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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民族의 吉t也 樂土 j思、考觀念에 대 한 地理學的 解釋*

1. 問題의 提起

2. 吉地 樂土 思考顆念의 意、義

3. 韓國人의 吉地 樂士 思考觀念

(1) Æ.倚信{대 

(2) 神仙， 道家， 道敎思想、

(3) 佛敎思想、

1. 問題의 提起

《차 

어느 民族에게 있어서나 그들이 理想的인 場

所라고 생 각하는 컬間에 대 한 思考 體系가 있을 

것이다. 韓民族의 경우도 물론 그러한 觀念은 

있으며， 더우커 그 彈度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 

렬한 것이 사실이 다. 韓民族의 基層的인 思考觀

念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明堂， 吉地와 樂土

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한다면 의외로 

韓國思想史， 韓國史， 佛敎哲學， 文化A類學， 民

洛學， 國文學 및 地理學 分野에 서 部分的으로 

밖에는 이루어지치 않았다. 게다가 時間과 호間 

의 문제는 人類、의 出現， Á間의 出生과 함께 不

可分의 關係를 맺오며 生活에 影響을 미치는 것 

임 에 도 不狗하고， 이 들 중 초間的測面에 關한 

짧究가 時間的 즉 歷史的 핍究에 비 하여 量的

崔

례))--

(4) 風水思想

昌

(5) 寶學者들의 可居地顆.

(6) 新興宗敎

(7) 現代A의 明堂顆

4. 韓民振의 明堂的 地理觀

5. 훌約 및 結論

祚**

훌증積이나 質的 水準에서 落後되어 있는 것을 否

認할 수 없는 실정이다. 

筆者는 이 近來에 韓國의 風水思想과 鄭鍵錄

o 로 대표되는 圖讓思想을 整理解釋하면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土地觀과 地理顆을 抽出한 

바가 있다. 여기서 그들의 核心的인 思考觀念이 

死者든 生者둔 明堂 吉地에 대 한 追尊意識임 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風水地理와 圖讓思想을 연찬하면서 深

度있게 깨 달은 바는 明堂 吉地에 대 한 思考觀念

의 限界를 廣義로 할 경우， 비단 風水 圖識에서 

뿐만이 아니라 韓國思想 全般에 걸쳐서 나타나 

고 있 다는 그 範圍의 廣布性 및 思考의 ~般性

에 대한 점이었다. 

예컨대 神話， 說話， 傳說， 民讀 등에서 山野

와 河湖로 象徵되 는 地理觀， 즈16f용信{rp에 서 펼 쳐 

지 는 有靈醫上의 土地觀， 阿觸P효如來의 西方 伊

* 本 맑究는 1987年度 文敎部 學術핍究助成費 支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엄. 
** 全北大學樓 師範大學 社會敎育科 助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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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 및 親音홉鐘과 購軟佛의 樂土信{대에 서 나타 

나는 理想獅觀， 實學者들이 記述한 可居地觀，

文學作品과 續畵 등에 表出된 山水觀 따위에 共

通的￡로 明堂吉地樂土에 대 한 祝求가 底邊에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傳統地理호間 

思想에 관한 諸資料를 萬集， 整理， 分類， 解釋

함으로써 韓民族의 土地觀과 地理觀 냐아가서 는 

초間 擺念을 抽出하여 韓國思想의 호間的뼈u面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때 包括的인 땅에 대 한 思考方式을 土地觀， 그 

리고 地理學的 專門用語로서의 地域에 대한 體

系的인 知識을 地理觀으로하여 擺念을 限定하였 

다. 짧究 屬行을 위 한 方法上의 計劃은 앞의 圖

表와 같다. 

船究 對象인 個別 思想分野에 대 한 分析 整理

는 筆者의 B￥究 結果가 나와 있는 風水圖議思想

과 實學者들의 可居地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는 직접적인 調훌짧究를 하지 못하고 많 刊行되 

어 있는 他分野의 핍究業績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昭究의 制限要因이다. 

2. 吉地 樂土思考觀念의 意훌훌 

A間은 그것이 현재라는 視點에서 實現이 不

可能하다는 것을 아는 경우일 지라도 理想을 念

願한다. 그리고 그러한 理想鄭에 대한 成就 努

力은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로 持續되고 있다. 

韓民族에 있어서의 理想鄭의 追求도 예외는 아 

나 다. 그런데 이 런 類型들은 古籍이 나 口牌로 

傳承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은 잊혀 

져 理沒되는 것이 通例이며， 따라서 그 全線를 

追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렴이 

없다. 그런 중에서도 한가지 鼓舞的인 사실은 

그러 한 思考觀念이 알게 모르게 그 時代의 思想

속에 틈입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따라 

서 思想을 線密히 檢討하면 그러 한 思念의 윤곽 

정도는 어림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明堂 吉地 樂土에 대한 

思考體系를 西洋의 유로피 아思想(utopianism)과 

大同小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물본 

類似點도 있다. 그러나 根本的인 差異點이 있다 

는 事實도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兩者가 現實

에 서 드러 난 問題點을 발판으로 하여 理想을 追

求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으나 西洋의 유 

로피 아思想이 理想的인 社會 혹은 理想的인 國

家를 목적하는데 비하여 우리의 그것은 대체로 

理想的인 땅 理想的인 어떤 마을을 담標한다는 

점에서 本質的인 差異를 갖게 되는 것이다. 

Sir Thomas More는 아마도 西洋 유투피 아思 

想의 최초의 확실한이론가었을것이다. 그는깊 

은 그리스도교信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utopia는 根本的으로 聖經의 山上華訓에 서 靈

感을 받은 것이다. 모든 물건들은 共有로 하고 

貨簡는 存在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서로 서로에 

게 善行을 함으로써 즐캡게 매일매일을 보낸다. 

冷笑的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오늘날의 少

年團을 美化해 서 생 각하게 하는 그러 한 홀륭한 

同뼈關係 속에서 생활한다. 그러니 이 좋은 社

會는 눈물어 린 感情으로 또는 願望 가득한 생 각 

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어는 인간의 비 

참의 원인을 날차롭게 또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유로피아를 확고히 수립하 

였다. 그는 社會훨의 원인을 神이나 運命의 장 

난이라든가 原罪의 q且땐 속에서 찾아내지 않고， 

A間이 세운 社會構造 속에서 찾아 냈다. 젊을 

적 에 아우구스티 누스의 神國에 관해 講義한 

모어 는， 神이 잠시 살아도 부끄럽 지 않을 人國

을 건설하려고 원했던 것이다 1) 

한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理想社會를 건설하 

고자 努力했던 西洋式 유토피아思想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例外의 代表的인 것이 板

尾洞故事의 경우일 것이다. 板尾洞이라고 불리 

운 곳은 지 금의 京驚道 加zp:那 下面 上板里와 

下板里를 포함하는 朝宗J 11 上流域인 곳， 다시 

말하면 능재말고개에서 귀목에 이르는 18里 사 

이의 좁다란 협곡 지대와 그 부근을 말한다. 17 

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는 약 한 세 

기 동안 三代를 두고 朱子의 社會法을 모방한 

1) Jacob, B. and B. Mazlish, 차하순 옮검 , 1970, The Western 1πtellectμal Traditioη : From Leoπardo to 
Hegel , 弘益社， pp. 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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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的인 獅村의 理想世界를 官府에서 멀리 떨 

어진 罷厭진 산골에서 그 나름의 規憲을 가진 

理想獅을 이룩했오나 18세기 후반부터 그만 源

落하고만 事緣 많은 故事이 다 2) 

周카口하다시 펴 유로피 아라는 말은 모어 에 의 하 

여 形成되었오며 outopia, 즉 非場所(Nicht-Ort)

를 뜻한다. 모어는 그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펀 

지에서 그가 記述한 먼 나라의 섬을 Nusquama 

(아무데도 없음， Nirgendwo)라 부르기도 하였 

다. 이리하여 유로피아라는 말은 實現될 수 없 

는 것이란 생각과 결합된다. 따라서 “유로피아 

적이다“라는 말은 “非現實的이다， 不可能하다， 

幻想的이 다， 호想的이 다” 라는 말과 같은 의 미 를 

가지게 된다. 그러냐 놀랍게도 그것은 또다시 

하나의 肯定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E. Bloch 

에 의하면 그것은 未完成의 現實的 狀態(Real

zustand der Unfertigkeit) 이 다. 여 기 에 서 유로 

피아는 어떤 文學的 形式에 얽매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意識의 형식으로 이해 

되고 있다. 그것은 참된 그리고 정의로운 삶의 

縣序에 대한 꿈이다 3) 

이렇게 유토피아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말에 形容詞를 붙임으 

로써 이 擺念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 

여 過去 指向的 유토피 아， 未來 指向的 유로피 

아， 古代의 유토피 아， 古典的 유로피 아， 政治的

유토피 아， 揚益 計算的 유로피 아， 經濟的 유로 

피 아， 社會的 유토피 아， 集團主義的 유토피 아， 

技術的 유토펴 아， 生物學的 유토피 아， 力動的

유로피 아， 心理學的 유토피 아， 華命的 유토피 아， 

建葉學的 유토피 아， 幻想的 유토피 아， 이 데 올로 

기 적 유토피 아， 批判的 유로피 아， 現實的 유로 

피 아， 투쩔豪的 유토피 아， 合理的 유토피 아， Á本 

主義的 유토피 아， 宗敎的 유토피 아， 基督敎的 유 

로피아에 대하여 말하며， 이를 통하여 유로피아 

란 말의 相異한 의미를 구분한다. 또 유토피아 

에는 건달에 관한 小說， 로빈슨 크루소우 풍의 

小說， 풍자 흑은 소위 말하는 理想的 國家에 관 

한 小說들이 속하기 도 한다. 또 經濟的 많華을 

위한 提案， 社會的 行動 프로그램， 國家 哲學的

觀察과 技術的인 未來의 計劃을 유로피 아에 속 

한 것a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 모든 다양한 形

式들과 直觀들이 유로피 아라는 이 름오로 등장하 

고 있다 4) 

이 글의 주된 目的이 韓國기‘들의 理想獅觀을 

살펴부자는 것이기 때문에 西洋A들의 유로피아 

思想을 重言復言한다는 것은 다소 번거로운 일 

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나은 좋은 땅의 擺念을 推定해 보기 위해서는 

比較文化論的 視‘角도 필요하려라고 여겨진다. 

여 기 서 는 地理學者가 整理한 유로펴 아思想을 要

約하는 것A로 그 일을 대신코자 한다. 

유동피 아의 共通된 思考는 完慶 指向(road to 

perfection) 흑은 神의 恩龍￡로의 回歸 (return 

to grace)로 集約이 된다. 이때 完全한 또는 神

이 支配하는 世界란 크게 두가지인데， 그하냐는 

에덴 동산에서 追放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깊 

은 喪失感을 補價받으려 는 復歸에의 希求가 그 

것 이 고， 다른 하나는 天國의 都市(the celestial 

city) 創造를 바라며 龍極的 目的을 향한 歷程

S로 代置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 고 基督敎的 유토피 아와 世倚的 유로피 아 

로의 二分도 가능한데 , 前者는 神과의 일체 감을 

이룩함으로써， 後者는 맛난 散食 • 華麗한 宮願·

娘樂 • 섹스를 비롯한 f갑人의 꿈을 이풀 수 있는 

것을 提案함으로써 理想鄭을 펼쳐 보이고 있지 

만， 西洋的 유토피 아는 本質的으로 記述(descrip

tion)의 문제 가 아니 라 믿음(beliefs)의 문제 인 

것을 느낄 수 있다.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서양 유토피아思想의 특 

성을 要約하면 대략 다음의 네 가지가 될 수 있 

다고 여겨진다. 즉 社會性， 孤立性， 自然性， 調

和性이 그것인데， 完全한 社會에의 希求라는 말 

로 적절히 표현되는 社會性， 섬 또는 團地로 때 

로는 地下나 外界로 묘사되 는 地理的 孤立感，

나무 • 푸르름 • 시벗물 • 새소리 등으로 표현되는 

2) 黃元九， 1982, “韓國에 서 의 유토피 아의 한 試圖 : 板尾洞故事의 맑究 東方學志， 第三十二輯， pp.59""96. 
3) Horkheimer, M. 1971, Aηfaπge der bürgerlicheπ Geschichtsphilosophie, p. 9. 
4) Friedrich, Gerhard and Hans Küng, 검 율진 펀저 , 1986, 유토피 아사상과 기 독교신 앙， 종로서 적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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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 狀態， 自給自足的이며， 農村的인 生活樣

式， 機械主義 및 塵業華命的 方法에 대한 不信·

紹對的 政治 權威에 관한 否認에 서 드러 나는 調

和의 觀念 등에서 그 예를 잘 살펴볼 수가 있으 

나 本考의 목적상 더 이상의 언급은생략한다 5) 

우려는 現象에 대한 陳述이 륨實이냐 아니냐 

하는 둔제를 탐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陳述

이 이루어진 文章 속에 쓰여진 用語들에 의하여 

규정된 개념들을 반영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6) 

이 얘기는 筆者의 경우 地理의 擺念을 말하고자 

할 때 有用하다. 왜 냐하면 地理란 땅의 理致라 

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 쩨둔이다. 따라서 地理의 목적을 좋은 땅 

에 대 한 具體性있는 整理라고 볼 수도 있으며 , 

그렇기 랙문에 그러한 思考 觀念에 관한 것을 

알아부아야 한다는 論理的 必然、性도 確保할 수 

있는 것이다. 

3. 韓國A므| 吉地 樂土 思考觀念

(1) Æ倚信frp

즈ßf짝과 信{rp을 같은 次元에서 운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오리라고 본다. 우선 즈E깜은 

1927년 李能和先生의 “朝蘇즈E洛考” 이 래 半世紀

에 걸쳐 學界에서 定立되어 옹 일반적인 용어이 

며 , 즈ßf삼이 民間層의 宗敎的 現‘훌으로 民洛學의 

입장에서 블 때 民間信때의 한 형태로民倚團에 

속한다는 것인데， 그러냐 포倚이 광의로는 민간 

충에 의한 傳承的 文化 現훌이라는 입장에서 一

次的오로 民{~園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分

析的 立場에서 본다면 즈16{~이 民洛圍 속에서도 

포를 중심 오로 하는 민 간충의 宗敎的 現훌이 묘 

로 포洛에 대한 宗敎的 比重을 같은 次元에 둘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7) 물론 本考에서 즈ßf짝 

이 宗敎냐 民싸이냐 혹은 思想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 

은 땅에 대한 觀念이 어떠한 것이냐가 관심사일 

뿐이다. 다만 쪼倚이 信빼의 境地에 올라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다. 

즈E倚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民族의 精神的 原

型이 다. 이 原型 擺念을 C.G. Jung이 말하는 
archetypus나 M. E1iade에 의 한 archetype 등의 

定義를 되새기며 論難을 벨일 필요는 없다. 단 

순히 蘇典的 외미로 이해하면 족하다. 어찌 되 

었거나 原型的 思考觀念으로써의 즈E倚信{rp은 우 

리 民族의 땅에 대한 原初的인 생각을 들여다 

브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포倚信때에 들어 있는 땅에 관한 

그들의 思考를 整理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들의 땅에 대한 관념은 母性回歸的이라는 점이 

다. 初期 딱洛의 蔡官들이 남자들이 었음에 도 불 

구하고 女裝윷 하고 察嚴를 主管했다는 사실이 

나， 그 후 女子 무당이 男子 박수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예는 그러한 논거의 출발점이된다 8) 

傳來의 神話 內容을 즈ßr짝의 觀點에 서 브고자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母性回歸的 성 

격은 잘 도러난다. 樓君王檢神話에서 곰이 햇빛 

을 룹、하며 三七日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다는 얘 

기 (三國遺事， 卷第~， 紀異 第一， 古朝解條〕냐， 

朴普金~의 出現과 관계 되 는 新羅의 始祖神話

(上獨書， 紀異 第一， 新羅始祖 練居世王條， 同

第四 脫解王條，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 本紀第

一， 始祖 統居世居西千條 參照、)가 모두 母性 回

歸로써 새 로운 깎腦와 範生을 통하여 新時代의 

到來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홍미롭다. 그러 

나 이것이 그대로 땅의 性格에 대한 묘사가 아 

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오히려 땅을 보 

는 基本的인 態度에 관한 暗‘示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素材가 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품 속 

과 같은 느낌을 주는 땅， 그것을 最大의 理想으 

로 삼았다는 점이 所重한 것이라는 말이다. 

Æ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울 엄니 품속처럼 

좋은 땅에”와 같은표현은대표적인 예라하겠A 

5) Porter, P. W. and F.E. Luckermann, 1975, “ The geography of utopia," in Lowenthal D. & Bowden, 
M.J. eds. , Geographies 0/ the Miη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7 f'/ 223. 

6) Richard , S. , 1968, Space and Tiηu， St. Martin’s Pre ss, p. 3. 
7) 金泰坤， 1985, 韓國깅:6.f장맑究， 集文堂， pp. 17 f'/18. 
8) Mircea, E. , 1964, Shamaηism; Archaic Techπiques 0/ Ecstasy , Princeton Uniγersity Press, pp.461 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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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어느 경우에도 땅을 具體的으로 설명하고 있 

지 는 않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母性回歸的인 특 

성은 우리 民族의 모든 땅에 대한 思考觀念에 있 

어서 가장 보면적인 意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 

다. 앞오로 살펴보게 될 여타 思想에 있어서도 

이 基本 觀念은 변함없이 思考의 底邊을 점한다. 

둘째 天地j、 相關的인 有機體的 宇富觀이 지 

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調和의 思考와 服

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기로 

한다. 우리 民族의 理想이 天과 地가 합하여 人

間을 다스리 는 王을 낳았다고 하는 始祖神話의 

基本構造블 형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周知의 사 

실이다. 王은 글자의 形局 그대로 하늘과 땅과 

그 사이 에 있는 사람， 즉 三才를 하나의 法으로 

連結하는 존재 이 다 9) 그러 무로 古代社會에 서 王

은 곧 쫓피딘長이고 즈E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天地A이 和合하여 調和를 이 루는 것이 弘益人

間 光明理世의 실현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古

代 韓民族의 宗敎에 있어서 득이한 것은 光明世

界에 대한 希望과 理想은 있어도 그 반대되는 

暗黑世界나 죽음의 世界에 대 한 恐佈나 不安은 

말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들의 宇

富觀은 天上界t"VÁ.界~地下界의 三界로 되 는 構

造가 아니 라 天t"VÁ.t"V地의 三間으로 이 루어 져 

있었던 것같다. 

調和는 또한 和合 佛存과 縣序라는 대목에도 

두루 연결된다. 이것은 中國의 영향을 받은 이 

후 陰陽이 라는 용어 로 탈바꿈을 한다. 陽陰의 

宇富 縣序는 Á., 神， 自然에 共通的으로 해당되 

는 原理이기 때문에 사람이 神이나 自然、과 거래 

하고 교섭하려면 반드시 이 原理를 쫓아야 한 

다. 이 역시 우리 民族固有의 땅에 대한 基本

思考類型이 되 었다 10) 

셋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聖域觀念

이다.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특정의 장 

소를 神聖視하는데서 비릇된 것언데 그 定型은 

솟대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물론 古代A들이 

자신들의 居住地域 자체를 神聖視하여 宗敎的

9) 朴時仁， 1970, 알타이 文化史船究， 探求堂， p.130. 

自負心을 갖고 다른 地域 住民이나 다른 部族의 

힘 이 미 치 지 뭇하도록 醫械하는 龜土聖域思考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된 것은 特定 聖所에 

대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경우 聖所가 特

定場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 

에 따라서는 臨時的으로 설치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솟대 에 대 한 기 록은 三國志 東몇傳의 “三韓의 

여러 國물에서는 天神에 쩔피E롤 모시는 한 사람 

의 으뜸되는 사람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를 일걷 

어 天君이라 하며 또한 모든 國둠에는 別물이 

있어 그 이름을 蘇쫓라 하였는데 큰 나무를 세 

워 놓고 방울과 북을 달아매 놓았다(三韓諸國몹‘ 

各立~Á.主쫓天神名之天君又諸國各有別물‘名之寫 

蘇뚫立大木縣錫鼓 긍긍중)"는 기록과 後漢書 東奏

傳의 類似한 기록 등에 처음 나타나는 바， 솟대 

즉 蘇雙는 큰 나무를 세워 놓은 곳으로 諸小別

물의 몹口， 近界 또는 他몹과의 경계에 건럽되 

어 그것이 한 둠을 수호하는 神이었던 것은 마 

치 오늘날의 民洛이 이것을 봅村을 수호하는 神

으로 信때하는 것과 대략 비슷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이곳이 神이 居處하는 곳이었는지 혹은 A間

이 부를 때 降臨하는 場所이었는지， 그것도 아 

니 라면 古代宗敎의 일 반적 인 聖域으로서 避亡者

조차 추적치 못하는 문、避의 땅이었는지 하는 것 

은 그리 중요치 않다. 요는 그 곳을 어 떤 이 유 

에서인지 神聖視했고 그 장소가 마을의 入口라 

든가 다른 마을과의 境界라든가 하는 特定場所

에 만들어 두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지적했던 母性回歸的 特性과도 결 

부되어 매우 특이한 해석을 가능케 하여 준다. 

즉 母性이라 표현되는 어머니의 품은 현실적A 

로 女性의 性器에 다름아니며， 그것은 온화함. 

부도려 움， 原型， 原初， 根本이 라는 諸測面 이 외 

에 oedipus complex로 대 변되 는 近親相옳禁던、 

의 神聖視를 內含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늑한 

그리움과 절대로 범해서는 아니된다는 思考가 

10) 金仁會， 1987, 韓國Æf용思想、빠究， 集文堂， pp. 76"'78. 
11) 孫촬泰， 1975, “蘇擊考 民倚學論꿨， 民學社，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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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合되어지는 땅， 이것을 母性으로 바라볼 때 

이해의 어려움은 없다. 다만 땅에 대해서도 그 

와 같은 相反된 心理狀態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뿐이다. 이와 비슷한 

것 이 서 양의 geopiety思考일 것 이 다 12) 

넷째는 現世的 天地開關觀이다. 과뭄의 탓인 

지는 모르겠으되 우리나라 固有의 곳 만으로 한 

정지어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神에 의한 創世神

話는 없고 天地가 스스로 그 문을 연다는 開關

神話밖에는 없다는 점이다. 

濟州道 포歌인 “초감제”에 의하면 太初에는 

天地가 混同되어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하늘과 땅이 벌어지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는 산이 솟고 물이 솟았다. 하늘 

에는 암흑인채 별들이 생기고 玉皇上帝가 해와 

달을 세상에 내보내고 지상의 질서를 잡아 오늘 

과 같은 世上이 있게 되었다는 廳說이다. 天地

의 存在가 自然 즉 있음 그대로인 것으로 여기 

는 思考觀念을 잘 볼 수 있는 내용이다 13) 

이와 같이 神에 의해서 太初에 天地가 開關되 

고 난 후에는 縣序의 단계로 접어들어 다음과 

같은 宇富의 階層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宇富는 天上， 地上， 地下로 삼분되 는데 , 

이들 三界의 宇寅層에는 각기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天上이나 地下에도 地上과 꼭 같은 世界

가 있다고 믿는다. 天上에는 天神을 비롯한 日，

月， 星神 그 待從神들이 살면서 宇富의 森羅萬

象을 支配하며 , 地上에 는 A間과 鷹戰， 그리 고 

山神을 비롯한 一般 自然神이 살고 地下에는 A 
間의 死靈과 그 死靈을 支配하는 莫府神들이 살 

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天上界는 人間이 늘 樓慣하는 樂園으로 먹 을 

것과 업을 것이 걱정없고， 病과 죽음이 없으며 

춤지도 럽지도 않은 꽃밭의 仙界로 믿고 있다. 

地下界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生前의 善

훌、功過에 따라 地藏과 樂園으로 구분된다. 그 

중 樂園은 살기 좋은 永生의 世界인데 그곳이 

字富 三긍界 중의 어느 곳익라고는 확실하게 지적 

하지 않은 채 그저 極樂 또는 저승이라고 생각 

한다. 地鐵은 地下界의 形場으로 그 호間位置가 

확실하나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은 막연하게 

地上에서 水zp:으로 가는 먼 곳이면서 이승과 저 

승의 구분이 모랭이 즉 모퉁이를 돌아간다는 것 

오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저숭이란 地上의 水

zp:호間上에 위치한 아주 먼곳으로 만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14) 

(2) 神仙， 道家， 道敎思想

여기서 神仙， 道家， 道敎思想의 차이점을 운 

위하는 일은 삼가기로 하겠다. 그럴 여유도 없 

거니와 펼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思想에 있어서의 호間觀은 우리에게 있약 

서 混合的으로 나타나기 때 문이 다. 따라서 그 

鉉述도 複合的일 수 밖에 없다. 

神仙思想이 設感 우리 固有의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의 요약은 老밤에 보다 잘 도러나 있다 

고 본다. 莊子 齊物論에 ‘天地는 나와 더 불어 

생긴 것이니 萬빼은 나와 함께 하나로 보아 무 

리가 없다(天地與됐拉生萬緣與됐寫一)’는 귀절 

은이 부류에 속하는思想을가장잘표현해 주 

는 말인 듯하다. 어떻게 보자면 天과 自然、이 A 
間에 內在되어 있다는 생각은 中國 古典을 꿰뚫 

고 있는 觀念인지도 모른다 15)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間에 投影되는가 하는 문 

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이다. 

이들의 컬間親은 無寫自然이란 구호에서 잘 

나타냐는 바와 같이 A寫的인 것을 싫어하고 있 

는 그대 로의 狀態를 選好하는 경 향을 강하게 드 

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理想鄭이 

現實世界에 그대로 있다는 주장은 아니었다. 當

世的이면서도 어떤 형태의 通過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潤、夫가 고기 

를 쫓아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복사꽃이 만 

발한 숲을 발견하고 그 숲을 헤쳐나가 굴을 말 

12) Tuan, Yi-Fu, 1975, “Geopiety: a theme in man’ s attachment to nature and to place," in Lowe-
nthal, D. , ed. , Geographies 0/ the Miηd， Oxford Univ. Press, pp.ll"'39. 

13) 奏聖廳， 1968, 南園의 Æ歌， 濟{、I~民깜文化없究所， pp.866"'8766. 
14) 金泰坤， 1966, 黃良Æ歌맑究， 創又社， pp. 182"'183. 
15) 홉原件二， 1982, 中園人η 自然顆 ε 美意、議， 創文社， 日本， pp.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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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한다. 이 굴을 통하여 理想獅에 닿게 된다는 

關淵明의 挑花源記의 세계， 淳子혔이란 사람이 

괴목나무에 있는 구멍i로 기어 들어가 보니 大

塊安國이 란 理想世界가 있더 라는 李公佑의 南阿

太守傳의 世界， 張可思라는 사냥꾼이 눈 속에 

걸을 잃고 헤매다가 소나무 밑에 난 말자국을 따 

라가 절벽에 이르러 仙人을 만나게 되었다는 六

朝時代의 揮神記 등이 모두 그런 예 에 속한다. 

東洋 山水畵에 있어서도 現實世界에서 遊離된 

孤立的인 그러나 거리감을 주지는 않고 친근 감 

만이 있는 理想獅을 자주 볼 수 있다. 그것은 

안개 나 아지 랑이 로 구획 된 神秘로운 境界地帶를 

갖고 있을 뿐이 다. 挑園境이 건 山水畵이 건 現實

과 同一 zp:面上에 있는 조건에 불과하다는 可

觸的이고 可視的인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 
에서는 차이가 없다 16) 

우리나라에서 이들 思想이 호間上에 가장 극 

명하게 그리고 比較的 자세히 드러난 예는 좁購 

洞이라는데 異議가 없을 것이다. 좁廳洞에 관한 

기록은 朝蘇朝 明宗j 宣祖 때의 겼流의 좁騙山A 

觀漢祚의 弟子 趙꿇C籍이 지 은 춤體集에 서 비 릇 

된다. 좁聽山人은 甲山 사람으로 어려서 百愚子

에게 배운 후 中國에 건너가 모든 道術을 배운 
다음 願年에 歸國하여 좁體洞에 자리 잡고 高手

들을 多數 키워낸 분이다. 특히 그는 松擾가 仙

週， 梅恩이 人週， 雲鴻이 神週， 洞見이 佛週01

-라 불리운데 대하여， 神을 거느리고 바람을 모 

아서 八極을 휘두르고 세상을 살피며 A事를 알 

고 鬼歐을 알아서 地週으로 불리 웠던 만큼 그가 

선정한 좁麗洞은 仙家에서 最高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곳?l 기는 하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는 지금 알 수가 없다 17) 

현재 좁麗洞이 바로 慶南 河東那 좁·嚴面 默、짧 

里 좁購洞 道A村이라 믿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j 있다. 更定關道라는 新興宗敎의 

信者들이 바로 그들이 다. 信徒들이 갖고 있는 
古地圖(사진 1)와 文敵(樂雲處士 李좁運의 日

記라고 되어 있옴)에 의하면 대략 지금 자신들 

이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 그곳에 해당된다는 것 

16) 黃元九， 1979, 中國思想、의 原流， 延世大學俊 出版部， pp.243""250. 
17) 李能和， 李鍾股 譯註， .1981, 朝蘇道敎史， 普成文化社， pp.246""248. 
18) 地圖를 만든 분은 全北 南原鄭 阿英面 月山里 鄭在文民로 되어 있음. 

〈사진 1. 좁觀洞 古地圖〉

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좁廳山A에 대해서 

는 모르는 듯하였다 18) 智異山의 細石캘田 위쪽 

에 있는 靈神~짧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우람한 

능선은 삼신봉을 불끈 솟게 하고 나서 시옷자 

꼴로 가지를 치면서 남쪽으로 흘러 내린다. 삼 

신봉은 오른쪽 끝으로 보이 는 天王峰오로 부터 

왼쪽의 老始瓚까지 이르는 지리산의 큰 줄기와 

봉우리들을 한 눈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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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板尾洞 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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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삼신봉에서 正南￡로 십리쯤 떨어진 골 

짜기의 한복판에 責騙洞이 자리잡고 있다. 

즉 世倚에 서 分離 孤立된 山間 益地內에 자리 

잠은 셈인데， 이러한 地理的 立地는 앞서 소개 

한 蘭敎的 유로피아인 板尾洞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그렴 1). 

(3) 佛敎思想、

佛敎的 理想鄭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진다. 

하냐는 佛敎의 敎理에 서 派生된 햄土信때이 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 信徒들이 그들의 法堂을 

세운 좋刺자리들이다. 그러나 이 兩者는 現實世

界에서 象微的으로 結合되어 질 수 있다고 믿는 

다. 

佛國土， 그것은 부처넘의 世界이다. 阿顆~t:佛

은 西方의 極樂 佛國土를 피나는 원력으로 성취 

시컸고， 뽑盧選那佛은 여여히 運華藏佛國에서 

安住한다. 藥師如來는 東方에 한활적휠뀔웰t比界를 전 

개시컸고， 미래의 부처념인 購軟이 출현할 때에 

는 龍華世界라는 佛國土가 이 사바세계를 장엄 

할 것이다. 여기에 대보살들도 그 常住處를 佛

國士化한다. 天觀의 potalaka산이 그러 하다. 

이와 같은 불보살의 국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 아니 다. 그 땅은 불보살의 本願力

에 의지하여 往生할 수 있는 땅인 것이다. 그러 

나 우리의 조상은 여기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 

다. 그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法藏比ñ:가 極樂

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佛國

土로 만들어 보고자 念願했된 것이다. 그 대표 

적인 예로 여기서는 五台山信때을 정리해 보기 

로한다. 

五台山信때을 移植시킨 인물은 中國 淸原山

〈즉 五台山)에서 文珠홈鐘의 부촉을 받았던 훈흙 

藏이었지만， 실제로 이 산을 神秘化시킨 것은 

짧神大王과 두 太子였던 寶川과 孝明에 의 해 서 

라고 블 수 있다. 太子 두 사람은 倚世를 버 릴 

뜻을 품고 암자를 지어 五台山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여기서 五~옳을 참례하고 그 안에 있는 5 

萬의 진신을 보았으며， 36가지로 변화하는 모습 

을 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寶川에 의하연 五台山은 白頭山의 큰 줄기로 

서 각 臺는 진신이 상주하는 곳이다. 五台란 東

西南北의 四方에 다 中央을 합하여 부른 것 이 다. 

그리고 그 각 臺마다 房과 堂을 설치하고， 그 

안에 좁， 走， 白， 黑， 黃의 색깔을 배정하여 별 

개의 불보살을 그려 봉안하였다. 信徒들은 이곳 

에 서 信行結社를 통해 낮에 는 經을 독송하고 밤 

에는 예참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 오대산의 신 

행내용을 도표로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주의가 가는 곳은 방위 

에 따른 색깔의 배정인데， 이 때는 이미 五行思

想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으나 佛敎가 이미 많存의 思想 흑은 信

{rp과 結付된 예 로서 중요하다는 뜻이 다. 이 점 

은 뒤에 결론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이다. 

臺名|훈 흙|色| 禮 法 I結社名 山 名

東臺觀音房
청색 圓通社 滿月山

관음보살 밤 |醫音예참 
했훨 rt: 房 낮 |八卷法華經

西臺 백색 水精社 長領山
무량수불 밤|離예참 

南臺
地藏房적색 

낮 \地若細藏續， 金剛般
金剛社 觀 山

치장보살 밤 |퍼察예참 

羅漢堂 낮 \佛끊報 盤恩經繹，
北훌석 가불 흑색 白運社 象王山

모니 밤 ! 예참 

質如院 |낮 1轉六百般若 
法輪社 風盧山中臺

비낳닝로자나 
황색 

밤 |文珠예참 

이제 깊은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佛國土信{대 

을 살펴보았다. 佛國土信때의 1段階에서는 過去

佛緣址라는 物的인 증거가‘제시되었고， 2段階에 

서 華嚴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불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땅이라는 자각을 심어준 결과， 마침내 

는 이 땅이 佛國土라는 確信 아래 믿음의 불보 

살을 한 곳에다 응접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 

던 것이다. 여기에 어느 부처 어느 보잘만을 섬 

기고 받든다는 소송적인 견해가 있을 수 없다. 

나의 부처 너의 보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 

든 불보잘， 우리 모두를 위 한 불보살로서 의 신 

앙 형태만이 존재할 뿐이다. 불국토 신앙은 우 

리 신앙사의 꽃이다. 이 신앙 속에 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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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보살은 없고 이 신앙 속에 버려지는 중생 

은 없다. 중생의 그리움이 이 불국로 신앙 속으 

로 녹아내렀던 것이다 19) 

(4) 風水思想

風水에서 明堂 吉地라 일걷는 곳의 내용을 요 

약하자면 山水相補한 調和와 均衝의 땅에 사람 

의 마음을 짜口覺上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有情

한 곳， 그러냐 倚된 氣가 흐르지 않는 聖所로 

정리되는 듯하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 

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지 않 

을까한다. 

첫째 , 來龍의 服勢는 北龍의 始祖인 뿔밟山으 

로부터 수려 장엄 하고 광채 나고 둥글며 많은 生

氣에 찬 산으로 연면히 이어져 吉地 뒷쪽의 主

山에까지 뻗어내려야 한다. 이 連眼은 주위산들 

의 호위 를 받아야 함은 물론 生動 變化하면서 도 

調和 安定感을 잃어서는 안된다. 

둘째， 局面을 구성하고 있는 썼을 중심으로 

하는 吉地 주변의 山勢는 四神妙의 원칙， 즉 玄

武華頭， 朱뚫錫舞， 좁龍轉廳， 白虎웹II~煩의 형 셰 

를 갖추어 야만 한다. 풀이 하면 主山은 主A답게 

임금답게 위염을 갖추어야 하나 험악하거나 지 

나치게 위압적이면 좋지 않고 案山과 朝山은 신 

하답게 아내 탑게 결코 主山을 압도해서는 아니 

되 며 左右의 좁龍白虎는 局面을 감싸 안듯해 야 

함은 물론， 祖週의 쫓勢를 취해서는 안되고 그 

렇다고 너무 휩착하여 탑탑한 감을 주어서도 안 

된다. 山의 모양은 둥글고 단정하고 밝고 맑고 

柔軟하고 重壘하고 아름탑고 有情하여 야 한다. 

셋째， 물은 반드시 吉한 方位로 부터 흘러 들 

어와 때한 方位로 나아가야 한다. 물에서 獨옳 

가나거나 흐리면 안되고 뤘前에 공손히 절을 올 

리 듯 1한長하게 지 나야 한다. 直急流하며 뤘을 

향하여 #射하면 못쓴다. 이 때 산은 산대 로 물 

은 물대로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 不吉한 것 

이 니 , 男女相配하고 陰陽相補하는 天理에 따라 

山水가 相生해야 한다. 

넷째， 컨 자리는 陰陽의 調和가 집중적으로 

표출된 곳이 기 때 문에 陰來여 면 陽受하고 陽來

이 면 陰受하는 生氣聚注한 곳을 정 확히 잡아야 

한다. 洛의 地에 聖의 所를 정한다는 것으로 결 

국 局面의 至高至善의 자리 를 뭇하며 景觀認識

上 中心의 장소가 되니， 이곳이 吉地 중의 吉所

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山勢가 높으면 t도 높 

은 곳에 있고 낮￡면 캉 역 시 낮은 곳에 있게 

되는 만큼 局面構成이란 면에서는 역시 調和가 

바탕이 된다. 

坐向은 山水로 대표되는 局面 전반이 일정한 

形局으로 坐定되 었을 때 前開後閒， 즉 켠의 앞 

쪽으로 트이고 컨의 뒷쪽으로 기옐 수 있는 選

好性方位를 선택하면 된다. 

끝￡로 全體的 局勢는 相힘， 散髮， 罷盡J[#(

斷， 無情， ì中射， 혈勢， ‘律遍의 분위기를 일으키 

지 않고， 相補， 相生， 生氣， 變化， 環抱， 有情，

順勢， 聚講 등 調和와 均衝의 이머지를 주어야 

한다. 

溫和 柔順하고 부도러우며 결함이 없어 마음 

을 安靜시켜 주는 周圍環境， 角이 지지 않는 方

位와 짧、長한 山의 흐름， 찌 르듯 달려 들지 않는 

물걸， 그러나 變化無雙하여 결코 單調롭지 않은 

山水의 排列， 이러한 調和를 이룬 自然、에 積德

한 사람들의 永遠한 居所， 이것이 風水的 理想

의 땅， 吉地인 것이다 20) 

(5) 實學者들의 可居地觀

朝蘇朝 實學思想、은 原始關學思想의 정신에 더 

욱 투철하지 않으면 아니될 시대적 요청에서 형 

성 되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朝蘇朝의 性理

學的 理論에 대 한 反省， 곧 性理學은 原始關敎의 

根本精神이 아니 지 않겠느냐는 懷疑에 서 보다 더 

原始橋學의 寶體精神을 중시 하고자 하는데 서 출 

발한다. 實學思想의 理想이 라 할 수 있는 原始

關學思想은 一般的이 고 普遍的 性格을 지 닌 것 

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修己治λ、이라 할 것이 

며， 孔子는 이러한 理念이 가장 調和롭게 이루 

어진 것은 周나라었다고 생각하여 “콤從周”를 

염원했었다. 당시 孔子는 團나라 체제가 무너지 

19) 김 현 준， 1986, “불국토 信때 佛敎 思想， 1월 호， pp.204'""217. 
20)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p.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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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名分과 縣序가 사라진 것을 개 단하여 周나라 

의 普遍的 制度를 홈나라에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孔子가 홈從周라고 한 것은 

三代를 통하여 揚益을 거 친 가장 理想的인 國家

를 이룩한 周나라의 文物을 따르겠다는 것이며 

이 를 택 하여 따르려 는 “擇其善”의 意、志는 바로 

理想性에 대한 추구를 말함이다 21) 이러한 理念

的 測面에 가장 경도되었던 것은 아마도 板尾洞

같은 곳이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이미 前

述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키로 하고 여기 

서 는 實學者들이 실제 사람이 살기 에 알맞다고 

묘사한 내 용만을 살펴 보기 로 한다. 

洪吉童傳의 陣島國이나 許生이 한 섬에 理想

的인 國家를 건설한 것은 한갖 공상이 라기 보다 

하나의 社會狀을 이야기한 것이다. 茶山에게서 

는 그것이 부다 구체적으로 生塵力據大에 중점 

을 둔 여(뽑)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聞란 山漢

川을 따라 원래의 地勢대로 境界線을 긋고 그하 

나 하나를 이름하여 일컴는 명칭이다. 聞의 世

帶數는 약 30家 정도로 하되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田地가 대략 80萬

結이고， Á口가 대략 800萬口이묘로 l家를 5口

로 잡는다면， 1家當 0.5結이 고 1聞의 田地면 

적은 15結이다. 聞가 셋이면 里를 삼고， 里가 

다섯이면 均을 삼고， 행이 다섯이면 몸을 삼는 

다. 聞에서의 생산 방법은 共同 出力에 의하며， 

收獲의 分配는 出力 日數에 비례하여 받는다. 

士地 私有權을 認定하지 않고， 親作權과 移動의 

自由만을 認定한다. 이렇게 하면 농경지와 인구 

의 비례가 상대적으로 불균형일 때 농민들의 자 

유로운 이동에 의하여 저절로 조종된다고 茶山

은 설명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理想的

땅에 관한 의견이 아니라， 理想的 社會에 대한 

제안이다. 그각고 매우 현실적인데， 이 점은 

다른 實學者들의 論說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 22) 

이런 部類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李重煥의 

擇里志、， ~居總、論에 나오는 얘기일 것이다. 그 

는 “보펀적으로 살 만한 곳을 택할 때에는 먼저 

地理가 좋아야 하고， 다음에 生利， 다음에 A心

그리고 그 다음에 山水가 좋아야 하는데 이 가 

운데 한가지라도 빠지면 살기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을 다른 實學書， 예컨 

대 山林經濟 같은 책과 함께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마을을 계획하는 데에는 중요한 네가지 조 

목을 고려해야 하는데， 땅의 흐름， 경제， 사회， 

생활， 자연， 경관 들이 그것이다. 마을 공간을 

구성할 때에는 주어진 자연 환경， 다시 말해서 

風雨， 風氣의 藏聚， 인 간의 視覺的 心理的 安定

感으로서 의 面背의 安穩을 살펴 야 한다고 하였 

다. 마을의 산은 높되 위험할 정도가 안되고 낮 

더라도 지나치게 무너져서는 안된다. 들은 넓어 

서 볕발라야 하며 밭은 두루 안아야 한다. 칩은 

지나치게 華麗하지 말며 검소하되 누추해서는 

안된다. 나무는 오렐수록 좋고 우물은 새로 자 

꾸 고쳐야 한다. 집 주위에는 채마를 심을 수 

있는 텃밭을 두루고 바깥에는 곡식을 심는 논밭 

을 배치한다. 가까이에는 벗물이 흘러서 고기잡 

고 관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밖드로 산마루가 

둘리고 山峰이 있어 빼어나게 아름다워 바라볼 

만 하면 좋다. 또한 마을 안팎에는 이웃 수십 

수백호가 있어서 防핏할 수 있어야 한다. 山水

는 精神의 緊張을 풀어 서 感情을 和陽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거칠어진다. 집터 

는 의당 농사가 잘되고 상업에 펀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이 모아져서 市井이 이익만을 

다투는 곳은 緊華함이 民洛을 눌러서 아름답지 

못하게 되묘로 주의할 일이라고 하였다 23) 

(6) 新興宗敎

宗敎史를 살펴 보면 永遠不變의 宗敎는 存在하 

지 않는다. 世界宗敎 흑은 普遍宗敎라고 하는 

佛敎， 基督敎， 回敎 등이 분명 히 이 地上에 없 

었던 때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인간의 宗敎에의 希求， 그리고 宗敎的 解答

이 드러난 象徵的 表象과의 意識의 연계는 단절 

되지 않는다. 그러묘로 宗敎史는 인간이 끊임없 

21) 吳鍾速， 1986, “韓國寶學思想과 湖南 茶山學報， 第 8 輯， pp.5 ,.....,9. 
22) 김 홍식 , 1987, 民族建緊輪， 한걸사， pp. 117 ,....., 118. 
23) 朴英漢， 1977, “淸灌 李重燦의 地理思、想、에 關한 맑究 騎山地理， 第 4 號. pp.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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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宗敎를 創出해낸 歷史이기도 하다 24) 

우리에 있어서도 朝解朝末 이래 무수한 新興

宗敎가 출현하였다. 이 宗敎들의 敎理는 그들의 

地理顧을 살펴 보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기 때 

문에 그것을 논급하지는 않겠다. 그들은 매우 

독특한 국내 의 政治， 社會， 文化的 背景 아래 서 

派生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背景을 살펴 볼 

i필요가 있다. 

오백년을 지탱해 오던 朝蘇 王朝는 自體의 누 

적된 모순과 外勢의 壓追에 옷이겨 그 末路를 

결었던 때가 19세기말엽이었다. 이미 그 이전부 

터 內的 갈등 속에서 새로운 時代의 到來를 꿈 

꾸어 오던 百姓들은 이 끝나가는 세 상을 救濟해 

줄 사람의 출현을 은연중 고대하고 있었다. 國

運은 項刻에 다달았고 經濟는 파탄 상태 에 직 면 

하여 民心의 動向은 新天地의 開關을 갈구하는 

형펀이었고， 여기에 副應하여 많은 民族的 色彩

의 新興宗敎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 新興宗敎들은 末世論的 흑은 終末論的

觀點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들이 理想的이라 

생각하여 들어간 理想獅 역시 그런 입장을 벗어 

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 런 경 우의 좋은 땅이 란 utopianism에 만 국 

한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난다. 거의가 千年王

國思想(Millenarism)에 관련이 된다. 유토피 아 

思想과 千年王國思想은 상당한 연관성 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本考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심이 

고， 여 71 셔는 다만 아래 圖表를 제시하는 것으 

로 대신하고자 한다 25) 

空間顧
(共時性)

時·間輪

유토피아的 世界의 *홈造 

遠隔願望 直接願望

類似유토피아 

유 }싼\ 禮토피 - 聖地: 禮
-1 、、 :si' 는늘 ”혹 

、〉;/

終 末 論/ 걷千年王國思想‘ 
\、 ι/

類似유토피아 

新興宗敎 중에서 그들이 末世에 救援을 얻A 

리라고 믿으며 들어간 지역의 예를 몇가지 돌어 

보기 로 한다. 우선 更定關道 信徒들이 찾은 責

廳洞은 앞서 神仙思想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本堂이 위치한 南原市 道通洞은 지세의 특이성 

은 있a나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한펀 그 한 分派로 보여지는 群山市 西興南洞

의 新明橋道 敎A들의 布德、堂도 도시 지 역 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末世觀的 意識을 제외한다 

면 땅의 유별난 점은 눈에 뜨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로 技安 邊山의 

한 지점과 金提 母힘山의 한 지점의 지세를 개 

관키로 한다. 

技安 內邊山， 꼼소만을 끼 고 있는 大핍里 神

仙洞 마을은， 지금은 廢村이 되었으나， 한때 새 

時代를 꿈구며 宗敎聚落을 이 루었던 곳이 다. 이 

곳은 변산 안에서도 가장 험난한 곳으로 산과 

하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마 

을이 다. 地名이 意、味하는 바와 같이 神仙思想에 

상당히 경 도된 更定橋道A들이 찾아들었던 곳인 

데， 洞口의 之玄 形態의 道路와 마을 周邊 山勢

의 四神妙的 配置로 미루어 보아 風水思想의 영 

향이 땅자체 를 구하는데 는 가장 큰 考慮휠素였 

을 것으로 여겨진다. 

역 시 新興宗敎인 觀山敎 信徒들은 風水地理思

想과 陰陽五行說 그리 고 數秘、學的인 運道數論理

에 따라 母톱山을 세계의 중섬으로 받들어， 後

天 五萬年의 새로운 開關 세상이 이곳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다. 金*몽합g 金山面 淸道里 白雲

洞마을도 그러한 믿음의 결과 이루어진 곳이다. 

信徒들이 보는 우리 나라의 風水的 위 치 는 韓半

島를 中心으로 H本을 內좁龍， 中國大陸을 內白

虎로 보고， 남아메 리 카를 外뿔龍， 아프리 카를 

外白虎로 보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지이며 

後天世界가 到來하면 우리나라에서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며 後天의 根本은 陰인데 

母톱山이 가장 어머니 다운 陰의 山이기 때문에 

母톰山이 우리 나라의 중심 이 라는 것이 다 26) 백 

24) 鄭鎭弘， 1986, 韓國 宗敎文化의 展開， 集文堂， pp. 272"'273. 
25) 安永壽， 1980, 延日本η그-" t: 7 思想、， 法政大學出版部， p.11. 
26) 김제군 금산면 용화리 증산교 본당의 교회부장 정영규씨의 1983년 증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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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마을의 건설자는 증산의 제자 중 한 사람인 

安民姓을 가진 분인데， 이 마을의 지세가 자신 

의 성싸인 安자를 닮은 것은 물본 후천의 안녕 

안정을 뭇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이 모악산의 

중심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이 세계 

의 중심이 되는 셈이다. 

(7) 現代A으l 明堂觀

이 부분은 실제 조사에 의존한 판단이기는 하 

지만 엄격한 社會調흉方法論을 원용한 것은 아 

니다. 全州 市內에 거주하는 약 50명 정도의 50 

셰 이 상의 노언들을 對象으로 全北大 地理敎育

科學生들이 “貴下는 모든 條件이 갖추어 진 상태 

에서라연 어디에서 살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1" 

하는 開放式 設問紙方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에 덧붙여 筆者가 장기간 體훌를 하며 느껴온 

노인충 주민들의 반응을 정려하여 간추란 것 

이다. 

그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고 싶어 하는 이 

상의 땅은 한마디로 “故獅”이었다. 그러나 그 

故鄭은 어릴 때 살았던， 이 세상에 實在하는 故

鄭은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固有名詞가 아닌， 

훌徵的意味를 다분히 내 포한 꿈결 같은 마음 속 

에서 그리워하는 그런 故獅을 그들은 지칭하고 

있었다. 더구나 現代A의 대부분은 他鄭살이들 

이다. 故鄭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가 언젠가는 

故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인 

다. 그러나 그들은 그 故獅이 그들이 꿈 속에서 

도 그리던 滿足의 理想、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있어야 할 故鄭， 그러나 있지도 않은 故

搬， 그 점에서 現代A들의 故鄭 생각은 다분히 

유로피아적이다. 유로피아의 語源， 어디에도 없 

는 땅이라는 원 못에 잘 맞는 생각이다. 그들의 

幻想의 故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곳이다. 

마을 뒤로는 겨울의 모진 바람， 눈보라를 막 

아주는 수려한 산이 우뚝 솟아있다. 그려나 그 

산은 결코 위압감을 주지 않는 부드러움을 간직 

하고 있다. 그 산기 숨， 경 사가 급하다가 완만하 

게 바뀌는 곳에는 祖上들을 모셨다. 몰아가신 

祖上들은 자기 子孫들이 사는 마을을 언제 나 굽 

리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온화하기 이를례 

없다. 마을 앞 텃밭을 지나면 질펀한 논밭이 펼 

쳐 지 고 그 가운데 동동산이 라고 부르는 장난감 

같은 동산이 있다. 마을 앞쪽 멀리로는 비단 장 

막을 펼친듯 빼어난 산이 가물거리고 그 산 아 

래로는 큰 강이 흘러 가뭄에도 그칠줄을 모른 

다. 洞口 밖마을길은이리 틀고저리 휘어 지 

루하지 않고， 정 자 나무는 동동산에 가려 봄채 

를 드러내는 천박스려움이 없다. 여기에 마운 

놈없이 살아가는 마을을 故鄭， 즉 理想織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4. 韓民族의 明堂的 地理觀

크게 일꼽개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우리 民

族의 좋은 땅에 대한 顧念은 어느 정도는 簡略

하게 整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 

나 그것이 主顆的인 先入見에 의한 無理한 推理

일 가능성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하는 까닭운 縮論에 

서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되었기 째문에 다시 附

言하지는 않겠다. 무엇보다도 짧은 論文에서 다 

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주제인 까닭에 어차피 

客觀性을 確保하기에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은 

것 이었고， 한 民族의 觀念을 살펴야 하는 일인 

만큼 부득이하다는 변명도 무색하지는 않오리라 

고믿는다. 

筆者는 우리 民族의 明堂 吉地 觀念은 風水思

想에 包括的으로 內含되 어 있다고 확신한다. 그 

러 나 風水思想의 論理體系가 워 낙 廣範圍하고 

複雜하여 그것으로 결론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韓民族의 明堂觀은 風水思想이라는 

命題는 置이지만 그 설명에 있어서의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不得不 前章의 내용 

을 훨約하는 過程에 서 筆者는 매 우 놀라운 事實

을 한가지 발견하였다. 그것은 實學者 李重煥의 

擇里志 중 F居總、論의 내용이 거의 위 明堂聽에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實學者들이 전반적으로 

風水思想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定說로 굳어져 있는 마당에， 韓民族의 明

어 보고 있다. 마을 좌우로는 고만 고만한 봉우 堂觀이 風水思想이고 그 골자가 擇里志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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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스럽다는 의 

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자연 너무나 

당연한 歸結인지 도 모른다. 왜 냐하면 風水思想

이란 元來 우리의 地理學이고， 地理란 땅의 理

致를 알아내는 것이 本領인 만큼， 地理에 밝은 

그의 著書에 그것이 잘 훨約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할게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일곱가지 의 明堂 吉地에 관한 思考觀念을 

簡單明確하게 整理한다는 일은 事實上 下可能하 

다. 여기서는 다만 서로 共通性을 지니고 었다 

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 일을 

대산코자 한다. 

우선 모든 思想에 있어서 단 하나의 例外 없 

이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現狀￡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은 좋은 氣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는 사실이다. 氣의 擺念은 매우 普週的이고 어 

느면에서는 常套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理論的

으로는 不透明하며 複雜하다는 점 이 다. 全十冊

으로 구성되어 있는 中文大解典27)에는 모두 21 

個의 독립된 의미가 서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 

땅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흔히 이해되고 있는 

生氣， 精氣， 地氣 등에 符合되는 내용을 정리해 

오면， 氣란 의미의 대체적인 윤곽은 짐작할 수 

있다. 1. 天地間의 自然 現銀을 일컨는 말로， 

陰陽 風雨 廳明을 天有六氣라 한다 28) 2. 천둥 

이 심하고 바람이 매우며 구름이 변화를 일으키 

는 것은 氣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 氣는 모두 

陰陽의 精이 다 29) 3. 身體의 活動力. 氣는 살아 

있는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다 30) 4. 元氣로서 

萬物 生成의 根元力이다. 5. 힘， 바로 그것. 6. 

냄새 , 香氣， 인간의 모든 感覺器官의 根本的인 

있게 함. 7. 氣가 觸物한 것도 氣엄 31) 8. 氣候

와 節氣. 등이 그것이다. 사람은 삶에 있어서는 

직접 이 氣에 접함으로써， 그리고 죽어서 역시 

遺骨이 接氣함으로써 自身과 後孫이 追吉避Iδl할 

27) 1981, 第六版， 臺灣， 中國文化大學出版部刊.
28) 左民昭元.
29) 漢書 天文志.
30) 堆南子 原道힘1[. 

31) 正字通.

32) 崔昌祚， 前揚書， 第2， 3章 參照.

33) 賢 郭壞鍵， 쫓흉觀 內篇.
34) 雪心顧正解， 卷四， 論陽~.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原理는 筆者가 

다른 글에서 이미 상셰히 언급한 바가 있기 때 

문에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32) 얼컬어 風水

思想인데 따라서 그 方法 역 시 風水의 諸方法論

을 따르면 될 것이나， 이 역시 術法的 性格이 

매우 강하여 說明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이마 다른 論文에서 詳述했기 째문에 간략히 그 

擺略만을 整理해 브기 로 한다. 

氣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져 버리고 물을 만나 

면 머 물게 된다. (氣乘風則散界水則地故寫之風

水)33) 그러니까 氣를 흩어지지 않게 모으려면 

바람에 露出시켜서는 아니되고 물이 멀어서도 

아니된다. 이것이 風水의 要調라 할 수 있는 藏

風 得水의 방법인 것이다. 사람은 땅의 氣만A 

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天氣도 매우 중요하 

다. 藏風을 하기 위 해서 는 周圍가 山으로 둘러 

싸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심해서는 안된다. 

山各이 너 무 俠揮하면 맨風의 被害가 두렵 다. 

맨風은 그 解義에 의 하면 “맥風者 山兩頭高中體

低 階如때字~樣 其風來最急也"34)로써 山씁의 

低地를 향해 내리부는 바람을 뭇한다. 이는 小

氣候에서의 冷氣湖(cold lake)를 연상하면 最伯

머風의 合理性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사방의 산이 높아 해가 늦게 돋으면서 일찍 빠 

지고 밤에는 흑 北斗星도 보이지 않는 곳은 가 

장 꺼리는 곳이다. 이런 곳은 陽明한 빚이 적고 

陰冷한 氣運이 쉽게 침입하여 雜氣나 耶氣가 몰 

려툴지도 모르커 때문이다. 또 朝장으로 山 안 

개와 擾氣가 사람을 병들게 하기가 쉽다. 그러 

면서도 山의 존재는 필수적이니 어려운 술법이 

아닐 수 없다. 땅에서 생생한 빛과 킬한 거운이 

나는 곳이라야 좋은 땅이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철저한 現實性

이다. 西洋의 유로피아思想이 실제로는 없는 理

想의 社會를 그린데 비해서도 그렇고 明堂 吉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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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賣觀獨 줄景과 藉地分布〉

의 語義上으로도 現實性의 特性은 異彩로운 것 

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이 그렸던 좋 

은 땅이 이 세상에 實在한다는 것을 별로 疑心

치 않은듯 하다. 일정의 通過 節次와-嚴式 그리 

고 過程이 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實現 不可

能하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게다가 높은 山과 급한 물， 험한 漢各과 놀라 

운 여울은 한 때의 觀賞할 즐거움 뿐이라， 사당 

이나 절터와 같은 宗敎 建物은 괜찮지만 대대로 

전할 집터는 아니라는 指網 역시 現實性의 또다 

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明堂 吉地觀念

에 있어서 가장 脫f짝的이라고 評價받고 있는 좁 

驚洞 顆念에 있어서 까지도 現實性은 여전하다. 

그들도 山水는 精神의 긴장을 풀어서 感情을 和

陽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거칠 

어져 좋은 땅이 못된다고 여겼으나， 홍#地를 확 

보하여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조금도 무시 

하지 는 않았다. (사진 2) 

이 상과 같은 現實性이 가장 劇的으로 表出된 

것은 實學者들의 경우일 것이다. 地理와 生利와 
人心과 山水혹r대별되어 L 설명확는 李重燒획 :><l" 

居總論은 代表的이다. 

셋째로 거론될 수 있는 特徵은 地有機體的 思

考 觀念이다. 이것은 天地A相關的 顆念의 連續

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民族에 있어 

서는 모든 思想體系의 基本이랄 수 있는 내용이 

다. 예를 들어 開基時에는 땅의 主A이 반드시 

地運과 그의 四柱八字와 運勢를 가리 어 , 좋은 

날밤중에 精誠스레 술·과일·포·소금·향· 

초를 준비해서 蔡파E를 갖추어 土地의 神에게 고 

해야하는바， 땅을파서 깊이 1 깨끗한흙을 열 

고 반도시 생땅을 본 뒤에 그친다. 흑 나무 뿌 

리， 사람 毛髮 및 다른 더러운 물건이 있으면 

다 除去한다. 흙의 性品， 즉 土性을 살펴 는 일 

을 게을펴 해서는 않된다. 땅에는 各各 主A이 

따로 있는 만큼(地各有主)， 좋은 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天地A의、 陰陽五行에- 맞추어 相生과 

相比 그리 고 相힘을 살펴 天性과 人性과 地性이 

서로 맞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佛國土信{대에 있어서 조차도 각 부처와 보살 

의 安住處를 實際로 존재 하는 山에 配定하여 이 

세상에 있음을 부회하는 식을 따랐다. 

끝으로 떠 요르는 共通點은 故鄭意識이 다. 이 

것 역 시 표倚信빼으로 부터 現代A의 明堂觀에 

이르기까자 底邊에 깊게 깔린 생각인데， 騎合的

인 士地觀이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地母

觀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5. 훌約 및 結論

本考는 우리 民族이 傳統的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땅에 대 한 思考方式을 整理解釋하는 것이 

目的이었다. Æ1참信{rP， 神仙 • 道家- • 道敎思想，

佛敎思想， 風水思想， 實學者들의 可居地觀， 新

興宗敎， 現代A의 明堂觀 등 일팝가지 項目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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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살펴본 本文의 內容에서 우선 지적되어 

야 할 사항은 이것이 너무도 廣範圍한 主題이기 

때 문에 하나의 論文오로 간추리 기 에 는 事實上

不可能한 작업 이 며 , 따라서 부득이 하게 간단한 

試論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 대 

체적 운곽정도 밖에는 살펴 불 수 없었다는 것 

은 本考의 制限條件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대 로 整理된 韓民族의 吉地 樂士 思考觀

念으로는 母性回歸性， 天地A相關性， 有機體的

宇園觀， 聖域觀念， 現世的 天地開關觀， 當世的

無薦自然觀， 陰陽五行에 바탕을 둔 調和와 均衝

의 地理觀， 現世 佛國土觀， 風水思想， 地氣感應

思、想， 澈底한 現實 感覺， 그리 고 故鄭意、識으로 

요약이 된다. 

本考에서 두도러지게 도러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韓國 地理思想의 짧究에 

매우 含홉的 意味를 갖는 것으로 주의를 요한다 

고 하겠다. 그 하나는 위의 내용들을 一言以廠

之하면 風水思想오로 集約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表現 如何에 불구하고 實學者들의 可

居地觀이 風水的 明堂觀과 잘 符合된다는 점이 

다. 本文에서 言及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重言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으나 이것이 결국은 

風水思想의 重훨性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다 

는 측변에서 음미되어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實學者들이 表面的으로 風水의 被害를 기 회 있을 

때 마다 彈辯한 것과는 달리 그들의 主張에 있 

어서는 風水方法論을 떠나지 뭇했다는 것은 매 

우 意味深長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좀 억지 

스럽기는 하지만 本考의 結論을 대신하여 한 문 

장으로 표현하면 韓民族의 吉地 樂土 思考觀念

은 風水思想에 서 의 明堂 名랐觀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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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raditional Utopianism: Some Cases 

Summary; 

Tracing the word to its origin, Utopia is 

both no place and a good place. U topias, w he

ther fÌctional or experienced, are ways of 

thinking about the world. In the Western 

W orld, although U topia and U topian mean 

many different things, when they speak of 

Utopianism, they can speak of a persistent 

tradition of thought about the perfect society, 
in which perfection is defÌned as harmony. If 

so, how do Koreans think about Utopia? 

The Koreans believe that Utopia is both a 

good place and a actual existing place. They 

seek for the place in the real world. All kinds 

of Koreans, that is to say, Shamanists, Budd

hists, Confucianists, Taoists, believers of newly 

risen religions, so far as Christians, likely 

believe the Utopian land that being existed in 

a certain place of their lands. 

Regardless of th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Utopian land among them, it is possible to 

summarize their U topian ideas. These are 

summarized as P’ ungsu(風水) ideas, a kind of 

geomancial views or the Korean traditional 

geographic thoughts, and the view point about 

good village-sites of the Sirhak(實學) scholars. 

As the numerous social il1s attendant upon bad 

phenomena became more grave, the problems 

Yi dynasty society now faced demanded serious 

reflection on the part of the members of its 

educated class. Their response is embodied in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59-75 

Chang-jo Choi 

the scholarship and thought known today as 

“Practical Learning" or “Sirhak." 

It has been said that Sirhak methodology 

took actual conditions as its starting point, and 

since the Yi dynasty order rested above all on 

the farming villages, it was to reform of the 

condition of agriculture that Sirhak scholars 

fÌrst addressed themselves. 

An exceptionally fÌne cultural geography is 

the T ’aengni chi (擇里志 Ecological guide to 

Korea; also known as the P ’ aryok chi, or the 

Eight Provinces) , written by Yi, Chung-hwan 

(1690 ,,-, ?). In this work Yi treats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as wess as customs 

and community val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stablish

ing residence in a particular local area. 

Ironically, the scholars of Sirhak severely 

criticize P’ ungsu ideas, nevertheless their tho

ughts about a good place are all the same as 

P'ungsu. 

They sa w the uni verse hea ven, earth and 

man as an entity of the same substance. They 

called a mountain a star, for example. Their 

ultimate purpose was to live in a world of 

harmoy and balance. The ways to that world 

were the P’ ungsu concepts, a kind of Korean 

ideology of U topia. 

On the whole, P'ungsu consists of four ele

ments, mountain, water, direction and man. I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College of Education, Chõ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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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ms good when the elements are organized 

as with harmony, balance, gent1eness, obedie

nce, softness, mildness and tenderness. In a 

word, it Îs generally agreed that P’ ung(風)

signifies weather or climate and su(水) means 

water condition. That is a kind of sett1ement 

location theory in traditional Korean cu1ture. 

The author explains the P’ungsu ideas at the 

Korea Journal (UNESCO, Vo1. 26, No. 5, 
May, 1986, pp. 35'"'-'45) , so he believes that 

the thesis is referred to the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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