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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mon敎의 西部移動과 分布에 關한 細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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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移動經路

(2) Oregon Trail과 Mormon Trail 
(3) Nauvoo 

1. 序 릅 

《차 

본 연구를 통해서 美國 大益地(Great Basin)地

域으로의 모르몬(Mormon)敎 移動過程과 環境認

知가 分布에 미 친 영 향을 究明하고자 한다. 이 

것 은 유타주를 비 롯한 Rocky Mountain States1) 

의 A口特性을 연구하는 일차적 課題이다. 모르 

몬敎의 中核地域인 유타州로의 A口移動과 定훌 

過程은 ‘환경 에 대 한 認知(perception)와 克服’ , 

‘開招精神’의 본보기이다. 동시에 현재의 美國

內 모르몬敎 分布狀態를 파악하는데 必須的인 

연구과정이다. 

본 연구는환경인지와적응， 生活컬間의 據散，

地域開發의 意味， 아울러 地理學에 서 의 A文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主題인 인구， 환경， 인지， 적응， 분 

* 본 논문은 全南大學校 핍究助成費에 의한 것임. 

趙 惠

려1))-----------

(4) “This is the place" 

鍾**

4. 分 布 ! 

(1) 훨 因

(2) 時期分類 및 形態

5. 要約 및 結言

포 등은 社會科學 연구의 主流를 이루고 지리학 

의 論題들로서 도 자주 등장한다. 또한 지 리 학의 

行態論的 연구라는 次元에서도 본 연구는 상당 

한 意味를 갖는다. 본 연구는 자료의 추적 과 현 

지 路養로 접근한다. 

2. 移動의 性格

모르몬敎2)의 서 부이 동은 ‘Mormon Exodus,’ 

‘Puritanism’의 再現’ 3) 심 지 어 영 국 리 버 풀(Liver

pool)에 서 발행 되 는 모르몬 신 문 Millenllial Star 

紙에서는 ‘모세의 奇置 以後 가장 위돼한 기적’ 4) 

오로 표현하고 있다. 

모르몬이 미국 동부 오하이오州 커틀랜드 

(Kirtland)로부터 서부 유타州 중심의 大益地지 

역으로의 이동은 당시 西進運動에 참여했던 다 

른 모든 사람5)과 같이 ‘開招者’ 라고 하는 일반 

본언을 끓問敎授로 招請하여 資料魔集에 많은 도움을 주신 美 Utah大學 李廷흉 敎授님께 感謝드린다. 
** 全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敎育科 助敎授
1)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빙， 유타， 콜로라도，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等 록키산록의 8개 J、!~로 이의 
인구 특성에 관한 연구는 2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엄. 

2) 原名은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末 日 聖徒 예 수그리 스도) 염 • 
3) Mulder, W. , 1957, “The Mormons in American history," Bμlletin 0/ the U:ηiνersity 0/ Utah , γ01. 

XL VIII, no. 11, p.14. 
4) “ Millennial star," 1852, vo1. 14, p.300, quoted in Jackson , R. H. , 1978, “ Mormon perception and 

settlement," A.A.A.G. vol. 68 no. 3, p.331. 
5) 주로 毛皮사냥꾼， 모피무역엽자 그리고 金鍵業者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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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개념오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모르몬은 서부에 移住， 分布하는 가장 

규모가 큰 組織的 棄團이 다. 그들이 곧 서 부로 

이동한 첫번째도 아니요， 유일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개척자보다도 매우 계획적이 

며 조직적이었다는 것은 明白하다. 그것은 그들 

이 多數의 相對와 對決해 야 하는 小數의 宗敎集

團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시온(Zion)성을 짓기 위해 

서는 강력한 지도충의 통제력을 필요로 했기 해 

문이다. 그런 점에서 모르몬 이주자들은 하나의 

軍隊6)와도 같았다. 

둘째， 환경적응에 있어 卓越하다는 點이다. 

비 록 쏠트 레 이 크 밸 리 (Salt Lake V alley )의 

420 N선 以北에 대 한 브리 감 영 (Brigham You

ng)7)의 기후환경 인지에 찰봇이 있기는 하지만 

돼분지의 그같은 慧條件 認知에도 不抱하고 과 

감히 목적지로 선택하게 된 과정에서도 나타나 

었다. 그들은 요하이오-미시시피 河씁에서 행 

하였던 작물재배와 가축사육이 쏠트 레이크 밸 

리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믿었으며 8) 미리 灌職

術을 익히고 실제로 도착 직후 관개시설 설비와 

파종 등 건조기후 환경에의 적응을 훌륭히 해냈 

다. 도착한 처음 한달동안 840에이커에 결쳐 메 

멀， 옥수수， 콩， 감자， 순무 둥을 재배하였으며 

1607}족이 그해 겨 울을 날 수 있는 요새 를 건설 

하였다 9) 관개술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리오 그 

란데 (Rio Grande)의 스페 인 사람들과 大差 없 었 

으나 후에 그들은 독자적으로 현대적 방법을 考

案하였다 10) 

세째， 모르몬의 서부이동은 生存을 위한 必然、

的 결과였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토지확보， 

모피획득과 무역， 採鍵 등 이윤추구의 經濟的

移動임 에 比해 , 모르몬은 地域住民들과의 不和，

反目， 關爭에서의 生存， 종교적 理念實現을 위 

한 宗敎的， 彈制的 移動 바로 그것이 었다. 

네째， 모르몬은 家口移動이다. 모르몬 특유의 

一夫多姜의 複數結婚制가 가족동반의 대 가족 집 

단이동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Utah주 남북으로 

뻗 는 와셰 치 프론트(Wasatch Front)의 1860'" 

1880년의 평균 性比(sex ratio)는 10011 ) 인데 대 

해서 1860년의 캘리포니아 센서스에서는 60012) 

￡로 나타났다. 개척지의 초기 인구성비가 모르 

몬처 럼 협等한 것은 아주 도문 현상으로 特記할 

만한 사실이다. 

다젓째， 모르몬의 서부개척 성공은 宗敎的 信

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하이오~미시시피 

~대분지로의 이주 전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작 

용하는 힘의 원천은 그들이 神의 加護를 굳게 

믿었고 그들의 지도자를 神의 意志를 代身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에 있 

다. 즉 그들의 意思決定은 몇 몇 지 도자들에 의 

해서 이루어졌고 곧 신의 돗으로 받아들여졌다. 

大平原(Great Plains)도 신의 도움 없이는 극복 

할 수 없는 장벽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쏠트 레이크 밸리와 全 유타， 또는 대분지에서 

의 환경극복과 청착성공을 聖徒들의 믿음과 神

의 加護로서 규정하고 있음은 영국에서 발행되 

는 모르몬교 敎誌인 Journal of Discourses13) 곳 

곳에서 발견된다. 

여섯째， 科學的 맑究를 들 수 있다. 오슨 포 

6) 실제로 멕시코 전쟁 해 미 t 합중국의 요청으로 소위 모르몬 大隊(mormon Battalion)을 펀성한 바도 있다. 

7) 1844년 敎主 죠셉 스미스(Joseph Smith)의 死後 2代 대관장이 되었￡며 모르몬 大移動의 실제 지도자. 
8) Jackson , R. H. , 1978, “ Mormon perception and settlement," Annals 0/ the Association 0/ American 

Geographers, vol. 68, no. 3, p.322. 
9) Berrett, W. E., 1985, The Latter-Day Saints, A Contemporary History o/the Church 0/ Jesus Christ, 

Deseret Book, Salt Lake City, p.247. 
10) Jackson , 1978, op. cit. , p.333. 
11) Wahlquist, W. L., 1978, “Pòpulation growth in theMormon core area: 1847"-'1890," in Jackson, 

R. H. , ed. , The Mormon Role iπ the Settlemeπt 0/ the Wes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Provo, p. 125. 

12) English, P.W. , 1977, A Qιestion 0/ P lace, Happer’sC이lege Press, p. 507. 
13) Jourηal 0/ Discoμrses， 1852, Vol. 6, p.295; 1863, Vol. 10, p.329; 1865, Vol. 11, p.177; 1884, Vol. 

25, p.105 quoted in Jackson , op. cit. , pp.318, 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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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트(Orson Pratt)는 매 일의 캠 핑 장소의 繹度，

經度， 高度， 大氣狀態， 動植物群의 변화 둥을 

관찰하였고 윌리 암 클레이튼(Wi1liam Clayton) 

은 바퀴에 붉은 천을 달아서 바퀴의 회전수를 

셈으로써 여행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그리하여 距離測定器(odometer)는 발명되 

었다 14) 거리측정기는 고대 로마에서 고안， 사 

용한 적도 있고 조선시대 記里鼓車와 같은 것도 

있어 모르몬에 의해 처음 고안된 말명품은 아니 

다. 그들이 많 發明된 거리측정기를 얼마냐 모 

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부이동 중에 고안 

해 낸 것은 그들의 과학적 創意力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移動 時， 農器具， 製材所 器具，

木工器具는 물론 역사， 지리， 천문， 수학， 히브 

류(Hebrew) 문법 등 각종 책 을 포함한 학교교 

육자료를 가져 간 것 15)은 교육， 과학에 근거 한 

未來에 대 한 洞察力을 짐 작케 한다. 

3. 移動過程

(1) 移動經路

‘ 。regon C i Iy 
- ....... ,.., 

-、
l 

‘ 
、_ f l. Bo ise 

-.‘ f l. Ha ll 
、 , e,‘ 

‘ 

모르몬敎는 美 東部의 버 몬트주 출신，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에 의해서 1830년 뉴욕주 

페이에트(Fayette)에서 조직된 것이 始發이나 실 

제 로 宣敎활동과 1 ， 000명 以上의 敎人을 확보하 

는데 성공한 것은 1831년 오하이요주 커틀랜도 

였고 이 곳에 그들의 본거지를 두었a무로페 커 

틀랜드를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종當하다. 그들 

은 地域住民들과의 지속적인 反目과 홉顧으로 

因해 陸路 또는 海路를 통한 서부로의 긴 여행 

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육로는 그들의 認識호間이 넓었던 만큼 한마 

디 로 言及하기 는 곤란하나 主移動經路는 追없;할 

수 있다. 이동하기 前 모르몬은 충분한 서부 認

知活動을 展開했다. 특히 록키산맥과 대분지 자 

역에 대한 인지는 주로 모피사냥꾼， 무역업자， 

탐험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육로의 이동경 

로를 표시 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Fayette(뉴욕， 1830)→Kirtland(요하이 오 18 

30"'1831)• St. Louis(미 조리 )• lndependence (18 

31"'1836)• Far West (1836'" 1839)→Quincy(일 

리 노이 스)→Nauν00 (1 839"'1846)• Mt. Pisgah 

ι짝 

~.-、、// 、 、 /..;" 
/γ--~.;:::‘--'-→，. \ '-.';- Wi nter 

QJart .rr‘ /11 ‘ ..... ~ ι까←’깐_ Bridger 

ζ":/ s‘ ’ t lA ke CI t ,. 

Sú“상’ [ 、\핏월? ‘、1\ 파 ∞ 
、 、‘\ 

、- --、

꾀c꽉~ 
、/、

Pueblo .,.. 一Ben ‘ s Fort 、 내 I 쩌e야 ndence r ... -_ _--

/ //;; 

/ 

D 100xl miles 

100 4xl lXl ^" 
--- M:> mnn Traìl 

___ ~bmt>n Ba‘ t 1 ion 

___ • Ore l/On Trai 1 

_"_" Ca li(ornia Trail 

그림 1. Mormon의 西部移動經路

14) Berrett, W.E. , 1985, op. cit. , p.235. 
15) Roberts B. H. , 1930, A Compreheηsiνe History 0/ the Church 0/ Jesus Christ 0/ Latter-day Saints, 

Deseret News Press, V. 3, p.27. 
16) Berrett, W.E. , 1985, op. cit. ,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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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오와)→Winter Quarters(네 브라스카， 1846) 

• N. Platte江→Chimney Rock• F ort Laramie 

(와이 오밍 )• Fort Bridger• Salt Lake City(유타 

1847) : 이탤릭체는 重要擾點.

한편， 美合꿨國의 요청으로 멕시코전쟁에 참 

여 키 위 해 모르몬大隊(Mormon Battalion) 가 미 

시시피강을 사이에 두고 윈터 쿼터스에 인접해 

있는 Council Bluffs에 서 조직 되 어 캘 리 포니 아로 

進軍함￡로써 또 다른 하나의 陸路廷回路線이 

생겼다. 즉 Council Bluffs(아이오와)→Fort Lea-

venworth(캔사스)→Santa Fe(뉴 멕 시 코)→Rio 

Grande를 따라 南下→Tucson(아리 조나)→San 

Diego (캘 리 포니 아) 17)• Los Angeles • Sutter’s 

Fort(현 Sacramento)• Carson City(네 바다)→ 

Humboldt강과 Snake강을 따라 -• Fort Hall(아 

이 다호)→Salt Lake City와 같은 매 우 광활한 

지역을 1년에 걸쳐 우회하여 쏠트 레이크 시티 

에서 合流하였다. 그리고 Fort Leavenworth와 

Santa Fe 중간 지점에서는 출발시 동반했던 부 

녀 자들을， Santa Fe와 Tucson 사이 에 서 는 病者

들을 Pueblo(콜로라도)즐 통해 Winter Quarters 

로 몰려부내기도 하였다. 

海路르는 1846년 뉴욕항을 출항하여 멀리 南

美 Cape Horn을 돌아 Yerba Buena에 이 르는 

이른바 ‘New Hope'의 식민개척을 이루었다. 즉 

Brooklyn號로 뉴욕→Cape Horn-• Juan Fernan

dez섬 (철 레 )• Sandwich Is. (현 하와이 제 도)의 

호놀루루→Yerba Buena(현 샌프란시 스코)에 이 

르는 약 6개월에 걸친 太平洋뿔의 식민개척이었 

으며 주로 동부의 농부， 기 술자와 함께 농기 구， 

언쇄기 등을 운송하였다.뻐 이들 海路聖徒 가운 

데 일부는 1848"-'1850년 사이에 쏠트 레이크 밸 

리의 모르몬본대와 합류하였다. 

(2) Oregon Trail과 Mormon Trail 

Oregon Trail과 Mormon Trail은 당시 경 로가 

비슷한 서부이동의 주요 통로이면서도 성질상 

차이가 있다. 

Oregon Trail은 1804"-' 18061건 Lewis와 Clarl 

가 오레곤에 이르는 서부지역 탐험 이후 감리교， 

침례교 등 기독교 선교사들의 北西部 인디언에 

대한 선교활동 통로， 또는 금광탐사자들의 통로 

가 되 었 다. 1843"-'1945년에 는 12， 000명 이 상이 

이 걸을 따라 오레곤에 이르렀고 1847년에는 國

道가 되었으며 향후 40년간 서부로 가는 주요 

교통로가 되 었 다 19) 1849년의 forty-niners20) 에 게 

도 통로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금 

생 산에 도 한 몫을 하였 다. Independence• Platt 

강→Ft. Laramie-• Ft. Bridger• Ft. Hall• Snake 

강→Columbia강→오레 곤주에 이 르며 많은 사람 

이 이용하였으묘로 A骨， 馬骨， 부서진 馬車의 

연속된 걸이기도 하다. 

Mormon Trail은 냐부에 서 목적 지 인 쏠트 례 

이크 시티까지의 모르몬개척자 대이동의 통로로 

서 플래 트강을 사이 에 두고 江南의 Oregon Trail 

과 평행하게 따라깐략. 그들은 이미 개척된 펀 

리 한 Oregon Trail을 놔두고 Mormon Trail을 

새로이 개척했던 것이다. 만일， 브리감 영의 한 

집단만이었다면 Oregon Trai1을 따랐을 것이다. 

그들은 이 후 뒤 따라 올 수 많은 모르몬을 위 해 

Oregon Trail보다 더 가까운 새로운 걸을 원했 

다. 버 록 당시 는 마초도 부족하고 험 준하였으나 

대규모의 그들 후속집단에게 더욱 풍부한 마초 

를제공해 줄수있는새 걸을닦은것이다. 그 

들의 敵이라고 할 수 있는 젠타일 (Gentile) 21)을 

피하고 또 景觀과 경혐의 변화를 바랬고 때로는 

수 마일에 걸쳐 물소 떼가 보이는 걸을 원했다. 

제 4 代 대관장이었던 윌포드 우드러프(Wilford 

Woodruff)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22)과 같이 말하 

고 있다. “부인과 어린애들을 동반하고 있지 않 

은 우리 가 뒤 따라 올 성 도들을 위 해 북쪽 걸 

(플래트 강 이북)을 개척할 펼요가 있다. 그 걸 

17) Santa Fe",San Diego는 오늘날의 Santa Fe 철 도와 Southern Pacific 철 도의 통로가 되 었 다. 
18) Rich, R.R., 1972, Ensign to the Nations-A History 01 the LDS Church Irom 1846 to 1972, 

Brigham Young University Publications, pp.29"'32. 
19) Berrett, W. E., 1985, op. cit. , pp.232"'33 
20) 1849년 금광을 찾아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로 이동한 사람을 일캘음. 

21) 모르몬이 흔히 非모르몬A을 일컬으는 말. 
22) Smith, ]. F. , 1973, Esseπtials iπ Church History , 26th ed. , the Deseret Book Co. , 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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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성도들을 위한 永久的이며 다른 이주자들 

과는 별개의 걸이다. 물， 마초， 목재 등 이동에 

필요한 재료들을 두고 다른 이동집단과 분쟁할 

펄요도 없다(하천을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으묘 

로). 또한 마초도 하천 남쪽보다 훨씬 풍부하게 

성장할 것이다 

한편， Mormon Trail을 따라 이 동하는 동안 

모르몬은 인다 안들과 우호적 인 태 도로써 그들의 

습격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것은“인 

디안들과 싸우는 것보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펀이 더 싸다" 23)고 한 브리감 영의 말에서도 알 

수있다. 

(3) Nauvoo 

나부는 모르몬 성도들의 서부이동 중 건설되 

었던 宗敎聚落으로 1839년부터 1846년 이 른바 

나부 전쟁으로 축출될 때까지 약 7년 동안 모르 

몬敎의 가장 큰 중심지였다. 히브류語源의 ‘아 

름다운 곳’ 이 라는 뜻으로 ‘休息’ , ‘安息’ 의 의 

미도 內包하고 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미시시 

피강을 따라 북으로 약 300km 거슬러 올라가서 

미 시 시 피 강묵 동쪽， 데 스 모네 스(Des Moines) 

강과의 合流點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프레 

이리 (prairie) 평야가 展開되고 있다 24) 1841년 

당시 ‘세 인트 루이 스 도감(St. Louis Atlas) ’ 에 

서 나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인 구 8， 000"'9， 000의 나부는 일 리 노이 스주 제 

1 의 도시로 산업이 발달한 조용하고도 번창한 

23) Berrett, W. E., 1985, op. cit. , pp. 227 "'228. 

곳이다. 미시시피강 동쪽과 서쪽에도 이에 버금 

가는 곳이 없었다 "25) 

나부는 동부 주로부터 흑은 해 외 로부터 移住

하는 改宗者는 물론 며주리로 부터의 추방자들 

대부분이 모여들어 급성장했다. 公式的 인구 첸 

서스기록은 없으나 1844년의 인구는 12, 000'" 

20， 000으로 推算된다 26) 모르몬 철수 후 1885년 

B.H. Roberts가 그 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는 인 

구 1， 700명의 마을에 불과했고 1935년에는 980 

명으로 쇠퇴해버렸다 27) 

(4) “This is the place" 

대분지 지역은 모르몬이 미시시피-오하이오계 

곡을 떠 나오기 前 그들의 定著地로서 의 對훌地 

域이었다. 그러나 브리감 영이 1847년 7월 24일 

쏠트 레이크 벨리를 처음 본 순간 “This is the 

place" 28) (사진 1) 라고 외 치 껴 以前까지 는 정 착 

지로서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내려져 있지는 않 

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분지가 暫

定的으로 결정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처음에는 텍사스， 오레곤， 캘리포니아， 대분지 

등 여러 지역들이 考慮랬었으나 프리먼트(Fre

mont)나 헤이스팅스(Hastings)의 영 향으로 대 

분지 지역이 選定되었다 29) 특히 죠셉 스미스가 

1844년 죽기 直前 교회 지 도자들에 게 “이 제 록키 

산맥의 대분지로 향한 출발준비는 완료됐다 "3이 

고 말한 기록도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보아 

Mormon Exodus는 처음부터 目的地를 대분지 

24) Berrett, ].1., 1973, Joseph Smith and the Restoratio,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p.478. 
Smith, ]. F. , 1985, op. cit. , pp. 221 "'222. 

25) Brodie, F.M. , ed. , 1962, Route /roηz Liνerpoo1 to Great Sa1t Lake Valley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pp.205"'206. 

26) Berrett, W.E. , 1985, op. cit. , p.161. 
27) Rich, R.R., 1972, op. cit. , p.47. 
28) Arrington, L., 1958, Great Basiη Kingdom , Harvard Univ. Press, pp.39"'41. 

Mulder, W. , 1957, Homeward to Zion , Univ. of Minnesota Press, pp.25"'27. 
Smith, ].F. , 1973, op. cit. , p.370. 
Meinig, D.W. , 1965, “ The Mormon culture region: strategies and patterns in the geography of 
the American west, 1847"'1964," Aπna1s 0/ the Associatioπ 0/ Americaη Geographers, Vol. 55, No. 
2, p.197. 

29) Meinig, D. W. , 1965, op. cit. , p.197. 
30) Jackson , 1978, op. cit. ,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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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MormonOI 들어온 Salt L. 계곡( • 표)(상)과 
“ This is the place" 기 념 비 (하) 

지역 31)으로 設定했음은 거의 확실하며 前述한 

바와 같이 “This is the . place" 라고 한 말은 곧 

그플의 목적지에 드디어 이르름과 동시에 정착 

意志、를 표현한 것이다. 이로써 젠타일과의 不和，

年度 | 
1832 

1838 
1844 
1845 
1846 

1856N 

58 

1862 

1882 

1887 

표 1. 主훌 Mormon 追害史

史、 實

Ohio주 Hyrum에 서 敎主， J. Smith가 S. 
Rigdon과 함께 反 Mormon 폭도들에 게 
lynch당함. 

Smith가 Liberty 감옥에 投鐵됨 • 
Smith가 살해펌. 

Illinois 입 법 부가 Nauvoo 헌 장을 폐 지 함. 
Nativoo 전쟁 으로 聖徒들 追放당함. 
Utah 천 챙 (연 방군대 가 Utah에 進藍함). 야 
로써 1853년부터 시 작된 Mormon Temþle 
(Salt Lake City) 공사가 일 시 중단됨 • 
Anti-bigamy Law(Morri1l法)， 의 회 통과 

Edmunds Law 통과， 一夫多棄를 不法으로 
斷定. 개인적인 박해가 容易해짐. 

Edumunds-Tucker法. 대 관장의 법 인을 非法

化시키는 이 법안이- 대관장의 서명없이 제정 

됩. 여성투표권 박탈. 50， 000薦이 넘는 교화 

재산 압수. 

w. Woodru표 대관장이 복수결흔제 종식을 
알리 는 Muni.festo(공식 선 언 문) 발표. 

反目과 追害(표 1) 속에 시 작되 었던 모르몬교의 

서부이동은 대분지 속의 쏠트 레이크 밸리에 安

훌， 그들의 영원한 시온城을 건설함오로써 그들 

의 敎主인 죠셉 스미스의 모르몬교 이주계획은 

완전하게 실현시킨 것이다. 

모르몬이 처음 이 계곡에 도착할 당시 이 곳 

은 멕시코의 일부였다. 1848년 미국과의 조약에 

의해 미국영토가 되면서 ‘State of Deseret’ 32)로 

命名되 었다가 1850년 ‘Utah33) Territory’로 변경 

되었고 美合꿨國의 州가 된 것은 1896년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것은 주위의 콜로라도(1876) ， 네 

바다(1864) ， 아이 다호(1890) ， 와이 오밍 (1890\ 

캘리 포니 아(1850) ， 오래 곤(1859)에 비 해 훨씬 

늦은 것이었다.' 그 이유는 유타가 독특한 모르 

몬교 문화지역이었고 그로 인한 정부와의 마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31) 동으로 록키 산맥의 와세치산록， 서로 시에라 네바다 (Sierra N evada) 산백， 북으로 스네이크강， 남동으 
로는 콜로라도강으로 둘러 싸인 남북 1, 400km, 동서 걸이 600r、'800km， 약 53만 km2에 이 르는 대 분지 

이다. 네바다←거의 전부 유타의 西半， 그리고 와이오빙， 아이다호， 오레곤， 캘리포니아의 일부를 포함한 

다. 

32) 꿀벌이라는 의미로서 그들의 理想、社會實現에 있어 생산적인 근면성을 상징함. 
33) Amerindian의 한 종족연 Ute족의 명 청 을 딴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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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1870년 대 으1 Salt Lake City 조 감도 (국회 의 사 
당 도서관 지리지도과 협회소장) 

쏠트 레이크 밸리에 도착한 즉시 관개시설을 

비훗한 작물재배에 착수하고 쏠트 레이크 시티 

를 格子型의 계획도시(사진 2)로 개발하였으며， 

도로도 4마리 의 말이 이 끄는 마차가 U-turn할 

수 있을 정도의 폭오로 확브하는 등 그들 모르 

몬의 면밀한 조직력과 계획성을 발휘하였다. 커 

틀랜드에 세웠던 최초의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최고의 교회로 탈바꿈하였다(사진 3). 쏠트 레 

이크 시티 34) (사진 4)는 모르몬 i 분화의 核地域으 

로서 1 산업 i 교통， 행정의 중점지로 발전하였다. 

브리 감 영 의 “This is the 'place" 는 역 사적 인 의 

사진 3. 1830年代으 Kirtland(Ohio주) 교회(좌)와 현재으ISalt LakeCity(Utah주) 교회(우) 

사진 4. 초기 Salt Lake City으1 Temple Street(상)와 State Street으1 eagle gate. 지금은 돌담 
을 릴고 길을 넓혔다. 

34) 처음에는 ‘Great SaJt Lake City’라고 불렀으나 1868년 ‘Great’란 말이 떨어져 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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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모르몬 文化의 완성을· 

상징하는 위대한 敬句가 돼버린 셈이다. 

4. 分 布

(1) 훌 因

쏠트 레이크 밸리는 록키산맥 속의 益地zp:野

이다. 東의 와세치산맥과 西의 오퀴이르(Oqu

irrh) 산맥이 남북방향으로 평행히 달리고 있어 

모르몬 인구와 문화는 l차적으로 이같은 지형적 

인자에 의존하여 남북으로 긴 線型分布 형태를 

취 한다. 2차적 으로는 認知에 크게 의 존한다. 前

述한 바와 같이 모르몬은 다른 이 주자들과는 이 

동의 원인이 判異하다. 광산이 나 모피 동물과는 

관계없는， 그들의 종교적 안식처를 구하는 것이 

었다. 그러묘로 많은 정보 가운데서 모르몬 지 

도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作物執培

의 가능성이었다. 브리감 영의 서부에 대한 인 

지는 프리먼트， 헤이스팅스， 브리져 등에게서 얻 

어진 것으로 위도 420 N선 以南을 據散호間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5) 영의 이같은 작물 北限界線

으로서의 420N선은 곧 分布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1856년 이전까지 이북의 캐쉬 밸리 

(Cache V alley)와 같은 보다 유리한 환경을 外

面한 채 더욱 건조한 대분지 남쪽방향으로의 분 

포확산을 초래했던 것이다. 영의 420N선 이북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곳에 

정 착한지 10년 후인 1857년 북쪽의 정 착 가능성 

을 탐지하는데 著手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한 것은 그가 인지에 얼마 

나 집착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Larson이나 

Risks는 그의 남방으로의 집 착의 가장 큰 이 유 

를 태평 양 상의 항구확보라는 강한 욕망 해문36) 

’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1869년 철도교통37) 

이 태평양연안과의 소통을 가능케 했음에도 불 

구하고 남방으로의 분포확산만을 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南進政策으로 항구 획 

득에 결코 성공하지도 못했다. 

이 밖에도 그레이트 쏠트 湖 주변의 사막 분 

포， 인다언에 대한 방어， 예배， 교육， 사회 및 

경제적 유대， 지역개발상의 노동력 집중의 필요 

성， 경치면적의 有限性 등 여러 요인이 그들의 

集村形成에 作用하였다 38) 

(2) 時期分훌훌 및 形龍

모르몬의 쏠트 레이크 밸리 도착 이래 동서 

횡단철도가 완성된 1869년까지 서부 이동 참여 

수는 약 5"-'6만명에 이르며， 1869년 이후에도 

10년동안 매년 1， 500"-'2， 000명의 移入者가 발생 

하였다. 또한 그플은 50년에 결쳐 인구와 문화 

를 유타 중심의 Rocky Mountain States뿐만 아 

니라 캐나다， 멕시코 너머로 확산시컸다. 지금 

까지 유타주 내에 발생한 모르온 취락은 315개 

나 되 고 Dover(Sanpete county), Dalton(Wa

shington c.) 같이 이 미 사라져 버 린 곳도 44개 

나 되 며 Portage (Box Elder) , Avon(Cache) , 
Kanab(Kane)처 럼 일시 사라졌다가 再植民된 

곳도 31개에 이른다 39) 

유타주 모르몬 취 락의 10년 단위의 時 • 호間 

的 분포를 보면 대 략 다음과 같다(그렴 2). 

第 1 期(1847"-'1856) : 오그만 (Ogden) 북쪽 베 

어강(Bear River) 하류에서 남으로 아리조나경 

계 부근의 Parowan Val1ey까지 와세 치 산록을 

따라 약 640km의 帶狀의 線型 분포를 이룬다. 

동으로는 모아브(Moab)(당시 이 름은 Elk Moun

tain) 란 곳에 식민되었으나 인디언들의 거센 반 

35) Hastings, L. W. , 1932, The Emigrants Gμide to Oregon and California, Princeton Uniγ. Press, p. 82. 
Jackson , R. H. , 1972, “Myth and reality: environmental perception of the Mormon pioneers," The 
Rocky Moμηtain Social Scieπce Jourπal ， Vo1. 9, pp. 33"'38. 

36) Larson, G.O. , 1947, Prelude to the Kingdom , Marshall Jones Co. , p.93. 
Risks, j.E. , 1964, Forms and Methods of Early Mormon Settlemeπt ， Utah State Univ. Press, p.127. 

37) 쏠트 레 이 크 시 티 북방 60km지 정 Promontary Summit의 Golden Spike에 서 Central Pacific와 Union 
Pacific Railroad가 만남으로써 동서 대륙횡단 철도가 유타에서 연결됨. 

38) White, L., 1928, “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in the Salt Lake Oasis," The Joκrnal of Geography. 
τ01. XXVII, no. 1, pp. 10"'12. 

39) Weber State College, 1981, Atlas of Utah, Brigham Young Univ. Press,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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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Utah counties와 Mormon 추| 락의 時 • 空間 分布圖

발로 3개 월 뒤 실패 하고 말았다. 유타주 밖으로 

는 라스 베 가스(Las Vegas, 네 바다)， San Ber

nardine(캘 리 도니 아)， Carson Valley(네 바다)， 

Fort Lemhi(아이다호) 등지로 확산되었다. 

第 2 期(1857"-'1866) : 1차시 기 에 평 행 하게 , 그 
러나 지형적i로 좁은 계곡과 고도가 약간 높은 

곳에 破片的드로 분포하거나 1차시기의 공간 사 

이를 채우는 시기이다. 북쪽의 캐쉬 밸리， 베어 

湖， 남쪽의 Iron, Washington county에 새 로 식 

민 분포하였고 세인트 조지 (St. George)는 이 시 

기의 주요 거점이었다. 제 2 기는 면화를 비롯한 

농작물과 철광자원 획득이 주목적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南北戰爭과도 관련된다. 

第 3 期(1867 ，，-， 1876) : 캐쉬 밸리， 유타-아이다 

호 경계의 베 어湖 지역， 남으로는 세비어 (Se

vier) 강 중상류지역에 분포한다. 유타-네바다 

경 계 부근의 Tooele county 西端 Ibapha 지 역 을 

제외하고는 많存의 지역에서 수 km 이내에 분 

포한다. 또한 네바다주의 머디 (Muddy)강과 

Eagle-Pioche 지 역， 아리조나주에는 Lee’s Ferry

Tuba 지 역 이 卓越하다. 

第 4 期(1877"-'1896) : 유타주 식민의 포화상태 

와 아울러 심화된 모르몬교 탄압으로 주로 원거 

리 고렵된 지역에 移植되었으며 그 결과 매우 

파핀적 분포상태를 이룬다. 유타주 밖으로는 아 

리조나에 탁월하고 그 밖에 콜로라도， 뉴 멕시 

코， 와이오밍주 등 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등 인근 국외지역￡로도 넓게 확산분포한 것이 

특색 이 다. Ashly Valley(Uinta county) , Castle 

V alley (Emery) , Fremon강 지 역 (Wayne) , Es

calante (Garfìeld) 지 역 이 새 로이 식 민되 었고 아 

리조나의 리틀 콜로라도(Little Colorado) , 쏠트 

(Salt) 강， 샌 페 드로 질 라 (San Pedro Gila) 강 상 

류지 역， 콜로라도의 샌 루이스 벨리 (San Luis 

Valley), 뉴 멕 시 코 주의 San Juan River Valley 

와 Ramah 지역， 아이다호주의 스네이크강 계 

곡， 와이 오밍 주의 Star Valley와 Big Horn 지 역 

등이 며 국외 로서 멕 시 코의 Sonora와 Chihuahua 

지역， 캐 나다의 앨버 타(Alberta) 지역이 이 시 

기 에 해 당한다(그림 3). 

第 5 期(1897년 이후) : 유타가 州로 승격되면 

서 모르몬 확산은 사실상 終T되는 셈이다. 그 

러나 이 시기에는 散在해 있는 인다언 보호지역 

에의 모르몬 파급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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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tah주 外의 Mormon 춰락 확산분포도 

고 곳곳에 Mormon Ward와 Branch40) 가 성 립 되 

었 고 Carbon, Juab, Millard, Toole 등지 의 광 

산취락 속에 모르몬 人口率이 매우 높아졌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르몬은 쏠트 레이 

크 시티를 중심으로 帶狀의 線型分布를 이루면 

서 그들의 인지 에 따라 남방으로 확산해 나아갔 

다. 그들은 주로 하천계곡을 따라， 작물재배 가 

능한 거후지역을 따라， 또는 광산지역에 분포 

하였다. 그들은 젠타일 속의 모르몬 엔클라베 

(Mormon Enclave)를 이 루거 나 그 반대 의 경 우 

도 경험하였다. 광산 취락이나 인다언 문화 분 

포지역에 前者의 경우가 뚜렷한 반면， 그들의 

문화중심지였던 쏠트 레이크 시티와 오그만 지 

역에서는 後者의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41) 특 

히 쏠트 레이크 시티는 급성장하는 서부의 前線

的 立地條件 때문에 모르몬 속의 젠타일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고 오그만의 경우 동서대 

륙횡단 철도의 요지로서 농업기능 중심의 농업 

취 락(agricultural town)에서 철도교통의 중심지 

로서의 浮上과 함께 급성장하는 산업의 核으로 

말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라 하겠다. 이처 

럼 모르몬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의 특성은 도 

시산업의 발달과 아울러 대규모 농업의 말달로 

인해서 일반 문화 속에 점차 혼합돼 갔￡나 그 

들의 종교적 일체감 때문에 아직도 자신들의 문 

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42) 

5. 훌約 및 結言

모르몬은‘서부개척의 역사 속에서 뚜렷한 발 

자취를 남겼다. 커틀랜드에서 대분지의 쏠트 레 

이크 시티에 정착할 때까지 젠타일과의 間斷없 

는 투쟁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룩하 

였다. 

모르몬은 서부로 이동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이었으며 가장 강한 조직이었다. 이동 경로는 

매 우 복잡하나 육로로서 는 Mormon Trai1과 

Mormon Batta11ion route를 개 척 하었 다. 이 동의 

목적은 다른 이동자와는 달리 종교적 안식처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永久的

이동이었다. 이동과정 중에 주 관심사는 작물재 

배였던 바 커후적 조건에 특히 민감하었다. 고 

로 모르몬 문화의 확산은 처음부터 쏠트 레이크 

벨리의 남쪽으로 방향을 장았으며 이 때문에 帶

狀線型分布 유형을 형성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이동과정은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에 미치는 認知와 行態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라 할 수 있다. 

쏠트 레이크 밸리가 모르몬 移f主地域으로 적 

정했던 것은 사막에 近似한 기후， 건조지형 등 

자연적 조건이 외부와의 閒銷性을 높일 수 있었 

고 그들의 관개기술 개발과 발전이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높은 해말고도와 와세치 산록의 顧

永水가 관개용수로서 확브되었던 것이다. 

모르몬은 一夫多훌의 대 가족을 동반하는 영 구 

이동이었기에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男女性比가 

40) 모르몬교의 조직 단위 로서 Stake, Ward, Branch 등으로 구성 된 다. Stake는 여 러 개 의 Ward가 모여 서 된 
것 으로 보통 2， 000명 을 기 준으로 한다. Ward는 200명 정 도로서 하부에 많은 Branch를 거 느린 다. 

41) Meinig, 1965, op. cit. , pp.206"'209, 220. 
42) Sopher, D.E., 1981, “Geography and religions," Progress iη Geography , vol. 5, no. 4, 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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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분포를 부인다. 인구적 특성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別途로 연구， 발표하겠다. 

모르몬의 서부분포에 미치는 환경적 요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모르몬 교회 였다. 즉 교 

회에 의해서 채택된 가족단위 규모 중심의 토지 

제도， 종교집회의 펀의성， 방어적 위치 및 관개 

시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동 중에 경험한 수 많은 역경의 극복은 그 

들 밑바탕에 흐르는 종교적 신념이 근본이었다. 

캘리포니아의 황금 발견 이후 급증하는 서부 이 

동자로 소와 마차값이 급등하자 손수레 를 끌고 

이동한 것은 모르몬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서 

야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Temple Square 중심 의 格子狀의 쏠트 레 이 크 

시티 도시형태는 관개술과 더불어 그들의 계획 

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쏠트 레이크 시티는 오 

그만과 함께 모르몬 문화의 핵지역으로서 젠타 

일의 實入을 초래 하기 도 했‘다. 

모르몬의 쏠트 레이크 밸리 정착 이후 확산시 

기를 5차로 구분해 보았을 째 1"'3차 시기는 주 

방향이 北東北에서 南西西로의 帶狀線型分布形

態를 취하며 남으로 갈수록 斷總形이다. 4차시 

기는 식민과잉상태와 복수결혼제도의 탄압이 복 

합되어 유타주 內에는 중심￡로부터 먼거리에 

소규모척이고 破片的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유타 

주 外로는 아리조나주 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 

시코 등 인근 국외로까지 據散했던 시기이다. 

5차시기는 광산취락이나 인디언 보호지역으로의 

파펀적 확산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전파가 없 

는 末期라 할 수 있다. 

모르몬 敎會가 그들의 서부이주를 대단한 自

쯤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록키산록과 건조기후의 가장 힘든 서 

부지역 개발을 완벽하게 수행한， 문화적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집단엄은 분명하며 환경극복과 

생활공간 확산이라는 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을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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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ormon Settlement and Distribution 

in the American West 

Summary; 

The Mormon movement from Kirtland to 

Salt Lake V alley, core area of the Mormon 

culture, shows a typical model for the effect of 

perception, surmount of environment, and for 

frontier spirit. It is, also, an prereqisite course 

to study the Mormon distribution of population. 

Some specific characters are found through 

this study. Firstly, the Mormon was the largest 

group in scale and well-organized group as 

well. The Mormon, a distinctive American 

subculture, was a small re1igious group in 

conflict with the larger Gentile, and it needed 

a powerful leadership. Secondly, the Mormon 

movement was for permanent settlement. In 

this point, Mormons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went to the west for gold. Thirdly, the 

Mormon exodus to the West was unique in 

that it was a movement of an entire family 

group. Consequently the sex ratio in Utah 

between 1860 ,.....,1880 indicated 100, and it was 

very distinctive among the groups participated 

in the westward movement. 

The Mormon pioneers utilized their scientific 

methods; odometer, printer, and irrigation skill. 

They also researched on the way into geogra

phic locations, altitudes, atmospheric conditions, 
and the changes of flora and fauna. 

There were two the Mormon routes; the 

Hae-Chong Choug h￥ 

(Fig. 1). Mormon Trail ran to the north of 

the Platte River, and the Oregon Trail nearly 

paralleled with no more than the width of the 

river between. The Mormons made a new road, 
Mormon Trail, even though the Oregon Trail 

was easy to follow. It was because they had 

in mind the greater part of the emigrants going 

west on the Mormon Trail from Nauvoo as the 

years passed. 

The perception of the unsuitability for the 

agricultural potential in the area north of the 

420 N parallel caused them to direct Mormon 

settlement southward into the more arid area 

of the Great Basin for three decades, resulting 

in the north-south 1inear pattern of distribution. 

Distribution periods can be divided into five 

by ten year unit since Salt Lake Valley settle

ment in 1847 (Fig. 2). The first period (1847 

"""'1856) , the second (1857 ,.....,1866) and the 

third (1867"""'1876) show a longitudinal linear 

pattern of direction NE-SW. The higher the 

period is and the farther the region goes south, 
the more fragmented the pattern is. In the 

fourt‘h period, the prosecution of Mormon poly

gamists, combined with overcrowding in settle

ment, brought about Mormon colonization in a 

distant isolated areas. But beyond Utah’ s bor

der, where prosecution were much less trou-

Mormon Trail and the Mormon Batta1ion routes blesome, Mormon colonization intensified not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 12, pp.33-45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Chõ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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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in the adjacent States such especially as 

Arizona, but also in Canada and Mexico. In 

the last period, by 1896 when Utah gained 

statehood, the colonization era was drawing to 

a close. By the turn of the century, new colo

nization had virtually ceased, only with the 

exception of settlements into Indian reserva-

tions, or some mmining towns. 

In very recent days, though the distincti

veness of Mormon landscape is fading away 

partly because of the Gentile intrusion into 

Mormon regions, and partly because of the 

reverse, Mormon ethos is still existing in U tah 

and in a whole na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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