냐 이
들 마을은 하냐의 民族이

中心이

洞藏의 造成과 保護에 어

짜라서 洞數는 마올사랍들이 그 環境에 適應
하는 生態學的 機能과 水口의 空虛함을 裡補하

되고 이른바

는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그 造成 • 保護에 있어

他姓으로 불리는 非同族洞員은 村落 意思決定

文化傳統획 關聯性을 考慮할 수 있다는 것이 安

둥에서 轉外되었다.

東地方 4개 村落의 洞數를 考察한 結果이 다.

4개 마을의 4개 ~1i찾 곤 豊山 柳民， 륨寶 李
民， 義城 金民， 全쉬l 柳民는 朝蘇後期 安東地方
을 代表하는 士族이었으며 ~5)

4.

豊山 柳民는 河回

내앞마을 洞數--開湖松

柳民로， 義城 金民는 내앞 金民로， 全싸l 柳民는
무실〔水삼〕 柳民로

安東에서

알려져 있을 만큼

이 村落들은 각 民族의 代表的 村落이며 淵源、地

(1) 맑究뺀域과 洞훌의 立뺀
내 앞마을은 現行行政區域으로 慶北 安東휩ß 臨
河面 川前 1 洞 01 며

에 해당한다 36)

洞數는 마을住民에 의 하여 A工造成된 수풀안
바， 河回松林은 16세 기 後半 讓魔 柳雲龍이 심

朝‘蘇時代에는 安東大都護府

의 屬縣안 臨河縣에 속하였다.

마을의 地形的 立地는 太白山服 連峰의 하나

었으며 내앞 j同數안 閒湖松은 17세기初 雲川 金

안 慶北 英陽휩ß 의

浦이

￡로 내 려오다가 西流해 오는 洛東江 支流 半邊

심었다. 무실쑤의

造成者는 알려져

있지

日月山 (1 ， 219m) 支服이 東南方

34) 金德鉉， 1983 , “j;\:;族村落의 形成過程파 立地 및 f需敎文化景觀·， 地理學論驚， 제 10호， pp. 243-245.
35) “安東은 朝蘇의 名族이라 할 수 있는 安東 金民와 安東 權民의 본판이기는 하지만 조선 中期 이후의 安
東의 甲族파 名門家는 河며(豊山) 柳民와 義城 金民， 그리고 휠寶 李民였다.’
鄭萬祚，

36)

1975 ,

“ 17， 8세 기 書院 펴宇에 대 한 試論”， 韓國史論， 제

英祖 해 慶尙藍司

2 호， p.256.

趙榮福은 현지에서 安東의 土著 民族勢力의 彈盛올 “ •••••• )11 옳짧짧 河柳좁좁 .•.•.. ’라고

효현했다.

成樂薰， 1965 ,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 2, 政治經濟史， 高大民族文化新究所， p.3M.
여기서 川金은 내앞(J11前)의 義城 金j;\:;이고 河柳는 河回의 豊山 柳j;\:;이다.
3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함， 5권(경북펀)， p.468의 안동군 임동 무살수에 판한 항목.
全州 柳民， 世德歌雖， 아세영언， 도헌공초.
옳健九， 1980, “世德歌系歌離에 關한 irf 究’， 團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54"""55 수록.
38) “ .•••.. 이는 先祖의 本意인 河回마을 風致林으로서 共同保護의 林數이다’(河回松林 가운데 있는 「萬松훔 韓
文」 중에서).

-

34-

川파 만나는 자리에서 내앞마을을 만든다. 半邊
川은 가을 앞에서 曲流하여 이른바 홉沙明月形39)

의 地形을 이룬다. 마을 內部는 北쪽이 山으로

막히고 南쪽은 江으로 둘러싸이는， 대체로 南向

의 背山臨流이다. 東과 西測은 江파 만냐는 山

地가 급경사를 이루어 地勢上 외부와 뚜렷이 쿠
분되냐 交通은 河川과 道路에 의 하여 他 地域과

펀리하게 連結되는 立地이다.
義成 金民는 15 세기 후반 金萬護 代부터 내앞
에 居住하기 시작하여 16세기 維 代에는 半邊川
주밴 일대로 經濟的 基盤을 크게 확대하였다 40)

웬:의 아들 5 兄弟가 모두 退逢門徒로서 大 • 小科

에 오르고 一族이 크게 먼성하여 安東地方의 대
표적 土族의 하나가 되었다. 내앞마을은 金魔을
中始祖로 하는 내앞 義城 金民 5 派의 中心 村落

으로서 이들 내앞 義城 金民는 내앞에 직접 居
住하지 않더라도 깊은 뿌리의식을 이 마을에 가
지고 있다 41 ‘

훌훌城 金民 世系表

(내 앞뼈居

••

3 ) 내앞 UII 前)마을과 開湖松

로 부릎다. 내 앞

마을은 朝蘇時代부터 100여 戶

의 大村落으로 마을 안은 다시 쿠목골(雲갑)， 빗
골(雨各) , 장고(長파)

등 작은 골짜기로 쿠분되

지만 마을의 中心은

16세기에 건축한 大宗힘이

다 42>

金錫(義城君)…→龍)Jt…→居斗(安東始居) •.. •

→萬護→ • →進→/克- •

〈그림

• →聖釋

마을 住居空間의 輔은 宗흰과 맞은 펀 강건너

守- →뼈

의 白雲亨으로 이어진다‘ 마을의 組對向은 대체

明-

로 南向을 취하게 되며 특히 宗힘은 正南向이다

誠-

그러 나 마을 住居空間의 相對向은 宗흰과 白雲

復-

훔의 輔으로 나타난다 43) 宗켠과 白雲후을 잇는

내앞 마을의 住居地는 잘 조성된 수풀로 둘러
싸여 있다. 標高

100m 이하의 주위 山에는 松

林이 울창하고 마을과 강 사이에는 雜木 수풀이

輔의 기 준에 서 폴 때 左뼈11은 視角的으로 보호되
지 못한다.

開湖松은 그 위치가 마을 住居地에서 700m 정

江으로부터 마을을 가려 준다. 한판 마을 西뻐u

도 西쪽으로 떨어진 半邊川

江 가운데 모래밭에는 폭 100m 정도의 數百年

마을에서는 開湖松에 겨울 季節風에 대한 防風

江中이다. 따라서

된 老松 수풀이 特異한 景致를 이루고 있다. 이

效果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또 江中에 있으므

老松 수풀을 마을사람들은 ‘開湖松’이라 부르고

로 提防을 강화시켜 洪水를 방지하는 기능과도

마을 앞 半邊川 提防의 雜木 수풀은 그냥 ‘쑤’

직접적 판계가 없다. 防風과 특히 提防을 강화

39) 村山智順， 1931 , 朝蘇의 風水， p.832.
40) 李梅健， 198 1, “짧南士林派의 在地的 基盤--朝뺑前期 安東地方을 中心으로’， 新-羅빼椰文化， 제 12 호，
pp.44--45.
41) 내 앞 義城 金民 5派란 金웬의 아들 5 兄弟， 즉 克‘’ 守一， 明一， 誠一， 復-→의 子孫으로 安東 및 멘Yf훌휩ß
일대에 L，:族村落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이 論文에서 앞 A 로 金짜의 子孫、 내앞 義城 金~ 5 派를 줄여서 義城
金民라 쑤후기후 한다.

42) 여 기 서 中心이 런: 마을의 파t會的 作用이 일어 나는 公共的 場所이 다. 宗~은 宗孫의 個 A 칩 이 아니 라 民族
村落 住民의 會合낌딛間이며 始祖의 용찢피헤블 받드는 꽤堂이 위치하는 場所이다.

43) 때對向은 天짧의 움직임에 기준을 두는 總對向과는 달러 t也평， 때界 및 1t存 ú!~ 考慮、에서 성렵되는向이다.
張떻浚， 1978 , “風水地理局때이 갖는 建葉的 想像力에 판한 考-察
大핸建꽃學셉Jt.， 85 號，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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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내앞 마을의 洞鼓인 開湖松과 쑤 그리고 白雲훈 . 開湖松 뒤쪽이 마을이다.

의하여 처음 섬어졌다. 그러냐 그후 洪水에 流
失펀 것을 1615년경 後孫 金浦이 主 P昌하여 洞 A

과 함께 千餘樣를 다시 섬고 先祖의 뜻을 계승
하여 保護해 냐갈 것을 글을 지어 다짐했다 4 4)
그후에도 開湖松 保護7} 解뼈해져 松이 홉供될
때에는 다시 完議를 만들어 保護의 뭇을 밝히고

守護方法을 정하였다. 金浦이 主 P昌하여 만든 完
議가 「開湖種松禁護議序J (1615년경)이며

의 「洞中追完議」와 1757년의

1737년

「開湖禁松完議」가

있다.

3次의 完議文에 나타난 開湖松 造成動機와 保

護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사진 2 ) 洞內部에서 본 開湖松과 水口

“此松以補水口之空虛" r開湖禁松完議」
시켜 洪水防止를 하는 기능은 마을 南쪽 親地에
안접하고 住居地에서는 300m 정도 떨어져 江뚫
防 위에 雜木으로 이루어진 ‘쑤’가 보다 뚜렷할
것이다.

“先代之所手種，

而寫護宗基蘭者也" r 洞中追

完議」

“無此松則無川前必홍， )11 前폐我宗洞之所在也，
宗基興廢係於此松

결국 開湖松의 存在意義는 防風이 나 洪水防止

則其於尊祖重宗之義，*뿔不盡心於保護此松‘ "

와 같은 實用 f生만으로 설명활 수 없다. 洞藝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實用的 機能이 뚜렷하지 않

「開湖禁松完義」
즉， 先祖가 마을 水口블 練補함으로써 家門의

는데도 大規模 松林이

400년

터전파 家關를 보호하기 위하여 開湖松을 심었

동안이냐 훼손되거냐 流失되지 않은 채 住民의

다. 짜라서 先祖를 높히고 宗家를 重히 생각하

特別한 關心파 保護 속에 보전되고 있는 것은

는 者는 先祖의 洞堂파 宗家가 있는 내앞(J II前)

實用性 이상의 어떤 文化的 價{直가 마을 사람들

을 지키는 이 松(開湖松)을 保讓하는 데 힘을 다

파 環境과의 相互作用의 結果로 形成되어 있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江中에 造林되어

“補水 口之空虛”， “寫護宗基家蘭”，

해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無此松無

川前”로 표현되는 開湖松의 防請機能은 實際的

(2) 開湖松 造成 및 保護 由來와 機能

이라기보다 心理的안 것으로 매우 含薰的안 文

開湖松은 義城 金]:Ç 내앞 入椰祖안 金萬護에

化的 價{直를 나타낸다.

44) 資料 : 閒湖種松松禁護議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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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람들의 風水的 思考에서 보연 水 Q 의

더라도 敢히 생각을 내지 말라고 하였다-49) 또

空虛를 메워야 하는 것은 村·落立地의 基本이다.

「開湖械松完議」에서는 官令이 급하여 先代舊物언

내앞마올의 座向이

松을 베어내서 戰戰救濟의 租로 충당하였으냐 이

南向이묘로 西測이 터져 있

어 風水的 局面을 이루기 위하여 西쪽을 牌補할

것이 規例가 되어서는 안펀다. 또한 洞中에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겨울 季節風안 西風을 막

護를 맡기니 이렌 일과 종이냐 머슴까지도 松을

아내는 데는 거리도 멀고 開湖松야 江 속에 있

념보는 일이 생긴 것이다고하였다 50) 이는松의

어 높이도 낮다. 짜라서

防風效果를 내

經濟的 利用價 f直가 매우 크기 때문에 官 • 洞民·

기에는 부족할 것이나 風水的 思考에 의한 心理

同族할 것없이 모두 베어내어 이용하고자 하는

的 效果 發生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風

需要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살체 적

守

水에서 말하는 藏風이란 바람을 막는 防風이 아

松은 옛날부터 “松相百木長也"51)라 하여 高麗

니고 불어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바람을 잘 끌어

時代 이 래 禁令을 두고 보호해 왔다. 朝蘇時代

들여 간수하자는 의 미 이 냐 실제 地形地勢에 적

에는 초기부터 禁松이 시행되었는데 『經國大典』

용할 째는 큰 차이가 없이 나타냐는 것이다 45)

에 의하면 매년 봄에 松을 성고 특별보호지역올

“내앞마을은 西쪽만 막으면
갖춘다 "46)

名基條件을 모두

정 하여 보호하였 다 52)

“마을 밖에 서 는 마을 안이 바로 보

韓國의

이 지 않도록 하여 마을의 威嚴를 조성 한다 "47)

결국 내앞마을은 겨울 風向， 水口 및

척응력 이

山野에는 소나무가 氣候變化에

태한

강하고 土壞파 水分要求度가 낮아서

局面形

매마르고 기름지지 뭇한 토지에서도 잘 자란다.

成의 弱點이 모두 西測의 半邊川으로 開湖松은

또 소나무 수풀에는 下皮植物이 척고 벌레， 뱀

그곳을 轉補 • 羅廠하고 있으나 구체적 防風效果

둥이 없기 때문에 幕所와 聚落 주위에 특히 많

보다는 그 時代의 文化價f直와 판련펀 精神的 防

이

護愈求를 洞民에게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가꾸게 되었다 53)

소나무가 聚落 주위의 대표적 수풀로 옛날부

으로 생각된다.

터 보호대상이 되어 가꾸어져 온 것은 위의

自

然條件 외에 常綠樹로서 이른바 ‘落落長松’이라

(3) 松林훌源으로서 開湖松

는 節擺를 상징하는 천도 있으냐， 우리냐라 傳

開湖松은 마을을 防護 • 牌補하는 역 한뿐 아니

統 農業社會에서 가장 많은 쓰임새를 가지는 生

라 松木으로서 큰 經.濟的 價 f直를 지넌 經濟林이

活必須的 經濟林이었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建

葉 둥에 가장 重要한 材木일 뿐 아니라 食用樹

었다.

로서 救훨기 능까지 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

「洞中追完議」에서 마을의 존경을 받는 金校理
(金聖釋)의 歡事48) 에

었다.

開湖松 站·木 25 1*를 팔아서

“松之用大옷 宮室相섭8 皆用是흙， 然則生훨舞

도왔으나 앞으로는 그렌 逢變을 당하는 집 이 있

45)
46)
47)
48)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35.

내앞 宗孫 金時雨 (62세)의 잔술.

내 앞 居住者 金時勳 (71 세)의 진술.

金聖繹 (1684--1748) 은 훌魔 李玄適의 弟子로서 스송 李玄適을 뼈救하다가 義禁府에 갇혀 뻐j 을 받고 流配

되어 流配地에서 죽었다.

49) 資料 : 洞中退完議 (A)
50) 資料 : ‘開湖禁松完議’ (C) , (D) , (E) , (F)
51) 高麗史， 卷 85 , Iî재j 法志 2. 禁令』
52) 정 청 조， 1981 , “우리 先 A 들의 自 然、觀 및 自 然愛護思想’， 環穩맑究， 2 권， p.17.
“해마다 봉에 어런 소냐무를 我植하거나 혹은 종자를 섬에서 기르고， 연말에 載植하거나 종자블 섬은 숫
자를 갖추에 왕에 게 보고한다. 어 긴 자는 山直은 校 80 , 當該官員은 校 60 어l 처 한다. ’
經國大典 卷 6, II 典 我植條 J( 韓國精神文化없究院， 1985 , 譯註經國大典， I 觸譯篇 J) ， p.486.
53) 李一球， 1976, “우리 냐라 소나우 분포와 그 실태 ·, 자연 보존， 제 13 호， pp. 5--8.
끼

J

t
[

휠 非松亦系以也.

是故松之禁亦古也"54) 이라 하

여 태어냐 사는 접에서 죽을 해

相까지 다양한

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냐 開湖松 禁松은 尊
祖重宗하는 돗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같은 門中

財塵안 洞山의 禁松에도 家門의 터천올 지킨다

용도로 쓰기 혜문에 禁松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냐무가 聚落 가까이 있고 經濟的 價{直가 크

는 意味가 개업펀다. 결국은 開湖松 禁松이 마

기 혜문에 禁松令이 있었으나 특히 朝蘇 後期에

을 松林資源 利用을 全體로 統制하는 象徵的 意

와서는 灌 ttt파 開擊으로 언하여 都城파 地方할

義를 가지게 펀다. 이는 A 口集團파 그 寶源과

것없이 이른바 ‘覆灌之境’으로 山이

헐벗게 되

의 관계를 조절하는 文化的 統制로 볼 수 있는

었다 55) 社會紀網의 素홉L과 보다 根本的으로는

데 62) 開湖松 守護 主體의 變化過程에서 文化的

앨감의 需要 增大로 藍 ttt 이 극삼해지자 政府에

結制의 性絡야 투렷 이 드려 난다.

서는 松木 植木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현 禁松을
더욱 엄하게 시챙하였다 56) 그러나 禁松의 法令

(4) 祖先뿔拜와 開쳐뼈웰

올 地方 守令들이 惡用하여 民敏를 끼치는 事例

1615년경의 「開湖種松禁護議序」에서 金浦은 松

가 척지않게 발생하였마. 이에 英 • 正祖時代 (18

세기)에는 각 村落이 禁松을

自律的으로 행하기

을 다시

심는 돗이 祖先올 悲敬하는 마음에서

냐온 것을 밝히면서

“마을의 諸君子와 함께 약

속하여 마을 下A들올 모두 徵廳하여 千餘探를

위하여 禁松횟를 결성하기도 했다 67>

같은 時代인 내앞의 禁松完議도 松의 利用을

심고"

“우리마올 사랍들이 모두 서로 함께 노

統制하는 社會 零圍氣와 無關하지 않을 것이며

력 (開湖松保護)할 것언저 "63)라고 마을사람들과 함

그것이 特珠化된 形態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

께

다.

내앞마을은 洞數와 洞山(마을 주위의 山)의

松木이 全體 門中의 所有로 되어 있어

그 私的

開湖松을 造成하였음을 밝혔다

1737년의

「洞中追完議」는 開湖松 홉代올 재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先祖가 남긴 洞法을 준수할 것을 결의

利用을 엄하게 禁하고 특히 開湖松은 宗家 用途

하였다 64) 完議에 手決한 洞員은 모두 37 名으로

에만 쓰도록 하여 사살상 利用이 禁止되었다 58)

他姓도 2 名 포함되었다.

“호롱불을 부엌에 넣는다”는 f짝談이 있을 만큼
默‘料를 절약해야 했으며

洞山에서 戰料로 채취

17571션의 「開湖禁松完議」는 앞의 「洞中追完議
가 있은 지 불과 20\칸 후에 長文의
施行 細則안

完議內容과

할 수 있는 것은 技葉， 풀， 雜木에 한하고59) 開

決議事項으로서

湖松내에서는 떨어진 솔가지까지도 함부로 가져

이릅융 明記한 것으로 守護 意志、를 가장 彈하게

節目과 참여자의

宣言하였을 뽑 아니라 그 主體를 洞中에서 門中

가는 것올 禁했다 60)

開湖松은 特別하게 保護되었음에도 불쿠하고
購 A o l 나 i;Jl.훌훌까지도 松을 념보게

되었다61)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松木資源의 保護가 매우 어

으로 變更하고 座目(참여자 명단)에서 他姓 洞員

을 제외시키고 洞員이

아난 다른 마을 거주 I펴

族을 포함시켰다. 이는 표면척으로 官의 彈要에

54) r 禁松횟座目 序文 J ， 奎藏聞圖書， 古 5129--20.
55) r禁松횟立議 J ， 奎 27029.
56) 옳昊鍾， 1983, “朝蘇時代의 熱料問題’， 安東大學論文集. 5 集， pp.83-101.
57) 鄭業昊， 1976, “禁松作횟節 텀 解題’， 자연 보존， 제 l3호， pp.17-20.
58) 金時雨의 진술.
59) 金廣近의 진출.
60) ‘至於風落水落之木亦不可遭用’， r 開湖禁松完議 J ， 節目.
61) 資料 : 開뼈禁松完議 (F).
62) Rappaport R., 1971 , ‘ The flow of energy in an agricultural society, ’ Scient'1ic America , 224(3) ,
pp.116-132.
63) “與同里諸君子同的盡發一里下 A. 種之千餘珠’
“凡我同里之 A 盡相與敏之鼓’

64)

“奉前規守洞法之道，

固不敢睡議.

“洞中諸員齊會파視後， 如是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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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購麗救濟를 위한 租로 짧을 베어낸 것에

볼 수 있다. 짜라서

서 발단하였으냐， 이를 계기로 하얘 그동얀 開

敎的 文化와 판련되는 意味를 지니는 한펀 이것

湖松 保護主體안 洞中이 愛護心이

은 마올의 資源올 保護하고 統制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不

開湖松은 尊祖重宗하는 蘭

護한 까닭에 開湖松이 훨廢의 危機에 있음을 지

當時의 支配的 支化언 橋敎의 價 f直와 行動規範

척하고， 그 所有와 守護責任올 洞中에서 門中으

올 活用하는 一種의 文化的 適應樣式올 의마한

로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즉， 내앞에 뿌리를 둔

다.

義城 金民 천체가 --바록 내앞마을 사함이 아

짜라서

마을의

수풀 寶源을 保護 • 統制하는

니더라도-- 共同으로 開湖松올 守護할 것올

文化的 適應方式으로서 景觀的 象徵이 開湖松δl

정한 것이다.

라면 機構가 義11:所로 냐타난 것 이 다. 또한 마

開湖松의 所有와 守護責任을 洞中에서 門中으

올 意思決定 主體가 18세기 후반의 「開빼禁松完

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根據를 開湖松 =111 前，

議」부터는 地域共同體안

洞中에서 宗族(血緣)共

川前=義城金民 宗洞之所로 파악하고 家門의 興

同體연 ‘門中으로 바캠으로써 ~族村落의 性格이

廢가 開湖松에

한충 더 강화되었음올 알 수 있하.

달려

있으니

全門中(全子孫)이

開湖松을 守護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현으로 開

湖松야

外部 A 이냐 洞 A 에게는 經濟的 價 f直냐

(5) 훌存的 훌빼과 場所性

來歷으로 펑가될 수 있으냐 義城 金民 자손들에

내앞마을 사람들은 훌륭한 조상을 모시고 수

게는 祖先이 심고 數百年 가꾸어 온 先代舊物이

백년 동안 歸敎的 傳統울 지켜 옹 마을에 대한

며 그것에 家門의 興廢가 관계되기 혜문에 貴重

깊은 愛훌올 느낀마. 마을에 대 한 愛著은 400여

한 것 이 다. 짜라서 그 守護責任이 實生活 利害

년 천에 建葉되 어 古色蒼然한 大宗흰과69) 강 건

와 관련짓는 洞中에 있는 것이 아니라 尊祖重宗

너 산중턱의 白雲亨， 그리고 이것들올 연결하는

하는 마음을 가진 遠近子孫、 모두에 게 歸屬되는

江中의

것 이 옳다고 주장한다 65)

강화펀다. 開湖松윤 마을 사람들의

開湖禁松完議에 서 義城 金民 5 派가 각기 有司

老松수풀인

開湖松에

의하여 확언되고

뿌리의식과

情績的 愛著이 集中되는 楊所이다.

를 내어 開湖松올 保護하기로 했는데 이 모임이

‘場所性’ 은 場所에 대 한 愛著파 훨;味를 부여

곧 義11:所이다 66) 議11:所 有司는 내앞에 뿌리를

함으로써 형성펀다. 내앞 사랍들의 開湖松에 대

함께 하는 각파 代表로 쿠성되며

이들이 곧 開

한 愛훌파 意味眼與는 l 開湖松의 防護 投害u 이냐

매년 lE月 初 6 日에 첫

經濟的 價{直보다는 本質的으로 先祖가 造成하여

湖松 有司롤 겸하는떼

모임을 열고 開湖松과 洞山 및 기타 門中財塵올

수백년 지켜 온 ‘世傳遺物’이며 이것이 마을 터

一年 동안 판리 한다 57) 開湖禁松完議 節 目 에 는

전올 지켜

준다는 ‘思考’에서

비훗펀 것이다.

이들 有司의 活動과 會合費用을 充當하는 財源、

이러한 생각은 마을사랍들의 寶存的 空間 認識

으로 田 2 斗落울 내 놓았다 68)

과 共同體의 楊所的 經驗과 밀;섭히 관련된다.

A 間이

開湖松 守護 主體릎 洞中에서 門中으로 옮긴

文化的으로 知覺하는 空間은 寶用的

것윤 日常生活空間을 같이하는村落共同體意識

空間이

보다도 같은 祖先을 모신다는 門中 意識이 開湖

A 間올 社會的 · 文化的 全體로 歸屬시 킴으로써

松 守護에 效果的안

環境에

것으로 생각했기 때운으로

65) 資料 : 開湖禁松完議 (B)
66) 옳光憶， 1984, “傳統生活樣式의
....., 78.

67)

政治的 測짧j- ,

아난 實存的 空間이다. 寶存的 空間은
대한 安定된 이마지률 형성시키는데 70)

傳統的 生活樣式의

lif 究 (下)，

精神文化맑究院，

金時勳의 증언.

68) r 開湖禁松完議 J ， 節 目 6 項.
69) 寶物 제 450호로 지정되어 있~며 16 A-1I 기 후안에 건축되었다.
70) Norberg-Schulz , C. 著， 金光鉉 譯， 1985, 寶存 • 뿔間 • 建藥， 泰林文化社， pp.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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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

·韓國의 傳統村落은 風水地理的 局面과 많이 관

게 守護되 어 왔다는 經驗에서 祖先뚫拜와 관련

련되어 있다.

펀 公共的 場所性 (public place) 올 부여 받게 되 었

尊祖重宗하는 튜홈敎的 價{直觀을 重祖하는 民族

다. 결국 開湖松은 祖先의 精神이 깃든 곳으로

村落의 空間知覺은 土地利用에 연판펀 現實世界

同族이면 누쿠나 참여할 수 있는 公共의 場所라

의 吉 l건l 網福을 論하는 風水地理說과 :쉽 게 結合

는 意味로 충만되어 있다.

될 수 있다. 왜냐하면 家門의 터천(宗基)의 興廢

가 風水的 局面形成으로 설명될 수 있기 혜문이

(6) 場所性 훌得의 過程

다. 風水地理的 局面으로서 내 앞은 實存的 空間

洞數 開湖松에 대 한 防護， 經濟的 利用 둥으

의 要素안 中心 또는 場所， 輔(方向 또는 通路)，

로 나타냐는 具體的 投홈U괴- 領域限定， 場所性

區域 또는 領域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71)， 내

둥으로 표현되는 實存的 내지

A 間主義的 測面

앞마을의 中心은 宗흰이며 輔은 白雲훔과 宗힘

에서의 考察은 서로 分離되고 뾰列的이라기보다

그리고 뒷산￡로 연결된다. 내앞마을은 開湖松

는 文化的 主體에 의해 過程的 性格을 가진 全

에 의하여 뚜렷한 限界가 나타나는 空間的 底護

體로서 이해될 수 있다.

性을 가지고 領域化한다. 開湖松에 의해 마을이

‘텍스트’로서 景觀은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

라는 場所는 ‘外部’와 대조척안 ‘內部’로서 體

람에 게 創造者안 A 間이 나 社會의 傳記이 며 豊

驗되는 것이다 72) 開湖松이 마을 西뼈.11의 空虛를

富한 歷史的 記鐵이다 75) 짜라서 景觀을 연쿠화

牌補한다는 것은 洞民들에게 空間的 底護를 통

는 地理學者는 單純한 空間이 어 떤 過程으로 彈

하여 求心的으로 달혀진 實存的 據點， 즉 場所

烈한 A 間的 場所로 되 어 가는가를 究明할 필요

(마을)에서 “참으로 거기에 살고 있다”고 말할

가 있다 76)

수 있게 한다. 例를 들어 故獅을 떠냐 있던 사
람이 故鄭에 돌아오면서

바라보게 되는 開湖松

본연쿠에서도 開湖松이 物理的 存在만을 돗하

는 것이 아니라 A 間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의

은 ‘거기서부터가 우리 故獅이다’고 말할 수 있

하여 過去로부터

케 하는 것이다. 마을 西쪽 觀地 가운데 造山의

는 諸過程의 複合的 結果라는 觀點에서 앞에서

잎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또한 西限.Il의 空虛

의 考察을 再整理해 보고자 한다.

現在를 거쳐 未來에로 연속되

開湖松의 防風 둥 淡害를 방지하는 實際 效果

를 牌網하기 위한 것이다.

開湖松은 江中에 있는 까닭에 홉沈에 의해서

가 크지 않더라도 수풀과 洞數의 一般的 機能과

뿐 아니라 洪水와 같은 淡害에 流失되는 일도

開湖松의 立地 特性에 비 추어 村落 防護에 대 한

많았다. 마을사람들은 完議를 통하여 開湖松을

期待가 있었을 것이다. “祖上들이 松을 섬을 혜

A 寫的 f::!t木으로부터 지킬 뿐 아니라 開湖松 터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냐"77) 하듯이 開湖松 조성

천에 쫓門多73)을 심어 토양이 流失되는 것을 막

의 취지 ‘補水口之空虛’가 함축하는 바는 心理

고 척극척으로는 松을 더 심어 白雲훔까지 松林

的언 것을 포함한 多樣한 防護投害U을 期待하였

r으:로74) 연결하는 開湖松 據大 努力을 기울였다.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植樹된 樹種이 당시의

開湖松은 수백 년 동안 村落共同體(洞中) 혹은

代表的 經濟 樹種안 松언 까닭에 그 經濟的 利

民族共同體(門中)라는 公共的 方法요로 精誠스렵

用價 f直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

71)
72)
73)
74)

Norberg-Schulz , C. , 前揚書， p.30.
Norberg-Schulz, C. , 前觸書， p.38.
백품아재벼과의 다년초로 산의 나우 그늘에서 냐는데 뿌리는 약초로 쓴다.
宗孫 金時雨씨에 의하면， 開빼松의 補隆 및 擬大事業은 義 EË所에 의하여 淡害나 春짧期 洞民에 대한 救

tOL事業으로 많이 행해쳤다 한다.

75) SamueIs, M. S. , 1978, “Existentialism & human geography, ’ Ley , D. & Samuels,
Humanistic GeograPhy ,' Prospects & Problems , Maaroufa Press, Chicago, p. 293.
76) Tuan, Yi-Fu , 1976, ‘ Humanistic geography, ’ Annals 01 A. A. G. , v.66, p. 269,
77) 金尙泰 (21 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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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

뚝에 높은 握防을 쌓겠다는 政府의 計劃은 開湖

았다는 것은 이며 고찰한 바이다.
이러한 洞蘇 開湖松의 防護林 機能과 經濟的

松과 쑤가 많慣펀다는 마을의 陳情으로 시 행되지

必要性을 유발하였으나

않았다. 그빼문에 握防이 부실한 내앞쪽 논 • 밭

동시에 自然的 流失과 A 寫的 훔{J<:의 危險도 초

은 洪水 때마다 피해를 보지만 이 정도의 揚害는

價{直는 造成과 保護의

래하였다. 이와 같은 環境파 A 間行動 내지

A

間集團과 그 資源과의 緊張關係를 調節하는 機

洞數의 存在가 적어도 心理的 補慣을 충분히 한
다고 생각하여 不滿스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80)

그러나 지금 건설중안 臨河댐이 완공되어 開

制는 흔히 文化的으로 規定펀 方法으로 나타난
다

湖松보다 下流에

78)

補助댐 이

葉造되 면 開湖松은

朝蘇時代 士族 民族村落의 特徵的 文化規範안

水沒의 危險을 면치 뭇한다. 大規模의 空間計劃

尊祖童宗하는 價 f直觀이 開湖松 保存의 根本理念

으로 나타냐는 環境問題 解決策은 ‘生活世界’ 의

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開湖松 守護主體를 洞中

徵妙함과 意味를 포함하기에는 지나치게 機械的

에서

이고 單純化되는 경향이 있다.

門中으로 變更하여， 非同族 洞員을 마을

意멍|、決定 主體에서

배제시키는 데서

냐타났다. 開湖松을 비롯하여

단적으로

1!펙山의 松林保護

은 祖先뿔拜라는 彈力한 {需敎的 倫理를 배 경 으

5.

쫓約과 結論

로 하는 義11:所라는 民族的 메커니즙을 동해 성

공할수 있었다.

本빠究는 村落 수풀 洞數에 대한 文化生態學

짜라서 開湖松에 대한 愛著과 意味麻與는 本

的 考察파 意味購與의 本質을 추적하고자 했다.

質的으로 祖先에 대한 意識과 관련된마. 洞民들

朝購時代 몹落파 村落에 는 수풀〔林歡〕을 조성

이 開湖松과 연판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風

하여 村落을 羅廠함으로써 바람， 모래 , 洪水 둥

致 둥 다른 데서 시작하더라도 결국 祖先에 관

淡害를 방지하고 風水上 空間構成의 缺點을 牌

한 것으로 歸훌훌펀다. 宗族的 細帶의 空間的 體

補하거 나 l건l한 地形을 壓路하는 投좀U을 부여 했

驗이

다.

開湖松에

JlT藏된 것이다. 이란 意味에서

그러나 현재는 많은 村落 수풀이 消械되고 몇

開湖松에 含춤펀 場所性은 洞民이나 義城金fÇ에
관련된 것이지 外部人， 쿠경꾼， 通過人 혹은 觀

몇

村·落에서만 洞數로서

보존되고 있다. 特히

典型的 土族 ￡族村落에 서 洞數가 특별한 풍護

光客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79)

閒湖松에 주어진 意味는 근본척으로 特定 時

속에 잘 保存펀 것은 그 立地特性에서 연유한

代의 文化的 · 社會經濟的 條件을 배경으로 형성

具體的 防護 f뚱害U 해문이라기보다는 住民의 文

된 것이다. 村落이 住民活動空間의 ~部밖에 되

化的 特性에서 起因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 뭇하고 農親社會의 {需敎的 文化가 盧業社會

내 앞마을은 安東地方의 代表的 士族 民族村落

의 挑戰을 받아 解體過程에 있고 또 防護를 洞

으로서， 洞藏는

蘇에 1fr存하지 않는 時代에 있 어 서 洞數의 意味

불리는 雜木林이 造成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은

‘開湖松’이라는 松林과 ‘쑤’로

는 模湖해지고 愛著은 弱化될 수 있다.

특히 開湖松에 特別한 愛著을 가지고 400년 가

開湖松 保護에 대한 洞內 老年層과 좁年層의

까이 꾸준한 保護를 하여 왔다. 雜木林안 쑤가

關心程度가 차이냐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江提防 위에 입지하여 洪水 둥 %害防止에 具體

大規模의 空間計劃에 서 洞數가 그동안 누려 왔

的 投害U을 하는 테 1:Jl 하여， 開湖松은 마을 西뼈

던 場所性은 重要한 考慮對象이 되지 뭇하고 있

의 江 下流에 있어 겨울 季節風 方向파 일치하

다. 수년 천에 洪水害를 막기 위해 내앞 쪽 강

지만 마올에서 꺼리가 멀고 江 바닥에 있어 高

78) Moran , E. F. I 1979, Human Adaptability, Duxbury Press, p. 53.
79) Jackson J. B. 은 외푸안， 쿠경꾼， 그러고 무엇보다도 소바자를 위한 建葉은 他者志、向的 建葉이라 부르고

그 안에서 살고 일하는 사랍에게는 아우란 제시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Relph， E. 前휩書， p.93에서 引用)
80) 옳衛近써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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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가 낮은 까닭에 防風， 防웹~ , 洪水防止 둥 淡

에 부여하는 意味는 보다 根源的이고 永續的이

害 防止效果가 척고 더우기 江中에 업지하여 流

다. 洞數에 대 한 場所性은 過去뿐 아니 라 現左

失의 危險야 크다.

와 未來에 있어서도 住民의 故獅에 대한 뿌리意

이렇

n 寶際的

防護效果가 척은 開湖松을 特

別히 保護해 온 것은 마을사람들의 實存的 空間

識으로서 外部世界에 대 하여 自 己正體를 確認하
는 데 重要한 投害U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認識파 祖先뿔拜의 備敎的 文化傳統과 깊은 關

景觀에서 意味를 求하는 것은 그것이 딩然파

聯이 있다. 내앞사랍들은 開湖松올 先祖가 家門

世界에 대한 人間의 文化的 介入으로서 그 핍體

의 터천올 지키기 위하여 造成한 것으로 先祖의

가 興味있을 뿐 아니라 보다 重要한 것은 오늘

뭇을 저버려지

온 것이

날 外部志向的이고 大規模的안 環境計劃의 單純

다. 開湖松이 家門의 터전을 지킨다는 것은 實

{生을 N.省하고 現存하는 場所의 維持와 操作，

際的 防護보마는 風水的 說明에 기초하여 내앞

그러고 새로운 場所의 創出에

마올은 西쪽 水 口의 空虛를 牌補함으로써 바 로

혜문이다.

않기 위하여 守護하여

기여할 수 있기

소 名基(堂)가 펀다는 實存的 空間認識이다.
近 400'\.칸 동안 洪水와 특히 A 寫的 홉 f::!t로부
터 開湖松올 守護할 수 있는 것은 開湖松 保護

<寶

에 朝蘇時代 士族集團의 核心 文化規範안 祖先
뿔拜의 意味를 푸여했기 혜문이다. 소냐무는 朝
蘇時代에

料>

「開湖種松禁護議序」

‘松括百木之長’이라 하여 多樣한 用途

開湖種松一事 담先世曾有某樹 而野火川:張鐘然

의 資源으로서 禁松이 널리 랭해졌다. 내앞마을

無--t좁者， 已過十年 寫子孫而居此里者 尙忍何

에서는 先祖의 遺物안 開湖松을 홈 f尤로부터 保護

以寫懷 而必悲敬止於何所冊， 今與同里諸君子，

하기 위하여 禁松完議를 만들어， 守護의 責任을

同約盡聽 i 里下 A

村落共同體안

之意

洞中에서 民族共同體인

門中으로

種之千餘:f*， 應幾不廢先人

暴P寶我輩不得禁護之罪. 坐中前府使浦執

옮기고 義뽀所라는 門中組織에서 開湖松파 폐山

動而更與相約日， 今日之松， 種別種훗， 此後火

의 松을 보호하였다. 즉， 내앞마을의 禁松은 祖

燒可異也，放火而不知禁，放牛후而不知禁， 則

先몇拜의 文化的 方法으로 행해졌다.

今 日 我輩之所再種者， 亦且第然無 τf 좁훗， 其視

짜라서

開湖松은 實存的 空間認、識에

의해서

前 日 不忍、寫懷者不亦左乎， 凡我同里之 A 若不思

造成되었으며 祖先뿔拜라는 文化的 方法으로 守

其祖先則답짧有옆敬之心 知其不可不繼先 A 者，

護되었다. 이것은 A 口集團과 그 資源간의 均衝

則必無盡其心者총. 凡我同里之 A 盡相與뺑之載

을 유지하는 機制로서 文化的 方法의

效率性올

나타낸 것 A로 생 각된다.

「洞中追完議」

한편 洞民들은 開湖松에 서 故椰마을을 뚜렷 이

領域化시 켜

完議

限定하는 景觀的 象徵을 知覺하고

右文寫今此開湖松 實是 先代之所手種 而薦護

그 守護過程올 통하여 共同體的 價f直와 生活經

宗基家蘭者也. 凡居此里守 先蘭者 熟不盡誠致

開湖松은 마올파

力於保護宗基洞蘭之道歲. 其不輕如是故洞 A之

祖上 곧 故때에 관한 意味로 가득찬 場所性을

驗을 共有하여

왔마. 짜라서

不敢犯빠딘， 不可言前後官家몇用非不許多， 而

부여 밭게 되 었다. 이 場所的 愛훌은 本質的으로

尙且寫之參勳愛惜不一.li1f取則此實此洞百餘戶

共同體 內部的안

것이기 해문에 外部志向的 觀

存亡之所係也， 奉前規守洞法之道固不敢輕議월
乎홍， (A)f 今此金校理所遭實是千古所無之變，

光價f直와는 구분된다.
現代에 와서 i同顧의 生態學的 機能파 住民의

五句京微六次受뻐IJ ， 其間資費不可數計， 數月 之

場所的 愛훌은 生活에서 村落空間의 比重이 낮

內三面餘金， 觸且不足本家處週之中， 專賴遠近

아지고 짧敎的 傳統이 무너져감에 짜라 弱化될

親舊顧助之力， 而 øn 今事勢無路可繼. 凡我一펌

수 있다. 그러나 場所的 存在로서 A 間이 景觀

之 {fP 賴於zp.日者， 皆有百身以隨之願， 則雖使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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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田현出力相助投無所惜，而第以各家廳걷， 事

舊法. 坐見舊物之日就빼盡， 홉若稍加通變. 不

不如情是乎等以， 洞中諸A聚首相議， 自抽木릅t

負我先代手動培植之意龍. 論此松者

指ffi樣發賣許助乎훗. 此後~폐員中如有意外週樓

김伯之葉孔明之相， 然在今續是歐後語，

則或不無籍 口홉 ßt之事是去乎. J 洞中諸員齊會젠

言之， 則是乃lj!果木石之類耳， 一技半쩌夫뿔他

成擬之於
自我家

視後，如是定議是在果，此後則洞員中雖有京獅

A所可與歲. 夫然則保護之責，推在於我先祖子

혔逢變之家是乎Z뺨良置，至於此松段更不敢生

孫， 不必推讓於洞中也，顧初之付諸洞中，所以

意， 以遺 先輩훌훌械之意事.

重保護之道也， 今日之還屬콤門所以， 救無훌훌之

TB

八月

廳也， 救無훌륭之廳 而有益於保護之道則 何可以

日

更變寶章뚫緣乎. 是乃所以遺先意， 而不得罪於

洞員 28A 名單 省略

陸降之靈者也. 且廳以宗洞홉重P，11 ， 不可專委於
理當笑. 遠近各派一體致力，然後事面重훗， 道

「開湖禁松完議」
完議

本里子孫是庸合席相議， 作寫完文， 빔 今以往，

川前之有開湖松廠推舊롯， 與엽先祖通禮公훌훌基

合羅홉心몽加愛護，使累百年護守之物，不至經

以後， llP 種比松以補水口之空虛， 子孫愛護此松

歸於鐘然以無負

之道， 蓋不置尋常훌掉之此而 E也. 萬歷 ZB 大

凡我同宗其各;융:之짧. 禁護節텀條列如左

水後， 雲川先生個議改種，

作年此松之鏡賣納鍵，至有第然之境者， 置

寫之作完議若序文，

非本洞不動之致.

其繼述修補之意T寧銀뼈tl ， 至今奉讀如面命而耳

寫我

有定出有司事.

生祖子孫者尙有悲敬愛惜之心.

一. 官家或有材木求請之事， 本里有司急急通告

(B) r 況無此松則無川前必롯， 而川前則我宗洞

手他里有司以寫高聲爭辦事.

之所在也，宗훌興廢係於此松， 則其於尊祖重宗

一. 無論本村與他村有司之員不動於守護之節，

之義， 尤뿔不盡心於保護此松之道， 而其所以同心

協力各自動動者 又뿔有遠近親陳之間龍.

自今以後守護之道不 •••••.

일부 탈락 ....•. 票里金漢等處各-뒀式定出

提， 今於文集中可考而知也， 設令此松無所於生

居利害，

祖先훌훌後之遺意， 是所望也.

i 家齊會論關事-

J (C)

「昨歲亂빠之購， 實往古所無之變， 官令所追固有

本洞雖有要用不可빠取， 至於風落水落之木

無可奈何者， 然數百年先代舊物一朝寫租羅輸納

亦不可擔用， 屬之於禁松有司事.

之用 j ， 行路曉傷鄭鄭代養. 我金之居在本里者，

一. 티後久遠之後， 子孫門族中

或有私펌犯?i1T

雖以此得經뿜微之福，뿔敢有一分펌幸之心， 而

之 A是去乃， 本洞他姓之 A

或有希望之心

散處族黨之驚j縣慣健又當如何歲.

是去等， 遠近子孫齊聲물官戀治事.

(D) r此路一

開， 便作規例， 每遇擬羅， 朝L 復빠賣， 則幾何以
不至於灌灌 j ， 言之至此，

良可痛心，

以來， 論者朝l 以門戶之훌靜，

一. 各里有司聚會本洞之際， 朝갖供購之資無出
處， 뻐浦洞田二斗落只屬之於禁松所有司次

펌有此事

知用下寫乎총， 無故時總꺼往來廳費事.

事勢之第追寫言，

(E) r 然原其所以此之由

則蓋以名之以洞物故

也」雖以三代之良法美制，

久則響生， 我先代始

一. 秋月乃是此松要近之池， 水眼時每有倫빠之
愚， 秋月 村漢二名差出技千事.

種此松之日， 屬之洞中， 而不作一家之私物者，
丁표 二月 初十日

뿔不出於重禮鏡， 圖永久之意. 而世道日下， A
心不古.

座덤 99 名 名單 省略

(F) ["下至購鐘亦有杰涉希觀之意 j ，

禁松有司 9 名 名單 省略

此뿔非久作洞物， 많11 致其廳者耶. 縣生而更張之，
乃揚益之通義， 古音賢 A 之所不得也. 興其陽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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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ural Settlement Forest: ‘Dong-soo’ oÍ'
Traditional Village, Nae-ap ìn Andong Area
Duk-hyun Kim*

ho-song( 開湖松)’

Summary;
This is a study of rural settlement forest
with emphasis on the cultural-ecological
process and the meaning in the rural
landscape.
The settlement forest was planned to
serve as windbreaks and to provide a more
desirable local climate. Especially in Yi
Dynasty period, the settlement forest was
to complemεnt the spatial structure of
village in view of ‘ Pcong-soo(風水)’ . According to principle of ‘Poong-soo’ the
opening of outlet of river in a v i1lage must
be complemented by planting trees and 80
forth.
This multipurpose forest in traditional
villages is called ‘Soo(쑤)’ or ‘ Dong-soo
(洞數)’ • ‘Soo’ is located on the west riverside in Andong area. Because winter monsoon blows eastward and th~ Nak-dong
river flows to west. Presently most of
‘500’ were diεplaced by riverbank or farmland, but typical ‘ Dong-soo's have kept
their original form at ‘sadaebu’ (士大夫 :
priv i1iged class in Yi Dynasty period) clan
villages in Andong area. 1 think tha t the
preservation of ‘ Dong-soo’ is associated with
ancestoral worship of the clan village.
In study area, Nae-ap v i1lage, there are
two types of , ‘Dong-soo'. One is called ‘Gae-

and the other is only ‘ 500'.
The former is composed of pine trees, the
latter, scrub trees. In Korean tradition ,
pine tree has been highly valued and praised
by virtue of its various utility and sty1ish
shape( “松括百木之長也’， ‘落落長松).

‘Gae-ho-song’ was first planted four hundred years ago and replanted several times.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river, it can
be washed away by f1 oods. And because
pine tree was highly valued, it could be
cut down. Moreover it was too far from
v i1lage to serve as windbreaks. After all
these conditions, ‘Gae-ho-song’ has been
preserved by villagers for four hundred
years. The villagers have deeply felt involvement with and profound attachment to
‘ Gae-ho-song’ as a meaningful place. The
preservation of and the attachment to ‘Gaeho-song' can be explained by means of
cultural-ecological views and humanistic
a pproaches.

‘Gae-ho-song’ was planted for complementation of spatial structure by village
founders. They believed that Nae-ap, their
home v i11 age, could be good place( ‘名基’ ) by
fencing river outlet( “補永口 之空虛’). ‘ Dongsoo' was a 80rt of adaptation to natural
environment. lts practical functions are
those of windbreaks and fortification of
riverbank. The villagers organized their

Journal of Geography , Vo l. 13 , 1986.12 , pp.29--45
* Ful1 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Co l1ege of Education , Gyungsang National Univ야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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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not only for utility but also for
existential consideration. The existential
function of ‘Dong-soo’ is fencing and definíng the space of village. The existential

clan members. Villagers thought that ‘Gaeho-song' is the symbol of ancestral worship
and root of their village.
In view of the resu1ts 80 far achieved ,

space perception or cognition is regulated
culturally. The villagers of Nae-ap believed
in principles of ‘Poong-soo’ and worshiped

the villagers of Nae-ap have a clos~ attachment to and a familiarity with ‘Gae-hosong' . They ha ve realized ‘Gae-ho-song’
defining Nae-ap as their home. And they
have believed that ‘Gae-ho-song’ is a place
which is full of meaning and value about
home and ancestor.
We can seek meaning in this rural landscape. 1 believe that this place and the
sense of place can provide a val ua ble aìd
for the modern design of environments.

ancestor by confucianism. They had a firm
belief that , if ‘Gae-ho-song’ had not been
for , their v i1lage Nae-ap would not exist;
if Nae-ap had not been for , their ‘sadang’
(폐堂 : sanctuary for ancestral worship) could
not exist ( ‘無此松則無川前必젖， 而川前DD 我宗펴
之所在也. 宗基興廢係於此松， 則其於尊祖重宗之義).

By dint of cultural arrangements above
mentioned , ‘Gae-ho. song' was preser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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