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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홉회의 自 ~村짧에 관한 新究

- 形成과 形顧률 중심으로 -

서울大훌校 大훌院 

地理옐훌科 

鄭 鎭 元

분포의 보편성과 존숙의 연면성에서 한국 村落定住의 鳳型으로 볼 수 있 

는 자연촌락은 산업구조의 재펀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점진척으로 空洞化

되고. 解體되면서 正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자연촌락의 개넘， 

형성과 형태 및 형태유형의 분포 동의 고찰을 통해서 한국 자연촌락의 賣體

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해명하는 것율 북표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 전통척인 자연촌락은 촌락사회의 기초 定住單位로서 톡자척인 형성원 

리를 가지는 촌락사회 최대의 自己完結的 단위이며， 형태적으로도 톡립적인 

가욱웅집체의 外觀을 보이는 集村이다. 집촌화의 動因은 共同性과 A口要因

및 地形條件이며， 이들은 .사회경제적조건-촌락공동체-촌락형태’의 관련을 

주된 構制로 하여 촌락형태로 표출되었다. 水田農業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은 촌락공동체의 계기를 매개로 하여 촌락형태를 造形하고， 그 

지역적 면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문화-역사 

적， 정치적 조건 둥은 부차적인 인자로 작용하였다. 

2) 자연촌락은 立地와 領城 및 規模의 慣性이 크게 동요되지 않고， 구성 

가옥의 이차척 분산이 미약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空洞化 내지 解體의 과정 

에 있다. 횡적으로는 범국토척으로 관철된 촌락공동체 계기의 공간적 표출 

이며， 종적으로는 최상위의 自己完結的인 정주단위임과 동시에 행정지배의 

최하위 솟端部로서 존속하였다. 이러한 자연촌락 안에 촌락사회가 수행하 

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重層的으로 누적되었다. 

3) 자연촌락은 대체로 지형의 分節單位로 입지하여， 그것이 촌락의 영역 

및 형태형성의 端初가 되었으며， 背山臨水의 지점에 가욱이 集홈함으로써 

주거공간과 생산공간의 분리가 이루어 지면서 集村化가 촉진되었다. 자연조 



건에 규정된 촌락의 입지와 영역화 과정의 경직성 및 발생과 성장의 自生性

과 自足性 둥은 자연촌락의 불균둥 분포와 불큐칙적인 내부 웅집을 야기하 

였다. 

4) 자연촌락은 소규모 가욱웅집체의 보면적인 분포로 국토 공간에 존재한 
다. 명균 家口規樓 50을 上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가구의 80% 이상 

이 6戶 이상의 家群으로 웅집되어 있는 密集村 형태이다. 가욱의 웅집형식 

은 자연촌락의 영역 내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본고에서 集村은 

자연촌락 영역 내의 가욱웅집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면단위에서 자연촌락 

수와 행정리수의 훌훌合度는 자연촌락의 주·객관적 正體性의 정도률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명균적으로 두 개의 자연촌락으로 하나의 행정리가 구성되 

어 있으며， 자연촌락이 한 개의 가군으로 되고， 자체로 한 개의 행정리를 

이루는 경우를 標揮型 集村으로 보았다. 

5) 자연촌락의 분포는 生훌力水題의 반영으로써 명야지대에서 높은 밀도 

를 나타낸다. 자연촌락의 규모는 대체로 경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크지만， 

전남북 내륙과 경남 동부 산간지대 및 대도시 근교지대， 남-동해안 및 휴전 

선 일대는 예외적으로 자연촌락의 규모가 큰 지역이다. 가욱 웅집도 분포에 

의하면 내륙 산간지대에 集豪가， 태안반도와 강원 북동부 내륙에 散家가 

현저하며， 그 사이에 점이지대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山地-散村， 平

野-集村’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자연촌락의 소규모성 , 강한 覆集性， 시 간적 훤常性과 공간적 遍在性 및 

가옥 웅집의 불규칙성과 點的 존재로서의 자연촌락 분포의 불균동성 둥은 

자연촌락의 발생과 성장에 있어서의 自生性· 自足性· 自存性을 반영하는 동시 

에 자연촌락의 형태 형성에 있어서 村짧 外的 조건들의 영향이 없었거나， 

적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자연촌락은 확고한 正體를 가지고 존속하는 촌락정주의 기 

본단위이다. 密集村이 형태의 典型이며. 그것은 지형조건 및 그에 기반한 

농업경제적 조건이 결정적 요인이 되어 형성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형 

태유형의 지역적 연차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촌락은 형태의 지역 

차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회-문화적 웅집력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 

의 훌集·分散만으로 촌락형태를 꿇斷하는 것은 무리이다. 본고의 集村·散村

은 자연촌락의 형태와 기능을 포괄한 개념이며， 특히 散村은 서구의 散居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주요어 : 자연촌락， 촌락형성， 촌락형태， 집촌， 유형분포， 지역구조 



自 諸武之

現~ 1 芳序論

1.研究判目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主要概念判定義........................................... 2 
(1)自然村落................................................ 2 
(2) 自然村落~形態......................................... 4 
(3) 自然村落~分布......................................... 5 

3. 研究~構造................................................ 5 
(1)研究判概念構造........................................ 5 
(2) 論文判構成............................................. 6 

4. 研究~方法................................................ 7 
(1)研究判觀點............................................. 7 
(2) 分析方法............................................... 8 
(3) 研究資料............................................... 8 

5. 研究動向.................................................. 9 
(1)韓國判研究動向......................................... 9 
(2) 歐美要日本判研究動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呵~ 2 芳 自然村落~ 形成條件

1.集村化~基本動因........................................ .的
(1)人口要因............................................... 20 
(2) 共同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 地形條件............................................... 22 

2. 形成條件判範躊............................................ 22 
3. 社會經濟的條件............................................. 24 
(1)社會經濟的條件斗村落共同體判形成...................... 24 
(2) 生產力判發展........................................... 26 
(3) 生產關係~變化......................................... 33 
(4 )空閑理論的側面........................................ 35 
(5) 社會經濟的條件判綜合的論詣........................... 37 

4. 文化的條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1)儒教理念斗同族村落..................................... 42 
(2) 相預制度斗親旅制度..................................... 44 
(3) 風水的自然觀斗居住地還好............................ .的
(4) 防禦斗回避~問題..................................... .的

5. 歷史的條件................................................ 47 
6. 政治的條件................................................ 48 
7. 形成條件~綜合的考察..................................... 50 
8. 要約....................................................... 52 

現~ 3 芳 自然村落判體系持接能

1.歷史的展開................................................ 54 
2. 空間的體系................................................. 58 
(1)嶺的體系............................................... 60 
(2) 蹤的關聯......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1 



RdkdpoqLAUEEd 
c
U
P
O
P
O

旬
，
哼
，
『
r

…
能
能

戳
戳

能
能
自

攘
攘
的
的

M

J

本
濟
史
a

μ
基
經
歷
的

持
在
會
化
治
﹒

制
存
社
文
政
約

自

υ

幻
幻
的
要

qdaaz 

現~ 4 芳 自然村落判形態

1.自然村落~立地............................................ 77 
2. 自然村落辜!領域............................................ 82 
(1)領域判決定............................................. 82 
(2) 領域~範間" ............................................. 84 

3. 自然村落判形態............................................ 93 
(1)形態~概觀............................................. 93 
(2) 家口規模................................................ 96 

1 )家群~家口規模........................................ 96 
2) 自然村落判家口規模.................................... 98 

(3) .集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1 )家群判，是集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2) 自然村落判渡集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4) 自然村落判形態變化.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的
(5) 自然村落判形態概念叫苦棺論讀. . . . . . . . . . . . . . . . . . . . . . . . . 121 

4. 要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現11 5 芳 自然村落~ 類型分布叫地域條件斗~關係

1.自然村落~密度分布................ .. .. .... . .. . . .. .. .... . .125 
2. 自然村落~家口規模分布. .......... ... ..... ... . .. . . . . ... . . . .129 
(1)家群~家口規模分布............ .. ........ . . . . ..... . . .. .129 
(2) 自然村落判家口規模分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3. 自然村落刻，是集度分布.................................... .133 
(1)家群~渡集度分布........ ... ........ '" ... . ...... . . . . ..133 
(2) 自然村落刻，是集度分布..... . .. ... .. .. . . . .. . .. . . . . . . . . . . .138 

1 )自然村落判內的構成叫11 ~~凝集度. .. . . . . . . . . . . . . . . . . . . 138 
2) 自然村落判外的關聯性刊叫好漢集度.. ., . . ., . . . . . . . . . . .138 

4. 要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且有~ 6 帶結論........... .................. .. .. .. . .. . . . . . . . . . . . . . .147 

參考文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日
附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附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英文抄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且



표포」 目 ~ 

표 1- 1 자연촌락의 개념 ......................................... 4 
표 2- 1 총경지면적에 대한 논과 밭면척의 비율 .................... 31 
표 2- 2 토지생산성의 추이 ....................................... 32 
표 2- 3 일제시대 이후의 농지 소유관계의 변화 .................... 33 
표 2- 4 한국 촌락공동체와 게르만 공동체의 비교 .................. 41 
표 2- 5 형태 형성조건의 북합적 작용 .............................. 50 
표 2- 6 주요 지역의 지역조건과 촌락형태 ......................... 52 
표 3- 1 자연촌락수와 행정동리수의 변화 .......................... 58 
표 4- 1 한국 동축촌락의 입지조건 ................................ 79 
표 4- 2 ‘우리마을’의 범위 ....................................... 86 
표 4- 3 정주·행정 단위의 면적 규모(1985) ........................ 87 
표 4- 4 신라 촌락문서의 촌역 .................................... 88 
표 4- 5 ‘우리마을’로 느끼는 이유 ................................ 92 
표 4- 6 이천군 백사면의 자연촌락 체계 ........................... 94 
표 4- 7 가군의 가구규모 ......................................... 98 
표 4- 8 자연촌락의 명균 면적·가구·인구 규모의 분석값 ............ 99 
표 4- 9 정주·행정 단위의 가구규모 비교(1985) .................... 100 
표 4-10 자년촌락의 가구규모(1970.1985) .......................... 101 
표 4-11 착연촌락 가구규모(도별 ) ................................. 101 
표 4-12 주요 연도의 자연촌락수·가구수·인구수 변동 ............... 102 
표 4-13 자연촌락 당 가구수· 인구수 변동(1970-1985). ............... 103 
표 4-14 자연촌락의 가구규모 변화 ................................ 104 
표 4-15 군·현별 자연촌락 호규모 변화 ............................ 105 
표 4-16 집 가율 ( 웅집 도 ) ( 도 별 ) .................................... 112 
표 4-17 가군 당 산가수 .......................................... 113 
표 4-18 집가율과 자연촌락당 가군수의 결합에 의한 촌락형태 유형 .. 114 
표 4-19 주요 면의 집가율 변화 ................................... 121 
표 5- 1 가군 밀도와 집가율 ...................................... 128 
표 5- 2 자연촌락 밀도와 집가율의 결합에 의한 촌락형태 유형 ...... 128 
표 5- 3 가군의 가구규모와 집가율 ................................ 137 
표 5- 4 자연촌락의 가구규모와 집가율의 결합에 의한 촌락형태 유형 137 
표 5- 5 표준형 자연촌락의 면 .................................... 143 
표 5- 6 대표적인 표준형 집촌지역의 환경 조건 .................... 144 

m 



二l 론J 目 ~ 

그림 1- 1 연구의 개념 구조 ....................................... 6 
그림 2- 1 집촌화의 동인 .......................................... 19 
그림 2- 2 가욱 웅집의 조건 ....................................... 2。
그림 2- 3 경지조건과 농업유형에 의한 촌락형태 형성 ............... 39 
그럼 3- 1 자연촌락의 공간 체계 ................................... 59 
그림 3- 2 마율 단위로 천승되는 민숙 .............................. 73 
그림 4- 1 촌락의 입지 조건 ....................................... 78 
그림 4- 2 배산임수 입지의 모형 ................................... 81 
그림 4- 3 자연촌락의 기능 체계 ................................... 9。
그럼 4- 4 이천군 백사면의 자연촌락 분포 .......................... 95 
그림 4- 5 집촌 지역 .............................................. 116 
그림 4- 6 산촌 지역 .............................................. 117 
그림 4- 7 자연촌락당 가군수와 행정리당 자연촌락수의 결합에 의한 촌 

락 유형 ................................................ 119 
그림 5- 1 자연촌락의 밀도분포 ..................................... 127 
그림 5- 2 자연촌락의 분포 ........................................ 13。
그림 5- 3 자연촌락의 가구규모 분포 ............................... 132 
그럼 5- 4 집가율 분포 ............................................ 134 
그립 5- 5 집가율과 자연촌락당 가군수의 결합에 의한 촌락형태 유형의 

분포 ................................................... 139 
그립 5- 6 행정리당 자연촌락수 분포 ............................... 141 
그림 5- 7 자연촌락당 가군수와 행정리당 자연촌락수의 결합에 의한 촌 

락 유형의 분포 ......................................... 142 
그림 5 -8 대표적인 표준형 집촌지역 ............................... 144 

부도 l 가구밀도 분포 ............................................ 161 
부도 2 가군밀도 분포 ............................................ 162 
부도 3 행정리밀도 분포 .......................................... 163 
부도 4 집가율과 가군밀도의 분포 ................................. 164 
부도 5 집가율과 자연촌락밀도의 분포 ............................. 165 
부도 6 가군규모 분포 ............................................ 166 
부도 7 가군당 산가수의 분포 ..................................... 167 
부도 8 집가율과 가군규모의 분포 ................................. 168 
부도 9 집가율과 자연촌락규모의 분포 ............................. 169 
부도 10 자연촌락당 가군수의 분포 ................................. 170 

w 



척~ 1 걷:J- F:환 룹홈 

l. 빠究의 目的

산업구조의 재편과 그에 수반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촌락은 구조와 기능 

및 형태 면에서 급숙하게 변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국가 및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가는 촌락은 충심지의 補完區城에 매몰되면서 그 정체가 置名化

되고 있으며， 自己完結的인 개성이 약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홈￥體·空洞化 되 

고 있다. 

한국 촌락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같은 正體의 危樓 인식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기존의 한국 촌락지리 연구의 대부분이 관념성 및 이념척 偏向性을 견 

지하고 있다는 점에 우선 유의하였다. 축 한국 촌락지리 연구의 대상으로 

동족촌락이 선호되었다는 점과 村짧定住의 기초단위 설정 및 그 現存 形顧

에 관한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 외의 촌락관련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도 기초적언 사회단위의 확인과 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하게 된 것 둥은 이러한 연구 풍토의 반영으로 불 수 있다. 

연구의 실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촌락 연구들은 형태적인 면에서 散村，

기능적인 면에서 山地村과 觀村， 형성주체 면에서 同族村落 둥 한국 촌락의 

륙이형 내지 예외적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地誌 記述的 방법을 통하 

여 개별 촌락의 微祖的인 특성을 밝혀내는데 주력함으로써 그러한 연구틀 

을 통해서 얻어진 단편적 결과들이 보편원리로 오인되는 경우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촌락의 형태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한정된 지역 

연구에서 이루어진 村짧 形顧에 관한 부분적인 언급들은 대부분의 경우 촌 

락 형태를 直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결과로써 단위 내지 영역 개념이 결어 

되어 있으며， 더우기 한국 촌락의 홈型으로 보고자 하는 自然村落과 그 형 

태의 典型인 集村에 대하여도 그 개념과 형성조건 및 분포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급속히 變形·變賢되어 가는 村民 定住의 定型인 자연촌락의 寶相을 해체 

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척은 현 상태에서 고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촌락지 

리 연구의 긴박한 과제로 여겨진다. 이상의 관점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출 

발한 본 연구는 자연촌락의 形成· 形顧· 地城的 흩開률 중심으로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1 ) 촌락정주의 기본단위를 확인하고， 그 存立形式을 형성조건 빛 형태와 



지역적 천개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기본 목표로 하 

였다. 

2) 촌락 형성조건의 논의에 있어서는 농업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조 
건들이 村짧共同體의 계기를 매개로 하여 촌락형태를 遭形할 것이라는 가 

설에 기초해서 집촌의 형성력 규명을 중심으로 형성조건이 논의되었다. 

3) 자연촌락율 촌락정주의 기초단위로 보고， 그 역사척 흩開와 공간적 體

系 및 기능 동의 고찰율 통해서 자연촌락의 단위적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4) 자연촌락을 형태 중심으로 고찰하고， 형태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옹 集

村에 대하여 그 개념·형성조건·형태·형태의 유형화·분포 둥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설명에 이르고자 하였다. 

5) 자연촌략과 그 형태 유형의 분포 륙색을 지역조건과의 관련성에서 살 

펴 붐으로써 형태와 형성조건의 관계률 실제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학， 국사학 둥 지리학의 인접 과학에서는 미약하지만 자연촌락에 관 

한 연구성과가 축척되어 있다. 그러나 定住의 기본적인 공간단위인 자연촌 

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극히 부촉한 상태에 있음이 사실이다. 본 연구 

는 자연촌락 연구의 지리학적 端初률 제시함과 동시에 점진적인 해체의 과 

정에 있는 자연촌락의 현존형태를 파악하고， 존재 형식을 해명함으써 한국 

촌락정주의 기본형 내지 원형에 관한 공간적인 이해와 설명에 이르고자 하 

였다. 

2. 主要 戰念의 定훌 

(1) 自然村짧11 

본 연구의 대상인 자연촌락은 촌민률의 日常的 呼稱으로는 .마을’이며， 

1 ) 村짧定住의 지리척 기본단위를 짧名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呼稱이 없는 
상태이다. 자연촌락율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마을(말)’ ‘村’ ‘村짧部 
落’ ·동리(동네)’ 둥이 혼용되고 있다. 李며훌(1968 ， pp.192-193)는 일쩌 
기 .마을(말，몰)’이 촌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語홈은 村集會所(내지 
그 接舍)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古代語에 있어서도 큰 차가 
없었읍은 r梁홉新羅傳」어11 r其혐 呼城日健*羅」라 한 것에서 알 수 있으 
니 r健후羅」는 큰 마율(大村大물)의 옳音이라는 것이다마율(말)’이 
자연촌락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어 용어로 보지만， 본고에서는 文
語的 표현인 ‘자연촌락’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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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파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自然部짧’으로 통칭되어 옹 촌락사회의 

기초적인 社會-領城的 단위이다. 홈￥典의 定훌훌로는 ‘예로부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자치단위로서， 여러 사람이 한 동아리를 이루어 모여 사는 지 

역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으로 되어 있다 21 崔在觸은 자연촌락을 ‘우 

리 마을’， ‘우리 동리’， ‘우리 부락’이라는 표현 숙에 잘 나타나 있는 바， 

농촌인의 자축적 生活團으로서 사회척 통일이 가장 찰 이루어진 지역 집단 

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촌락의 개념 설정의 지표로서 φ 洞흉률 공동으로 하 

는 범역.ø 동리매， 동리 추방이 이루어지는 범역， φ 흉사 시 애도의 범 

역 둥을 들었다 31 자연촌락은 ‘우리 마을’ 이라는 주민의 의식에 가장 잘 

整合하는 촌락 정주의 기초 단위이다. 그것은 연면히 존숙한 모듬살이의 사 

회공간적 定型이며， 理想型으로서 촌민의 일과 놀이， 삶과 축음이 顧屬하는 

하나의 小宇寅와 같은 존재이며， 역사적 寶在로서 톡자적인 존재 양식과 형 

성 원리를 가지며， 판t會構成의 일반적 숙성을 分子的으로 나둬가지고 있는 

촌락사회 최내의 自己 完結的 정주단위이다. 

자연촌락의 ‘自然(natural) ’은 ‘A工’의 대비 개넘이 아니라， 계획척 건 

설이나 인위척 면제에 先行하는 自生· 自存· 自足的인 定住의 숙성을 지시하 

는 것이며. ‘촌락(village) ’은 기능적， 형태적으로 일정한 단위성을 갖는 

정주의 실체로서 집합적 개념이다. 광의의 촌락은 도시적인 것 (urban) 의 대 

비 개념으로서의 촌락적인 것 (rural ). 정주 행위 및 정주 장소의 의미로써 

의 村落 定住(rural settlement)~ 및 촌학 정주 가운데 역사적- 영역척· 집합 

적 실체이며， 형태와 기능 상 규모화된 結節로 된 村짧(rural village) 둥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의 관계를 범주적으로 대비하면. rural settle

ment 는 rural 보다 한정척， 경관적 개념이고. rural vi llage 보다는 확장 

적 개넘이다. 자연촌락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위적 획정에 

의해서 된 行政村落과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1) 

2) 신기철·신용철. 1980. 새 우리말 큰사전， 三省버版社. p.l074. 
3) 崔在錫. 1975. 韓園農村社會빠究， 一志社. pp 56-62. 
4) K.H.Stone. 1965. "The development of a focus for the geography of 

settlement." Economic Geography , Vol.41 , no.4.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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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자연촌락의 개념 

자연촌락 행정촌락 

발생 자생성 인위성 

內因性 外因性

형성주체 촌민 국가 

영역 屬地性 屬A性

다양성 획일성 

자연적경계 인위적경계 

형태 재지적단위성 행정척단위성 

기능 공동사회성 이익사회성 

자축성 관계성 

완결성 체계성 

자치성 행정성 

~AJ 자연성 합리성 

실질성 형식성 

생활양식 제도 

慣협法的 公法的
」←←

(2) 自然村짧의 形願

촌락 형태는 다양한 경관 요소로 구성된다. Schlenger 는 촌락 형태의 구 

성 요소로서 토지 분할·도로망·경지와 가욱의 관계·가옥 상호간의 거리·가 

욱의 형태와 배치상태· 건물의 명면형과 입면형 동을 들었으며， Vidal de la 

Blache 는 촌락을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가욱의 集슴과 分散의 정도에 따라 

촌락 형태를 분류하였다 51 Doxiadis는 촌락의 구성 요소로 경지·건립물·도 

로 및 특수 부분을 들었으며 61 Yang 은 중국의 촌락 구성요소를 田·흉·家· 

훌로 나누었다 71 

5) 日本地誌新究所， 1989 , 地理學鷹典， 二宮홉店， p. 388. 
6) C.A.Doxiadis , 1968, Ekistics , Hutchinson (London) p.27. 
7) C.K.Yang, 1959 , A Chinese Village in Early Communist Tran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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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은 일정한 장소를 기초로 실현되는 존재기본기능과 그 건축척 표출 ( 

Daseinsfunktionen und ihre bauliche Manifestation)이다 81 촌락의 형태 ( 

l 닙ndlichen Siedlungsformen)는 가욱 형 태 (Behausungsform) , 촌락 형 태 (Ort 

sform ), 경지 형태 (Flurform) 의 종합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며， 범위를 좁혀 

서 보면， 촌락 형태 (Ortsform)는 촌락의 규모(Größe) , 명면 형태 (Grundriß

form) , 건물 밀도(Bebauungsdichte) 둥에 의해서 결정된다 9’ 본고에서 주된 

분석 대상이 된 형태는 자연촌락의 家口規鍵와 가육의 훌훌集度이다. 가욱의 

웅집 상태와 웅집 규모를 자연촌락의 題城 내 현상으로 파악하여， 集村 개 

념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자연촌락이 행정리에 整슴하는 정도로 자연촌락 

의 규모와 웅집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家群은 가육 

간 거리 50m 이내로 6호 이상으로 웅집된 가욱웅집체를 의미하며， 集훌훌훌은 

가욱의 웅집도로서， 면 단위에서 전 가구 중 6호 이상으로 웅집된 가구의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3) 自然村짧의 分布

분포는 點的 存在로서의 자연촌락의 공간분포와 面的 存혼E인 자연촌락의 

형태유형이 지역척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점적 존재로서 

의 자연촌락의 분포는 단위면척 (km2 ) 당 밀도률 지표로 표현되었으며， 유형 

분포는 면 단위 자료에 기초한 자연촌락의 가구규모 및 웅집도가 기준에 의 

해서 유형화 된 다음 전국적인 분포도로 地圖化 되었다. 

3. 鼎究의 構造

(1) 鼎究의 鷹念 構造

자연촌락을 形成·形顧·空間分布를 중심으로 寶體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자연 조건은 農業睡홉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촌락의 

立地， 題城과 形顧를 직접 조형하는 공간적 툴이 된다. 농업경제를 주축으 

Technoloy Press (Massachusetts) p.40. 
8) C.Lienau, 1986, Geographie der l 홉ndlichen Siedlungen , Westermann 

(Braunschweig) , p.l08. 
9) C.Lienau , ibid.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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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촌락 형성과 형태 조형의 근본적인 動因이 되었 

으며. 물질척 토대 위에서 함양된 상부구조적 조건들이 부수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본다. 촌락형태는 개별적인 가육 입지의 集積훌과 集積形式이 영역 

내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촌락 형성조건은 기능과 동시적 작용으로. 또 

는 기능의 잠재척 기반으로 기능율 매개로 하여 촌락 형태를 造形하게 된 

다. 촌락 형태는 존재의 慣性을 가지며. 지숙적 작용인 촌락의 기능과 相

互規定的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형태의 유형화와 그 지역적 분포를 

통해서 형 태와 지 역 조건과의 관계률 실제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개엄 구조는 다읍 그립과 같다. (그림 1- 1) 

촌락입지 

촌락영역 

그림 1- 1 연구의 개념구조 

(2) 꿇文의 構成

제 I장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이 지적됨과 동시에 본 연구의 動機와 目

的이 명시되고， 자연촌락， 자연촌락의 형태 및 분포의 개념이 정의되었다. 

연구의 방법에서는 연구방법론과 실제의 분석방법이 논의 되었고， 국내외의 

연구 動向이 이론적 배경의 탐색과 아울러 문헌연구률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제 2장은 자연촌락의 존재률 천제로 하여， 그 형태 형성조건율 集村化

의 계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다음 장의 형태와 분포 논의를 위한 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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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 설정 단계도 되었다. 여기서는 형태 造形力으로서의 물질적 토대와 사회 

경제적 초건의 규정성이 주로 고찰되었으며， 문화적 초건들의 영향력에 관 

한 반성도 이루어졌다. 제 3장에서는 자연촌락의 正體가 확인되었다. 자연 

촌락율 촌락정주의 정형으로 보고， 그 단위적 실혜를 시공간 차원과 기능 

면에서 확인하였다. 제 4장은 자연촌락의 존재형식을 형태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자연촌락 형태의 단초률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촌락의 입지와 영 

역이 우선 논의 되었으며. 자연촌락의 규모와 웅집도률 중심으로 형태가 분 

석되었다. 제 5장은 분석 결과들율 기초로 자연촌락을 유형화 하고， 그 지 

역적 변이를 고찰함으로써 형태 륙성과 자연촌락의 존재 형식에 잠재한 碩

向性 및 자연촌락을 매개로 한 지역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성 

조건-형태’의 관계를 전국적 범위의 지역조건과 형태분포의 整合 관계로 보 

고， 주로 지도화의 방법을 통해서 주 형성요인율 검출함으로써 촌락형태 형 

성조건의 장에서 가설로 부각된 내용들을 검증하여 결론에 이르고자 하였 

다. 제 6장은 요약과 결론이다. 

4. 新究의 方훨 

(1) 鼎究의 觀點

社會構成의 분자척 숙성을 分有하면서. 소우주척 존재로 촌민의 총체적 

삶율 담고 있는 자연촌락을 연구함에 있어서 륙정한 관점 빛 분석 방법만을 

고수하게 되면， 결국 자연촌락의 한 단면만을 파악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자연촌락을 全體뚫的 관점에서 보께 되는 경우는 이해의 수준 

을 념어 설명에 이르는 길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를 세분하고， 

륙정한 접근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연구의 실제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촌락사회에는 寶賢性과 觀念性， 地緣性과 血緣性， 被支

配와 支配의 이중적 이넘 구조가 존재한다고 본다. 기존의 촌락 인식과 연 

구는 지배구초 중심과 관념성에 편향된 것으로， 그러한 경향은 한국의 촌락 

연구가 상당한 부분 同族村짧 중심으로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자연촌락을 국가지배의 최하부 말단단위가 아닌 촌민 주체의 

최상위 完結單位로， 소수의 兩班 同姓戶의 지배 아래 있는 동촉촌락이 아니 

라 다수의 常民 各姓戶의 공동체가 이루는 상민 촌락으로 인식한다. 생산자 

촌민이 토지와의 직접 관련에서 이루어 내는 촌락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구 

조 빛 그 구체적 표출로서의 형태와 분포를 자연촌락의 영역단위 안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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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지척인 촌락이 아닌 보면척인 촌락율 대상으로 하고， 

상부구초 중심의 지배 이념이 아니라 직접 생산자 중심의 실천에 유의하면 

서 , 화k훌훌的· 微뾰的인 방법 보다는 景觀的· 巨視.的인 방법을， 연역 적 방법 보 

다는 귀납척 방법으로 관념척인 촌락 이해의 수준율 벗어나 실제적인 설명 

에 이르고자 하는 기본적인 연구 태도률 견지하였다. 

(2) 分析 方훨 

자연촌락의 존재 확인은 인접 과학의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필자의 답사 결 

과률 기초로 자연촌락의 時空間的 단위성율 규명하였다. 利川都 新Jt!面과 

相앙?面. 求훌훌훌g 龍方面과 廣義面，2ft훌훌ß t홈城面， 禮山都 홈可面， 향城훌B 

흙北面， 톨률훌훌훌B 松山面과 橫城都 甲川面 둥지의 답사를 통해서 자연촌락의 

현존 형태와 공간 체계 및 기능 둥률 확인하였다. 

형태 연구는 실증적， 분석척 방법율 사용하였으나， 분포 고찰은 전국율 

대상으로 거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연촌락의 형태는 규모와 가욱의 

웅집도를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행정 차원의 조사 단위는 행정리가 최하위 

의 단위이나， 자연촌락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면별로 파악되어 있으므로 분 

석의 지역 단위는 面이 되었다. 자연촌락율 母數로 하는 면별 명균치가 주 

로 사용되었다. 

자연촌락 내의 가육 훌集상태는 일정한 기준을 전제로 가시적으로 그 륙 

성율 드러내고， 결과률 指훌化 하였다. 50m 이내로 6호 이상 웅집된 홍屋群 

과 그 주위에 분산된 가욱률을 파악하는 일을 천국의 1/25, 000 지형도 상에 

서 면별로 행하였다. 여기서 析버된 가군수와 분산가욱의 비율 및 都統計年

報에서 조사된 면별 면적·가구수·자연촌락수·행정리수·경지면적 둥을 분석 

자료로 하여 자연촌락의 규모， 웅집도 동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유형화 하 

였다. 분포의 특성은 지도화에 의한 지역 관련성 고찰을 통하여 이루어 졌 

다. 자연촌락의 형태와 관련된 변수와 그 분포률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되는 지역초건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률 참고로 하였으며， 

전국척 범위에서의 분포도 제작은 ARC/INF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3) 新究 賣料

자연촌락수의 파악은 〈새마을총람( 1972，내무부)>을 참고로 하여 行政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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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 별로 이루어졌다. 1971 년의 면별 가구수· 인구수·농가수·자연촌락수는 이 

자료에서 얻었다. 1985년 기준의 자연촌락 파악은 군통계연보(1985년)률 사 

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분석은 이 자료에 근거하였다. 가욱의 웅집도 산출은 

1985년 기준 항공사진 촬영에 의한 1/25, 000 지형도(국럽지리원)가 이용되 

었으며， 기타 필요한 지역의 1/50, 000 지형도， 1/5, 000 지형도， 1/1 , 200 지 

적도가 사용되었다. 전북에서 지명이 있는 촌락수률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 

지명총람(1981 ，한글학회)을 사용하였고， 연구 지역의 경지소유 관계는 해당 

지역의 4훌地鳳훌훌률 참고로 하였다. 조선시대 촌락 파악은 〈興地圖홈)， <戶

口 總數〉 및 각종 물誌를 참고 하였다. 

면 단위 자연촌락의 體系와 樓能을 파악하기 위해셔 경기도 이천군 백사 

면과 신둔면， 경기도 명택군 오성면의 오성들， 전남 구례군 용방면과 광의 

면을 답사하였으며， 경지 분포와 자연촌락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 

도 이천군 백사면 상룡리， 충남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 강원도 횡성군 갑천 

면 상대리 둥지률 답사하였다. 전형적인 散豪 지대인 충남 당진군 송산면애 

서 자연촌락의 題城과 자연촌락에 관한 주민의 意講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 

문 조사률 실시하였다. 

5. 鼎究의 動向

(1) 韓園의 新究 動向

한국 자연촌락 연구의 대부분은 농촌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쳤으며， 崔在

錫의 선구적인 연구에 의해서 자연촌락의 사회학척 개넘이 정립되었다. 그 

는 농촌 연구의 단위 내지 대상을 自然部짧으로 전제하고， 자연부락율 ‘농 

촌 사람들의 자족적인 生活團임과 동시에 톡자의 사회 의식과 관습을 가진 

곳으로， 그 자체로 하나의 강한 사회적 통일율 이루고 있는 基鍵社會’로 정 

의하였다 φ 李萬甲은 촌락을 원초척으로 自然村울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 

나， 村落· 自然村·行政里를 명확히 구별된 개념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111 金

泳讓는 농촌에 있어서 가축집단 이외의 가장 기본척인 사회척 단위를 近鷹

集團(neighborhood)으로 보고， 이률 자연부락과 동일시하였으나， 자연부락 

의 하위 개념으로 마율， 콜 둥을 들므로써 그률과 근린 집단의 관계가 모호 

하게 되었다 121 文炳鍵은 한국 촌락사회는 공동체적 속성과 관련된 동촉 관 

10) 崔在錫， 1985, 韓園農村社會新究， 一훤社， pp.55-59. 
11) 李萬甲， 1960, 韓園農村의 社會構造， 훌훌園훌퓨究뼈훌훌館，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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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근린 관계로 얽힌 가혹을 단위로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자연부락의 범 

역 설정에는 명확율 기하지 않았다 IJ 훌會水는 농촌 사회의 지역 집단율 행 

정단위로서의 面과 농민의 실제의 생산 및 생활단위로서의 자연부락으로 이 

루어지는 이중구조로 파악하였다.때 崔在律은 자연촌락율 歐美의 근린집단이 

나 지역사회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률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 농 

촌의 역사와 현실에 의해서 형성되고， 톡자적인 존재양식율 갖는 것으로 파 

악하면서， 대체로 최재석의 자연촌락 개념율 수용하였다.뻐 최재석의 경우 

외에는 자연촌락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다. 

한국 자연촌락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일본의 농촌사회학자 짧木榮太郞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그는 사회집단과 사회관계의 累홈율 기초로 사회적 통 

일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제 1.2.3 社會地庫로 구분하면서， 이 가운데 제 2 

사회지구률 일본의 自~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매 짧木榮太郞은 한국 

의 자연촌락율 일본의 자연촌과 동일한 개엄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 崔在錫은 한국 자연촌락의 연구성과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착 

연촌 개념과 呼稱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척한 

바 있다 171 

국사학의 李佑成은 고려 전기까지의 촌락은 아직 자연촌락의 성장이 불충 

분하여 몇개의 자연촌락이 합쳐진 이른바 地城村이 생산활동과 자치적 기능 

을 발휘하는 촌락공동체적 성격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111 李泰鎭은 고려 말 

경의 농업경제의 발천에 따른 사회구성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조방적 농업 

에서 집약척 농업으로의 변화가 종전 지역촌을 자연촌 단위의 社會構成 관 

계로 변화시 켰다고 보았다. 뻐 

자연촌락의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학계의 고무적 인 현상은 전통 촌락사회 

의 기초 정주단위와 그 주체로서의 基層 民聚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실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역 

사 연구에서 鄭村社會의 최말단 하부단위에 관한 자료 발굴과 실제 모습을 

재구성하는 작업 및 기충민중 생활의 구체척 면모률 드러내는 문헌자료의 

12) 빼團農村社홈흙究홉 훌， 1965, 農村社會훌， 民훌행社， p.125. 
13) 文炳廳， 1973 ， 훌훌톨회의 村落 -훌業의 生흩方式과 훌훌흩 鍵明文化社， p 6. 
14) 훌會水， 1967, 빼園 훌村의 村짧構遭， 亞細亞問題新究所， PP.495-560. 
15) 崔在律， 1986, 農村社會훌， 格뿔버版社， p.l05. 
16) 짧木榮太郞， 1943, 日本農村社會學鳳理. 時懶社， p.95. 
17) 崔在錫， 1985, 前揚홉， pp.56-58. 
18) 李佑成， 1961 , “훌훌代 百姓考 歷史훌報， 14 , pp.25-44. 
19) 李泰鎭， 1989 , 朝훌￥R톰敎社會史훌훌，~講훌業社， pp.81-93 ,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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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척량이 적다. 이는 활용 가능한 史料의 기본적 한계일 수도 있으나， 기존 

의 지배충과 중앙 중심의 역사 서술에 의해서 民과 하부 단위지역의 동향율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빼 조선 후기 향촌사회 연구는 이태진· 

이해준·김현영·박경하·정숭모·김인걸·한상판·정진영·안병욱·고석규 둥에 의 

해서 이루어졌으며 2D 륙히 기충 사회， 기충 촌락에 관한 이태진·김인걸·이 

해준의 연구m 와 최근 村훌(類)， 21 기충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조명， 小農

民 생산주체， 민충과 민숙애 환한 연구때 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촌락 사회의 지리척 기본단위 내지 자연촌락에 관 

한 본격척인 논의는 없는 상태이다. 다만 출相昊는 正슐院民政文홈률 자료 

로 한 연구에서 生活空間의 單位性에 주묵하여， 그것율 단위생활체라 하고 

그 중에 基低的인 것율 基鍵地城이라 호칭하면서， 그것의 시대 별 형성 계 

기에 대해서 고찰하였다2!al 앓흩姬는 촌락사회의 구성 단위인 촌락을 차연촌 

과 행정촌으로 나누고， 자연촌을 근린집단 또는 지연사회로서의 단결이 강 

한 촌락공동체로 보였다 211 

촌락의 형태만율 연구한 경우는 극히 적은 형면이며， 대부분의 경우 韓園

地理 및 村落地理홉 편성의 일부로써 촌락형태와 형성조건이 단면적으로 취 

급되고 있을 뿐이다 271 촌락의 형태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소위 

集村의 절대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집촌의 개념및 분석 단위， 형성조건. 분 

포 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빼 옳相昊에 의한 집촌의 

20) 주강현， 1989 , “역사와 민숙; 변혁의 문제 역사 숙의 민중과 민숙， 이 
론과 실천， p.15. 

21 ) 주강현， 1989, 前揚꿇文， pp.30-31. 
22) 李梅혐， 1989, “조선후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기충민 문제 -연구시각 
과 방향율 중심으로 역사 숙의 민충과 민숙， 이론과실천， p.I04. 

23) 옳龍德율 중심으로 하여 村훌의 실체를 큐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다음 책에 실려 있다. 
椰村社賣史빠究會， 1990, 조선후기 향약연구， 民音社.

24) 한국역사민숙학회， 1989 , 역사숙의 민중과 민숙， 이론과 실천. 
25) 옳相昊， 1976, “生活空間의 基嚴地城新究 -面· 里· 洞의 地城的 基훌훌 

地理행훌훌퓨究， 1卷 2號， 훌훌園地理敎育學會， pp.I-25. 
26) 洪흩姬， 1985, 村짧地理훌， 홉文社， p.125. 
27) 밟흩姬(1985 ), 姜錫午(1984 ), 鄭짧짧(1983 ), 吳供哲(1980 ， 1989 ), 權麻在

(1 987) 동의 韓봅훨地理 및 聚짧地理 著홉 참고. 
28) 한국 촌락지리 연구자률은 촌락 형태에 관하여는 ‘(대부분)集村-(일부) 

散村’， 분포 지역에 관하여는 ‘集村-후野·짧作地城 / 散村-山地·新開拖
地’ , 형성조건에 관하여는 .集村-米作農業· 同族結슴 / 散村-田作훌業· 기 
타’에 동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촌지역으로 태백산지와 서산·당진 일 
대를 드는 것도 일치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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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척인 형성 계기에 관한 천기한 연구와 柳홉훌에 의한 촌락 경관의 포괄 

적 논의의 일부로서의 촌락 형태에 관한 약간의 언급이 있율 뿐이다.뼈 반 

면， 散村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계 진행되었다고 불 수 있다. 한국의 散村

연구로는 李鳳훌，톨 崔基薰3D 李文훌훌m 둥에 의한 瑞山지방， 吳洪합에 의한 

濟州道， 31 ï훌山지방，빼 太白산지，훌 李홉홈에 의한 강릉 남부 금광명 일대 연 

구，훌 姜大玄에 의한 명창군 도암면 일대의 山村 연구m 퉁이 있다. 서산지방 

산촌에 관한 선구척인 연구는 이 봉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형성조건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것만율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다. 국내 학 

자들이 중요시 한 촌락형태 형성조건율 범주적이 아닌 단항목으로 분류해 

보면， 同族結合力이 가장 높은 빈도률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실증 없는 

동축촌락 偏向의 촌락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단지 김상호만은 동촉집촌의 

형성조건으로 혈연만이 아넌 임야개척， 농업생산 기반 동의 조건율 중요시 

하였올 뿐만 아니라， 동축집촌에 대웅하는 일반 집촌의 존재률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조선시대에 미착을 중심한 집약척 농업이 전개되어 그것이 농업 

의 주축율 이루어 가면서 농업경영 면에서 일반 집촌 중심의 기초지역 웅측 

이 이루어졌율 것으로 보았다.훌 

옳몽-은 동촉촌락이 초선후기 농촌사회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는 

通念에 대하여 이의률 제기하였으며，빼 최 협도 동축촌락이 공동체일 수 없 

음율 들어 한국 촌락 연구의 새로운 시각율 제시한 바 있다.뼈 동촉촌락 편 

29) 柳훌훌훌， 1979, “農村景觀의 形顧的 新究 地理學論훌훌， 第 6號. pp.96-
115. 

30) 李鳳뿔， 1977, “泰安半島의 散村 形成要因에 빼한 新究 地理學과 地理
數育， 第 7集， pp.19-42. 

31) 崔基構， 1985 , “散村景觀의 形成過程 -瑞山 周邊의 散村地城 新究 廳
用地理， 제 8호， pp.56-106. 

32) 李文鍾， 1988, 泰安半島의 村落形成에 關한 新究， 地理學훌훌養， >>u號 6. 
33) 吳洪홉， 1979 , “濟州道 相播흩地의 聚짧훌퓨究 좁城盧道陽博土古積紀念 
論文集.

34) 吳洪합， 1977, “禮山地方의 果園村落 新究 빼理學， 第16號， pp.35-53. 
35) 吳훌홉， 1984 , “太白山地의 山村에 關한 新究 地理學新究， 第 9集，

pp.141-164. 
36) 李뿔善， 1987, “林野開훨에 의한 村훌훌形成過程 -ì[廳市 南했 훌光j!Ji-
뺨의 훌훌u훌f究 빼大뚫文集， 10, pp.469-484. 

37) 姜大玄， 1966, “大빼뽑附近의 山村의 立地와 形顧 只山先生華甲紀念꿇 
文集， pp.99-109. 

38) 옳相昊， 1976 , “生活空間의 基鍵地城 훌퓨究 -面· 里· 洞의 地城的基훌훌 
地理훌흉퓨究， 1卷 2號， 훌훌園地理敎育훌1톨， pp.l0-21. 

39) 金見一， 1984 , “朝蘇 末에서 日帝下의 農村社會의 〈洞쫓〉에 關한 新究
훌훌園學報， 35集， pp.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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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연구 태도에 대한 반성은 주로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Brandt는 서산지방의 해안촌락 연구에서 혈연의식에 입각한 동촉촌과 상호 

협동과 技助를 중심한 명둥주의 공동체윤리 (egalitarian community ethic) 

에 의한 일반 집촌이 촌락사회 안에 병존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촌락연구 

에 있어서 이중적 이 넘구조(dualistic ideological model)률 제시 한 바 있 

다 (V Bartz도 촌락을 兩班村짧과 常民村짧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富村， 후 

자를 췄村에 대웅시격 연구한 바 있다 ø 

촌락형태의 분석 방법이나， 유형화 작업 및 그 분포에 관한 본격척인 연 

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단지 吳供哲은 1/25, 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1cm 平

方眼(grid square)율 작성한 다음 각 방안에 들어가 있는 A家數률 계측하 

고， 이 자료를 토대로 方眼圖 또는 等密度線圖률 그려서 촌락 형태와 그 국 

지적인 분포 양상을 연구한 바가 있다.φ 모든 연구자들이 ‘平野·짧作地帶 -

集村’山間· 田作地帶 - 散村’ 도식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촌락 

형태유형의 전국적 분포 형식과 그 지역 구조의 형성 조건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척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증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인 善生永助는 조선의 취락에 관한 방대한 자료률 수집하고， 집대성 

하였으며，빼 사회학자 짧木榮太郞은 조선 농촌율 답사하여 얻은 차료를 기초 

로 하여 촌락형태의 특색에 언급한 바가 있다.빼 최근 山田正浩는 한국 촌락 

의 훌洞里( 自然部落)와 新洞里의 符合훌훌을 기초로 하여 촌락형태를 유형화 

하고 그 지역적 전개에 관한 연구를 행한 바가 있으며.뻐 그 간의 연구 성과 

를 토대로 하여 韓· 日 양국 촌락의 비교 연구도 행하였다Q) 

40) 최 협， 1986, “한국사회·공동체·공동체 이념 韓國社會學， 제20집， PP. 
20-25. 

41) V.S.R.Brandt , 1971 ,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Harvard 
Univ.Press , pp.1-33. 

42) P.M.Bartz , 1972 , South Korea , Oxford Uni~Press ， p.54. 
43) 吳供합， 1980 , 聚짧地理學， 훌k훌社， pp.180-184. 

吳향합， 1979 , “韓團 果園地城의 聚짧鼎究 尊園의 都市와 村짧新究， 
톨품齊버版社， pp.37-47. 

44) 善生永助， 1935, 朝蘇φ聚落(前· 中· 後)， 朝蘇總홉府. 
45) 짧木榮太郞， 1944 , 朝蘇農村社會體훌記. 大股量號홈店. 
46) 山田IE浩， 1980 , “朝蘇m村짧 -洞里- Q)規樓 k 空間構成 t.: --::> 1，、~，" 地理
學報告， Vo l. 50 , 愛知數育大훌， pp.25-42. 

47) 山田正浩， 1987, “韓· 日 村落에 대한 歷史地理的 比較鼎究 地理學꿇 
養， 第14號，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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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歐美 및 日本의 흉퓨究 動向

톡일의 촌락지리학은 역사적-발생적 관점에서 景觀훌훌 또는 촌락 形顧훌훌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빼 톡일 촌락 형태론에 있어서 社會홈濟史的 접근의 효 

시가 된 것은 Meitzen의 연구이다. 농업사률 해명하기 위해서 촌락연구를 

수행한 그는 촌락과 경지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촌락 형태와 그 공간 분포를 

고찰하였다.빼 그는 촌락 형태의 지역차률 유럽 민축들의 분포에 정합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소위 • 民族假說 (These von Stammesgebundenheit 

der Siedlungsform) ’을 제기하여 그 후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 

의 촌락 형태론은 단순한 형태 기술에 그치지 않고， 촌락 형성의 배경이 된 

농업 경제의 륙징과 역사지리적 인자의 영향 둥 촌락의 기능면을 고려한 연 

구로 후대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Meitzen의 연구성과는 Schl니ter 

와 Gradmann 둥의 촌락 형태론과 Weber뼈의 社會훌훌훌톨史 연구에 계승되었다. 

Schlüter는 Arnold 의 地名 연구와 Gradmann의 村落史 연구 업척을 계승하 

여， 경관론의 이론적 기초률 정립하였다. 그는 촌락 경관율 유형화 하고， 

그것을 일정한 시간 단면에 정합시커 고찰하였다. Gradmann은 촌락의 수· 

규모·형태·공간 분포·경제적 륙성 및 경지 형태 둥율 촌락 지리 연구의 중 

요한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그의 이른바 ‘Steppenheidetheorie’는 그 훨健 

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촌락 형성조건의 고찰에서 生顧的 사고 

률 했다는 점이 높이 명가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古景觀(Al

tlandschaften) 및 鳳景觀(Urlandschaft)의 연구는 그 후 Meitzen에 의해서 

제기된 Gewann 훨地와 Haufendorf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촌락 및 경지 형태 

에 관한 연구를 축발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최근 Nitz는 촌락지리학의 연구 

영역을 역사척-발생적 연구， 유형적-분류적 연구， 모델-이론적 연구， 통합 

적 연구와 계획 관련적 연구 동으로 분류하였다. Born은 촌락형태의 발전을 

계통척，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역사적-발생척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 

였다 5D 유형적-분류적 연구는 촌락의 형태·기능·발생과 진화의 관점에서 진 

48) 톡일의 연구 동향은 다음 문헌율 참고. 
C.Lienau , 1986 , op.cit. , pp.18-27. 

49) A.Meitzen , 1895 , Siedlungen und Agrarwesen der Westgermanen und 
Ostgermanen , der Kelten , Römer , Finnen , und Slawen , Berlin. 

50) M.Weber , 1924 , Wirtschaftsgeschichte , M니nchen und Leipzig.( 趙훌훌樓 
역， 1982 , 社會홈홉史， 三省出版社).

51) M.Born , 1977, Geo‘graphie der 1 납ndlichen Siedlungen , 1. Genese der 
Siedlungsformen in Hitteleuropa ,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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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으며，댈 륙히 〈농업경관에 관한 용어 설정율 위한 국제 연구단(Intern 

ationalen Arbeitsgruppe für die geographische Terminologie der Agrarla 

ndschaft)) 은 촌락지리학의 주요 개념율 정의하였다S1I 모델-이론 정립적 

연구는 Christaller.Bylund.Morrill 둥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뻐 

프랑스의 촌락 형태론은 Meitzen의 ‘민축가셜’율 비판하면서 자연척 및 

사회경제적 조건율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Vidal de la Blache는 

인류의 生活樣式을 구성하는 충요한 요소로써 취락을 들고， 그것은 이른바 

‘地的 統一’ 의 單位로서 지 리 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지형조건과 음료수 구특의 난이 둥 지리적 조건의 영향율 중시하면서， 촌락 

입지률 지형의 接屬線(Lignes de contact)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취락형 

태를 集fj(village aggloméré)과 散在 居住(habitat dispersé)로 나누고 촌 

락형태와 촌락사회의 구조적 관계 및 촌락형태의 범세계적 분포에 대하여도 

개략적으로 언급하였다.뭘 그에서 Demangeon에 이어지는 프랑스 학파의 특징 

은 상세한 지역 조사를 통해서 각지의 地方誌를 완성하고. 이것이 역사학과 

사회학의 지식을 윗받침 할 뿐 아니라 결국 프랑스 농촌을 몇 개의 지역유 

형으로 정리하여 농촌사회 진화의 지역적 륙징율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Demangeon은 촌락율 집촌과 산촌으로 구분하고， 형성요인 

으로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 농업경제의 영향 둥율 률고， 륙히 농업경제의 

규정력을 중시하면서 집촌과 산촌의 형식율 논하였다.월 사회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하는 이와같은 그의 촌락연구 방법은 프랑스 촌락지리 연구의 주류 

를 형성하였다. 또한， Demangeon은 일쩌기 촌락형태 분류의 통계적 공식을 

창안하고， 그 지수값율 기초로 프랑스 일부 지방의 촌락형태 분포도를 제시 

한 바 있다57l 그의 방법에 의해서 集居地와 散居地의 구별션 -Demangeon선-

52) G.Schwarz , 1966 , Allgemeine Siedlungsgeographie.3.Aufl. Berlin. 
53) H.Uhlig und C.Lienau, 1972, Die Siedlungen des 1 닙nd 1 i chen Raumes , 

Teil 1, 2. , Gießen. 
54) W.Christaller , 1933, Die zentralen Orte in S니ddeutschland ， Jena. 

E.Bylund, 1960 , "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gardimg the distri
bution of settlement in inner north Sweden , " Geogr. Ann. 42 , pp.225 
-231. 
R.L.Morrill , 1962 , " Simulation of central place patterns over 
time," Lund Studies in Geography , Sieries B, 24 , PP.109-120. 

55) Vidal de la Blache 著， 山 口 貞夫 譯， 1933, A文地理學， 古今書院，
pp.191-21 1. 

56) A.Demangeon , 1927, "The origins and causes of settlement types , " in 
P.C.Wagner and M.W.Mikesell(eds.) , 1962 ,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The Univ. of Chicago Press ,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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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어지게 되었다.톨 Bloch와 Dion은 農地制度에 입각하여 프랑스 각지의 

촌락형태률 고찰하였다. Bloch는 프랑스 동북부 농촌에는 開放錯地의 이른 

바 깡파뉴(Campagne) 경관으로서 三團式農業이 행해지면서 전형적인 Gewann 

촌락이 형성된 반면 서부에서는 농민들이 散居하여 경작지는 土뚫나 생울타 

리로 에워싸인 보카주(Bocage)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남부 

에는 集居村이 많으나 경지의 형태는 불큐칙하고 二團式 농업이 행해진다고 

하였다.톨 

최근의 촌락형태 연구는 영국에서 활발하다. Thorpe는 영국의 촌락 형태 

률 集村· 小村· 散村· 都市로 나누고， 촌락형태 분포도률 작성하였으며，빼 

Houston은 Spain 과 Italy 둥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촌락 형태 분포도를 작 

성하고， 그 형성 조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ID Smi th도 촌락 형태를 集村

(grouped settlement). 小村(hamlet) . 散村(dispersed settlement)으로 유형 

화 하고， 각각의 형성 조건을 논하였다 121 륙별히， Stone은 가욱을 인간- 토 

지 관계의 구체적 표현으로 보고. 일차 생산율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適鷹樣式으로서의 가욱의 분포에 대한 기술과 분석이 촌락지리학의 목표가 

된다고 보았다 51 또한 그는 촌락 연구의 분석단위로서 가옥 중심의 定住單

位(unit of settlement)를 률고，그 地域化 과정올 검증하기 위해서 Spain의 

촌락 형태 및 분포 양상을 연구한 바 있다.“ 최근의 Bunce는 촌락 형태 

(village morphology)를 공동체의 공간적 표출(spatial expression)로 보 

고， 형태 형성조건으로서 방어·생활편이·사회적 웅집-경제적 조건 둥을 들 

었다.빼 Roberts는 영국 촌락의 解숍u學的 내부구조를 역사지리학적 접근 방 

57) A.Demangeon , 1933, "Une carte de 1’ habitat , " Annales de Géogaphie , 
42, pp.225-232. 

58) 뼈基柱 외 , 1989 , 佛文化講휩( 표 ), 韓團放送通信大學， p.58. 
59) 冊基柱 외， 1989 , 前揚홉， pp.49-50. 
60) H.Thorpe , 1964 , "Rural settlement," in J.W.Watson and J.B.Sissons 

(eds.) , The British Isles A Systematic Geography , London , pp.358-
379. 

61) J.M.Houston, 1964 , The Western Hediterranean World , Longmans , 
London, pp.238-468. 

62) C.T.Smith , 1969 , An Historical Geography of Western European before 
1800, Frederik A.Praeger , pp.268-294. 

63) K.H.Stone , 1965, "The development of a focus for the geography of 
settlement , " Economic Geography , Vol.41 , no.4 , pp.347-348. 

64) K.H.Stone , 1970, "Regionalization of Spanish units of settlement ,"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 61 , pp.232-241. 

65) M.Bunce , 1982,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 St.Martin ’ s 
Press , New York. pp.44-50. 

16 



법으로 설명하면서， 집촌화의 조건 및 기본 動因에 관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빼 

日本의 촌락 형태 연구는 1914년 小川훌治에 의해 휩波 散村이 소개된 이 

후 많은 학자률에 의해서 촌락 형태와 그 형성 작용에 관한 연구가 계숙되 

었다. 1930년대 이후로는 효村太郞， 線實勇彦， 山빼禮一， 村松훌빼 둥에 의 

한 촌락형태 연구와 保柳廳美m 와 松井 勇빼 에 의한 가육분포 상태에 관한 

定훌훌的 연구가 이루어졌다. 1950 년대에는 長井政太郞， 能 登i릎雄 둥에 의 

해서 촌락형태의 개염， 유형화， 분석 방법 둥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륙히， 

水律一朝은 Schl 니ter 이래의 독일 경관론 및 그 발전 형태인 독일 사회지리 

학의 영향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문화적인 인간 共同體와 자연척 요소 

사이의 생태적인 균형이 최소의 景觀統一體로 나타난 것을 基鍵地城이라 하 

고，빼 기초지역(촌락공동체) 규모의 법칙성m 내지 공간 규모가 가지는 륙정 

한 의미7Il 및 기초지역의 부분 공간인 小字의 내용율 밝히는 연구m 둥을 행 

하였다. 또한 그는 覆政村이 촌락공동체로서의 기초지역을 어떻게 포섭하 

고 있는가에 따라 그 유형을 標揮型·須惠村型·煙山村型으로 나누고， 그 존 

재형식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731 륙히， 1960년대 이후는 단위촌락 형태의 

단순한 기술이라는 차원을 념어서 형태 유형 분류의 실증척 방법 모색과 분 

포형식 및 그것을 수단으로 한 지역구조 해명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최근 20년간 일본 촌락 연구 가운데는 촌락의 규모와 공간 구성 및 그 

지역척 차이 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촌락 형태와 제 

도로서의 촌 동의 문제와도 관련하여 흥미있는 연구과제가 제기되어， 성과 

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74> 各뼈武雄은 Demangeon의 가욱 分散度 계측 

방법을 웅용하여， 일본의 촌락 형태를 分散型·混在型·集中型·無住 또는 種

住 지역으로 유형화하고， 그 전국적 분포도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촌락형태 

66) B.K.Roberts , 1987, The Haking of the English Village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pp.212-213. 

67) 保柳塵美， 1933, “家量等密度線J:t)見 t 용大東京西部 地理學評論， 9-5.
68) 松井 勇， 1931 , “홈波平野φ一部 t:於 tt 종散村φ分布狀顧 t: 關좋종統훌十的 
一考察 地理學評論， 7-6. 

69) 水律一朝， 1980, 社會地理學m基本間題， 大明堂， p.59. 
70) 水律一朝， 1955, “共同體φ地理的規樓 史林， 38-6, pp.91-100. 
71 ) 水律一朝， 1956, “基鍵地城 k 갇(J)À口規樓 .. À文新究， 7-9 , pp.36-53. 
72) 水律一朋， 1955, “ 4、宇φ置史地理學 -基廳地城 (J)構成要素 ~{;"C(J)小字

.. À文鼎究， 8-10 , pp.39-60. 
73) 水律-朝， 1957, “村짧制度 集落地理훌講座 第i卷， 朝슐書店， pp.316 

-320. 
74 ) 山田正浩， 1980, 前揚論文，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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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도척으로 집중형이 탁월하다고 보았다1!il 이에 대해서 石鳳 潤은 집촌 

이 일본 촌락형태의 典型이라는 통념에 이의률 제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인 

식되고 있는 이상으로 散村 및 小村과 集散村의 첨이 형태인 훌塊村이 탁월 

합율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촌락 유형의 지역 구초률 기초로 하여 촌락공 

동체와 촌락 형태의 관련을 촌락공동체의 물질적 기초률 중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중심으로 사례 지역 별로 연구하였다7IiI 훌씀正A은 奈良縣 生뼈산 

지의 小村연구T1I 짧作團과 촌락 형태 및 규모와의 관련에 관한 연구깨와 水

홉-期의 촌락형태 유형율 기초로 하여， 그 분포 지역을 〈農業集짧〉과 현행 

大字의 부합율에 의해서 결정한 다음， 륙히 須훌村型깨 의 분포·성립·구조률 

밝히는 연구 둥율 행하였다. 

75) 各뼈武雄， 1963, 平野φ地理， 古今출院， pp.189-195. 
76) 石鳳 潤， 1965, “業落形顧 k 村落共同g훌 -特 t: 훌톨被φ훌빼흘中心lZ- ，” 
A文地理， 17-1 , pp.38-64. 

77) 꿇各正A ， 1969 , “農村社會φ空間훌序 ~-f0)意훌훌 -主 ~L "C小村φtf tJ ~、
흉훌倒~ L "C -," A文地理， 21-6 , pp.19-43. 

78) ~감正A ， 1971 , “훌村φ構遭把握m試1，.-集짧)'\강 ν t 土地利用φ團構造
흉中心t:L "C-，" A文地理， 23-5 , pp.66-87. 

79) J.F.Embree , 1939, SUYE HURA , A Japanese Village , The Univ. of 
Chicago Press. 

80) 힘씀正A ， 1978, “村 ε b. 7φ地城史꿇 -須홈村型村落φ分布·成立·構造훌 
中心 ε L "C 山훨大紀要， 8 -12 , pp. 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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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11 2 걷f 自 훌찾 후순f 홉홈 으} 켜증 를흘 앞훌 츄F 

l. 集村化의 基本 鄭因

한국 촌락 정주의 鳳型은 자연촌락이며， 그 기능척， 형태적 존재형식의 

천형은 集村이다. 따라서， 촌락의 생성과 촌락형태 造型의 기본적인 동인은 

집촌화의 계기를 중심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촌락은 ·자연조건-사회경제적 조건-촌락공동체-촌락형태’의 관련 機없l률 

주된 영력으로 하여 형성된다. 축 농업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 

건은 촌락공동체의 계기를 매개로 하여 촌락형태률 조형하는 주된 동인으로 

작용한다. 륙별히 산업화시대 이전 사회경제척 조건의 기반율 이룬 水田農

業과 그에 규정된 사회구성은 집촌화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다고 본다. 

촌락형태 형성의 일차적인 좋g機는 물질적 조건율 토대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며， 二’것에 규정된 상부구조적 제 조건 및 제약 조건으로서의 자연환 

경척 기반률이 북합적인 형성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은 

개별적으로 직접 촌락형태를 조형하는 것은 아니고，웅집력의 계기로서의 共

同性(communal i ty ), 형성주체와 규모증대의 원천척 素材로서의 A口

(popu-lation)要因. 제약 인자로서의 地形條件(terrain potential)들이 북 

합척 영력이 되어 역사척 관성과 생태척 한정 숙에서 촌락사회를 매개로 하 

여 구체척인 촌락형태로 표출되었다. (그림 2- 1) 

공동성 

communality 

인구요인 
!촌락공동체 센| 集村

population 

terrain potential 

그림 2- 1 집촌화의 동인 

19 



Roberts는 집촌화의 作用 機制 (control mechanism)를 인구와 공동성 및 

지형적 조건으로 보고， 이률의 북합적 작용에 의한 가욱의 훌훌集율 다음과 

같이 도시하였다 11 (그림 2- 2) 인구， 공동성 및 지형 조건의 요소들이 이 

루는 3 차원의 ‘ catastrophe surface' 에서 3요인의 북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욱의 웅집도와 웅집큐모가 달라지게 됨율 보여준다. 축 인구규모가 크고， 

공동성이 높을 수룩， 그리고 지형 조건이 웅집에 좋은 환경이 될수록 가욱 

의 웅집도와 웅집규모가 중대됨율 나타낸다 . 

• 80th St ，]te~ Co.(>"st 

(출처 B.K.Roberts ， 1987 , p.213) 

그림 2- 2 가욱 웅집의 조건 

(l )Á 口 要因

인구는 촌락 생성과 변화의 주체라는 점에서 기타의 촌락 형성조건과 다 

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가욱 立地意思의 결정자로서의 인구인 村民이 가 

지고 있는 環境知률의 내용과 태도는 촌락 입지와 영역 및 형태 결정에 크 

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인구는 家戶의 소유자로서 결국 촌락 규모와 

형태 조형의 기본적인 소재가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는 A口學的 개념으로서는 대체로 사회경제척 조건의 휩數로 변화되 

는 사회구성의 중추적 요소이다. 일정한 시대나 지역의 인구 륙성은 밀도로 

1 ) 共同性( communal i ty ) , Á 口( popu 1 a t i on ) , 地形條件(terrain potential) 
의 개념은 다음 문헌을 참고. 
B.K.Roberts , 1987, The Haking 01 the English Village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PP.110-113 and 212-217. 

20 



표현되며， 이것은 촌락 내지 촌락형태 조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 

이다. 축 인구 조밀한 곳이 일차척으로 가욱 웅집의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 

다고본다. 

(2) 共同性

정주단위로서의 촌락에 있어서 생산과 생활은 협동과 공동성 (cooperation 

and communality)이라는 集體化의 내적 긴장을 요구하게 되며， 이것이 집촌 

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공동성 (communality)이란 공동체의 훌集力 (the 

cohesiveness of community)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국면을 갖는다. 

1 ) 合寬(同寬)의 共同性(communality of agreement or assent) - 개인들 

사이의 합의나 가족의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는 후손들에게 

토지를 遺傳하는데 관련된 慣行이며， 生者와 死者 사이의 일종의 계약 

(compact) 이다. 그것은 생산관계 창출의 기저적 조건이며， 토지를 매개로 

한 암묵적인 사회적 약숙， 또는 합의이다. 토지가 확고한 지속성을 갖는 것 

이므로 일정한 영역 내에서 토지를 매개로 하는 합의(동의)는 촌민율 토지 

에 묶어 두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이러한 합의에 기초한 공동성은 사회척， 

공간척 웅집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2) 努力(짧濟)의 공동성 (communality of effort or economise) - 노동과 

토지의 共有(sharing)는 각 개인에게 상당한 보상과 더불어 동시에 책임을 

부과한다. 토지의 공유와 공동 노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노력이나 경제의 공 

동성은 웅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3) 꿇制의 공동성 (communality of enforcement) - 數親.나 統制， 植民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압력에 의해서 촉발되며， 管理나 지배의 便易 내지 

효율화를 위해서 요구된 웅칩이다. 

위의 세 가지 공동성의 계기는 이념척으로는 분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폰재되어 있으며， 북합척인 동기와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Bunce도 이와 

유사하게 촌락 영역의 조직 수준으로 농업에 있어서의 共同性， 토지 소유에 

있어서의 繼훌性， 인구와 토지의 統制 條件 등을 들었다’ 

한국 농촌에 있어서 공동성은 미작농업의 기반이 된 여러 가지 자연적 조 

건들의 륙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영농활동의 다양한 측면 및 

2) M.Bunce. 1982.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 St.Martin's 
Press. New York.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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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조건에서 함양된 民洛的 慣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 

며， 그것률이 촌락 사회와 형태 형성의 북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 

국 문화의 근저에는 촌락 사회의 생활원리가 있으며， 이 생활원리의 기조를 

이루는 것은 홉同 慣行이다 3’ 한국 농민들은 농업 생산과정. 륙히 미작농업 

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共同財률 소유한다. 또한 한국 농촌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동질성이 발견되는 바， 이것이 협동적인 거래를 위한 

기본 요건이 되었다고 본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협동활동 조직 또는 거 

래비용의 측면에서 농촌 사회에 親族과 마을이라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이 존 

재한다. 천자는 동양적인 유교 사상에서 연유된 공식적인 사회적 계급 의식 

이며， 후자는 지리적인 여건을 배경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동고동락한다는 

비공식척인 故觸 개념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농촌 사회가 그 성격면에서 

사실상 협동 활동이 자연발생적 소산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4’ 자연 

발생척인 協同性(共同性)은 한국 집촌의 자연발생성율 설명해 낼 수 있는 

연역적 원리가 된다고 본다. 

(3) 地形 條件

지형조건은 물리적인 툴로서 촌락 입지와 영역 및 형태 결정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축 지형은 근본적으로 촌락 입지의 適格性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촌락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율 시사하며， 결과 

척으로 촌락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공간툴로서 작용한다. 또한 지형 

조건은 토지 이용의 가능성과 내용을 규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됨 

으로서 간접적으로 촌락형태 조형에 영향율 주게 된다. 륙별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토공간 내에 지형의 소규모 分節이 多被하며， 가욱 입지의 가능성 

을 결정함에 있어서 水田이라는 조건이 갖는 근본적인 배타성 및 하계 강수 

집중의 영향을 받는 하천의 水文的 륙성 둥 지형조건을 주축으로 한 자연 

조건들이 촌락형태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2. 形成條件의 範빠 

촌락 형태 형성 조건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의의 

3) 高承濟. 1988. 韓園社會홈홉史論， 一志社. p.7. 
4) 리드. 1981, “部落짧同과 새마을운동 -사례 조사률 통해본 천망 새마 
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pp.2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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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앤훌性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많은 변수률을 고려하게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 

이다. 촌락 경관의 배후에는 사회적·개인척， 정신적·물질적， 感情的·知的

둥 전 인간 생활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의 확인과 현상의 를E述이라는 

차원율 넘어서 景觀의 因果關係와 발생척 파악 및 문화경관의 合法則性의 

문제 동을 고려하게 될 경우 촌락지리학의 관심 영역은 크게 확대될 수 밖 

에 없다 51 

이와같이 확장된 관심 영역율 정돈하고， 형성 조건의 연구가 단순한 사실 

의 羅列과 기술의 차원을 극북하여. 구체적인 연구 묵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조건률율 법주화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 큐정 관계에 유의하면셔， 그률이 

전체로서 촌락 형태를 어떻게 조형하는가률 밝혀야 될 것이다. 

조건을 범주화하고 그것율 영향력의 강약과 상호 규정 관계에 따라 서열 

화하는 일은 연구대상 선정과 그 설명 변수 사이의 인과적 상호관련성， 당 

대의 지배적 연구 이념 및 연구의 개념 구조， 연구 북적 닿성을 위한 작업 

가설적 전제， 연구자의 이데올로기적 편향 둥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Meitzen은 農地制度률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조건율 민축이라는 문화적 조 

건과 결합하여 촌락 형태의 발생과 분포에서 소위 民族假說율 제기하였으 

며’ Houston. Jones. Niemeier. Smith 둥은 사회척， 경제적 조건으로 법주화 

하였다’ 空間構造論이 대두되기 이전 시대의 Demangeon과 Trewartha는 자 

연조건을 우선하고，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논의하였으며 81 우리 나라의 대 

부분 학자들도 자연 조건을 우선하는 사회척， 경제적 조건을 들고 있으나， 

5) 水律一朝， 1968 , “形顧 t 發生 木內흠藏· 西川治(編)， 地理學總論，
朝슐書店， pp. 117 -125. 

6) M.Bunce , 1983 , "The evolution of the settlement pattern," in 
M.Pacione{ed.) , Progress in Rural Geography , Croom Helm , London & 

Canberra , P.6. 
7) J.M.Houston , 1964 , The Western Hediterranean World , Longmans , 

London , p.460. 
E.Jones , 1965 , Human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Han and his 
World , Frederik A.Praeger , pp.118-131. 
G.Niemeier , 1967, Siedlungsgeographie , Westermann , Braunschweig, 
p.32. 
C.T.Smith , 1969 , An Historical Geography 01 Western European 
belore 1800, Frederik A.Praeger , pp.268-294. 

8) A.Demangeon , 1927, "’I’he origins and causes of settlement types , " in 
P.C.Wagner and M.W.Mikesell(eds.) , 1962 ,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The Univ. of Chicago Press , pp.506-514. 
V.C.Finch , et.al.{eds.) , 1957 , Elements 01 Geography , McGraw-Hill 
Book CO. , Inc. , 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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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셔는 同族結슴力율 중심으로 한 문화적 조건율 중 

시하고 있다는 점이 륙이 현상이라 하겠다. 

3. 社會홈홉的 條件

(1) 社會짧濟的 條件과 村落共同體의 形成

사회경제사란 기본적으로 한 시대가 갖는 륙징율 일차적으로 生훌훌力에서 

究明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生흩關係와 그들의 구체적인 표출인 생 

산양식의 혹면에서 해명하려는 것이다 91 

촌락구조의 기본 성격은 그 촌락 사회가 실재하는 시대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축 생산양식에 의해서 규정된다.깨 생산양식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토 

대로서 당대의 사회구성율 규정하며， 사회구성의 륙성은 일정한 촌락 형태 

로 웅결 표출된다. 촌락의 경관 구초를 조형하는 힘은 물절척 토대， 축 생 

산율 기초로 하는 경제적 조건이 절대척 요인이 된다고 본다. 더우기 촌락 

의 규모와 형태라는 물량척 외형은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 토대에 근거한 기 

능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Demangeon은 농업경제와 농촌 취락율 같은 비중의 지리적 사실， 즉 토지 

점거의 양면으로 보았으며1D Everson 과 Fitzgerald는 촌락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前時代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고있으며12I Lienau는 

存在基本權能의 물적 표출로서의 촌락형태를 131 Roberts 는 자연조건을 所與

로 하는 환경 내에서의 토지 소유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사회경제적 요 

인이 다양한 발생척 연속 안에서 촌락형태 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 

다 141 

9) 李훨澈， 1981, “조선시대의 농업사 김태영 외 5인， 한길역사강화 5. 
한국의 사회경제사， 한길사， p.65. 

10) 文炳鎭， 1913, 尊園의 村짧 -훌業의 生훌方式과 훌훌農 進明文化社，
p.28. 
힘各lEA ， 1911 , “農村φ構造把握φ휩~ -集짧끼칭 ν ε 土地利用m團構
造잦中心 t;: t，L'-，" A文地理， 23-5 , p.11. 

11 ) 감뼈武雄， 1951, “土地劃 t 集짧形顧 集落地理學講座 第一卷， 朝슐書 
店， p.191. 

12) J.A.Everson & Fitzgeraid , 1969 , Settlement Patterns , Longman , 
p.340. 

13) C.Lienau, 1986, Geo‘graphie der 1 설ndlichen Siedlungen , Westermann , 
Braunschweig, pp.l01-130. 

14) B.K.Roberts , 1981, The Haking o[ the English Village , L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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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촌락은 가욱의 공간적 集合일 뿐만 아니 라， 촌민둘의 생산 및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국지적 통합으로서 사회적으로 村짧共同體로서， 공간적으 

로 集村으로， 촌민 지각적으로 小宇밟로서 존재하였다. 촌락공동체는 토지 

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동체적으로 려有한 再生훌機構로서 개인 생활의 툴 

이며， 집단의 누적을 내포하고 있는 생활 조직체이다.꽤 

촌락공동체는 생산 조직의 전근대적 형태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력 

상태에서 자립해서 생산할 수 없는 개별 농가들이 그 개체의 隨꿇性을 보완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보완율 위하여 이익의 수혜자를 조 

직의 가입자에 한정하게 되면 가입자 모두의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공 

동체의 속성 인 封銀性(Geschlossenheit)과 平等性(Gleichenheit)의 계기 가 

조성된다 161 촌락공동체 형성의 주요 계기는 ‘상호의존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共同社會性(Gemeinschaft) ’과 촌락에서의 고립에 

의 공포가 공동체 성원을 훤束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외부에 

대한 봉쇄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자립하기 어려운 過小農的 조건 아래서 

가족척 경영을 영위하는 농가가 근접하여 촌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l7l 

촌락공동체의 성립과 존속의 조건으로서 Weber는 토지의 共同所有· 自給自

足性·對外的 排他性·對內的 ~等性·共同規힘j의 절대성과 그 외에 郞自性·

銀小性· 靜止性· 主情性· 調和性 동의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111 石鳳 潤은 토 

지가 중심이 된 생산수단의 공유， 상호 결합하지 않으면 재생산이 불가능한 

(일본)농업의 小農的 조건， 混在執地制， 수전경작에 불가결한 灌避水利 동 

을 틀고， 또한 그는 촌락공동체의 지리학적 접근 방향으로서 혼재경지제와 

그와 관련된 관개수리， 삼립과 경지의 공유 동 물질척 기반과 촌락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 지역집단의 존재형식을 들었다 191 

崔在錫이 결론적으로 추출한 촌락공동체의 륙징은 다음과 같다.때 @ 역사 

적 개념으로서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여， 전개하면 원칙적으로 해체， 소멸 

한다 @ 지역집단이다 @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한다 @ 생산을 위한 공동조 

직을 가진다 @ 구성단위가 가족이다 @ 봉쇄적 집단이다. 

Scientific & Technical , p.214. 
15) 福武 直 外(編)， 1962 , 社會學 第4卷(家族· 村짧· 都市) , 東京大學버版會， 

pp. 138-140. 
16) 福武 直 外(編)， 1962 , 前揚홉， p.122. 
11) 體觀良明， 1951 , “農村φ構造 集짧地理講座， 第 2卷， 朝짤書店， p.131. 
18) 崔在律， 1986, 農村社賣學， 格훌를버版社. p.124. 
19) 石鳳 潤， 1965, “集落形顧 k 村落共同體 -特 t: 讀被m事例쪼中心l:- ” 
A文地理， 11-1. pp.43-44. 

20) 崔在錫， 1985, 韓園農村社會新究， 一志社.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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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촌락공동체는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 봉건척 행정 면제의 정도， 촌 

락 공유재산의 소유정도， 공동체의 地緣性 둥에서 계기가 허약하다 2D 또한 

국내에서도 생산양식의 지역차에 따라 형성계기의 강도를 달리할 것이나， 

대체로 답작지대의 제 조건률이 공동체 형성에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확실하다. 수전농업의 물질적 토대로서 혼재경지제， 관개수리， 생산수단(경 

지，삼림)의 공동소유， 높은 A口支持力 둥율 들 수 있고， 가축 단위의 구 

성， 過小農的 조건(지주에 종숙된 소작농의 존재)， 영농의 협동성 동 생산 

관계 둥이 촌락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洞里는 그 자체가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주 

체이기도 하였다.예컨대 조선 후기 洞훌·洞約에 있어서 ‘約中田結’은 주로 

‘公田’을 말하는 것이다. 대구 夫仁洞에서는 동민의 전세를 대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夫仁洞 최홍원이 동약을 실시할 때까지 전 

해오고 있었던 ‘流來之洞짧’ 6斗짧은 바로 이것으로 夫仁洞 洞約은 바로 이 

훌規와 洞짧율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221 전통적 색채가 농후한 촌락 

공동체적 촌락 가운데는 行政里洞과는 별도로 촌락 소유의 농지·洞舍·城題 

堂·部짧林 둥을 공유 관리하는 주체로서 이룰 관리하는 洞中 조직이 있었 

다 ZD 

(2) 生훌力의 훌훌훌 

1 ) 農業經홉의 *칭質的 基훌훌 

자연조건의 제약 아래 있는 경지는 공간적 限定性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水田의 경우는 지형의 低平性과 물의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기 때문에 입지의 한정성은 더욱 심화된다. 동질적인 지형의 연속성과 농업 

용수의 所與를 전제로 한 水田은 대개 一團의 運훌훌#地로 존재한다. 그것은 

分散交錯團를 내포한 일단의 ‘경지-물 複合體(land-water complex) ’로 존재 

하면서， 불가피하게 가욱입지를 배척함으로써 生흩空間과 住居空間 분리의 

일차적인 계기률 이루게 된다. ‘경지-물 북합체’는 농업 생산을 최대화 하 

기 위한 경지 배열을 전제한 것으로써 可觀地를 최대화하고. 非生훌空間을 

21) 山田正浩， 1987, “尊· 日 村짧에 대한 歷史地理的 比較新究 뺑理學꿇 
훌， 第14號， pp.193-205. 

22) 鄭훌英， 1990, “ 18. 19 世紀 士族의 村짧支룹E와 그 解體過程 朝解後期
椰約훌H究， 民音社， PP.189-205. 

23) 崔在律， 1986 , 前揚書，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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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일단의 ‘경지-물 복합체’ 내에 촌민들의 경지는 영세한 分散交錯團의 형 

태로 존재한다. 정착농업의 오랜 역사와 私的 所有의 발생， 생산성의 증대 

와 인구증가 둥의 원인으로 경지의 零細化， 分散化가 진행되었다. 조선후기 

농민의 토지점유 단위가 結에서 負로 변화되었음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251 

各뼈武雄은 土地分劃을 규정하는 영농상의 제 조건으로써 l 일 노동량과 짧 

활 가능면적， 경작 수단(農짧具). 작물의 종류와 토지이용의 내용， 판개 둥 

율 들면서 촌락형태와 경지분할 사이에는 개략척인 유형적 대웅관계가 성립 

한다고 보았다.뼈 

가욱입지에 대하여 배타적인 생산공간인 일단의 ‘경지-물 복합체’는 가욱 

입지를 밀어냄으로써 주거공간 중심의 가욱웅집을 유발하며， 동시애 자체 

내의 농경지 세분과 交錯團는 결과적으로 게르만적 공동체에 있어서의 토지 

의 共同퍼取 및 混在훌#地휩j와 擬없l的으로 유사한 계기가 되띤서 집촌 형성 

의 중요한 물걱 토대활 이루게 되 었다. 

한편， 지형의 분절 내지 기복 정도와 하천에의 접근 가능성 동의 물리적 

조건들이 촌락의 입지와 형태를 직접 결정하는 공간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한국의 촌락들은 구릉지 및 開析各地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支流 各地에 입지한 대부분의 촌락들은 하곡지의 측면이나 구릉지에 파 

인 개석지에 입지하고 있으며11l 산록완사면이 발달된 소유역 분지에서 촌락 

은 대부분은 산록완사면의 말단부 구릉지， 축 소지류에 의해서 개석된 곡지 

사이의 구릉지 전면에 입지한다. 이것은 소하천 분지 내 하천의 水文 특성 

과도 관련된다 211 한국 촌락의 기본척 공간 단위가 지형적으로 구분되는 자 

연촌락이 되는 것은 한국의 톡륙한 지형의 륙색에 기인한다. 茶山의 聞田法

체계에서 閒는 산골짝의 형세률 따라 경계를 그은 것(因山醫川鳳之勢 而畵

之옳界 界之所園 名之日閒)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것은 농민생활이 최말단 

의 생활공간과 상웅한다고 파악한 것이다.뼈 

24) H.H.Ayrout , 1963, The Egyptian Peasant , Beacon Press , Boston , p.87. 
25) 옳相昊， 1969 , “李朝前期의 水田農業 新究 -組放的 農業에서 集約的 農
業으로의 轉換 文敎部學術新究報告， p.2. 

26) 씁뼈武雄， 1957 , “土地劉 k 集짧形願 集짧地理學講座 第一卷， 朝홈書 
店. PP.I06-107. 

27) 張載뼈， 1991 , “한국의 村짧立地에 관한 地形學的 新究 鷹用地理， 제 
13호， pp. 141 - 157. 

28) 孫 一， 1985, “聚짧立地 要因으로서 우리나라 小流城효地內 河川特性에 
관한 빠究 慶尙大 꿇文集(社會계면)，제24집， 1 호， PP.277-290. 

29) 吳洪哲， 1989 , “韓國農村의 機能地城別 再編成 方案 地域훌훌境， 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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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oon기후 조건에서 하계 고온다우는 경작 가능한 主作행의 종류를 단 

일화 하고， 생육기간의 短時化률 강요하게 된다. 재배작물의 단일화는 보수 

척 농경의 동기가 되었으며， 농경의 偏時性은 노동의 조직화와 집단화를 통 

한 노동의 집 약화를 요구하게 된다. Vidal de la Blache는 경 작 활동에 있 

어서의 합의의 필요가 농업 활동율 어헌 장소에 집중할 필요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農훌홈(agricultural calendar)에 있어서 날자정하기의 협 

동적 合훌 둥이 필요하게 되며， 모든 통로가 통하는 공동의 만남의 장소에 

주거가 집중하여 촌락율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뼈 

灌觀와 治水는 기술적으로 일가족의 건설 및 지배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는 촌락공동체의 관리 대상이며， 나아가 강력한 중앙집권 국 

가의 성립 및 존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수전농업에 있어서 물 

의 공급은 강수 및 인공 관개의 一時性과 團地性에 의해서 물에 대한 공동 

체적(집책적)인 대웅 방법율 요구하였다. 농업용수의 取配水와 관개 둥에서 

물에 관한 集團主義가 발생하고， 그것은 촌민 지도자의 핀위와 專制的 지배 

를 정당화하는 계기를 이루게 된다. 이와같이 물에 관련하여 형성된 촌락 

집단주의 (village collectivism)ID는 水利의 물리적 조직계통， 즉 배수체계 

와 더불어 水利共同體의 계기를 이루면서， 자연촌락 독립의 물적 토대를 이 

루게 되었다32) 

결론적으로 分散交錯團률 內包한 일단의 경지의 공간척 한정성과 몬순기 

후 하의 偏時的 고온다우에 의한 영농의 일시성 동은 근본적으로 거주공간 

과 생산공간의 분리를 촉진하면서， 경지의 擬휩l的 共同所有와 영농에 관련 

한 공동성 발생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 이들 조건은 거주공간 중심의 노동 

의 조직화， 집약화률 이루어 촌락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되어서 집촌화의 강 

력한 물적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수전 중심의 ‘경지-물 복합체’와 촌락의 

분리 정도는 동시에 기타 경지(밭，기타)와 가욱들 간의 連接 정도를 반영 

하는 것으로 되어서， 결국 이것은 ‘경지-물 북합체’에의 공동체적 접근에 

의한 집촌과 개별 경지에의 개별 농가 접근에 의한 散村 형성이라는 兩端의 

촌락형태 형성의 최대의 계기를 이루게 된다. 소위 背山臨水의 촌락은 산지 

-촌락(가욱)-‘경지·물 복합체’사이의 투力 (push)과 링|力 (pull) 의 균형 지 

점에 수전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공동체의 입지가 집촌의 형태로 누적된 

號， pp.11-12. 
30) A.Demangeon , 1927, op.cit. , p.515. 
31) M.Bunce , 1982, op.cit. , p.32. 
32) 짧木榮太郞， 1943, 日本農村社會훌鳳理， 時$행it ，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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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2) 農業醒營의 寶際

@ 勞動力

농경작의 一時性과 連훌性 및 治利水 관리와 수리 체계의 集g훌性율 효과 

척으로 실현하기 위한 물에 관련한 집단주의와 풍부한 노동력의 수급 등을 

필요로 하는 수천농업은 륙별히 노동의 조직화와 공동화률 통한 노동의 집 

약화를 실현함으로써 효율적 영농이 가능하게 된다. 륙 농작업에 있어서의 

노동의 체계성과 협동성를 요구하는 영농 조건 상의 특성과 치이수 둥에서 

의 노동 수요의 일시척 福觀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웅하기 위해서 노동의 공 

동화， 조직화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와같은 영농 환경에서 농민 주체의 작업공동체로 둥장한 것이 한국 농 

촌사회의 두레 공동체이다. 그것은 米作農觀이라는 특수조건 아래서 농민의 

영농상의 合意의 필요와 실제 생산과정의 협동적 노동의 필요에서 생긴 노 

동조직이다. 두레는 실제 생산을 담당한 촌민 중심의 노동조직으로서 자연 

촌락을 단위로 구성되어 자연촌락의 단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단위성의 중요한 指標이기도 하다. 

인구요인에 기초한 농업 노동력의 문제는 촌락 규모화의 기본 素材가 되 

고， 공동성 (communality) 형성과 실천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집촌화의 기 

본동인이 된다. 일정 단위 노동력의 일시적 공급과 노동의 共同化， 組構化

및 農훌훌廣 전반에서 요구되는 촌민들 사이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 

한 촌락형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집촌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기능과 형태 사이에는 상호작용 機制가 존재하며， 이것이 자연촌락의 영역 

내 현상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자연촌락은 이러한 점에서 집촌화 요인의 

작용 결과이면서， 동시에 칩촌화의 계기를 부단이 재생산하는 주체이다. 

@ 農業 技術· 農法· 農業 흙얻훌훌의 훌훌廣 

농업 생산활동의 최종 목표는 토지생산성의 증대이다. Monsoon 풍토에서 

농업적 척웅의 최선의 형식은 미작이며， 따라서 土地生흩性의 극대화는 주 

로 미작의 발전을 통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었다. 논은 물의 理化學的 작용 

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최대한의 B巴培가 행해져 無施BE에 가까운 조방경영으 

로 連作해도， 높은 토지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다.빼 토지생산성은 일정한 지 

33) 水律一朝， 1980, 社會地理學φ基本問題， 大明堂，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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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A口支持力율 결정하여 집촌화의 기본 소재인 가구 증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농업기술·농법·농업경영 

동은 토지생산성 증대의 직접적 조건률이 됨과 동시에 그 실천 과정과 관련 

된 관행들이 촌락형태 형성의 계기률 이루게 된다. 

宮빼훌博史는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력의 발전 단계를 통일신라거의 休총#農 

法， 고려시대의 休閒農法， 조선시대의 連作農法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1.2.3차척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라 하였다.꾀 고려말까지의 토지이 

용 상태는 休閔輪錯의 조방적 농업이었고， 따라서 호당 경지면적도 넓어서 

結 이상의 것이었다.월 초선시대가 되면서는 連作常鏡의 집약적 농업이 이루 

어지게 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移我法과 벼， 보리의 二毛作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자립척 小農經營의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이것이 

私的 地主制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17 세기부터 시작된 이앙법은 18세기 

말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가 되면서는 경지의 수명적 확대가 한계점에 도달하고.A 

口훌이 증대되면서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한 집약적 토지이용의 요구는 狀，

뚫盧 둥에 의한 적극적 수전 개척과 反田 개척율 통한 수전 농업화를 촉진 

하게 되었다. (표 2- 1) 世宗實緣 地理志에 의하면 당시 三南 지방의 早田

대 水田의 비는 3 대 2 였으나. 1905년 韓國土地農훌훌調흉報告에 의하면 그 

비는 l 대 3으로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자연 의존 수리에 따라서 狀 중심 

의 저수灌避의 안정성이 江水灌觀의 불안정성을 농가하여 저수가 유리한 산 

록이나 산으로 둘러싸인 洞府가 수전 적격지가 되고 동시에 촌락 척격입지 

가 되었다.월 

34) 李榮昊. 1987. “조선시기 토지소유관계 연구현황 近代史新究會 編，
韓園 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下) -朝蘇後期史新究의 現況과 課題
(홈홉.社會篇)， 한올. p.93. 

35) 金相昊. 1969. “李朝前期의 水田農業 新究 -組放的 農業에서 集約的 훌훌 
業으로의 훌훌據 文敎部學術鼎究報告. p.40. 

36) 옳相昊， 1969 , 前揚論文. pp.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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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총경지 면척에 대한 논과 밭 면적의 비율변화 (단위 %) 

\비율 논면적 비율 밭면적 비율 
시기 

도\ 15세기경 1646년 1930년대말 15세기경 1646년 1930년대말 

경기도 38 46 53 62 54 47 
강원도 13 35 21 87 65 79 
충청도 40 51 66( 남도) 60 49 34( 남도) 

72(북도) 28(북도) 

전라도 46 65 50( 남도) 54 35 50( 남도) 
72( 북도) 28( 북도) 

경상도 43 50 65( 남도) 57 50 35( 남도) 
51(북도) 49( 북도) 

황해도 16 21 25 84 79 75 
명안도 10 10 17( 남도) 90 90 83( 남도) 

17( 북도) 83( 북도) 

함경도 5 4 ll( 남도) 95 96 89( 남도) 
7( 북도) 93( 북도) 

자료 15세기경 : 世宗賣緣 地理志

1646년 : 睡훌隨緣 

1930년대말 : 朝蘇의 農業地帶

(출처: 주강현 엮음， 1989，북한의 민숙학， p. 93. ) 

조선시대에 률어와 본격화된 영농의 집약화는 조선후기 수리기술 및 시비 

법의 발달， 이앙법과 이모작법 동 농법의 발천을 통하여 토지생산성의 획기 

적 증대를 가능케 하였다. 토지생산성은 조선시대 이후 급격하게 증대되었 

고， 륙히 18세기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생산력의 변 

화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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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 토지생산성의 추이 (단위 : 米斗， ,,) 

시기 \ 구분 결당수량 단당수량 단당수량지수 

제1기 1.신라(8-9세기) 150 2.40 11. 4 
2. 고려 (992) 210 3.39 16.0 

저~2기 3. 科田法(1391) 300 19.87 94.0 
4. 세종연간(1432) 160 15.31 72.4 

제3기 5. 혐安厭 (1 444) 225 15.85 75.0 
6. 賣法(1444) 300 21. 13 100.0 

제4기 7.17세기 전 225 15.85 75.0 
8.18세기 전 400 25.30 119.7 
9.18세기 후 600 26.60 125.9 
10.19세기 전 400-800 30.1 142.5 

* 段은 시대별로 다른 結의 ￥F수률 기초로 환산 
* 責法의 段當 收훌율 100으로 하여 지수화 

(출처 : 李훌훌澈， 1986 ， pp.746-747에 의거 재작성 ) 

조방척 농업에서 집약적 농업으로， 훔田農業에서 水田훌業으로의 변화는 

집촌화의 최대 계기률 부여하였다. 농업의 집약화는 단위 토지에 가능한 投

入율 극대화하여 토지생산성의 증대률 도모하는 것으로， 투입의 樓制를 효 

율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조건을 所與로서 전제할 경우， 결국 인문 제 조건을 

조직화， 공동화하고 그것율 공간척으로 結節化 하는 것이 기능수행 상 유리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주축으로 한 농업의 집약화는 집촌화의 과 

정과 동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미작경영의 집약성은 전기 

한 바 수천의 륙수한 물리적 존재양식과 결합하여 집촌화의 결정적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治利水 및 경작 둥에서의 공동성의 필요와 기 

계화의 실행을 어렵게 한 수천의 특수성 둥으로 인하여 노동의 集體化와 組

織化률 통한 可用 노동의 완전한 이용， 또는 그 희생 위에서 토지생산성의 

증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영농에 의해서 성취되는 높은 토지생 

산성은 많은 인구의 支持률 가능케 함과 더불어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 촌 

락사회률 지배하면서 성장해 온 지주계충으로 하여금 소작인들율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보장하는 선에서 지주 주변의 토지에 묶어 둘 수 있게 함으로 

써 집촌화의 촉진 요인이 되었다. 

32 



(3) 生흩關係의 變化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관계률 변화시킨다. 休閒農法 하에서는 인간이 토지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所有’ 관념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조선시대 連作農法을 통한 생산력의 발천은 토지에 대한 관심율 증대시킴으 

로써 토지의 소유관계를 강화하게 되었다37) 일제 시대 이후의 농지소유 관 

계의 변화는 표 2- 3 과 같다. 천 시대의 농지소유 慣行율 계숭한 일제시대 

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自作農 감소·小作農 증가의 추세가 계숙되었다. 해방 

이후의 급격한 변화는 1949년 이후 시작된 農地改훌에 의한 자작농의 창설 

이다. 그리하여 1959년에는 소작농의 비율이 1. 9%로 떨어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소작농 내지 자·소작농의 비율은 약간의 증가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자연촌락의 규모와 형 태의 단초 및 그 상당한 

부분의 형태 형성은 높은 소작농 비율의 생산관계 사회의 산물이라고 보아 

야 될 것이다. 륙 지주-소작인의 관계는 촌락형성 및 형래조형에 지대한 영 

향율 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 3 일제시대 이후의 농지 소유관계의 변화 (단위 %) 

연도\소유관계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임대차비율 

• 
1913 25.9 32.4 41. 7 

1925 23.6 33.2 43.2 

1935 17.9 24.1 51. 9 

1945 14.2 35.6 50.2 

1949 37.4 41. 4 21. 2 
1959 80.1 18.0 1. 9 
1960 73.6 19.6 6.8 31. 5 
1970 66.5 23.8 9. 7 17.6 
1977 63.9 29.5 6.6 16.5 

1980 62.9 37.1 19.8 

(출처: 金基麻.1991.p.75.94에서 재인용 작성) 

37) 옳泰永. 1987. “조선시대 사회경제사를 보는 시각 김태영 외 5인， 
한길역사강좌 5. 한국의 사회경제사.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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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경제적 구초는 일반적으로 生훌빼係의 총체이며， 이는 생산력 수 

준을 바탕으로 전채된다. 생산 수단의 소유관계는 그 사회의 생산관계가 어 

떠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률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토지 소유 

관계를 중심으로 생산관계률 살피는 이유는 농업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이며， 따라서 그 소유관계야 말로 생산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60년대 이전은 정체성론 및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입각하여 토지소유관 

계률 公田， 또는 홉有로 파악한 연구률이 있었다. 학자률의 立꿇에 약간의 

차가 있으나， 한국 충세의 사회구성율 集樞的 봉건제로 보고서， 그 물질적 

기초를 토지국유제에서 찾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다. ’ 60년대 이후는 

私有꿇이 대두되고 그것이 통설화 되었다. 조선사회의 內在的 발전을 인정 

하면서 토지국유률 接制的 虛構， 또는 훌훌據으로 간주하고 소유권에 71초한 

토지 사유가 대체로 地主-個戶 관계 또는 團훌-田主-{田客 관계로 관철되 었 

다고 본 것이다.톨 

이에 대해서， 中村 哲， ‘흠陽빼史 둥에 의해서 톨밍家的(아시아적) 土地所有

論이 다시 대두되었다. 국가적 토지소유의 규정적 역할을 강조한 中村 哲의 

국가척 農~制論울 한국사에 적용한 이는 홈陽博史이다. 그는 생산력의 발 

천단계를 통일신라기의 휴경농법단계， 고려시대의 휴한농법단계， 조선시대 

의 연작농법단계로 구분하고， 이률 각각 1.2.3 차척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라 하면서， 16세기의 농노제적 소농경영， 17.18세기의 집약척 농법에 

기초한 소농경영이 안정적， 자럽 단계에 틀어가면서 지주제가 확립되었으 

나， 19세기 전반 소농경영이 해체되면서 지주제 해체의 단서가 되었다고 보 

았다. 

이러한 宮陽博史의 주장율 수용하면서 부분척 비판을 가한 李榮薰은 私的

지주제는 국가적 토지소유의 下級所有의 형태로 보고， 조선사회의 기본적 

소유구조는 園家-地主-小作의 重層的 구조이며， 소농민 경영의 안정성율 토 

대로 지주제가 본격척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하면서， 조선후기의 사회구성 

의 성격을 4차적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는 ‘흠輔博史의 

소농경영 해체론율 부정하면서， 上훌훌層(廣農) 해체와 후細혈훌훌한 소농민경 

영의 확대률 주장하였다. 농민충 분해의 본질은 상농충의 하강과 하농충의 

상숭이 교차되는 봉건척 분해이며， 총체적으로 多角·多勞·多把의 집약적 구 

조를 가진 안정적인 소농민경영이 확립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391 

38) 李榮昊， 1987, 홉까揚훌훌文， pp.81-82. 
39) 李世永， 1987, “조선후기 토지소유형태와 농업경영 연구현황 近代史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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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인 수전을 기초로 하는 기초지역에서는 저급한 생산 수단에서 

도 최저한의 생활이 되기 때문애 토지가 수탈되어도 영세한 소작지에 매달 

리게 된다. 여기서 대토지 소유자는 자본율 투하해서 생산수단을 기계화하 

는 것에 의해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소작농을 착취하는데 寄生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富農도 곧 寄生地主化하게 된다.빼 축 지주제는 지 

주 직영의 대농 경영이 아니라 地代 착취를 통한 소농지배의 형식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소작인에 의해서 분점된 토지는 토지의 존재형식과 농경의 실 

제에서 톡립적인 소농민 경영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소작인 

들은 지주에의 社會-空間的 집중보다 그들 상호간의 共同體的 결숙을 통한 

재생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즉 집촌화의 생산관계적인 계기는 자립， 분산 

적인 소농민들이 영농의 셀제에서 상호의존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척 

웅축이 유리한 존재형식이 된다고 본다. 

전기한 바와 같이 물-경지 통합체를 기반으로 하고 교착포를 내포한 일단 

화된 경지는 공간적으로 경지의 공동소유와 같은 존재형식을 가지게 된다. 

한편， 경지의 상당한 부분이 지주에게 숙해 있고， 소작인들에게는 경작권만 

이 分與된 상태의 지주-소작관계는 사회적으로 공동 토지소유와 擬制的으로 

동일한 계기를 가지게 된다. 측 지주-소작관계에서 토지를 매개로 한 사회 

적인 緊훌훌관계가 대체로 자연촌락 단위로 성립되어 집촌화의 원인이 되었 

다. 

결론적으로 촌락형태 형성에 규정적 조건으로 작용한 생산관계는 자립적 

인 소농민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지주-소작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주

소작관계의 생산관계 아래서 대다수의 소작인들은 토지와 지주에 묶여서 사 

회적， 공간적으로 移動性(mobi 1i ty)을 상실한 채로 촌락공동체와 자연촌락 

속에 빼閒된 삶을 강요 받게 되며， 자연촌락은 그러한 사회적 과정의 결과 

로， 또는 그러한 과정을 재생산 하는 구조척 툴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4) 空間理論的 없u面 

空間理꿇은 지리적 事象의 합리척인 配列과 훌훌順의 이면에 잠재하거나， 

그것을 창출하는 원리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은 문화역사척 조건이나 촌민 

知聲的 조건 둥과는 달리 대체로 객관적인 공간구성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 

나， 수전농업의 륙수한 제 조건과 북잡한 지형분절을 입지단위로 한 포혐 

究會 編， 前揚書， pp.105-131. 
40) 水律一朝， 1980, 前揚롤，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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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賣存的 공간의 륙성을 다분히 내함한 한국의 천통촌락을 공간적 합리성 

만에 의해셔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Chisholm에 의하면 촌락입지는 생활 자료률 이용하기 위한 최소비용 

(minimum total cost)지점에 실현된다. 그는 영국 동부의 촌락 간격의 규칙 

성에 착안하여 촌락 영역의 범위는 촌민들이 그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대거리 (maximum distance)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경계를 념어서게 되면 새 

로운 촌락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으로， 촌락률의 분포는 각 촌락 영역의 최 

적규모(optimum size)와의 함수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4D 自給的 共同

體(self-sufficient community)로서의 촌락율 천제하면， 그 존립을 위한 최 

소 규모의 보완구역 (tributary area)율 요구함과 동시에 공급되는 물질 -식 

료· 연료· 물 동의 제한에 따라서 촌락규모의 최대한계 (maximum limit) 가 결 

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 결정은 토지이용의 집약도와 자원 

에 대한 접근도를 변화시키는 기술의 진보로 변경될 수 있다4zl 

자연촌락은 연역적으로는 중심지이론 체계와 Th니nen 판구조의 중심(결절) 

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훌훌質面’은 單純化 假定이며. 실제에 있 

어서는 지형의 분절성과 자원의 偏在性. ‘경지-물북합체’의 가옥 입지에 대 

한 硬直性， 경지 분산과 교착포， 可用勞動의 완전 이용， 자연촌락의 강한 

독자성과 역사성， 미작농경의 보수성과 생육 기간의 단시성 둥 거리극복 요 

인 동으로 인하여 자연촌락의 중심지 체계적인 균등 분포와 Th니nen권구조는 

상당히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꿇~正A은 일본의 농촌에서 Th니nen권구조 

가 명료치 않은 이유로써 水利의 공간질서 및 수리를 움직이는 집단적 수리 

규제의 존재를 수반하는 수천농업의 륙성과 거리에 따른 합리적 농경을 근 

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지의 分散交훌홈과 경지 소유관계에서 생긴 ‘錯作옳 

制’를 통한 소위 ‘自훌 훌흉動의 完全썼歲’에 의해서 농가에서 원거리 경지에 

서도 집약노동이 실현됨으로써 핀구조는 왜곡， 또는 해소된다고 하였다 QI 

各뼈武雄은 일본 집촌의 강한 존숙성의 원인으로 짧作의 높은 토지생산력 

을 들었다. 일본에 있어서 전전， 전후의 토지개량 사업도 가욱의 =~的 分

散의 계기가 되지 못하였는 바， 그 이유로서는 첫째， 집촌의 공간 배치가 

조밀하여 牛勞動，~細交錯團를 전제하더라도， 농가-경지 간 거리가 적어서 

농작업의 공간적 마찰은 척게 된다는 점과 둘쩨， 과잉한 농촌 노동력으로 

41) M.Chisholm , 1962, Rural Settlement and Land Use , John Wiley & Sons , 
Inc. , New York , PP.114-120. 

42) J.A.Everson & Fitzgerald, 1969 , op.cit. , p.20. 
43) 힘各正A ， 1971 , “農村φ構造把握φ휩;，. -集落}'\칭 ν t 土地利用φ團構造

훌 中心 ~t.，"C-，" A文地理， 23-5.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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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마찰을 극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빼 

分散交錯團는 실제로 일정 경지에의 개별 가욱의 견인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 라， 의 미 없게 한다. 三團農業 하의 open field system에서 흥#團 (Gewann) 

와 분산된 地條(Streifen)는 촌락의 입지률 三團의 훌훌力中心(centre of 

gravity)에 실현하는 것이 이동경제의 원리 (the principle of economy of 

movement)에 맞게 된다.뻐 한국 수전지대의 교착포가 유럽의 open field 

system의 分散 地條와 동일한 존재형식율 가지는 것어 아니며， 그 連홉機휩l 

가 같은 것이 아니지만 결과척으로는 유사한 집촌의 계기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우기 가욱 입지가 어려운 수전의 륙수성으로 경지 내로의 가 

옥 견인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適格地點의 가욱입지 누적에 의한 집촌형성 

의 계기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社賣짧濟的 條件의 훌훌合的 論議

한국의 촌락과 그 형태형성의 최대 계기는 수전농업과 경지의 존재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며， 이들은 지역의 상이한 자연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 계기에 의해서 촌락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자 

연적 토대에 기초한 경제-사회적 조건은 공동체의 계기를 매개로 하여 다음 

과 같은 관련에서 촌락형태를 조형하게 된다. 

‘자연적 토대-경지조건-농업경제-사회경제적 조건-촌락공동체-촌락형태’ 

‘미작-交錯團를 內包한 대규모 一團의 경지-강한 촌락공동체-集村’ (A형 ) 

의 관련이 범국토적으로 관철된 集村 形成의 결정적 조건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과수원-分立團로 된 대규모 一團의 경지-촌락공동체의 不在-고립 

농가’ (D형)의 관련은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본다. A형을 

標揮型으로 D형을 極端型으로 하고， 중간형으로 짧田 혼합 지역 (B형)， 田

作 지역 (C형)을 들었다. A에서 D로 가면서 집촌화 계기가 약화되며， 그것 

은 가옥의 웅집도와 웅집규모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A형은 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이 분리된 경우이며， D형은 생산 공간에 주거가 견인된 경우이며， 

C.D형은 점이형이다. 

A 형 -- 짧作 농업 지대의 대표적인 촌락입지와 형태의 유형이다. 수천에 

44) 꿇깜正A ， 1971, 前揚훌훌文， p.539. 
45) C.T.Smith, 1969 , op.cit. , PP.26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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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하여 구롱의 말단부에 촌락이 입지하고경지-물북합체’로 존재하는 

一團의 水田에 촌락이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集村을 형 

성하게 된다. ‘표준집촌형’으로 한다. 

B 형 -- 짧· 田 혼작 지대형으로 경지의 단지화 비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 

면서， 분산된 경지에 따라 1-3 호의 가옥들이 웅집， 또는 분산 분포하는 

경우로 서산· 당진 일대의 散家地帶에 천형적으로 나타난다. 분산된 가육들 

은 경지에 散家的으로 접근하지만， 기능척으로는 자연촌락의 영역 안에 결 

숙되어 있다. ‘서산·당진형’으로 한다. 

C 형 -- 田作 지대의 형으로 경지의 빼地性과 개별 경지의 交錯性이 적어 

진 상태이다. 밭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분산된 천탑에 따라 가욱이 독립 

적으로 분산된 형이다. 그러나， 집촌지대에 비해서 이완된 상태이긴 하지 

만 분산 가육률은 자연촌락 안에 기능적으로 결숙되어 있다태백산지형’ 

으로 한다. 

D 형 -- 대규모， 또는 소규모의 일단의 경지 안에 분립한 자기경지 안에 

가욱이 입지하는 경우로 고립 농가가 된다. 村外 果樹園 지대나 화전지대 

에 나타난다. (그림 2- 3) 

A. 답작 - 대규모 一團의 경지(交錯團)-集家的( 공동체적)접근- 集村

B. 답천작- 소규모 一團의 경지(交錯團)-散家的(준공동체적)접근- 散村

c. 천작 - 소규모 分 散 경지(交錯團)-散家的(준공동체적)접근- 散村

D. 과수원- 대규모 一團의 경지(分立團)-개별농가 접근-------고립농가 

과수원- 소규모 一團의 경지(分立團)-개별농가 접근-------고립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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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상룡리 용촌 

B. 충 남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 장파 

C.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터골 

D. 충 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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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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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그림 2- 3 경지조건과 농업유형에 의한 촌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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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生塵樣式에 기초한 社會構成의 륙성율 촌락공동체 계기를 중심 

으로 고찰하고， 그것에 조웅한 촌락 및 촌락형태 조형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법이며 북표이다. 촌락공동체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그 

표출 형태인 촌락형태률 설명하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단계가 된다. 우리 

나라 촌락공동체의 륙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율 중세 유럽의 封建的

共同體빼에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 유럽의 封建的 共同體(게르만 공동체)와 한국의 村落共同體는 발생 

과 운영 기제에서 상이한 성질의 것이다. 우리 나라의 촌락공동체는 중앙집 

권적인 王政의 지배력이 탁월한 반면 지방 分積的인 봉건제의 발전이 미약 

한 상태에서 外因的 작용보다는 자연발생적이고， 인위적 구성보다는 생태적 

원리의 영향율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동이 공동체의 근 

간이 되는 것에 비해서 게르만 공동체는 형식적， 제도척이고 A身的 훤束을 

기초로 한 樹作꿇制가 근간이 되어 형성되었다. 게르만 공동체의 훌#團와 훌# 

區에 정확하게 대웅되는 한국 촌락공동체의 경지 구획은 없다 할지 라도 

A 一日 作業可能 공간이 대개 소유 단위가 되고， 그률의 집척에 의해서 유 

럽의 樹區， 樹團와 우리 나라의 一團의 觀地가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유사 

점을 가진다. 다만 유럽의 경우는 경지의 구획과 배분에 인위성이 강한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경지-물통합체’를 기반으로 하는 生願的 단위를 중 

심한 자연성이 강하다는 상이점이 있다고 본다. 경지가 교착되어 있다는 점 

은 같으나， 경지배분에 있어서 게르만 공동체는 形式的인 平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형 조건에 따른 분절과 지주 토 

지의 分古이라는 조건에서 상이점을 가진다. 천체적으로 게르만 공동체는 

田作農業을 중심으로 제도성·인위성·강제성이 강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짧作훌業을 중심으로 자연성·자생성·자발성이 강하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공동체 계기의 강약과 촌락 형태와 규모의 차이로 표출되었다고 본다. 결과 

적으로 우리 나라의 촌락공동체는 유럽의 그것에 비해서 약한 공동체 계기 

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며， 따라서 게르만 공동체의 Haufendorf 와 

우리 나라의 集村은 형태 형성의 계기변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으나， 

표출 형태에서 Haufendorf는 대규모， 우리 나라 集村은 그에 비해서 소규모 

로 되었다Q) 

46) 게르만 공동체에 관하여는 다음 문헌율 참고. 
趙훌훌*흩 역. 1982. 힘t會%훌濟史. 三省버版社. pp 56-79. 
李榮훌훌 역. 1982. 共同體의 基훌훌理論， 돌베개. pp. 87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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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 게르만 공동체와 한국 공동체의 비교 

게르만 공동체 

훌#團 (Felder) 

錯區(Gewann) 一團의 경지( ‘경지-물 북합체’ ) 

地條(Streifen) (Morgen. ’fageswerk) 筆地 ( 日 執· 斗落 ) 

혼재경지제 (Gemengelage) 交錯團

- 형식적 구분 - 자연적 구분 

경작강제 (Flurzwang) 두레에 의한 자치적 강제 

제도적 

인위적 

강제척 

봉건제척 구숙 

田作

강한 공동체 계기 

대규모 촌락(100 호) 

4. 文化的 條件

자연적 

자생적 

자발적 

국가-지주-소작인의 중충척 지배 

짧作 

약한 공동체 계기 

소규모 촌락(50 호) 

문화척 초건은 촌락형성의 계기에서 자율척 규정성율 가진다기 보다는 사 

회경제적 환경에서 휠훌훌된 없l度와 훌훌훌 상태， 축 相훌 慣行， 血緣性， 共톨 

意講， 방어 및 며避意훌훌 둥과 유교윤리， 풍수사상 동의 상부구조적， 이데올 

로기척 제 조건을 의미한다. 

文化(culturè) 의 어원이 함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는 자연과 인간의 

구체적이고， 合目的的인 교섭 결과로서， 실제척， 물질적 토대와 무관하거나 

47) 우리 나라 1971 년 자연촌락 명균 가구규모는 51. 7가구，인구규모는 291. 3 
인 이었다. 
水律一朝. 1955. “共同體φ地理的規훌 史林. 38-6. p.96 에 의하면， 
남톡일 L때지대 샘가에 발탈한 Gewanndorf는 500인 전후의 집촌이었다. 
右鳳 潤. 1965. 前揚論文. p.41. 山田正浩. 1987. 홉까揚훌홈文. p.194 에 
의하면 일본 覆政村의 규모는 50-100호이며. <日本地훌훌훌要(明治 6年))
에 의하면 200-499인의 일본 村짧(L 7)이 천체의 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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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된 관념 체계만은 아닌 것이다. 예컨대， 촌락사회에 혈存해 있는 ‘우리 

의식 (we-feeling) ’이란 운명공동체적인 톨홈톨·共홉1훌훌훌도 종래의 토지·산림· 

초원의 공동점유， 공동노동 둥 공통된 이해관계 둥율 기초로 한 촌락공동체 

의 생산관체에서 형성된 것이다· Cunow는 Totemism에 의해서 지배률 받는 

사고방법도 생활환경을 떠난 정신만의 정신은 아니라고 한다. Totem의 선택 

과 그 역할의 결정은 자연과 깊은 관계에 있는 민축의 경제 형태에 의한다 

는 것이며， 문화는 .生活空間’， 축 인간화된 ‘地城’의 지리학적 連銀를 유 

지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톨 

(1 ) 偏數理念과 同族村落

수천농업 충심의 정착 농업사회의 인간관계의 규정 윤리인 유교이념은 지 

배충 중심의 사회구성 원리이다. 몬순 풍토 하의 자연조건의 한정성과 일시 

성의 제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농을 가능케 하고， 효율화 하기 위한 專制

的 지도력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훌父長的 지배울리이다. 이와같은 정신 

풍토 숙에서 양반 사대부충이 출현， B~大化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중심이 

되거나， 그률율 冒稱하는 사람률의 정주단위가 동촉촌락으로 드러나게 되었 

다. 

同族村짧이 한국 촌락의 典型이며， 數的으로도 절대적이며， 동시에 동촉 

원리는 집촌의 형성조건으로 절대적인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촌락지리학， 역사지리학 연구가 동폭촌락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 

혹촌락의 중요생율 擔示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촉촌락이 한국 전 

통촌락의 전형 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가 요 

구된다. 

@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에서， 또는 척어도 몬순 아시아의 환경조건에 

서 동축촌락을 반드시 한국의 特異 현상으로 보아야 할 어펀 객관적 조건도 

찾기 어렵다. 

￠ 륙정한 연구 대상에 관한 賣料求得 가능성과 그것에 의한 연구의 便易

性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약간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그것을 보편척 원 

리로 확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동축촌락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그 결과률 촌락 전체의 륙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48) 尊園農村社會鼎究會 編， 1965, 農村社會훌， 民$짧社， p.126. 
49) 水홉-朝， 1980, 前揚를，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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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혹촌락의 개넘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동혹촌락에서 同族戶

의 비중 문제가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영향력의 차원에서 보면 소 

수의 양반 同훌戶가 다수의 상민 各姓戶률 지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 

한 촌락율 반드시 동축촌락으로 확정할 이유는 없다. 

Q 식민지 홉훌略의 차원에서 善生永助에 의해 왜곡되게 보고되었을지도 모 
를 동축촌락의 당시 寶相이 충분한 재검토 없이 답습되고 있다. 혈연의식에 

기초하여 웅집되고， 가부장적 지배 아래 정체되어 있는 한국의 촌락율 일본 

의 그것에 비해서 열둥하고 후진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식민주의적 村落

觀이 동축촌락을 浮刻. 홉흉張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전국의 자연촌락 중 동촉촌락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오해가 있다. 홈 

生永助가 직접 조사한 저명한 동혹부락은 1, 6857>> 이며， 1930년 臨時園勢調

훌課에서 조사한 동축집단의 수는 14 , 6727>> 이다!D 1912년 전국 新洞里數

27 , 6267>> , 전국 훌洞里(자연촌락)數는 60 ， 8267>> 이다.뻐 동축촌락이 자연촌락 

단위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저명한 동축촌락의 전체 자연촌락에 대한 비 

율은 2.7%, 일반 동촉촌락의 자연촌락에 대한 비율은 23.5%이다. 동축촌락 

이 전체 촌락의 1/2이나 된다는 주장은 분명치 않은 기준에서 파악된 동촉 

촌락수률 통폐합된 신동리를 分母로 하여 산출한 결과로서 과장된 것이다. 

@ 동촉촌락의 탁월성이 존재한다 힐지라도， 그것은 촌락 발생의 초기 형 

성과정의 륙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촌락의 발생 계기에서 혈연 집단의 

웅집력율 인정해야 될 것이나. 동촉촌락， 동축원리가 반드시 집촌화의 계기 

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촌락의 형성 초기에 있어서도 혈연 의식이 반 

드시 집촌의 직접 계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컨대 동혹촌락의 발생 초 

기의 분가거리가 현 자연촌락 분포의 홈形이 될 정도로 멀게 되어 있읍이 

半月面 四里5zl 泰安半島S1I 西新面 弘法里，댈 天鳳都 東面 훌훌岩里훨의 연구에 

서 언급되어 있다. 고대의 분가 거리가 멀었던 것은 개간지 단위가 협소하 

50) 善生永助， 1935, 朝蘇φ聚짧(後)， 朝解總홈府， 序文， p.l. 
51 ) 山田正浩， 1980, “朝解φ村落 -洞里- φ規훌훌 ε 空間構成 t: "") l.、~，" 地理

명흩報告， Vo l. 50 , 愛知敎育大學， PP.29-30. 
52) 樓普景， 1980, 半月面 四里 同族部짧에 활한 鼎究 -起題과 發建過程을 
中心으로 서울大 大學院 地理學科 碩士學位論文， pp.12-29. 

53) 李文鍾， 1988 , 泰安半島의 村짧形成에 빼한 新究， 地理學훌홈훌훌， jJlj號 6, 
PP.126-140. 

54) 崔基構， 1986, 韓園 村落의 地城的 흩開過程에 關한 新究， 地理웰흩흉H究 
報告， 14. 慶熙大 文理科大學 地理學科.

55) 洪股男， 1982 , 同族村의 基題地城構造 -忠南 天홈都 東面 長짧里를 中心
으로 誠信女大 碩士學位論文，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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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토지생산력이 낮고， 개척의 여지가 많았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동촉촌 

락이 집촌화에 상당하는 규모로 성 장하게 된 20세기 이 후의 상황은 사회 경 

제척 조건의 변화에 의해 혈연척 웅집력 자체가 크게 붕괴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척으로 동축촌락의 실체가 훌念化 되고， 과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홈生永助가 조사한 기준에 의한다 할지라도 동폭촌락의 비중은 척 

게는 2. 7", 최대한으로 23.5"이다. 동축촌락의 定훌에 관하여 정설이 없는 

상태이나，훌 善生永助의 기준에 의한다 할지라도 천체 촌락의 1/3 미만이 동 

촉촌락이 라고 보아야 된다. 동촉결합력은 집촌화의 부분척 계기는 될 수 있 

을 것이나 결정척 동인은 아니다. 촌락의 초기 형성기에도 동촉집단은 웅집 

되기 보다는 현 자연촌락 간격으로 분산되었는 바， 그 직접적인 동기는 낮 

은 생산력 단계에 있어서의 경지의 확보 문제였다. 친축집단의 형성도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협력경영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촉진되었으며， 그것이 조선 

시대 동축집촌의 바탕이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2) 相훌없l度와 親族혐j度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7세기 이후 친혹제도와 재산상숙 및 촉 

보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재산상숙의 구체척인 기록인 分財記률 보면 17 

세기률 천후로 하여 그 천의 형태는 子女혈分 相훌율 원칙으로 하였고， 그 

후의 형태는 長子優待不혈훌 相훌이 출현하게 되었다S7I 崔在錫은 1600년대 

중엽올 경계로 하어 약간의 부분적인 변이는 있으나， 대체로 자녀균분 상속 

에서 장자우대불균둥 상숙으로의 변화 과정율 밟아가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와같은 상숙 관행은 홈園大典과 奎章뼈 소장의 분재기를 분석한 李光奎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511 또한 그러한 변화 요인으로 최재석은 

조상숭배 기풍의 진작， 동축관엄의 강화， 농지의 세분화 내지 영세화 둥을 

률었다.톨 

56) 同姓集團이 촌락 전체 戶數 중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을 동혹촌락의 기 
준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20-30% 
이상율 기준으로 하는 경우(善生永助)， 33.3% 이상율 기준으로 하는 경 
우(呂量哲)， 50%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경우(훌훨禮·朴容淑) 둥이 있다. 

57) 李光奎， 1985, “朝蘇後期의 社홉構造와 훌훌b - 훌훌山地城 戶籍율 中心으 
로 輪園文化 5, p.l09. 

58) 李光奎， 1976, “朝활王朝時代의 財흩相훌 훌훌團훌報 3, pp.58-91. 
59) 崔在錫， 1972, “朝활時代의 相훌휩l에 빼한 新究 -分財記의 分析에 의한 
接近’ 歷史學報 53.54 合輯號，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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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상숙 관행의 변화는 17세기률 기점으로 하여 균분상숙할 만한 

경지의 여유가 없어져서 경지 확보률 위한 공간 경쟁과 농경의 집약화가 가 

숙화 되는 경제척 변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축， 최재석이 든 전 2자 

의 문화적 조건보다는 생산력의 발전이 상숙 관행율 변화시키고. 그것이 토 

지소유 관계률 규정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대토지소유， 조방적농업 하 

의 토지의 자녀균분 상숙은 散村化의 계기가 되고， 소규모경지， 집약적농업 

에서는 장자우대불균둥 상숙이 필연적으로 되면서， 그 결과로 장손 이외 가 

호의 소작농화에 의한 촌민의 토지에의 긴박이 강요되면서 宗家 중심의 집 

촌화가 초래되었다. 

(3) 風水的 自然觀과 居住地 選好

한국 천통 촌락의 전형이 동축촌락이며， 그것이 한국 촌락의 절대다수률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風水 原理률 터륙한 지식인충에 의한 입 

지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대부분의 천통 촌락은 풍수사상과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촌락의 발생 단계에서 풍수척 사고를 가지고 明堂율 탐 

색하는 노력이 입지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율 도외시할 

수는 없다. 또한， 풍수 원리의 일반성과 대충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촌락 

입지의 선정에 보면척 원리로 적용되었으며， 명당은 한정적임으로 풍수적 

사고가 가욱 웅집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한면， 풍수설 자체도 인간의 실제적 생활에서 유리된 관념의 소산만은 아 

닌 것으로， 자연척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배양된 신념 체계라고 한다면， 

현존하는 촌락입지 자체가 풍수 원러와 결과적으로 作훌훌的· 無作홈的으로 整

合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인정될 수 있율 것이다. 예컨대 李重燦은 h 居

總꿇 ‘地理’편에서 풍수원리에 따른 촌락입지률 논하였으나， 그것은 동시에 

이른바 ‘生利’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률이다.빼 물 

의 有用性율 논함에 있어서 집터는 묘터와 다르다고 봄으로써 현실적 삶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중환이 site를 입지 분석에서 고려한 

것은 천통척인 풍수지리설의 영향이라고 보여지지만， 일청 장소의 자연적 

륙질을 객관화 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음도 유의해야 될 것이다 &D 

이와같은 관점에서 풍수의 局面 형성의 지형적 模型이라고 볼수 있는 背

60) 李重燦(李훌成 역 ), 1971, 揮里忠， Z西文化社， pp.162-164. 
61 ) 朴英漢， 1977, “濟覆 李重燦의 地理思想에 關한 鼎究 路山地理， 第4

號，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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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臨水 내지 山홉 입지의 실현은 풍수이념의 구현이라기 보다는 수천농업의 

척격지로서의 중요성이 더 크게 영향율 준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산륙 

지형 촌락입지는 산룩지가 수천 입지의 좋운 조건올 가지게 된 이유에서 근 

본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불 수 있다. 홉排水가 自在로와 높은 토지생산력율 

보장할 수 있었먼 옳上之田은 산록에 입지한 것으로 IZI 당시 핀력충이 그것 

율 선점하려는 노력은 당연했을 것이며， 따라서 촌락입지도 산록이 선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촌락의 발생 단계에서 풍수원리가 영향율 주었다는 점 

율 인정해야 되겠으나， 그 후속 과정에 의한 촌락 형태 조형과 규모 증대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큐정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4) 防훌와 回避의 問題

강핀적， 폭력적인 통치구조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으로 부터의 대중의 회 

피 의식은 보면화 과정을 거쳐 사회문화척 의미에서 민중의 생활의식 전반 

에 정착되었다. 봉건척 專制政治에서 뀐위적， 옮敵흙求的 관료는 無力化된 

민중에게 공포와 중오의 대상이었읍이 분명하다. 따라서 민중은 이률에 대 

한 공포의 알레르기척 반웅으로， 일단 이들로 부터 회피하려는 태도를 지향 

하게 되었다 ø 이러한 回避， ~훌遭의 지향은 훌훌훌的 대중에게만이 아니라， 

중앙 정치무대에서 .外된 지배충의 공간선호 의식으로도 작용하였다. 

부단한 외침과 국가 핀력의 폭압， 사회불안 동은 촌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인 방어와 소극적인 회피 내지 은둔을 강요하였을 것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방어보다는 회피， 은둔 의식이 촌락입지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인 곳보다는 혜쇄적인 곳， 구릉지 보다는 곡지 입지가 많은 것은 방 

어 보다는 은둔의 목척이 컷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방 

어 묵척의 촌락은 구릉지 (hilltop)나 meander core에 입지하였으며， 지중해 

연안의 방어 목적 촌락도 그와 유사한 입지를 하고 있다.빼 

자연촌락 규모 수준에서는 능동적으로 외칩을 방어한다기 보다는 수동적 

으로 자기 봉쇄적인 내향적 웅집력이 작용했다고 본다. 자연촌락 단위의 외 

62) 金相昊， 1969 , 前揚論文， pp.4-5. 
63) 李南久， 1973, “近世朝蘇社會의 回避意講에 關한 一新究 安東文化(
A文科學)， 第 4輯， pp.70-79. 

64) J.A.Everson & Fitzgerald, 1969, op.cit. , p.ll. 
R.K.Udo , 1960, "Disintegration of nucleated settlement in Eastern 
Nigeria,’ Geographical Review, Vol.50 , p.61. 
M.Bunce , 1982, op.cit.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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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 그 방어의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집촌화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무리이 

다.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자연촌락 단위의 방어란 그 자체가 의 

미 없는 일이며， 방어 천략 상 곡지에 입지해서는 山城율 구축하지 않는 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방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취락 

은 적어도 물治 이상의 단위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척극척인 방어라기 보다 

는 소극적인 회피 내지 은둔， 또는 自 B封銀的인 의식이 촌락입지 및 집촌 

화에 영향율 주어서， 소규모 분산 집촌의 형성동기가 되었다. 퇴영적·소극 

적·수동적 태도가 공간적으로는 구심적·배타적·봉쇄적으로 되어 統外된 민 

중의 群聚 욕구가 자연촌락 단위의 소규모 웅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5. 歷史的 條件

촌락의 발생과 성장 및 변화와 그 결과로셔의 표출인 형태 조형에 있어서 

셔간 내지 한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촌락의 일정한 규모와 집촌으로의 형상화는 개별 가욱들의 부단한 

입지 누적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륙수한 계획 촌락의 경우률 예외로 하면 

대부분의 촌락은 시간의 累積， 또는 과거의 累層(a palimpsest or series 

of layers of the past) 이다.뻐 촌락 pattern의 발천을 긴 역사 과정에서 일 

관성이 있는 체계로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일반척으로 가육의 훌 

密 상태는 지숙의 원리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성럽의 역사가 오랜 촌락은 

集村이， 역사가 짧은 新村은 散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빼 일본의 경우 

온난한 서남부 명야지대의 집촌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散居

는 역사의 각 시대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개척 지역의 정주형식으로 되어 

있다r7l 역사가 오랜 촌락은 집촌，최근 입주한 지역의 촌락은 散村이 많다6J) 

賣本主훌훌 경제의 발전은 集村에서 散村으로의 촌락 형태 변천의 계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촌락은 더 이상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영향권에 

들어가 광범위한 취락체계 숙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 

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의 의식도 톡립적， 개인주의적으로 되어 집촌 

화의 계기는 생산양식， 인구변동， 의식 동의 변에서 약화되거나， 소멸되게 

65) Ye.E.Blomkvist , 1985 , "Settlements of the eastern Slavs , " Soviet 
Geography, Vol.26 , p.185. 

66) 吳앓哲， 1980, 聚짧地理學， 훌k學jf:， p.19. 
67) 各뼈武雄， 1963 , 平野φ地理， 古今홈院， p.194. 
68) H.G.Kariel & P.E.Kariel , 1972 , Explorations in Social Geograph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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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농민충 분해와 농촌 분화률 촉진한 개항에서 비롯된 일련의 변화에 

의한 個體性(individuality)의 발생은 촌락공동체의 해체률 촉진함으로 집 

촌의 붕괴와 散村 형성의 계기률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국 촌락은 유럽의 그것과는 달리 기존의 촌락 pattern율 완전 

히 변용하지 않고 강한 존재의 관성율 가지고 천개되어 왔다는 점에 중요성 

이 있다.톨 예컨대， 유럽에서는 중세 Gewann system에 의한 집촌화와 그에서 

14세기 이후의 Enclosure movement에 의한 散村化와 같은 사회경제척 변화 

에 상용하는 촌락 사회구조-촌락형태 변화의 대웅척 훌빼關係가 있었으나， 

소규모 집촌율 典型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촌락은 규모와 형태에서 연면한 

존재의 관성율 가지고 존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은 미작농업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경영의 강한 保守性 때 

문이라고 본다. 축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구성의 변혁 

이 없는 한 그것에 결정적으로 규정된 촌락형태가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 

다. 한국 촌락의 역사적 변화는 시대척 단면 마다의 륙정척인 형태 형성조 

건의 작용에 의한 국지적， 일시적인 변용은 있었겠으나， 대체로 散村， 또는 

小村에서 일정한 규모에 수렴하는 집촌화의 길을 밟아 왔다고 본다. 집촌화 

과정은 농촌 인구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농촌 인구의 절대 감소가 나타나면서는 촌락공동체의 흙E性이 홉홈釋되고， 결 

숙력이 뼈훌훌되면서 촌락의 空洞化와 解體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륙징적인 

散村化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집촌의 규모 축소， 촌락수의 감소， 촌락의 공 

동화가 진천되는 것은 경지제도 내지 농업생산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 

는 상태에서 離村向都의 인구이동에 따른 수동적 인 변화만율 나타내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6. 政治的 條件

集村化는 나라에 따라서 行政管理와 통제 및 租規 收取의 북적 , 뼈 식 민지 

지배 북척， m 反훌훌起 지배체제의 확립77J 지배충 중심의 방어 목적n 동의 수 

69) 李文鍾， 1983, “農村의 空間構造 把握율 위한 新究와 課題 地理學의 
훌훌훌훌와 接近方法 -石훌李燦博土華甲紀念훌훌集 敎學社， p.69. 

70) 최 협， 1986, “조션시대 향촌사회연구에 대한 일 고찰 -역사학과 인류학 
의 협동적 연구률 위한 시론 韓團文化A類훌， 第 18轉， p.60. 

71) D.W.Gade & M.Escober , 1982 , "Village settlement and the colonial 
legacy in southern Peru," Geographical Review , Vol.72 , No.4 , pp.430 
-438. 

72) K.Sutton , 1981 , "The influence of military policy on Algerian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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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율 위해서 된 경우가 있다. 총체척 1&훌과 가렴주구에 의한 被홉的 

complex가 동기 가 된 隱遭， 逃避 둥은 散村化의 動因이 될 수도 있겠으나， 

반면에 고립해서 생존하기 어려운 당시의 생산력 수준과 사회적 불안 둥이 

자체 웅집을 측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훌起 가능성과 촌락민의 결숙율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집촌화만이 최선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에 있어서는 천통적인 자연촌락의 해체와 散家的 농장율 건설함으로써 

촌민의 지배률 관철하려 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옥구농장의 한국인 소작 

농 촌락을 창설함에 있어서 50호률 입주시킬 경우 밀집 형태가 아니라 2-5 

호 단위로 200에서 400m에 이르는 거리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서로 왕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깨 

왕정과 식민지 지배는 자연촌락율 촌민 훌훌集의 상한 단위에 묶어둠으로써 

고립 분산된 자연촌락들의 직접 지배를 기초로 한 국가의 集樓的 절대주의 

가 존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촌락 수준 이상의 공동체적 결숙과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취락단위가 없는 상횡， 축 충간 매개가 될 수 

있는 취락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전반척인 국가 치배의 대상은 자연 

촌락이었다. 

농업생산의 중심적 공동체였먼 촌락의 형태와 이의 발전 과정은 국가권력 

과 생산 주체였던 농민충 사이에 설정되는 收取關係라는 본질척인 문제 숙 

에서 이루어진다 751 守令體制 하에서의 촌락 파악은 짧縣 수준까지였으나， 

조선후기가 되면서는 자연촌락을 기초로 한 面里 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면리와 수령권과의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면리는 조세의 분배와 수취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척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륙히 리가 조세를 

분배하고 마련해 내는 자치적 운영의 주요 단위가 되었다lSl 

촌락을 파악·관리·조정의 대상으로만 할 경우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집촌 

이 관리의 효율 상 유리할 것이다. 예컨대， 촌민을 가용노동력으로만 파악 

할 경우 生흩力의 유지， 향상율 위해서는 촌민율 토지에 묶어두고， 촌민 간 

의 連帶性을 조장하여， 촌민을 촌락공동체 안에 園聞하는 정책이 유리해 진 

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죠훌作觀은 流t之心율 끊고， 戶口를 정착시켜 親.

源을 확보하고， 收納動員 체제를 구축하여 중견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수단 

settlement ," Geographical Review, Vol.71 , No.4 , p.380. 
73) Ye.E.Blomkvist , 1985, op.cit. , p.184. 
74 ) 홈承濟， 1988, 韓園社會홈홉史論， 一志社， p.250. 
75) 朴宗基， 1981, “ 13 世紀 훨葉의 村落과 部曲 韓園史鼎究， 33 , p.43. 
76) 김선경， 1984 , 초선후기의 초세수취와 면· 리 운영， 연세대 대학원 사학 
과 석 사학위 논문，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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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집약격으로 활용하는 톨훌뿜 共同훌#作 체제로 촌락의 기충조직을 강화하고 

자 하는 국가 의지의 발로였다 m 

촬建的 홈威(manorial authori ty)의 수준과 촌락의 웅집도(degree of 

nu-cleation)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깨 地方分훌훌的 봉건제가 없었고， 더 

우기 행정체계의 하부 수준에서 행정척 단위에 정합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분명치 봇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자생척인 자연촌락이 가지는 형태적， 

기능척 의미는 크다고 본다. 촌락사회 최말단 단위까지의 행정지배를 관철 

하기 위해서는 촌락 자체의 결숙에 의한 활抗， 훌훌起의 가능성이 없율 정도 

의 소규모로 분산적인 집촌 형태의 자연촌락의 존재가 관리 측면에서 최선 

이라고 볼 수 있다. 收取體系에서도 분산 촌학보다는 가능한 한 적정 규모 

의 수취단위로 웅집된 촌락이 징세자의 便易에서 보면 최선이다. 

7. 形成條件의 훌훌슴的 考察

일정한 촌락형태는 관련 조건률의 북합적인 작용의 결과 표출이기 때문에 

형성조건을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종합적인 고찰에 있어서 문 

제가 되는 것은 각 요인들의 작용력의 정도률 결정하는 일이다. 계량적으로 

지수화 할 수 있거나， 지형도 관찰 둥율 통해서 추정 가능한 조건률을 집촌 

화와 산촌화의 작용력의 정도에 따라 4둥급으로 분급하여 표시한 것이 표 

2-5 이다. 

표 2- 5 형태 형성조건의 북합적 작용 

지역\조건 | 농업경제 지형분절 개척역사 변화가능성 집촌화지수 

전남북 내륙 

호남 명야 

서산 · 당진 

태백산 지역 

영덕 강구 

++ + + + 

8 

5 

3
‘ 

검
 7 

++ ++ ++ ++ 

+ 

++ 

++ ++ + ++ 

集村化 계기 

散村化 계기 

77) 李南久， 1973, 홉피揚훌훌文， p.78. 
78) C.T.Smith, 1969 , op.cit. , pp.269-270. 

50 



分級의 기준을 客觀化 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예컨대 농업경제에 있어서 

는 수천농업이 집촌화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논비율(/경지 ) 76% 이상을 ++ 

로， 51-75% 률 + 로， 26-50% 를 - 로， 25% 이하를 -- 로 하였다. 경지율은 

토지이용의 가능성과 내용율 결정하는 지형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참 

고하였으며， 地形 分節의 경우는 산지의 경사도， 하천의 有無와 規樓， 起~

정도 동의 다양한 조건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수화 하기는 어 

려우나， 소기북으로 多分節된 서산· 당진 지역율 散村化 최대 계기로 두고， 

수전농업이 가능한 소규모 웹河 平地를 가지는 급경사 대규모 분절의 산지 

지역인 전남북 내륙을 集村化 최대 계기의 지역으로 하여 분급 하였다. 개 

척의 역사는 산록 내지 배산임수 입지와 위험지각의 면에서 내륙에서 해안 

으로， 산지에서 명야로， 소하천 유역에서 대하천 유역으로 집촌화의 계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다. 변화는 기존 집촌의 慣性의 유지， 또는 산촌화 계 

기에의 노출 정도로 도시 내지 도시 시장에의 接近性 정도로 比定하였으며， 

이에 농가율율 참고로 하였다. 동해안 어촌지대인 훌德짧 江口面의 경우는 

어업경제의 집촌화 계기를 농업경제에 대체하여 비정하였다. 소략한 분석 

결과이지만， 여기서 잠정적인 결론은 수천농업 중심의 내륙 산간 지방이 가 

장 현저한 집촌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주요 지역의 지역조건 

과 촌락형태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6) 

구혜군 용방면은 섬진강 유역의 소백산지로 경사가 급한 산지와 소규모의 

펌河~野의 접촉선을 따라 대규모 밀집촌이 전형척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산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집촌 형성력 

의 이해에 많은 시사를 주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김제군 황산면은 김제의 

주변지역으로 논농사지역이나 최근 도시화에 따라 집가율이 낮아진 곳이며， 

명택군 오성면은 대표적인 명야지역으로 집촌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영덕군 

강구면은 대규모 密集뼈村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진군 송산면과 횡성 

군 갑천면은 散豪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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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 주요 지역의 지역조건과 촌락형태 

(단위: 율 " .규모 가구) 

군면\초건 농가율 경지율 논비율 자연촌락규모 집가율 

구례 용방 97.1 33.6 76.8 51. 5 95.8 
김제 황산 89.5 68.8 65.2 49.0 84.3 
명택 오성 60.5 67.1 82.9 54. 7 91. 7 
당진 송산 93.4 44.1 67.5 41. 2 13.0 
횡성 갑펀 87.0 13.4 38.4 18.4 21. 7 
영덕 강구 32.2 19.3 52.5 114.3 97.1 

8. 要約

촌락울 上部構造 중심으로， 흩뭘念的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연촌락보다는 행 

정촌 단위가， 사회경제적 조건보다는 문화역사적 초건이， 常民 各姓 촌학보 

다는 兩班 同姓 촌락이， 合理的 立地 보다는 直觀的 選好가， 촌민의 回避

내지 은둔보다는 지배충 위주의 防훌가 촌락연구의 주제로 중요시 되었다. 

촌락형태는 촌락공동체의 공간적 표출이다사회경제적 조건-촌락공동체

촌락형태’의 관련 機制는 ‘米作-村落共同體-集村’의 관계로 구체화 되었다 

고 본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주축은 수천농업 중심의 생산양식이다. 따라서 

수천농업 및 관련 관행률이 범국토적으로 관철되어 있는 한국에서 촌락 형 

태의 천형은 집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집촌화의 기본계기는 A口要因과 共同性 및 잠재적인 요인으로서의 地形

條件이다. 인구 및 공동성의 토대로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 기반으로서 

의 자연적 조건은 촌락공동체의 웅집 계기를 매개로 하여 촌락형태를 조형 

하는 주된 영력이 되었다고 본다. 륙히 多分節의 산지가 많은 우리 나라에 

서는 지형조건이 촌락형태를 직접 조형하는 공간척 툴로서 중요하게 작용했 

다고 불 수 있다. 

후田農業에서 水田農業으로， 組放的 농업에서 集約的 농업으로의 변화는 

집촌화의 최대의 계기가 되었다. 촌락과 일단의 ·경지-물 북합체’ 사이의 

분리 정도는 가육의 웅집율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다. 경지

물 통합체’에의 공동체척 접근에 의한 集家와 개별 경지에의 개별 농가 접 

근에 의한 散家는 촌락형태 형성의 최대 계기가 되었다. 수전농업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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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륙성과 사회척인 관행들은 촌락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한핀 

집약적 농업의 결과로 증대된 토지생산성은 집촌 규모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촌락공동체 계기 중에서 중요한 물질적 기초는 토지의 共同 所有이다. 그 

러나， 지방분핀적인 봉건쩨에 의한 法없l的인 토지의 共同古有가 없었율 뿐 

만 아니라 자연촌락에 의한 토지의 공동소유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조건에 

서 촌락공동체 형성의 토대는 토지의 공동소유와 훌制的으로 유사한 작용력 

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分散交錯團를 내포한 일단의 ‘경지-물 북합체’로 

본다. 한편， 촌락형태 형성에 규정적 조건으로 작용한 생산관계는 자립적 

소농민 경영율 기반으로 하는 地主-小作 관계이다경지-물 북합체’를 一

團의 훌#地로 하는 생산단위 내에서의 교착포와 지주-소작 관계에서의 자립 

적 소농의 존재는 각각 공간적， 사회적으로 토지의 공동소유와 훌制的으로 

동일 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생산력의 변화는 相훌 慣行율 변화시켰다. 

소규모경지， 집약척 농업에서는 長子優待不혈等 相훌이 필연척으로 되고， 

그 결과는 장손 이외 가호의 소작농화를 초래하여 宗家 중심의 집촌화 내지 

토지에의 긴박이 강요되었다. 

동촉결합력， 풍수척 사고 둥은 가욱 입지 내지 촌락 발생의 초기 단계의 

계기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나， 동촉촌락의 실상이 관념화 되고， 과장되어 

있음율 유의해야 될 것이다. 한편 자연촌락 수준에서는 방어보다는 回避 내 

지 R훌遭 의식이 촌락입지에 크게 영향율 준 것으로 보인다. 퇴영척. 소극 

척， 수동적 태도가 공간척으로는 구심척. 배타적， 봉쇄적으로 되어 소외된 

민중의 群秉 욕구가 자연촌락 단위의 웅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일 

반척으로 가욱의 藏密상태는 지숙의 원리와 관계가 있으므로， 성럽의 역사 

가 오랜 촌락은 집촌이， 역사가 짧은 新村은 散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지방분권적 용건제가 생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정과 식민지 지배는 자 

연촌락을 촌민 웅집의 상한 단위로 묶어둠으로써 고럽 분산된 자연촌락들의 

직접 지배를 기초로 한 국가의 集權的 절대주의가 존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촌락 형태는 농업경제률 기초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주축 

이 되고， 그 토대로서의 자연조건 빛 형태의 직접적인 조형툴로서의 지형적 

분절 둥의 초건과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합양된 문화척， 정치적인 여 

러 조건들의 북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보며， 우리 나라의 경우 

는 촌락 형태 형성 조건들의 대부분이 집촌화의 계기로서 강하게 작용하였 

음이 륙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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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11 3 릇r 自 훌핫후캉훌홉으l 훌훌혹증오} 훌훌홉를 

1. 뚫史的 흩開 

家戶의 基g훌훌훌集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존재형식율 달리한다. 

명균치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만， 未開 部族은 명균 약 50인의 群團(Horde)

율 이루어 약 250 km2의 명균면적율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인구웅집의 

규모에 비해서 점유면적이 넓은 것은 낮은 생산력 수준율 감안한다면 당연 

한 것이다 11 

소략한 자료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황해도， 명안남도에서 

발견된 堅뤘住居址가 3 개소 내지 5 개소로 웅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원시취 

락이 3호 내지 5호를 단위로 하는 자연촌락의 형태률 갖추었다는 것율 시사 

하는 것이다 2) 이률 고대의 주거지들은 규모가 적은 반면 좁은 간격으로 밀 

집된 것이 륙징이다. 이러한 주거지의 밀집성은 사회적·국가적 관계의 산물 

일 것으로 集村의 원초적인 계기률 암시하는 것으로， 고대사회 연구에서 중 

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李泰鎭이 지척하는 正슐院文홉에서의 훌戶(孔뼈) 구 

성도 거시척으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될 문제이다 31 

통일신라 시대의 촌락형태는 대체로 몇 개의 촌락이 모여 이루어진 地城

村 내지는 行政村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 正율院애서 발견된 新훌훌帳籍은 

통일기의 촌락구조가 15호를 념지 못하는 자연촌 3.4개가 하나의 지역촌을 

형성하여 村主에 의해 통솔됨을 보여준다’ 자연촌의 성장이 불충분한 상태 

에서 성장한 국가 권력은 小村 상태의 자연촌락율 몇 개씩 통합하여 지배하 

는 형식율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통일신라 이래 고려시대 특히 고려 천기 

까지의 촌락은 아직 자연촌락의 성장이 불충분하여 몇 개의 자연촌락이 합 

쳐진 이른바 지역촌이 생산 활동과 자치적 기능율 발휘하는 촌락공동체적 

성격율 갖훈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61 

고려 초에 이르러서도 역시 地城村 중심의 사회구조률 이루고 있었던 것 

1 ) 水律一朝， 1980, 社會地理훌m基本問題， 大明堂， pp.15-16. 
2) 홉承홉， 1983, 尊園村짧社會史新究， 一志社， pp.17-18. 
3) 李泰鎭， 1990, “新羅 村落文홉의 牛馬 훨史李佑成敎授停年紀念뚫훌훌 

r民族史의 흩關와 그 文化J ， 上， p.127. 
4) 李鍾旭， 1980, “新羅帳籍을 통해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 歷史훌 

報， 86 , pp. 1 -1 7. 
5) 李泰鎭， 1972 , “륨훌훌 開心좋 石짧記의 分析 - 홉훌훌前期 香徒의 一倒
置史훌報， 53.54 슴輯， pp.51-52. 

6) 李佑成， 1961 , ‘·훌훌代 百姓考 歷史훌報， 14 ,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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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 이후의 이 방면에 판한 연구는 크게 부진하며， 조 

선시대에 들어와 자연촌의 성장율 바탕으로 하여 面里制가 정착되는 바，고 

려시대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1136년(고려 

인종13) 경기 지역의 都縣휩l 정리 과정에서 몇몇의 촌이 합쳐 군현율 이루 

는 것에 주목하여， 이들 촌이 고유 명칭율 갖고 있율 정도로 촌락의 톡자성 

과 성숙성이 진전되었음이 지적된 정도이다’ 이러한 사질은 이 시기까지 

자연촌락이 여전히 정치척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공동체로서의 

자립성율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려시대 행정촌쩨가 실시될 수 

밖에 없었먼 배경은 이와같이 자연촌학 자체의 묵립성이 취약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81 

조방적 농업에서 집약척 농업으로의 移行이 이루어져 간 고려 말기의 사 

회에는 사회구성에 있어서 종전의 지역촌 중심에서 자연촌학 중심의 변화가 

있었다. 륙 농업경제 상의 변화가 사회구성 관계의 변화률 촉진하게 된 것 

이다. 14세기 후반기의 이러한 사회변동의 최대의 역사적 결정물은 조선왕 

조의 開훌u이었고， 왕조 지배체제의 기본 이넘으로서의 성리학이 제시한 일 

련의 사회제도 - 社슐制， 椰約類 둥은 한결같이 自~村짧율 그 시행 단위로 

하였는데， 이것은 집약농업 기술에 기초해서 전개된 사회구성의 기본조건율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91 농업기술 발달과 사회변동의 力動的 관계를 배 

경으로 하는 韓園社會史에 주녹한 이태진은 사회구성에 관련하여 우리 역사 

상 사회 공동체의 실체라고 해도 좋을 香徒 組熾의 구성이 고려 중엽까지도 

군· 현을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이 그 후기부터 소큐모화하여 자연촌락 중심 

으로 바뀌는 변화를 포착하였다. 축 고려 전기의 향도는 당시의 사회구조에 

상웅하는 훌都的인 규모의 공동체였지만， 자연촌락의 성장이란 사회척 변화 

에 따라 麗末蘇初에 이르면 자연촌락 단위의 촌락공동체로 그 규모가 줄어 

드는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11 

또한， 농업생산의 중심척 공동체였먼 촌락의 형태와 이의 발전과정은 국 

가 권력과 생산 주체였던 농민충 사이에 설정되는 收取關홉라는 본질적인 

문제 숙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고려후기 이래 촌락형태는 크게 자 

연촌락 중심의 발달이라는 역사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 

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公權力이 지방의 자연촌락 단위까지 직접 미칠 

7) 朴宗훌， 1981. “ 13 世紀 初葉의 村짧과 部曲 빼園史빠究， 33 , p.59. 
8) 朴宗基， 1987, “高麗障代 村짧의 훨홉能과 휩훌造 훌뿔훌報， 64 , p.58. 
9) 李泰鎭， 1989 , 朝蘇빼敎社會史論，~講흩훌業社， pp.81-83. 
10) 李泰鎭， 1986, 韓園社會史빠究 -農業技術 훌훌훌과 社會훌動 知醫흩業 

社， pp.l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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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율 청도로 성장하였음율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농민률의 입장에서 불 

때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농민충의 성장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lD 

州偏의 직할지인 자연촌락은 개별척으로 그 성장이 상당하여 조선초기에 

이르러 군현제라는 행정척 펀제의 기초가 된 면리체의 바탕이 된다. 면리제 

는 任內의 直村化를 수반하면서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 범국토적으로 관 

철되어 18세기 말 〈戶口훌훌〉의 면리 펀제에 이르계 되었다. 당시의 〈興地

圖출)<영조33 ， 1757년)는 建置뻐훌條보다 행里條률 앞에 두어서 당시 찬자률 

이 이률 중시했읍을 짐작케 한다. 이률 통해서 지방 행정체계로서의 면리제 

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일반화되고 있음과 아울러 한편 리가 국가행정의 

하부단위로 파악될 수 있율 정도로 자연촌락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l2l 조선후기 면리제의 시행은 당시 확립되기 시작한 자연촌락의 존 

재에 기초해서 중앙권력의 행정적 지배률 관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더우기 죠家統은 향촌사회의 국가지배와 收取체계률 확립하기 위한 최말단 

정주단위까지의 국가 지배의 관철이라고 불 수 있다. 

면리제에 있어서 里는 자연촌락의 최대 규모률 훨據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리가 자연촌락에 반드시 정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다. 조선 후기까지도 자연촌락의 성장이 행정 펀제의 형식성에 부합 

될 정도로 규모화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태도 

마찬가지여서， 행정리가 자연촌락에 일대 일로 대웅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최소 정주단위 파악은 리 단위에서 행해졌다. 조선전기의 

數個 (자연)촌락율 묶은 큰 규모의 리가 분해되어 자연촌락 단위로 리를 재 

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직 자립척 단위률 형성하지 못한 小村은 大

村에 홉수되거나 소촌끼리 병합하여 리가 연제되었다.때 

한말 자연촌락 단위률 가장 구체척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훌洞里이다. 

〈戶口總數〉의 면은 이전의 리수와 비슷하지만， 리수는 이전의 屬행數에 비 

해서 많이 감소하였는 바， 그것은 이천의 자연촌락 단위의 속방을 몇개씩 

묶어 행정리로 면제한 것을 돗한다. <戶口總數〉의 趙 332 , 面 4, 016 , 里

39 , 505, 戶훌 1, 703 , 668, 리당 명균 호수 43.13이다. 짧木榮太郞은 한국의 

구동리를 자연촌락에 대웅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新洞里· 훌洞里· 聚짧의 

11) 朴宗基， 1981 , 前揚옳文， pp.43-65. 
12) 훌普景， 1987, 朝흩￥時代 물옳의 性格과 地理的 짧홉훌에 빼한 흉퓨究， 서울 
大 大훌院 地理훌科 博土훌位훌훌文， p.l03. 

13) 출뿔亨， 1982, 朝蘇後期 面里혐j의 性格， 서울大 大훌院 園史훌科 碩土훌 
位훌홈文，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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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관계를 충북 제천군 금성면 구룡리률 실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신동리인 구룡리에 5 개의 구동리가 포섭되어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구룡 

리이며 그 숙에 3 개의 취락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l~ 짧木榮太郞과 李

萬甲은 하나의 자연촌락이 그대로 하나의 구동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보았다.뻐 

따라서 일본은 강한 正體性율 갖는 구동리(자연촌락)의 在地的 단위성율 

희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합병과 동시에 지방제도 개핀 작업에 착수하 

여， 당시 자연촌락 중심으로 되어 있었먼 구동리률 신동리로 홉꿇， 훌R廣合 

하였다. 일제는 공동체적 결숙이 현저했먼 것으로 판단된 都 및 自然村짧 

단위를 面과 新洞里로 재변함으로써 촌민들의 공동체척 웅집의 공간툴율 의 

도적으로 붕괴시키고자 하였다.뻐 륙이한 점은 촌락정주의 최하위 말단 단위 

에까지 대대적인 개편을 행했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 明治 초기의 村슴홈 

보다 더 전체적， 근본적인 변화이며， 조선의 경우는 土地調훌훌業， 地圖作

成훌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바， 이것은 조선지배의 

근간이 되는 토지 지배의 점에 있어서 세부에 이르기까지 토지 파악을 관철 

하기 위해서 동리 수준까지의 근본적인 구획 개정작업이 행해진 것으로 이 

해된다 171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서 都은 317개에서 2207ß 로， 面은 4, 3227ß 

에서 2 ， 5187ß로. 洞· 里는 71 ， 8527ß 에서 28 ， 2387ß로 감소하였다 11 1949년 

〈地方自治法〉은 종래의 통폐합된 동· 리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오늘날의 法定

洞·里를 만들었다. 그러나， 법정 동리는 자생적인 자연촌락과도 정합치 않 

을 뿐만 아니라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척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촌 

락의 정체성과 행정 단위의 형식성이 균형율 이루는 선에서 행정리를 인위 

적으로 설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1 신·구동리와 법정·행정리 및 자연촌 

락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3- 1) 

14) 山田正浩， 1980, “朝蘇φ村짧 -洞里- φ規훌 k 空間構成~"'?‘、-c- , " 地理
學報告， Vol. 50 , 愛知敎育大學， p.26. 

15) 山田正浩， 1987, “韓· 日 村落에 대한 睡史地理的 比較鼎究 地理學꿇 
훌， 第14號， p.197. 

16) 李泰鎭， 1989 , 前揚홉， pp.269-270. 
17) 山田正浩， 1980, 前揚꿇文， p.27. 
18) 內務部 地方行政局， 1979 , 地方行政盧城훌훌훌史， 內務部， pp.19-39. 
19) 崔昌浩， 1980, 地方行政뚫城꿇， 法文社，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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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자연촌락수와 행정동리수의 변화 

호구총수의 리 구동리 신동리 법정리 행정리 자연촌락 

31. 947 50.913 18.667 18, 965 34.665 62.571 
(1 789 ) (1 909 ) (1 918) (1 952) (1 970 ) (1 970) 

18, 798 
(1 969 ) 

* ( )은 연도 
(출처) 호구총수의 리 (1789) -戶口總數(南빼) 

구동리 (1909) -朝蘇훌훌府統計年報， 第41}{(明治 42年)

신동리(1918) -大正九年最近朝蘇훌情要훌 및 越智維七의 新훌對照 

全園道府郵面里洞名一훌에 의해서 山田正浩가 作成

법정리(1952) -대한민국통계연감(1952) 

법정리(1969) -한국통계연감(197이 

자연촌락(1970) -새마율총람(1971) 

표에 의하면 〈戶口훌數〉의 리는 1970년 행정리 수와 비슷하지만 시차가 

커서 직접 연결하여 논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戶口總數〉의 리에 

창설된 리가 추가되어 구동리의 리수에 근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이다. 구동리수률 계수한 당시는 이미 자연촌락에 의한 국토 充뿔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구동리의 수는 큰 변동 없이 현존하는 

자연촌락 수에 근접하게 되었다. 구동리는 신동리에 2.7:1로 통합되었으며， 

신동리는 그대로 법정리로 계승되고， 법정리는 1. 9: 1로 행정리로 분할되었 

으며， 하나의 행정리는 1. 8개의 자연촌락율 포섭한 결과가 되었다. 여기서 

구동리와 자연촌락이 상당한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서 큰 차 

가 없었음에 반해서 그 중간에 개재된 변화， 축 신동리， 법정리 동의 인위 

척 촌락 정주체계의 조형은 그 作짧性 때문에 실제의 촌민생활과 꾀리되어 

단지 化石化 되었으며， 법정리와 자연촌락 사이에서 국가의지와 촌민의지 

사이의 타협 결과로 조성된 것이 행정리이다. 수척 배분에서도 이러한 륙색 

이 드러나 보인다. 

2. 空間的 體系

자연촌락은 社會-空間的으로 다읍과 같은 橫的· 職的 體系로 존재한다. 자 

58 



연촌락은 횡적으로 보면 톡립적인， 절대 다수의 點的 존재로 국토 공간에 

채워져 있으며， 종적으로 보면 상향적으로 村짧定住의 최고의 完結單位이 

며， 하향적으로 취락체계의 최하위 말단 단위이다. 종적 관계에서의 이러한 

양 극단은 ‘자연촌락-행정리’ 사이의 부단한 睡降관계로 표출되었다. (그림 

3- 1) 

규모(호) 사회체계 취락체계 행정지역체계 충심지체계 

도 ABd) 
(시 ) CDE (통혼권) 

향촌사회 도시 군 A e) 

(香徒a) ) (읍) B (정기시장) 
1673 ~ 지역사회 면 C 

D 
154 ~ 법정리 (신동리 )0 

;s t | 촌학공동체 111 자연촌락 11 

램떤 보완 ) 

청힌群 

29 近鷹b)

(취 락)0 

24 ~ 鷹保c) 班

(죠家作統) 

가족 가옥 

참고 a) 李泰鎭(1989 ) 고려시대 군현단위에서 조선시대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 
b) 한국지명총람(전라북도)에서 地名을 가지고 있는 촌락 

c) 짧木榮太郞(1944 ) 
d) 朴英漢(1 972) 한국 도시의 5계충 구조 

e) 朴英훌(1975 ) 한국 농촌 서비스 중심지의 4계충 구조 
f) 짧木榮太郞의 촌락체계(山田正浩， 1980 ， p.26) 

그림 3- 1 자연촌락의 공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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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橫的 體系

자연촌락은 단위성율 갖는 역사척 有機뽑이며， 景흩§的으로는 독립된 外觀

으로 드러나 있으면서 국토공간에 충전되어 있다. 자연촌락은 촌락공동체의 

발생 및 성장 계기의 구체적인 공간 표출로서 양자 사이에는 공간과 사회， 

형태와 기능 간의 상호규정적 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일정한 영역 안에 

누척되어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 자연촌락이다. 

자연촌락의 규모， 형태와 그 내적 구성이 당대 社會構成의 分子的 륙성율 

分有한 촌락공동체의 제 계기와 웅집력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자연촌락의 

웅집과 큐모증대가 이상적으로 진전된 지역이 촌락공동체의 성숙이 잘 진행 

된 곳으로 불 수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규정된 촌락공동체의 계기는 시 

공간적으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물척 표출인 자연촌락의 존재형식은 지 

역차를 나타내게 된다. 

行政里를 최하위 단위로 하는 국가의 行敎훌志와 자연촌락을 최상위 단위 

로 하는 촌민의 定住寬忘가 辦證法的인 變빼을 실현하는 뿔이 자연촌락과 

행정리의 접속부이다. 자생척 계기에서 발생하여 자축적인 한계까지 성장한 

자연촌락은 상향적 촌민 정주의 최상위 단위체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향적 국가권력은 촌락의 말단 단위까지의 지배를 관 

철하기 위해서 自存的인 자연촌락의 성숙도에 조웅하여 지방행정의 말단부 

률 설정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조선후기에 시작된 면리제는 자연촌락의 성 

장을 기반으로 시행된 것이며， 일제에 의한 지방제도 개혁 이전의 이른바 

구동리로서의 자연촌락은 농촌사회에서 하나의 생산· 생활협동체로서의 地緣

共同體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동리를 중심으로 공동정신과 자치 

정신율 토대로 하여 쫓나 두레， 洞흉 둥이 행해지고 농경을 비롯한 생활전 

반에 걸쳐 단결과 협동이 이루어졌다.빼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에 의해서 행 

해진 훌洞里 통폐합은 자연촌락의 정체률 파괴하려는 의도적 행정단위 조정 

이며， 이 통폐합을 통하여 형성된 신동리가 해방 후 법정리로 그대로 계승 

되었다. 그러나， 법정리는 촌락정주 단위로서의 正體性 구현 및 村民知훌과 

규모 면에서 행정지역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촌락과 법정 

리의 중간 지역단위로 행정리가 신설되었다. 

행정리는 법정리의 下部 分劃로서 里長이 배치되어 있는 구역이며， 실제 

의 리에 관한 일은 여기서 수행된다. 법정리는 公홈 상의 里로서 대한제국 

20) 출청一， 1984, “朝蘇 末에서 日帝下의 훌村社會의 〈洞쫓〉에 關한 鼎究
훌훌園훌報， 35집 ,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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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행정 제도가 일제에 의해 1914년 전면 개편되면서 오랜 전통 숙에서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던 里는 사회경제적 유대보다는 지리적 경계 

를 강조하는 광역화된 행정구역(법정리)으로 개면되었다. 이것은 1948년 정 

부 수립 이후 제정된 地方自治法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리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로서 마을이 갖는 공동체의식과 사회경제적 조직과 

기능을 갖지 못하며 행정적 업무처리 단위도 될 수 없었으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條뻐l로서 법정리 안에 행정리률 설치하 

여 리동장을 두어 행정업무률 수행하도룩 하고 있다 ZD 

(2) 廠的 關聯

자연촌락은 촌락정주의 최상위 완결단위로서 절대 다수로 국토를 충천하 

고 있는 정주의 기본형이다. 정주 체계에서 자연촌락의 보편적인 點在 이상 

의 단위는 전근혜 사회에서는 都縣의 중심이 되는 물.聚짧과 定期市뿔여 입 

지한 취락 정도였을 것이며， 근대 도시화 시대에 있어서는 읍급 도시 이상 

의 취락을 룰 수 있으나， 이들은 자연촌락에 비해서 정주단위수 및 형태적， 

기능적인 면에서 현격한 不整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촌락을 그들과 

의 연속선 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자연촌락의 형태척， 기능척 단위성을 확고한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내부 

구성의 인자가 되는 소규모 가군들 또는 취락들은 그들이 자연촌락 내에서 

형태적， 기능적 分節이 분명할 경우 ‘下位 自然村짧’ m 또는 ·聚짧’이나 ‘鷹

保’ m로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짧木榮太郞의 조사에 의하면， 

1944년 당시 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는 5개 구동리(자연촌락)로 되어 있 

었는 데， 그 중 하나인 신전 부락 19호 내에는 小地名도 없고 조직 명칭도 

없었다. 장례식 때의 技助는 무조건 부락의 천체 호가 같이 한다. 나눌 것 

이 있어도 전체에 나누어 준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 주거나 초대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웃의 2-3호， 또는 3-4호의 범위에 한정되기도 한다. 

잘 살펴보면 서로 터놓고 지내는 이웃끼리 활戶의 훌훌훌톨團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결코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部짧은 큐모가 크고， 비교적 분 

명한 購保나 組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다르다.때 측 이툴 

21) 鄭起燦. 1986. “마을篇合開發 農村地城編合開發論표， 韓園農村훌훌훌훌흉H 
究院 農뼈村地城編合開훌훌훌퓨究團. p.116. 

22) 崔在錫. 1975. 韓園農村社會빠究志社. pp.66-68. 
23) 짧木榮太郞. 1944. “湖南 農村調훌 野帳 技홉 노동과 굿， 학민사，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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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하위 자연촌락률은 대개 자연촌락의 강한 統合性에 매몰되어 그 정혜 

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며， 地名에 있어서도 새터·충말· 

아랫말· 윗말 둥 t훌出村율 지칭하는 것이 많다 

자연촌락은 촌민율 주체로 불때는 천기한 바와 같이 최상위의 자기완결척 

인 정주단위로 존재하면서， 역사적으로는 부단히 행정적 지배의 솟端部로서 

국가의지와 촌민의지의 변중법적 훌륭빼의 뿔， 또는 양자의 括抗關係 숙에서 

존숙하여 왔다. 守令꿇휩l률 주축으로 하는 중앙집핀척 권력의 지방지배는 

수명이 파견된 郵厭율 중심으로 하고， 말단 자연촌락까지의 지배를 관철하 

려 했으며， 그 중간 매개로서 地城村(行政村)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후 面里制의 바탕이 되고， 현재의 지방행정조직 

의 근간인 ‘顆(A)-面(B)-里 (C) ’ 체계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것 

율 ‘A-B-C 定式’으로 명명하였다. 

군현제의 정비와 수령체제에 기초한 향촌사회 지배의 첨단적 실현은 通時

的으로 자연촌락율 최종의 단위로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 지배력의 

크기와 그 관철의 정도， 조선 후기까지도 존숙했던 任內 (屬縣· 鄭· 部曲 동) 

중심의 在地 세력의 존숙， 자연촌락의 미발달 둥에 의해서 모든 자연촌락이 

톡립 단위로 행정 면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몇개 

의 자연촌락이 연합된 상태로 행정척으로 면제되었으며. 그들은 지역촌· 연 

합촌· 행정촌 동으로 불리웠다. 

자연촌락이 행정적 파악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소위 면리제의 시행에 의 

해서이다. 군(A)-)면 (B)-)리 (C)-)자연촌락(C ’) 정식에 의한 촌락 파악 방법 

은 조선조 이래 지숙되었다. 면리제는 중앙집권척 핀력이 군현 단위의 파악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나아가 군현 내부까지를 간섭할 수 있는 상태가 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면리제의 형식적 편제는 〈醒園大典〉 戶典 戶籍條

에 ‘京外 以표戶옳-統有統主 外則每죠統有里正 每一面有劃農官 京則每一행 

有管願’ 이라 하여 五家作統과 그 확대 면제로서의 면리를 설정하고 있지 

만， 그 시행은 바로 되지 못하였는 바. 그 이유는 成宗 시 李뿔元이 .京中

A家懶比 可行此法 外方則山川相隔 A家遭親 표家作統似難훗’라 했던 것처 

럼 고려말 이래 자연촌락이 성장하지만 당시로서는 표家를 묶어 一統을 결 

성할 정도로 촌락이 규모화 되지 못했먼 것이다. 요컨대 조선전기에는 촌락 

상황으로 보아 아직 면리의 지역적 면제가 촌락 단위로 안정되지 않았고， 

또한 〈新增東園興地勝훌〉의 때만 하여도 屬縣과 觸， 部曲 둥 소위 任內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면리 면제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24) 옮木榮太郞， 1944 , 前揚論文，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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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륙 면리제는 임내의 直村化률 수반하면서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 

범국토적으로 시행되어 18세기 말 〈戶口繼數〉의 면리 면제에 이르게 되었 

다. 당시의 〈興地圖書)(영조33 ， 1757년)는 建置땀훌條 보다는 훨里條률 앞에 

두어서 당시 찬자들이 이률 충시했읍을 짐작케 한다. 이것은 지방 행정체계 

로서의 면리제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일반화되고 있음과 아울러 한편 리 

가 국가행정의 하부단위로 파악될 수 있율 정도로 자연촌락이 성장했음율 

보여주는 것이다.훌 

그러나， 조선후기까지도 자연촌락의 성장이 행정편제의 形式性에 부합될 

정도로 충분히 규모화 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최소 정주단위의 파악은 里 단위에서 행해졌다. 조선전기의 수개 ( 自然)村

落을 묶은 큰 규모의 리가 분해되어 자연촌락 단위로 리를 재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직 자립척 단위를 형성하지 못한 소촌은 대촌에 홉수되거 

나 소촌끼리 병합하여 리가 펀제되었다Z1I 

〈威州志)(1 587 )에서의 里는 조선후기의 面 규모쐐 행정 단위이며， 리에 

소숙된 屬행이 자연촌락에 근접하는 리와 같은 형태이다. 당시 숙방 1487>> 

의 명칭을 보면， 대부분이 ‘-洞村’ 어미로 되어 있고 기타 ‘-山빼 

씁店’ 동으로 나타나는 바 톨 이것은 지형 조건에 따라 입지한 자연촌락 

의 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자연촌락명과 크게 다률 것이 없다2!11 함 

주지 당시( 1587년) 리의 규모는 188.6호， 숙방 규모는 21. 7호로서 규모로 

보아서도 당시 리는 상당한 크기이며， 숙방이 자연촌락 규모에 근접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4-15) ‘都-里-屬웰’은 ‘A-B-C ’ 정식(군-면-리)에 합치되 

지만， 리와 숙방이 세분되어 규모 면에서 하향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戶

口總數〉의 면은 이전의 리수와 비슷하지만， 리수는 이전의 숙방수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였는 바， 그것은 이전의 자연촌락 단위의 숙방을 몇개씩 묶어 

행정리로 연제한 것을 뭇한다. 

〈音屬志〉 各里條룰 토대로 〈면-리-숙방〉의 계열조직을 보면. 여기서도 속 

방은 자연촌락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지역촌적인 리가 면리제 하에서 면으 

25) 옳慶亨， 1982, 前揚論文， pp.7-12. 
26) 樓普景， 1987, 前揚論文， p.103. 
27) 金짧亨， 1982 , 前揚꿇文， p.20. 
28) 尊園A文科學院， 1989 , 朝蘇時代 私鍵물誌 23 , 威州훌훌， pp.235-246. 
29) 鄭鎭元， 1982, “尊園A의 훌境슷D~훌에 관한 빠究 -村짧名의 分析율 中心
으로 地理훌論훌， 第 9號， p.68 에 의하면， 
우리 나라 村落名의 語尾률 보면골(씁)， -洞빼山 둥 지형조 
건에서 온 것이 39.9%, -마을(村)， -村里 둥이 17.8%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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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승격되고， 자연촌락척 숙방이 각면의 하부 초직으로 리명을 갖게 되었 

다. 즉， 훨과 里 사이에는 순수한 ·자연촌락으로서의 숙방’과 이들이 통칭 

될 수 있는， 나아가서는 말단 행정 체계로서 큐합된 .지역촌으로서의 리’라 

는 차이가 있다.빼 진양지의 .리-속방’관계도 함주지의 경우와 같으나， 리의 

규모는 55.8호로 훨씬 척고， 숙방의 크기는 8.3호로서 많은 차가 있는 것은 

임진왜란율 거치면서 호구의 큰 감소가 있었읍율 나타내는 것으로도 불 수 

있으며， 한편 16-17세기의 面里(里행)편제가 표준화되지 못했읍율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 4-15) <永훌誌〉에서의 .條-村’관계는 'B-C’에 정합하여 

촌은 자연촌락 단위의 정주단위로 불 수 있으며， 호구총수의 면리 면제에 

있어서 리는 합주지의 경우와 같이 몇개의 숙촌(방)을 합하여 된 것으로， 

이는 호구총수에서의 리가 행정지배 상 적정 규모률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리의 편제는 자연촌락을 규법으로 하되， 자연촌락이 규모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적 리의 형식성에 조정되기 위해서 소촌들의 병합과 대 

촌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조선전기의 方位面 체제 아래서는 .都(縣) - (方位

面)-里’ (A-B-C)의 관계， 륙 군현에 의한 리의 불완전한 직접지배 관계였으 

나， 촌락이 성장함에 따라 면의 위상이 공고해져서 지역화되고， 그 하부의 

리는 자연촌락에 정합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예컨대， 彦陽縣의 

경우를 보면 1711 년 이래 150년간 호구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리수 

가 23개에서 39개로 증가하여 결과척으로 리의 규모가 감소되었는 바， 이는 

리가 점차 자연촌락 단위로 創設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울산부 

유포변의 경우도 비슷하다. (표 4-15) 

자연촌락은 촌락정주 체계에서는 최고의 완결단위로서 그것이 도시 내지 

중심지 체계로 이행될 경우 단위수와 기능에서 현격한 부정합이 나타나게 

되는 데， 그것은 자연촌락의 분명한 正體性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1970 

년 자연촌락수 62, 571 개이며， 읍면수 1, 4737>> , 1961-1970년 사이 定期市뿔 

數는 9947>>3D 로 읍면 소재지와 정기시장 취락이 도시척 규모와 기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감안한다고 하여도 자연촌락과 그툴 사이의 수적， 기능적 

부정합이 심대하여 양자는 상이한 차원의 존재형식율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 

게 된다. 

30) 李海혐， 1982, “ 17 世紀初 륨州地方의 里행再編과 士族 奎章뼈 6 ， 
pp.94-96. 

31) 白寅基， 1987, 首都團 定期市뿔에 관한 地理훌的 빠究 -定期市뿔 分布의 
훌훌훌과 定期市뿔 商A의 特性율 中心으로 서울* 大훌院 地理學科 碩
土훌位훌훌文，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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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然村짧의 機能

지리학에서의 기능은 휩數關係로 표현되는 상관 관계 (Abh셜ngigkeitsver

h흡ltnis)의 可뼈的인 훌훌因으로서의 기능과 일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存在

의 外現(Daseins쉰ußerung)이라는 社會生顧훌的 개념으로서의 기능이란 이중 

적 의미률 지난다l'D 여기서의 기능이란 주로 후자의 경우로 자연촌락율 영 

역적 단위로 하는 존재의 표출이다. 

촌락의 기능과 형태는 形成하고， 형성되는 상호규정 관계에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 기능이란 자연촌락의 영역 안에서 자연촌락율 단위로 하여 이루 

어지는 생산 및 생활 활동 일체를 의미한다. 촌락의 기능은 대부분 자연촌 

락을 단위로 성립된 것들이며， 그 작용 역시 자연촌락의 영역 내에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자연촌락을 단위로 한 활동. 또는 기능의 유무는 자연촌락 

의 正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指標가 될 수도 있다. 

(1) 存在基本樓能

Partzsch는 기본존재기능(Grunddaseinsfunktionen)으로 住居， 勞動， 給

養， 敎育， 休養， 共同生活 둥율 들었다. 이와같은 기능들은 인간활동의 결 

절인 촌락을 중심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촌락의 文化景觀은 결국 일정한 영 

역의 사회가 갖는 존재기능의 공간적 構造像(Gef니gebi ld )，뼈 또는 建훌的 表

버 (bauliche Manifestation)이 다. 빼 

한국 촌락의 기본기능은 洞홍와 기타 民혐慣行율 중심으로 한 문화적 기 

능， 두레· 훌 둥과 기타 상부상조 관행을 중심한 사회경제적 기능 및 동리매 

둥 사회통제척 기능 동의 內因的 요소률과 촌락지배의 첨단부에 관련된 外

因的 조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崔在錫은 자연촌락의 기능으로 다음을 

든다.월 

@ 부락의 수호신인 洞神， 또는 部짧神을 숭경하며 部落흉를 거행한다. 

@ 부락민은 공동으로 所雨흉. 安E흰 둥의 관행에 참여한다. 

@ 공동의 생산 및 생활집단으로서의 광범한 쫓， 또는 두레 집단에 참여한 

다. 

32) J.Maier , et al , 1977 , Sozialgeographie , Westermann , p.17. 
33) J.Maier , et al , 1977 , op.cit. , p.18. 
34) C.Lienau , 1986 , Geo‘graphie der ländlichen Siedlungen , Westermann. 

pp.I07-108. 
35) 崔在錫， 1985 , 韓園農村社會鼎究， 一志社，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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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락민의 吉때훌률 부락 천체의 것으로 의식하여 여기에 대하여 상호부 

조한다. 

@ 부락의 명화와 질서률 해치는 자에게 부락의 공동 제재률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연촌락 확인의 지표로써 동제률 공동으로 하는 법역， 

동리매 내지 동리추방이 이루어지는 지역， 흉사시의 애도의 법역 둥을 들었 

다. 최 협은 자연촌락·두레·훌률 한국 공동혜 논의의 중심율 이루는 대상으 

로 간주하였다>> 본고에서는 자연촌락의 기능율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 

명하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는 두레와 村훌를， 문화역사적 초건에서는 洞

흥률 중심으로 한 촌락공동체의 民혐 慣行율 자연촌락의 중요한 지표로 보 

고 고찰하였다. 

(2) 社會짧濟的 機能

판t會훌훌흙的 기능이란 경제 활동과 그것에 칙간접척으로 규정된 사회관계 

로서， 生훌力과 生훌關係의 촉면으로 구체화된다. 미작농업율 촌락의 주된 

생산 기능으로 본다면， 촌락사회에서의 생산력은 농업생산에 관련된 것으로 

자연적 소여인 地形， 氣候 동율 기반으로 한 토지생산력 중대와 노동생산성 

증대를 묵적으로 한 제 기능을 통하여 결정된다. 생산관계는 생산양식에 규 

정된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土地의 所有關係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같은 촌락 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능은 대부분이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 

여 수행된다. 자연촌락 단위의 토지의 共同所有(洞짧)와 공동경작 관행(共 

同혐. 품앗이， 두레， 소의 공동이용) 및 그에서 따생되거나 함양된 사회적 

관계·구조·기능 동은 자연촌락의 정체를 정립하는 데， 또는 그것을 확인하 

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가 된다. 

이와같은 관행들은 미작농업의 생산성율 증대시키기 위한 생산 및 생활에 

있어서의 共同性 또는 짧同性 제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 공 

동성(협동성)이야말로 한국 촌락사회 형성의 절대척인 동인이 되었다. 한국 

문화의 원향은 협동 관행이 기조가 된 촌락사회의 생활원리에서 발견된다~ 

공동적， 협동척 활동율 효율화， 조직화 하고 지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 

표적인 조직과 기농 가운데 생산활동 변에서 두레. 사회활동 면에서 村횟 

조직， 토숙신앙에서 洞흥가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여 톡립적， 봉쇄적으로 관 

36) 최 협， 1986, “한국사회·공동체·공동체 이념 韓園社會學. 第20輯，
P.21. 

37) 高承홉， 1988, 韓園社會睡濟史論志社，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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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1 ) 두레 

정착적 농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의 촌락 사회구성은 원초적으로 홉 

同빨行율 생성의 기본 동인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신라시대 

부터 협동 생산과 생활을 위한 合座 관행에서 集會所률 뭇하는 마을의 어원 

이 생성되었으며， 그것이 두레라는 말과 혼용되었읍은 주지의 사실이다. 姜

鍵澤은 두레가 ‘훌훌훌’의 뭇을 나타낸 것이라 했으며，훌 印貞植도 같은 견해 

를 가졌다 391 李며熹는 ‘두레’를 納入·納聚의 語인 ‘들어’ ‘들에’ ‘률이. 

‘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으며.빼 뼈賣톨는 두례률 .두르다’의 고어에서 

파생한 것으로 그 부사인 ‘두루’의 뭇에서 불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전체’률 나타내는 명사로서 ‘공동체’ 그 자체률 나타내는 말로 보면서， 두 

레의 어원에 관한 이상의 견해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그 뭇 숙에는 @ 공 

동체 성원을 ‘모두·천체·빠짐없이·골고루’ 포함한다는 돗과 @ 다른 외부 

세계와 ‘둘레’를 쳐서 경계를 긋는다는 돗과 @ 일을 ‘둘려가며·한다는 뭇 

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두레라는 語훌는 촌락사회의 원초 

적인 공동성과 협동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둘러서 함께한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두레라는 접두사를 갖는 말로 두레박·두레우물·두레논·두레밥·두레 

질·두레났다·두레상·두레삼(훌麻) 둥이 있는 바， 이들은 물건의 공동이용， 

토지의 공동소유， 공동노동 둥에 관련된 용어이다. 이와같이 두레라는 말은 

촌락사회의 생산 및 생활의 공동성을 나태내는 일반적인 접두어로 전용되 

게 되었으나， 그 본질은 시원적으로 농업 생산공동체로서의 륙성에서 큐명 

되어야 될 것이다. 

姜鍵澤에 의하면， 두레는 마을 내의 개개의 總有地를 공동체의 총유적 경 

영 대상으로 간주하고， 낙후된 기술 가운데 생산기술의 공동체적 요구에 부 

웅함으로써 생산관계의 모순을 극복해 나갔던 조직이었다 ø 조선의 봉건적 

38) 신용하， 1985,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공동체 이론， 文學과知性 
社， p.213 에서 재인용. 

39) 印貞植， 1989 , “두레(輪홉)와 호미씻이(洗觸훌)， " 노동과 굿， 학민사， 
p.116. 

40) 李며흙. 1968, “ r 마을」과 r두레」에 대하여 思想界， 1968년 4월호， 
p.196. 

41 ) 신용하. 1985, 前揚꿇文， pp.213-214. 
42) 주강현， 1988 , “조선후기 변혁운동과 민중조직，’· 역사 숙의 민중과 민 

숙， 이론과실천，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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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형태는 불완천한 소경영， 축 촌락공동체척 경영(두레·길쌍·품앗이·마을 

공동지)율 부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소경영율 토대로 공동노동이 수행 

되었다. 

두레의 일반적인 기능은 한 마디로 勞動生훌性율 높이는 데 있었다. 집집 

이 따로따로 일해서 3일 걸리는 일율 두례로 하면 2일이면 끝났다. ‘輪훌’ 

이라는 형식율 두레의 기본 운영방식이라고 본다면， 두레는 私的 경영의 경 

제 질서 숙에서 필요에 따라 공동체적 계기에 의해 결성한 노동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훌훌훌뀔훌훌은 전촌락적 공동노동이 이루어진 배경율 水利條件율 비 

롯한 생태적 조건에서 찾고， 공동노동이 계급 분화와 생산조건의 상이한 발 

전에 의해 변화된 결과 절대적 협동이 필요한 부면에서는 全村짧的 공동노 

동이 지숙되고， 반면 상대적 이해 관계로 륙성지워지는 부면에서는 임의적， 

부분적 공동노동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러한 분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適期를 

잃은 농가들이 생겨나는 둥 임의적， 부분척 공동노동으로는 해결 못하는 상 

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전촌락척 공동노동으로서 ‘훌훌社’(두레)가 이루어 

졌다고 보았다. 그는 품앗이를 임의척 교환노동의 조직으로， 農社를 강제적 

천촌락척 협동의 공동노동으로 구분하였다. tJX •• 는 같은 맥락에서 품앗이 
를 結社體(Gesell schaft). 두레률 共同體(Gemeinschaft)로 보았다.φ 

農法의 진전에 매개된 농경풍습 중에서도 륙히 移執法의 전개와 더불어 

강화된 두레라는 공동노동 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주충의 참여와 간섭을 배제 

하여 自作. 小作農民율 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빼 짧木榮太郞은 무룻 두 

레에서 받은 인상은 부락민률은 일체라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리 

내에서 各戶의 경영 경지면척의 균동 관계가 현저하게 무너지게 되면 두레 

의 존숙은 어렵게 된다. 초선후기 이후의 촌락이 民村의 형성 둥 내부적으 

로 균둥한 구성을 이루어 갔읍율 인정할 때， 두레는 이앙법의 시행과 더불 

어 형성된 共同納 둥 촌 자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민중조직의 근간이 되어 

갔다는 주장도 그 근거률 찾게 될 것이다.빼 

두레는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共同勞動 조직이다. 두레는 마을 단위로 조 

직되며， 16-17세 부터 55세 정도 이하의 모든 성인 남자가 참여하고. 명균 

주강현， 1989 , “두레 공동노동의 사척 검토와 생산문화 노동과 굿， 학 
민사， p.32. 

43) 신용하， 1985, 前提훌훌文， p.212. 
44) 李홉함， 1989, “조선후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기충민 문제 -연구시각 
과 방향을 중심으로 역사 숙의 민중과 민숙， 이론과실천， p.116. 

45) 정승모， 1989 , “초선풍숙과 民의 존재방식 역사 속의 민중과 민숙， 
이론과실천，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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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빼 두레는 반드시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되었으며， 

행정 단위로서의 洞·里는 두레 조직의 단위가 아니었다. 예컨대 짧木榮太郞 

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 뿔川郵 銀城面 九龍里는 행정 단위로서， 

小九龍里· 自합洞·寒川洞의 세 개의 자연촌락이 모여 이루어진 행정 단위였 

는데， 그에 따라 구룡리에는 마을별로 소구룡리 두레·자감동 두레·한천동 

두레의 세 개의 두레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일제 말기에 행정 단위별로 조 

직한 .뼈두레’도 있었고， 한 마을 안에 작은 규모의 두세 개의 두레가 존재 

한 경우도 있었으나， 모두 예외적으로 변형된 것이었다. 두레는 원칙척으로 

한 개 자연촌락에 하나씩 조직되었다 QI 瑞山 톡꽂은 큰들·작은들·논골·벚꽃 

네·수둑말·샘말·안질-북벗 동 8개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었으며， 두레는 반드 

시 마율 단위로 묵자적으로 조직되었다. 두레는 철저하게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되었으나， 필요하다면 여러 마을 두레률 運帶하여 큰 일율 치러내는 전 

통도 있었다. 공동노동 조직이 최하부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두레 풍물꽤 역시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자연촌락 

단위가 농민생활의 최소 단위임을 시사해 준다. 

촌락공동체가 수천농업과의 관련에서 성립되었으며， 상기한 바와 갈이 두 

레의 어원이 촌락공동체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두레와 수천농업과 

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다. 수천농업과 관련하여 두레에 있는 톡륙한 의식과 

행사로서 ‘호미모둠’과 ‘호미씻이’가 있는 바， 전자는 공동노동(주로 모내 

기)의 시작으로， 후자는 그 종결의 축제로 충남부 지방 어디에서나 관행되 

었다.빼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한 두레의 공간분포가 수천농업 지대와 

일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북서부 밭농사 지역에서는 옛부터 두레 조직 

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먼데 비하여 중부 이남의 논농사 지역에는 두레가 매 

우 광범하게 발탈되었다. 

2) 村훌 

최근 村쫓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가 활발한 것은 자연촌락의 표體를 

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고무척인 일이다. 촌계가 엄존하 

면서도 은폐된 것은 자연촌락이 實在하면서도 주목되지 못한 조건률과 맥락 

46) r韓園土地農흩調훌報告J ， 경상도· 전라도핀. pp.370-371. 
47) 신용하. 1985, 前規꿇文， p.223 에서 재인용. 
48) 주강현， 1988, 前揚꿇文， pp.174-185. 
49) 印貞植， 1989, 홉R揚훌훌文， p.123. 

r朝蘇φ뼈土t훌훌 J ， 朝蘇훌훌府謂훌훌料， 第47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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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는 중국 촌락사회의 생활 원리였던 鄭約율 

도입하려는 시도률 中宗 12년(1 517 )에서 효祖 10년(1 577 )에 이르기까지 약 

60년 간에 걸쳐 거듭하였으나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 

에서 자연촌락율 기초로 自生的으로 형성되어 왔먼 생활원리인 짧同慣行율 

뒤업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약 시행의 부실화야말로 한국의 자생적이고 

전통척인 촌락사회의 생활원리였던 협동판행이 지녔먼 강건한 생명력을 반 

사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사례로 불 수가 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도 

촌락사회의 생활원리로 역할하였던 협동관행율 척대시하는 입장에서 옳顧組 

合· 흩業組슴· 農會· 꺼훌훌훌훌 등의 외생적 조직으로 대체하려고 軍홈을 동원하 

는 무단력율 발동하기 까지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률 거두지 못하고 화절되 

었다.뼈 

쫓의 기원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계는 佛數 起源으로 처음 

에는 佛徒들의 협동 조직으로 관행되어 계원을 홉徒， 훌會를 香徒훌이라 하 

였다는 것이며， 또는 그것은 추석 명절에 올리는 촌락사회의 공동제사를 뭇 

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공동제사와 공동오락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동리를 

단위로 하는 촌락사회의 자치 수단으로 빼化되었다는 것으로， 동리의 자치 

운영율 위한 과제로서는 공동 재산의 조성과 관리·생업의 권장·교육 진홍과 

互助훌業 둥이 있었다 5D 

옳龍德은 종래 廣훌훌의 쨌約으로 인식된 내용율 쨌規· 洞찢· 州縣쨌約· 村찢 

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順從율 敎化하기 위한 서민 위주의 향약 

과 鄭權을 유지하기 위한 顧族을 중심한 향규가 있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 

는 이들이 통합된 上下合쫓가 출현하게 되었는 바， 그것은 士族 사이의 향 

규와 하충민 사이의 촌계란 이원적인 큐범율 화§緣율 유대로 일원화하여 지 

역사회의 천원율 참여시킨 동계였다. 여기서 洞은 몇 개의 자연촌락을 합친 

50-100호쯤 되는 지역촌율 의미하며， 쫓는 約과 같은 뜻으로 상호 轉稱 혼 

용되었다5ZI 洞約은 원래 농민의 촌락공동체 조직인 촌계를 사족 중심의 조 

직으로 홉수，재연한 것이다.앨 이에 대해서 주현향약은 그 동안 발전한 면리 

제. 강화된 守令權율 배경으로 군현 단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중세적 지배 

질서가 제반 변화로 동요되어 가는 상태에서 一뼈의 교화를 사폭이나 향촉 

50) 高承濟， 1988, 尊園社會醒濟史論， 一志社， p.28. 
51) 홉承홉， 1988, 前揚홉， pp.II-17. 
52) 옳龍德， 1989 , 前揚論文， p.16. 
53) 鄭흩英， 1990, “ 18-19 世紀 土族의 村짧支配와 그 解體過程 朝解後期
椰約鼎究， 民音社，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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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치척으로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명이 직접 앞장 선， 축 관의 적 

극적 주도에 의해서 된 것이다s.o 

이 가운데 촌계는 그 발생 계기와 숙성이나 시행 단위 둥에서 자연촌락율 

준거하였다는 점과 자연촌락의 정체률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북적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률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 

계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무시되어 왔는 바， 

그것은 한국 촌락사회 연구가 전기 한 바와 갈이 상부구조 및 상위 계충의 

취락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村훌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간사회가 있는 곳에 자연히 자 

생적인 相規相助之道가 있게 마련인 것으로， 생활의 규칙이 없율 수 없으 

니， 이것이 촌계의 시작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村훌는 향약이란 이륨이 전 

래되기 훨씬 전부터， 푹 고대부터 자생적으로 성립되어 창구한 세월 동안 

우리 겨레의 생활을 지탱하여 온 민축적 생명력의 뿌리로서 20셰기 초까지 

그 맥을 유지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椰村結훌〉니 〈香徒〉니 〈洞憐之훌〉로 

불리며 그 전국적 편제가 효祖寶緣이나 지봉유설에서 명시된 촌계 r香徒」인 

것이다~ 村꽃類의 성격(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계와 향도에 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일찌기 白南톨은 우리의 계가 가진 성격 

을 〈期會한다)， 혹은 〈개린다(會計))， <가린다(흩))는 어원과 연관시켜 鷹

A同族擺念· 奈神奈天意講· 土地뤘훌훌的慣行· 共同歌舞軟食의 풍습으로 정 의 하 

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오늘날 포洛과 유사한 목적(푸닥거리·비손 둥 除惡

흉)율 지닌 것이었다는 의미있는 지척을 한 바 있다.댈 

촌계의 주요 所管事는 村흉와 두레， 村會 둥의 조직 운용에 있었다. 동계 

가 촌민의 지배， 축 鄭權율 위하여 사촉에 의해서 조직， 운용되는 것이라 

면， 그에 대해서 촌계는 유구한 전통을 갖는 자생적인 것이며， 주민의 생활 

과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동하는 자치적인 조직이니 常民 마율에서 전형척인 

모습율 불 수 있는 농민을 위한 통시대척인 조직이었다51} 

李海뺨은 촌락공동체적인 기충민 조직을 〈村쫓類〉조직으로 총괄하여 이름 

붙일 것을 제안하였다. 촌계류의 기충민 조직은 結社體的 성향이 강한 사족 

들의 洞훌， 洞約들과는 배경이나 기원， 조직의 성격상 구멸되는 〈椰村結찢〉 

54) 朴京夏， 1990, “ 18 世紀 州縣쨌約의 性格 朝蘇後期쨌約鼎究， 民音社，
p.171. 

55) 金龍德， 1989 , “金#f椰約빠究 朝蘇後期뼈約新究， 民音社， p.97. 
56) 李海짧， 1990, “朝解後期 洞훌· 洞約과 村짧共同體組織의 性格 朝解後
期觸約新究， 民音社， p.135. 

57) 출龍德， 1989 , 前揚論文，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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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뭇한다. 결사체로서의 士族훌(洞훌·洞約)는 촌락율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상위조직이며， 그들보다는 신분척， 사회경제척으로 하위에 있는 기충민율 

그 예하에 두고자 하였다. 분명한 것은 일반 민중이 守令鄭約의 체계 숙에 

수렴되지 않고， 私的인 조직율 만들었거나 만률려는 추세률 반영하는 자료 

라는 점이다.톨 

동계와 촌계류 조직이 지닌 근본척 차이첨은 이들이 서로 다른 기원 계통 

율 가지고 있엇다는 사실이다. 동계， 동약류가 사축 지배 체제의 발천 변화 

와 쿼l률 갈이하면서 지배 이념율 바탕으로 정착된 초칙이었다면. 기충민의 

조직이었던 촌계류는 이러한 지배이검， 사상과는 일정한 거리률 유지하면서 

비록 조직의 외형척 형태는 변화되고 있었지만 생활공동체의 자생척인 필요 

률 바탕으로 보다 오랜 전통울 지녀왔먼 것이다. 

예헨대 대구 지방 夫仁洞의 경우， 최흥원이 동약율 실시할 때 〈約中之廳

者〉와 상의하되 〈復훌훌規 훌以時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서 훌規，는 

최흥원의 5대조 대암 동집이 실시했먼 〈洞쫓完훌〉였는데， 이것은 또한 부인 

동 지역의 농민률에 의해 일획부터 자발척으로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먼 촌 

계 또는 하계， 축 농민의 촌락공동체척인 초직율 사혹의 입장에서 홉수， 재 

편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사촉에 의해 조직된 동약은 대체로 하충 

민의 村훌， 下훌률 홉수하여 하부구조로 하고 그 위에 명분론척인 상부구조 

률 접합시켜 촌락지배의 조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톨 

(3) 文化歷史的 機能

전통사회의 민중은 촌락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촌락 안에서 생활하였다. 

자연촌락은 일과 놀이， 삶과 축옴의 장소이며， 촌민률은 천척으로 그곳에 

홉륨하며， 정신척， 상징척으로 촌락공간에 스스로률 一뾰化 하였다.빼 小宇

밟로서의 자연촌락은 경제척으로 자급자축 공간임과 동시에 실존공간으로서 

노동과 휴식， 물질과 의식의 揮一꿇로서의 영역이다. 촌민의 삶과 축음， 현 

세와 내세의 접촉공간으로서 生者와 死者， 陽E흔과 陰촌의 共훌空間이다. 또 

한， 그곳은 村民과 地神(genius loci)11l의 交互공간으로서 , 무숙적 제 훌훌禮 

의 단위가 되고， 洞빼와 장승， 솟대가 수호하는 영역으로서 洞奈(부락제·성 

황제·水口神흉·훌觀쳤 둥)의 시행단위이다. 

58) 李홉혐， 1990, 前揚뚫文， pp.125-129. 
59 ) 鄭흩英， 1990, 前揚옮文， p.205. 
60) M.Bunce , 1982,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 St.Martin's 

Press , New York , p.43. 
61) 加薦혜男 역， 1973, 톨存·空間·建훌. 塵島出版홉. 東京.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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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율 사람들은 그들의 정주공간율 예측이 가능한 질서와 초화의 규칙적인 

세계로 인식하고， 또한 그러한 셰계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서 

마율의 바깥은 세숙척이고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영역에 숙해 있었다. 마을 

뒷산은 神뿔空間이며， 마율 입구에는 으레 서낭당이나 장숭이 있었다. 솟대 

가 세워지는 곳은 마을공동체의 공간구조에서 대체로 마율 입구이다. 行1&

型 지세의 마을에는 줄대가 있어야 마을이 명안하다고 하여 역시 솟대률 세 

우는 데， 이 때에는 마을 입구 외에도 마율 중앙에 세우는 경우도 많다. 山

神이 마율공동체의 상징적인 최고의 신이라면， 장숭. 솟대는 일상생활의 잡 

다한 일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실질적인 下位神이다. 장승은 경계표와 里程

標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기능 변천에 의한 것이고. 원래는 

역시 마을 수호가 주기능이었을 것이다rD 山神을 중심하여 장승·솟대·선둘· 

탑·서낭당·당수나무 둥에 대한 신앙과 그 의례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사회 

적 유대와 공동생활의 웅집력율 강화시키는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에게 갱신 

척 일체감과 위안을 제공하였다. 

민중척 모듬살아의 가장 구체적인 단위가 바로 자연촌락율 이루고 있는 

마율공동체이다. 외부에 대한 밀어냄의 기능과 내부에 대한 률어당김의 기 

능이 일정한 긴장관계 숙에서 대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통합의 기능 

을 발휘하는 것이 마을共同體의 民洛이다. 김한초는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집단 행동적 민숙〉을 宗數性·生훌性·遊훌훌性으로 범주화하고， 종교척인 것 

에 통과의례·부락제·부락굿을， 생산적인 것에 두레·계·품앗이를， 유희적인 

것에 民혐演數·민숙놀이·농악등을 툴었다. 임재해는 이률 사이의 상호관련 

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마을공동체의 민속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때 

관념 적 · 정 신 적 (------------------) 실제 적 · 육체 적 

신앙 의혜 놀이 노동 

동신신앙 
(동신제) 
(멸신굿) 

통과의례 
(흔레) 
(갑례) 
(상례) 

민속놀이 
(줄당기기 ) 
(지신밟기 ) 

공동노동 
(두례) 
(상두계) 

그림 3- 2 마율 단위로 천승되는 민숙 

62) 이필영， 1988, “마을공동체와 솟대신앙 역사 숙의 민충과 민숙， 이론 
과 실 천 • pp.272-375. 

63) 林在海， 1986, 민속문화론， 文學과知性社，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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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두혜와 촌계는 사회경제적 기능의 대표적인 표출 

형태로서 철저하게 자연촌락 단위로 시행되었으며， 기타 문화척 기능-민숙 

놀이， 훌훌過홉훌훌훌와 洞神信뼈 둥이 그 영역 안에서 관행되었다. 또한 동신신 

앙과 통과의례， 민숙놀이 둥이 촌락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자연촌락율 단위 

로 하여 수행됨으로써 함양된 ·우리 의식’은 촌민율 자연촌락의 영쩍에 묶 

는 정서척 유대가 되었다. 

(4) 政治的 樓能

자연촌락은 被支配의 대상이 되기 전부터 自生的 共同體로서 촌민 자치와 

자결의 단위로 존립하였으나， 그것은 톡립적인 정치단위는 아니었으며， 언 

제나 국가권력의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다. 

자연촌락은 국가와 민중의 매개체로서 존숙하였다. 그것은 촌민의 상향적 

인 정주의지와 국가의 하향적인 행정의지가 접합하는 단위영역으로서 양자 

의 관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昇降關係를 계숙하였다. 같은 지역에 自治村

的 질서와 行政村的 질서가 공존하여， 전자가 우위률 점하고 있었던 이전과 

는 달리 근대로의 이행과 함께 후자가 압도적 우위를 보임에 따라 농촌사회 

내부에서의 자연적 결합은 파괴되고 신분적， 계충척， 권력적 요소의 작용에 

의한 내부적인 분화가 심화되게 되었다.“ 

자생성과 자치성이 강한 자연촌락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촌， 또는 행 

정단위와 역사척으로 括抗빼係률 계숙해 왔다. 축 자연촌락의 정체성의 확 

립 정도에 따라 행정단위의 설정 내용이 변화되었다. 조선 초 이전에는 지 

역촌이 자연촌락율 포섭한 상태로 있었으며，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 자연촌 

락의 성장율 기반으로 면리제가 실시되었다. 왜정이 되면서는 자연촌락의 

정체성율 희석하면서， 행정의지의 관철을 위해서 당시 자연촌락에 정합하는 

구동리를 통폐합하여 신동리를 설정하였다. 한면 일제는 土地調흉專業과 행 

정구역의 통폐합을 통해 면율 최하급의 행정단위로 인정함으로써 그때까지 

자생척으로 성장하고 있었먼 농촌사회 내부에서의 洞훌와 같은 자치조직율 

파괴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신동리를 그대로 계승하여 법정리로 하였으나， 

그것은 촌민의 정주 실제와 과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존하는 자연촌락 

의 정체성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자의 중간 매개로 행정리가 신 

설되었다. 그것은 실제와 형식. 촌민에 의한 內生的 定住意志와 국가에 의 

64) 옳흉一. 1984. “朝蘇 末에서 日帝下의 農村社會의 〈洞쫓〉에 關한 鼎究
韓園學報， 처1135집 •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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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外生的 行政意忠의 타협 결과로 불 수 있다. 

4. 要約

자연촌락은 立地의 慣性이 동요되지 않은 상태， 축 일정한 지역 안의 자 

연촌락수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二次的 分散이 적은 상태에서 空洞化 내지 

解體되고 있다. 자연촌락은 生훌樣式의 변화에 부웅해서 변전한다. 조방적 

농업에서 집약적농업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져 간 고려 말기의 사회구성의 변 

화는 종전의 지역촌 중심에서 자연촌락 중심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자연촌 

락의 성장이 본격화된 것은 조선시대 양란 이후 농업생산이 안정기에 들어 

선 이후 부터이며， 이에 기초하여 面里制가 실시되었다. 韓末의 행정 면제 

에서 里(훌洞里)가 자연촌락 단위에 가장 구체척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며. 

현재의 행정리는 자연촌락의 연면한 정체성에 준거하여 최하부 행정단위로 

설정된 것이다. 

자연촌학윤 촌락 정주의 최상위 完結單位로서 다수로 국토률 채우고 있는 

정주의 기본형이다. 횡적으로 자연촌락은 범국토적으로 관철된 당대 사회구 

성의 륙성을 分有한 촌락공동체의 공간척 표출이다. 종적으로는 하위의 소 

규모 정주단위가 자연촌락 안에 내포될 수 있지만， 대개는 자연촌락의 강한 

정체성에 매몰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자연촌락은 최상위의 자 

기완결적인 정주단위로 존재하면서， 역사적으로는 행정척 지배의 첨단부로 

서 국가의지와 촌민의지의 길항관계 속에서 존숙하여 왔다. 그것은 조선시 

대 면리제의 바탕이 되고， 현재의 지방행정 조직의 근간인 짧-面-里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전통적인 농업 촌락사회의 기능은 자연촌락을 영역적 단위로 해서 수행되 

었다. 자연촌락이 수행하는 기본기능은 벼농사를 주축으로 한 생산활동과 

그에 관련된 사회적 관행들이다. 생산활동 면에서 두레， 사회활동면에서 

村찢， 土洛 信빼에서 洞奈 둥은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여 독립적， 봉쇄적으 

로 수행된 관행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별히 두레는 共同性을 내함한 촌락 

공동체 계기의 구체적인 표출형태란 점에서 자연촌락 확인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종래의 椰約이 大地城 椰村社會·理念的·外因的·支配層 위주의 것임에 

반해서， 村쫓는 小地域 村落共同體·寶際的·內因的·村民 중심의 공동생활 조 

직이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연촌락은 촌민들에게는 하나의 작은 공화국이요， 소 

우주였다. 그곳은 일과 놀이， 삶과 죽음이 천체적으로 顧屬하는 뿔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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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척 기능 -민숙놀이， 훌훌過훌훌I훌와 洞神信뼈 둥도 자연촌락율 단위로 관행 

되었다. 여기서 함양된 ·우리 의식’은 촌민율 자연촌락의 영역에 묶는 情績

的 짧뺨였다. 정치적으로 자연촌락은 국가와 민중의 매개체로서 존속하였 

다. 그것운 촌락사회의 최고의 완결단위이나， 중앙정부에서 보면 최하위의 

말단 위치에 있었다. 자연촌락은 기능의 單位性과 連톨훌性， 또는 閒銀性과 

開放性율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양 국단의 숙성은 括抗빼係에 있으 

며， 그 표출 결과는 지역차가 있게 된다. 측 촌락공동체의 계기가 강력한 

미작지역에서는 형태척으로 집촌， 기능척으로 단위성 및 폐쇄성이 강화되고 

반면 천작지대에서는 그와 대초척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짧木榮太 

郞은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촌락이 넓은 運婚團， 定期市뿔에 있어서의 교역 

활동， 都율 단위로 하는 빼林의 활동 둥으로 더 개방척이라고 보았다.빼 이 

는 봉건적인 하부구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척인 생성과정율 거 

쳐 온 한국 촌락의 공동체 계기의 상대적인 약화률 반영하는 것이며， 소규 

모 촌락의 보편척 분포는 이와같은 조건의 경관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65) 山田正浩， 1987, “빼· 日 村落에 대한 뚫史地理的 比較鼎究 地理훌論 
훌. 第14號， p.19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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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4 릇} 自 훌찾후흔f홉홈으1 커증홉힐 

l. 自然村짧의 立地

자연촌락의 立地는 후숙되는 촌락의 規훌와 形顧 결정의 端績가 된다는점 

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축 가욱 입지는 定住 意志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자연촌락의 분포형식을 결정하는 준거점이 될 수 있다는 첨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촌락의 분포와 형태는 결국 가욱 입지의 누척 결과이기 때문이다. 

촌락의 입지는 물· 연료· 경지 둥 물질적 조건의 충촉 가능성에 의해서 일 

차척으로 결정되며， 최종척인 適格 지점의 확정에는 입지의사 결정자들의 

風水的 사고， 隱週 내지 回避 의식， 賣存空間의 安훌感 및 다양한 훌境知톨 

내용 둥 문화척 조건이 이차적으로 작용한다. 

우리 나라 촌락입지와 성장의 발생적 계기의 하나는 組放的 농법 아래서 

의 낮은 생산력 수준에서 혈연중심의 大豪族없l 가축의 l 戶 可養面賣이 :J.. 

후의 자연촌락의 영역 및 분포의 준거가 되었율 것이라는 가설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은 경지 공급의 원천인 지형의 분절성과 수리의 계통성에 관련 

되어 현재의 자연촌락의 분포유형의 기본구조률 형성했율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 낮은 생산력 수준에서 先~Å鄭祖의 생존 가능성은 경지률 중심 

으로 하는 상당한 토지의 확보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맥락 

에서 동촉촌락의 초기 형성과정에 있어서 후손들의 分家 距離가 벌어져서 

현재의 자연촌락 간격에 근접하는 정도가 되었다는 점은 자연촌락의 분포 

형식에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자연조건과 사회경제척 조건에 기초한 가육 내지 소규모 가욱군의 입지원 

리， 축 소큐모 지형분절에 의한 隔總性 및 넓은 촌락 영역에서 발단한 촌락 

분포는 土地生훌性의 증대， 인구증가， 수천농업의 집약화 둥의 요인에 의해 

서 기존 자연촌락의 규모 증대와 새로운 자연촌락의 창설 둥에 의해서 계속 

척으로 변화되었다. 륙 새로운 개척(개간)에 의한 가욱의 入植立地와 촌락 

간 새로운 촌락의 創훌훌立地가 기존 촌락의 성장과 동시척으로 진행되어 촌 

락 사이의 경지(또는 가능경지) 여백이 없어지게 되면서는 공간경쟁이 발생 

하게 되었다. 자연촌락의 입지와 성장이 당대의 생산력 수준에서 일단 완료 

되는 상태， 축 자연촌락의 국토 充벌이 끝난 상태가 되면서 현 상태의 자연 

촌락의 존재양식에 의한 범국토적인 촌락 지역구조의 툴이 형성되게 되었 

다. 

촌락의 입지는 개별 가육의 입지누척에 의한 꿇홈 개념이지만， 그것율 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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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개념으로 변화시격서 site와 situation의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예 

컨대， 배산임수 지점의 젖훌屋훌훌集體로서의 촌락은 단일 事象으로서 점척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같은 촌락의 입지는 촌락 형성조건의 

다양한 요인들의 직간접적인 작용을 받는 개별적 촌민들의 입지의사 결정과 

그 실천의 누적에 의해서 되지만， 이 경우 대체로 최초 입주자의 site 선정 

이 절대적인 관성율 가지고 존숙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Roberts는 입지조건율 site에 영향을 미치는 內外因的 요인들로 나눈다. 

전반적인 토지이용 상황과 陸水 및 해양 상태， 외부와의 교통 둥이 외인척 

조건들이며， 물·배수·지형·표훌性(shel ter). 局面(aspect) 및 국지적 접근성 

동은 촌락 입지를 직접 규정하는 내인척 요인들이다. 防寢를 포함한 문화의 

식은 내외인적 조건에 걸쳐 톡립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며， 입지의사 결정 

에 있어서 모든 입지조건에 관련하여 차별적 수준의 危險知훌(hazard per

ception)이 작용한다 11 (그림 4- 1) 

(출처 B.K.Roberts , 1987 , p.105) 

그림 4- 1 촌락의 입지 조건 

1) B.K.Roberts , 1987, The Haking of the English Village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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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麗 및 背山臨水와 그 관련 입지는 한국 촌락 입지의 전형이다. 동족촌 

락의 입지에 관하여 善生永助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록 및 배산임수 입지 

가 52.1%, 산록·배산임수·음지·계곡·구릉·분지 입지가 66.7 %이며. 명야 입 

지는 21. 1%로써 대부분의 동촉촌락 입지가 배산임수이거나 그 관련 입지임 

을 알 수 있다. (표 4-1) 

표 4- 1 한국 동축촌락의 입지 

배산 

위치 I 음지 산록 임수 계곡 구릉 명야 분지 연하 임해 연안 합계 

수 51 602 277 94 54 356 44 98 62 44 1685 

(%) I( 3.0)(35.7)(16.4)( 5.6)( 3.2)(21.1)( 2.6)( 5.8)( 3.8)( 2.6) (100) 

(출처 : 善生永助， 1935)

아시아적 生塵樣式의 사회에서는 西歐와 같이 경지의 이용 형태 면에서 

직접적인 노동 및 생산과정이 규제를 받는 경우는 비교적 척고， 오히려 r경 

지」 이외에 r물」과 r풀」의 문제 -用水와 林野의 공동체척 이용- 에서 공동 

체가 드러난다. 미작관개에서 引配水의 공동체척 규제가 요구되며， 草D~農

業의 성격에서 볼 때 산립도 불가결의 생산조건으로 산은 공동체적 소유의 

형태를 가져서， 결국 r水」와 r 山」의 공동체적 조직의 문제가 대두된다 2) 이 

와같은 맥락에서 배산임수 입지는 한국 촌락입지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 배산임수는 ‘물-경지 복합체’를 생산단 

위로 하는 명지와 산지 사이의 입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산지-촌 

락-‘물·경지 복합체’」의 투·引力에 의한 촌락형태 造型 權制를 도시한 것이 

그림 4- 2 이다. 

촌민과 촌락을 주체 및 기준으로 할 경우 山地 투力은 산지 쪽에서 가욱 

입지를 산지와 경지의 접촉선 즉 촌락 가능입지점으로 밀어내는 힘율 뭇하 

며， 반면에 산지 引力은 가옥 입지를 산지 쪽으로 견인하는 조건들을 의미 

한다. 경지 척력은 가옥 입지를 경지 쪽에서 산지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며， 

경지 인력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촌락 求心力은 촌락형태 형성력의 총 

체적인 작용 결과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조형력이 되는 것으로 수전농업 

2) 福武 直 外(編)， 1962, 社會學 第4卷(家族· 村짧· 都市) , 東京大學버版會， 
pp. 142 -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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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서 최대로 되고， 전작지대에서 최소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에 

있어서 홈力 Q)G)G)가 合力율 이루는 A형의 경우는 배산임수 입지의 典型으 

로써 최대의 웅집도와 웅집큐모로 나타내는 集村이 형성되게 될 것이며， 전 

남· 북 내륙 산간지대의 대큐모 집촌지대가 이에 해당된다. 대규모 觀村의 

형성조건도 A형의 경우와 유사한 계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C.D 
형은 점이형으로 불 수 있으며. E형은 명야형으로 .경지-물 북합체’의 척력 

이 근본척으로 존재하지만， 대규모 명야지대에서의 농가-경지 거리마찰의 

감소와 治水 기술의 진전으로 대규모 하천에로의 가옥 접근이 가능해 지면 

서 촌락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A형에 비해서 촌락 형성의 역사가 짧은 경우 

가 많아서 地名도 ‘훨(새)-’字형으로 된 경우가 많다. F형의 경우는 이른바 

非山非野로 지형 분절이 크고， 짧· 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2-3戶 웅집이 

많은 散홍지대이며. G.H형은 산지 인력과 가육 입지의 違心力이 크게 작용 

하는 경우로 散村지대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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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_._._._._. _._._._) 

생산공간 주거공간 생산공간 

산지 척력 <D 碩짧의 物理的 不適格性·훌훌·위험지각(wi lderness). 접근도 

인력 @ 전작농업·연료구득·임업생산·실존적 홉홈屬感(1lE훌性·局面 形

成) . 방어· 은둔· 회피· 산지개간 

경지 척력 @ 물의 물리적 不適格性·分散交錯團·위험지각(홍수피해) .경지 

절약 

인력 @ 공간거리경제 고려·치수기술 및 답작농엽 발천 

촌락구심력 @ 공동성 (communality) 

원심 력 @ 개 별성 (individuality) 

A <D@~가 큰 경우 
B <D@~가 큰 경우 

c @<3>이 크고 ~@ 병존 
D @@가 크고 ~@ 병존 
E @@~ 병존 
F @@@이 큰 경우 

G @@이 큰 경우 

H @@이 큰 경우 

A 

E 

구례 용방· 여주 가남· 영덕 강구 

명택 오성 

서산·당진 

횡성 갑천 

명창 

o 자연촌락 
-、 산지 경사 
몇펴톨하천규모 

。 다4카 t o 0 나

ll발A..r-/' 

그림 4- 2 배산임수 입지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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逃亡， 流雖 둥으로 인한 浮動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村 또는 里 발생의 

動因이 되었다. 조선 후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住居地가 저지대에서 고 

지대로 확산되어 갔으며， 早田農法의 혁신은 이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재해에 의하지 않더라도 상충 신분으로부터의 훌훌濟外的 강제를 피하 

고 경작지률 확보하기 위해서 고지대， 축 산간지역으로 들어가 촌락을 형성 

했율 가능성도 있다 31 촌락입지의 적격지가 우선 入植되고， 불리한 여건의 

지역이 늦게 개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개척 역사의 장단이 촌 

락의 규모와 형태 조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생산력 수준과 촌락에 의한 국토 충전의 정도가 어느 정 

도 진척되었느냐에 따라서 범국토적인 차원에서의 촌락입지 변동은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예컨대， 원초적인 촌락입지는 산륙 내지 배산임수를 선호하 

게 되었으나 A口훌이 발생하고， 동시에 治利水 기술이 진전되면서는 하천， 

또는 해안 방향으로의 立地훌動이 일어나게 되었다. 

2. 自然村落의 題城

(1) 題域의 快定

자연촌락의 題城(village territory)은 경지와 그에 기초한 生塵力에 의 

해서 결정된 촌락규모와 그 경지 *홉體가 농가-경지 거리마찰의 한계에 의거 

해서 인근 촌락과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分定된 범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촌락의 이러한 개넘적인 홉훨構造와 혈等分布률 왜곡하 

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촌락의 영역과 규모는 다양하고， 

분포는 공간적으로 偏f훌되게 마련이다. 

자연조건을 토대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가욱 내지 소규모 가 

욱군의 입지원리에서 발단한 촌락 분포는 토지생산성의 증대， 인구증가， 수 

전 농업의 집약화 동의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인 공간 내 據充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새로운 경지개척에 의한 가욱의 입식입지와 기존 촌락 사이에 

새로운 촌락의 창설입지가 기존 촌락의 성장과 동시척으로 진행되어 촌락 

사이의 경지(또는 가능경지)의 여백이 소멸되면서는 촌락 간의 공간경쟁이 

발생하게 되었율 것이며， 자연촌락의 국토충천이 끝난 상태가 되면서는 현 

상태의 촌락 定住 構造， 축 단위 자연촌락의 존재양식과 범국토척인 지역구 

3) 정숭모， 1989 , “조선풍속과 民의 존재방식 역사 숙의 민중과 민속， 
이론과 실천， pp.126-137. 

82 



조의 윤팎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연역적으로 농업촌락을 所與로 하고 그것을 농업활동의 結節點으로 불 경 

우， 농가-경지 사이의 거리가 촌락의 영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농가에서 경지까지의 距離摩餐에 의해서 생기는 한 영농의 集約度 감소와 

그에 의한 생산성의 저하를 감내할 수 있는 범역까지 촌락의 공간적 영역은 

확대된다. 따라서 이 영역 내의 경지량과 토지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촌락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지 및 기타 생활수단을 소여로 불 

경우에는 이들 자료 확보에 요하는 공간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점에 촌락 

이 입지하게 될 것이며， 경지 이외의 생활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농가， 촌락 

의 입지는 주로 경지와의 위치 관계에서 농작업의 공간적 마찰을 최소화하 

는 지점， 축 경지 중앙에 실현될 것이다，(1 경지만으로 된 等賢面이라면 촌 

락의 분포는 삼각형의 폭지점 분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연역적 추론의 결과 

이다. 

연역적으로는 농가-경지 거리률 중심한 空間理論的 합리성에 의해서 村城

이 결정된다고 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연촌락의 핀구조와 균둥 분포를 

왜곡하는 많은 조건들이 존재한다. 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지가 일단의 ‘물-경지 북합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형의 

분절 단위가 촌역 결정에 큰 영향율 주었다고 본다. 

물리적 거리마찰은 결과적으로 농업의 집약도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토 

지생산성에 반영됨으로써 영농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촌락의 영역 규모를 결정하는 제약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경지 

까지의 거리이다. Chisholm이 인용한 파키스탄에서의 거리에 따른 농업 집 

약도의 변화를 보면 농가-경지 거리 0.5km 증가할 때 훌#휩費用 5.3% , 施DE

費用 20-25% , 作物運搬費 15-32%가 증가되어 lkm 당 명균 20% 이상의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1 극히 소략한 분석이지만， 1 일 8시간 

勞動晧間(왕복시간+노동시간)을 가정할때 61 지게를 지거나 소를 대동한 여 

4) 힘씁正A ， 1971, “農村m構造把握m試l，.- 集落)'\칭 ν k 土地利用φ團構造
훈 中心 t: t, 't' -," A文地理， 23-5 , pp.527-532. 

5) M.Chisholm , 1962 , Rural Settlement and Land Use , John Wiley & Sons , 
Inc. , New York , pp.57-58 에 서 재 인용. 

6) 일은 새벽부터 저녁 황혼 무렵까지 계숙된다. 따라서 하루의 총노동시간 
은 12시간 내지 13시간 정도이다. 그 중에서 실제 노동시간은 두레가 행 
해지는 지방에서는 보통 7-8시간이며， 나머지 5시간은 휴식시간이다. (印
貞植， 1989 ， p.122) 두레의 하루의 총작업 시간은 약 12시간이었으며， 그 
중에서 실제의 노동 시간은 약 8시간이었는데， 나머지 약 4시간이 공동 
식사·공동 휴식·공동 오락의 시간이었다. (신용하， 1985 ，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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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숙 2km/h로 보면 1 일 1왕북으로 6시간 노동시간율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지 최대 도달거리는 2km, 2왕북일 때 lkm이다. 그러나， 농번기에 경지까 

지의 왕북회수와 비료 및 농산물 운반노동율 감안한다면 경지 최대 도탈거 

리는 lkm 이내로 줄어률 것이다. 

현존하는 자연촌락의 활， 全훌#地面홈， 面홈 등에서 자연촌락의 영 역규모 

를 훨算하면 자연촌락 당 경지면척을 원형으로 상정할 경우 반경은 321.8 

m, 자연촌락 당 전면척의 반경은 728.8m이다. 실제 농가-경지거리를 보면 

강원도 용촌천 유역에서 명균 540m, 경착 한계는 1. 2-1. 4km이며 7) 농협중앙 

회와 토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500m 미만이 45-62 %, 500-1 , OOOm 

가 26-39%, 1000m 이상이 13-16%로 대부분이 500m 이내로 되어 있다’ 일 

본의 경우에도 500m 이내의 경지경작은 공간적으로 극북 가능하나 그 이상 

될 때 分村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역시 일본의 경우 〈農業集짧〉의 

명균 규모는 43.4호， 1호당 8.3反의 경지률 소유할 경우 觀作團 반경 337m, 

정육각형일 경우 321m가 되며， .Et內~野에서 최근접 촌락 간 명균거리는 

544m이다 9) 중국의 경우 농가-경지 명균 거리 약 600m(쓰환 분지 300m，봄밀 

지대 I ， OOOm)로，빼 동부 아시아의 나라률이 비슷한 조건에 있다. 

이상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연촌락의 영역은 명균적으로는 반경 약 730m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되지만， 이것은 지역의 생산력 수준과 자연적 

조건 둥 다양한 제약 요인률에 의해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역은 자연촌락 별로 톡립척 外觀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며， 樹地와 

林野는 상당한 부분이 交錯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영역 내에 克明한 

景觀的 웅집으로 드러나는 부분응 가욱의 웅집부분이 된다. 

(2) 題城의 範빠 

자연촌락의 영역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획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영 

역을 촌민율 주체로 한 지각적 영역과 사회관계의 영역 및 공간적 영역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하였다. 

1 ) 知톨的 領域

7) 李짧一， 1985, 前揚훌훌文， p.48. 
8) 李氣빼， 1966, “農村近代化에 있어서의 훌地集團化問題 建園學術誌.
第 7集， pp.15-16. 

9) 향잠正A， 1971 , 前揚뚫文， pp.541-543. 
10) M.Chisholm, 1962, op.cit. ,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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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mberg는 ‘인간의 行顧的 題城性은 본능적인 핵을 갖는 心性 生顧學

(ethological ecology)의 현상으로써 다소 배타적인 공간으로 표출되며. 인 

간，인간집단은 영역에 情훌홈的으로 묶여 있으며， 그곳 외의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어펀 한계， 홈훌훌훌， 기타 구조물에 의해서 구멸된다’고 말한다. 동물의 

심성 숙에 존재하는 영역이란 主觀의 산물이며， 가시척 실체로서 자연적으 

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연적 경계나 標講

(markings)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연적， 문화적 영역 현상의 존재률 배제하 

는 것은 아니다1D 

Soja는 ‘인간은 題域的 동물이며， 영역성 (territoriality)은 모든 차원의 

사회적 활동에서 인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많은 인간의 영역 

논의가 防響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에 대해서 영역성율 .영향권 또는 주민이 

나 영역의 한정자에 의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배타적으로 인식되는 분명 

하게 한정되고. 구멸된 영역으로 공간을 조직화하는 데 관계된 행태 현상’ 

으로 보고 있다J2) 

정주 단위에 관련하여 ‘우리 마을’， ‘우리 동내’로 지확되는 영역은 자연 

촌락에 가장 구체적으로 정합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개별적인 지 

각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차률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우리 영역’이 자연 

촌락의 구체적인 단위성에서 함양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각 내용과 촌락 실 

제가 거의 정합하게 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散豪

地帶로 보이는 忠南 廣￥훌훌B 松山面 충남부 지역의 실제조사에 의하면 131 조 

사 대상자 131 명 중 40.5%는 ‘우리 마을’이 자연촌락에 일치하는 법역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38.2%는 班에 정합하는 것으로 웅답하였다. 반이 자연촌 

락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촌민들의 ‘우리마을’인식은 

대부분 자연촌락에 준거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2) 

11) T.Malmberg, 1980, Human Territoriality , Mouton Publishers , The Hague , 
pp.7-1 1. 

12) T.Malmberg, 1980, op.cit. , p.l0. 
13) 충남 당진군 송산면 송산국민학교 학부모률 상대로 설문조사률 실시 

(1991 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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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 ‘우리마을’의 범위 (단위 인 (%) ) 

연령\범위 반 자연촌락 행정리 법정리 면 웅답자수 

30 7(29.2) 8(33.2) 2( 8.3) 2(8.3) 5(20.8) 24 (1 00.0) 
40 33(41.8) 33(41.8) 2( 2.5) 1(1. 3) 10 (1 2.7) 79 (1 00.0) 
50 5(26.6) 8(42.1) 2(1 0.5) 4(21. 1) 19 (1 00.0) 
60 5(55.6) 4(44.4) 9(1 00.0) 
계 50(38.2) 53(40.5) 6( 4.6) 3(2.3) 19 (1 4.5) 131( 100.0) 

자연촌락에 준거한 이러한 .우리 의식’은 자연촌락명에 잘 반영되어 있 

다. 촌락 정주의 地名 가운데 가장 고유성이 분명한 것은 자연촌락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家群， 또는 하위 자연촌락의 지명은 한글지명으로 

派버村율 뭇하는 새터·새말·충말·아랫말·윗말 둥의 지명이 많고， 행정리명 

은 대표적인 자연촌락명을 빼用하거나， 합성어 또는 1.2.3 둥 형식적 구분 

어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법정리명은 자연촌락명을 슴成하여 된 경우가 

많다. 예컨대， 利川都 相엉?面의 법정리인 경좌리는 자연촌락 결대와 잔욱의 

지명에서 된 것이다. 

2) 空間的 題城

물질적， 可祝的 영역이란 住居(settlement)률 결절로 하는 영역으로서 가 

욱 및 기타 건조물에 의한 built-up area와 그 규모 및 웅집 양상을 결정하 

는 물질적 기초로서의 경지·산림·초지률 포괄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에 단위 자연촌락의 配列狀顧(spacing) , 축 분포형식이 결정된다. 

자연촌락의 영역은 작게는 가욱 및 그 附帶 建造빼이 입지한 범위로서 地

目 상 옳地의 집합으로 된 거주공간이며， 크게는 촌락 소유의 경지와 임야 

및 기타 토지로 구성되는 생산공간까지를 포괄하는 廣城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영역을 면적 개념으로 보아서 자연촌락을 중심한 제 차원의 정주단위 

와 비교하면 다읍 표와 같다. (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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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 정주· 행정 단위의 연척 규모(1985년) 

면적 (km2 ) 정주단위수 단위면적 (m2 ) 반경 (m) 

가구 당 대지면적 872.4 2, 017 , 725 432 11. 7 
가구 당 대지-경지 면적 17 , 548.9 2, 017 , 725 8, 697 52.6 
자연촌락 당 대지면적 872.4 52.015 16, 772 73.1 
자연촌락 당 대지· 밭면적 7.640.2 52.015 146 , 885 216.3 
자연촌락당 대지- 경지면적 17.548.9 52.015 337 , 382 327.8 
자연촌락 당 전면척 86.747.2 52.015 1. 667.734 728.8 
행정리 당 전면적 86 , 747.2 28.199 3, 076 , 251 989.8 
법정리 당 전면적 86 , 747.2 13.119 6, 612 , 333 1. 451. 2 
면 당 전면적 86 , 747.2 1, 206 71 , 929 , 684 4, 786.2 

자료: 군통계연보( 1985년 기준) 

표에서 보면， 가구 당 호地 面홈을 圓形으로 상정했율 때의 반경은 약 12 

m가 되며， 이 때 가욱 사이에 경지 및 기타 토지가 介在되지 않고 집촌을 

이룬다면 가옥 간 간격은 약 23m가 된다. 建立 地城만의 자연촌락의 영역은 

반경 73m의 크기이다. 자연촌락 당 경지면적의 반경은 328m, 임야까지률 포 

괄하는 자연촌락의 최대 영역은 반경 729m의 규모이다. 이는 ‘가욱-경지’ 

의 거리마찰 한계 내에서 결정된 법역으로， 자연촌락의 ‘최적규모-최척간 

격’의 결정 조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자연촌락 간 명균거리 

는 1.5km가 된다. 전 국토면적 내에 가욱이 균둥 분포할 경우 가옥 간 명균 

거리는 230m이며， 최대로 밀집할 경우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m 

간격이 된다. 자연촌락의 간격도 균둥 분포일 경우 약 1.5km가 되지만， 실 

제에 있어서의 촌락 입지는 척격 지점에 고도로 변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림 5 -2)) 

자연촌락의 최소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자연촌락 당 대지면적은 약 1.7ha 

로서， 이것은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촌락형성 초기의 호당 可養面積에 근접 

하는 면척 규모로 간주된다. 륙 자연촌락 당 대지면적이 촌락 발생 시 l호 

당 可養면척에 근접하는 것으로 본다 I~ 최초 입주자가 확보한 영역이 배타 

14) 田邊 格， 1964 , “市메村規模φ地域的特徵 .. .A文地理， 16-4 , p.383. 
水律一朝， 1955, “小字φ歷史地理學 -基鍵地城φ構成要素 t t.，-C(J)小字
A文新究， 8-10 ,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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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하면서 존재의 관성율 가지고 존속했울 수 있다. 조방척농업 하 

에서의 넓은 호당 가양면적은 생산력의 증대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축소되 

었올 것이며， 촌락의 가호 큐모와 촌락의 천체 경지 면적의 규모는 가욱-경 

지 거리의 공간마찰의 최대한계와 생산력의 크기에 따르는 A口支持力의 한 

계라는 변수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中心地 機能과 규모에 도탈한 

도시척 취락을 제외하고， 천국토가 자연촌락으로 충전되어 있다고 보면 자 

연촌락의 영역운 전국 面部 면적율 자연촌락수로 나눈 값이 될 것이다. 이 

것은 상기한 바， 생산공간율 포괄하는 자연촌락의 최대 영역으로 반경 약 7 

29 m의 규모가 되며， 이는 ‘가욱-경지’거리의 한계에 의해서 결정된 범역으 

로， 결국 자연촌락의 .최적규모-최적간격’의 形成 動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자연촌락 간 명균거리는 1.5km이다. 

자연촌락 영역의 원형율 고찰하기 위해서 참고로 正슐院文書의 내용을 근 

거로 신라 촌역의 규모률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村짧文홉의 작성 연도 

가 대개 서기 750-820년 사이인 것으로 보고， 문서에서 사용된 步나 R은 

廣R으로 환산하였다. 당척으로 l步는 6.R이고， 1척율 약 30cm로 하여， 이 

척도로 문서의 내용율 환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4 신라 촌락문서의 촌역 

킬、-느 주(둘레) 면적 {km2 > 반경 (km) 경지면척 호당경지면적 

a촌(1 1호) 5725步(10.305km) 8.45 1. 64 165결 21부4속 15결 1부9속 

b촌(1 5호) 12830步 (23.094km) 45.58 3.81 182결 70부7숙 12결 18부 

8770步(1 5. 786km) 19. 78 2.51 

4060步( 7.308km) 4.23 1. 16 

d촌(1 0호) 4800步( 8.64 km) 5.98 1. 38 107결 46부 10결 74부6속 

(출처 : 李宇泰， 1983 ， pp.148-152 참고로 재작성 ) 

면적과 반경은 村城을 원으로 간주하고， 村周률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촌별로 큰 펀차가 있으나， 대체로 현재의 자연촌락 평균 간격(반경 O. 73 

km}의 2 배 이상의 배열이며， 촌역으로는 4 배 이상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 

고 있다. 현재의 法定里(반경 1. 451 km) 이상의 큐모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촌별 戶는 文홉의 孔뼈으로 李泰鎭에 의하면 編戶이며， 문 

서의 촌률이 자연촌락이지만 그들이 묵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地城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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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든 당시 촌역은 상당한 큐모였음을 알 수 있 

다. 

結의 훌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여기서는 촌별 총면척과 

경지면적을 자료로 1結 당 면척율 산정하면 촌역에서 산출되는 1결의 상한 

은 약 15 ， 000명이나 촌역 내에 상당한 면척의 非錯地가 포함되어 있읍을 감 

안한다면 1결의 상한은 12 ， 000명을 념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촌의 호당 경지면적이 최소 10결 이상이다.뻐 당시 再易田으로 경작하였율 

경우 실제 호당 경작 결 수는 경지면척의 1/3율 취하고， 또한 당시 호가 ‘ 3 

짧1戶’로 된 변호로 보면 自然戶 당 실제 경작 결 수는 명균 2.09결로 축소 

된다.뼈 이와같이 촌락문서에는 田·짧의 결수가 호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많 

은데， 그 이유는 休閒農法 하의 조방적 농업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3) 社會的 領域

자연촌락은 일정한 토지를 점거한 社흩集뼈에 의해서 형성된 社會題城的

單位(socioterritorial unit) 이다l7l 짧木榮太郞은 일본의 농촌율 1.2.3 社

會地圖로 구분하였다. 제 1사회지구는 近鷹(집단)으로 기본척인 사회척 접 

촉핀， 또는 相互面講團으로 部짧 내 小宇나 組로서 15-30호 정도의 규모이 

다. 제 2사회지구는 상호면식핀의 上限 限界가 되는 범역으로 部落이며， 그 

것은 제 1사회지구 3-5개로 구성된다. 제 3사회지구는 行政的 地區로 상호 

면식권 이상의 지역이며， 明治 이후 정부의 지도 장려로 육성된 것이다. 제 

2 사회지구 7-107fl 정도로 구성되는 메村이다. 제 2사회지구는 집단 및 사 

회관계의 지역적 累積， 堆홈이 취락이라는 톡립된 외관으로 나타난 것으로， 

륙별히 그것을 自~村이라 부른 것은 거기에는 단순한 집단의 누적 외에 그 

것을 통일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1 일본의 자연촌 개념을 

일고의 반성 없이 우리 나라의 자연촌락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으 

나， 그 理念型 자체를 훨훌用하는 것은 무리 가 없다고 본다. 

15) 李宇泰， 1983, “新羅 〈村짧文홈〉의 村城에 훨한 一考察 옳哲埈博土華 
甲紀念史學論훌훌， pp.153-154. 

16) 李짧澈， 1986, 朝蘇前期農業짧홉史， 한길사， pp.742-743. 
17) D.W.Gade & M.Escober , 1982 , "Village settlement and the colonial 

legacy in southern Peru , " Geo‘graphical Review, Vol.72 , No.4 , pp.351 
-353. 

18) 짧木榮太郞， 1943, 日本農村社홉훌原理， 時輔社.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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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촌락은 촌락사회가 수행하는 기능의 完結單位로서 독립적 외관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촌락의 사회관계， 사회집단의 누적이 자연촌락이라 

는 형태척 외형에 정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利川都 新면面과 

相갱?面에서의 답사 결과률 기초로 훌群· 自然村落·行政里·法定里·面의 기능 

을 분류하면 그림 4- 5 와 같다 UI 가군의 기능을 자연촌락 내의 기능으로 

칸주하면 촌락사회의 대부분의 自生的 기능들은 자연촌락율 영역적 단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군 : 면 법정리 행정리 자연촌락 정주단위 

예비군조직 

공부관리 

마을창고 

마을회관 

마율회의 

4 H 

청년회 

부녀회 

협동조합 

대동회 

: 공동우물 : 두레 
:상두군.산역: 촌계 
:음식나누기 : 동제 
: 연자방아 ; 공동소유 

: 디틸방아 : 민숙놀이 
; 안방마율 ; 통과의례 

:소도구차용 : 서당 
; 일상척면식 ; 우리의식 

: 작업반 ; 통상척면식 
: 사랑방마을 

서낭당 

공동퇴비장 

공동빨래터 

기 

능
 

자연촌락의 기능 체계 그림 4- 3 

19) 京훌道 利川짧 新범面과 相힘?面에서의 훌홉훌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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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새마을운동에 의한 농촌사회 間接賣本建設寶積(I 970-1979 )을 보 

면，빼 새마을운동의 지역 단위였던 행정리동 당 다음과 같은 공동 시설을 건 

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을회관 수는 대체로 행정리동 수와 일치한다. 마 

을회관이 행정 단위 별로 계획적으로 건축된 시설임에 비해서 공동퇴비장깎 

공동빨래터는 대체로 자연촌락에 정합하는 분포률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 

들 시설이 주민들에 의해서 자연촌락 단위로 건설되었음율 보여주는 것이 

다. 촌락사회의 자생척， 기초적인 사회 집단과 사회관계 및 관행들의 대부 

분은 자연촌락 단위로 수행된다. 행정리 이상의 기능은 공식척， 비자생척인 

것들이 많고， 면은 행정기능만을 수행한다. 

당진군 송산면 주민들에게 ‘우리마율’로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웅 

답한 결과는 다읍 표와 같다 2D 14 개의 문항 충 해당되는 곳 5개를 선택하 

게 한 결과이다. 5.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톱기 때문(78.6%) ， 8. 마을 사람 

툴율 모두 잘 알기 때문(69.5%) ， 4. 혼계·상포계·기타 친북계 둥을 같이 하 

기 때문(63.4% )， 1.두레， 품앗이 및 기타 일을 같이 하기 때문(62.6%) 둥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자연촌락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경제 

적 기농들이다. (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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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 ‘우리마을’로 느끼는 이유 (단위 : 인 (%) ) 

연령\이유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0(24) I 16 7 3 13 21 10 3 17 2 1 4 7 8 6 

(66.7)(29.2)(12.5)(54.2)(87.5)(41.7)(12.5)(70.8)( 8.3)( 4.2)(16.7)(29.2)(33.3)(25.0) 

40(79) I 48 15 15 많 61 39 6 딩 7 2 15 23 11 10 

(60.8)(19.0)(19.0)(68.4)(77.2)(49.4)( 7.6)(68.4)( 8.9)( 2.5)(19.0)(29.1)(13.9)(12.7) 

50(19) 112 3 4 10 14 9 0 12 2 2 2 8 4 3 

(63.2)(15.8)(21.1)(52.6)(73.7)(47.4)( 0 )(63.2)(10.5)(10.5)(10.5)(42.1)(21.1)(15.8) 

60( 9) 1 6 2 0 6 7 6 0 8 1 0 1 2 

(66. 7)(22. 2)( 0 )(66. 7)(77. 8)(66. 7)( 0 )(88.9 )(11.1) (0 ) (11.1) (11. 1)( 22.2) (11. 1) 

계 (131) 1 82 27 22 83 103 64 9 91 12 5 22 39 .25 20 

(62.6)(20.6)(16.8)(63.4)(78.6)(48.9)( 6.9)(69.5)( 9.2)( 3.8)(16.8)(29.8)(19.1)(15.3) 

* 연령 옆 ( )은 웅답자수 

1. 공동노동(두레， 품앗이 둥) 2. 토지의 공동소유 

3. 산림계， 수리계를 같이 하기 

|사회적 조건 l 
4. 마을 친북계률 같이 하기 5. 경조사 시 상호부조 

6. 읍식나누기， 물건 차용 7. 강등?블 8. 마을 사람 면식 

9. 같은 문중 10. 동제나 마율굿율 함께 하기 11. 느낌 12. 전통 

비자생척 조건 

13. 4-H, 부녀회， 노인회 동을 같이 하기 

14. 농협， 예비군， 새마을금고 둥을 같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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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然村짧의 形顧

(1) 形顧의 鷹觀

협의의 촌락 형태는 단위 촌락의 規樓(s ize) , 훌集度(compactness) , 촌락 

의 配列狀顧(spacing) , 형태와 분포의 規JlU性 (regularity) 둥에 의해서 가 

시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적 존재양식이지만22) 광의로는 자연촌락의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공간 현상 -자연촌락의 톨흩史와 R훌系， 立地와 題城， 機能과 

形顧 등을 포괄하는 개닝으로 볼 수도 있다. 

앞장에서 기술한 자연촌락의 역사성， 공간척 체계성， 기능， 입지와 영역 

동은 자연촌락의 단위성율 전제로 하거나， 단위척 正體를 창출하는 요인들 

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형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형태의 잠재 

적인 결정 과정， 또는 결정 인자가 되는 것으로， 가욱의 웅집이라는 가시적 

이고， 구체적인 外形으로 표출된다. 

자연발생적인 塊村이 대부분인 한국 촌락에 있어서 外觀의 幾何學的 형태 

는 유형화 및 지역적 분별의 의미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 본 연구에서는 제 

외되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자연촌락의 경우 촌락 내부의 釋휩l學的 構成에 

있어서 구심점 및 그것을 結節로 하는 기능척 空間分劃 구조가 분명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형태적으로도 자연촌락 내부의 小聚짧들의 존재가 

현저하지 않다는 점에서 단위 자연촌락의 내부구조에 관한 微視.的 분석은 

생략되었다. 

본고에서 자연촌락의 형태는 단일 家群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촌락의 가구 

규모에 의해서 윤곽이 결정되고， 가욱의 웅집 정도에 따라서 형태적 륙색이 

결정된다. 본고에서의 주된 분석 대상은 협의의 형태 개념인 자연촌락 영역 

내의 가옥 웅집체이다. 대부분의 자연촌락은 구체척이고， 가시적인 가욱의 

웅집체로서 형태적으로 표출되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자연촌락 내의 기 

능적， 형태적 結節로서 기능한다. 

결국 대부분의 자연촌락은 가욱의 자연발생적인 웅집체로서， 대개의 경우 

하나의 家群이 하나의 自f-\村짧을 이루는 것이 표준적인 형식이다. 따라서， 

자연촌락의 형태는 우선 가군의 웅집 양상에서 그 기저적 형식율 파악하 

고， 다음 그갯이 자연촌락의 단위영역 내에 어떤 양상으로 充樓되어 있는가 

를 고찰해야 될 것이다. 참고로 京훌훌道 利川都 相양面의 자연촌락 체계를 

22) C.T.Smith , 1969 , An Historical Geography of Western European before 
1800 , Frederick A.Praeger ,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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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표 4- 6 과 같으며 , 공간적 분포 상태는 그림 4- 4 와 같다. 

백사면에는 27개 자연촌락이 있다. 가육 간 거리 50m 이내로 6호 이상 웅 

집된 가육군율 ‘가군’으로 정의할 때 27개 자연촌락 중 18개는 하나의 가군 

으로 하나의 자연촌락이 된 경우이며， 이것을 우리 나라 자연촌락의 일반형 

내지 표준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촌락 형태로 보았다. 

이천군 백사면의 자연촌락 체계 

행정리 자연촌락 가군 유 형 

표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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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 이천군 백사면의 자연촌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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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單位 별로 파악된 자연촌락수와 가군수 및 행정리수의 整슴度에 의해서 

자연촌락의 내·외부적 형태 관련성을 확인하고， 면별 자연촌락수와 면적· 

가구수· 인구수 둥에 근거하여 자연촌락의 큐모률 산출하였다. 자료률 면단 

위로 명균함으로써 括象될 수 밖에 없는 자연촌락의 국지척인 륙성의 문제 

가 남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形顧-形成條件의 상호관계와 지역적 變移를 고 

찰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개별 촌락의 고유성의 문제 

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미루었다. 

(2) 家口規模

1 ) 家群의 家口規樓

통계 조사률 위한 定住 單位와 조사의 時點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서 住居 기초웅집의 큐모와 륙성을 園別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도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정주는 어떤 형태로든 소규모 기초웅집을 단 

위로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未開 部族들은 명균인구 약 50인의 群團(Horde)율 이루어 약 250km2 의 명 

균면적을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척은 A口覆集體에 비 

해서 점유 면척이 광대한 것은 낮은 生흩力 수준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원시 농경민들의 경우 New Guinea의 Kwoma 축은 116-374 

인의 인구웅집체를， Amazon 유역의 100인 이상 父系家族을 수용하는 뚫形 

대가욱은 4-8호로 圓村을， Brazi 1 의 Guarani혹은 150-500인. Amazon 중하류 

우립지대는 50-150인. Andes 중부의 촌락공동체 ayllu(Spain 정복 이전)는 

50-70 가구(300-400 인)의 인구웅집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북동 Thüri 

ngen과 Bayern 산간분지에서 M.Mayr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集村이 탁월한 

전자의 경우 촌락 당 명균 482인， 散村이 많은 후자에서는 명균 89인， 소련 

의 콜호즈는 78호， 남톡일 Löß지대 샘가의 Gewanndorf는 500인 전후이며， 

散小村이 탁월한 Spain의 Galicia주에서 Cereceda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촌락수 25 , 100 개 중 200인 이하 95% , 50인 이하 52.9%, 면척명균 1. 2k 

m2 이다 ZII 

한국 가구의 기초웅집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선사시대 住居址의 발굴 조사 결과와 正슐院文書에 의해서 신라시대 이천의 

23) 水律一朝， 1980 , 社會地理學m基本問題， 大明堂， pp.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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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상황을 불충분하지만 엿볼 수 있율 뿐이다. 초기 정주가 시작된 원시 

선사 취락은 3- 5호의 集塊型 훌~~차 住居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도와 명 안남도에서 발견된 堅양 住居址가 3개소 내지 5개소이 었다는 사 

실은 원시 취락이 3호 내지 5호률 단위로 하는 자연촌락의 형태를 갖추었다 

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뻐 正윷院文홉의 해석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나， 이태진은 문서의 孔뼈율 編戶로 보고， 촌별 슴A數률 자 

연豪戶로서의 移動뼈의 명균 口數 5인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촌별 자연호률 

산출하였다. 공연율 자연호로 보았율 때 촌별 호규모는 20호 미 만， 면호로 

볼 때 30호 미만의 규모이다 251 

成{見의 t庸寶홉홉름폼에도 香徒는 7-9 인， 많으면 혹 100여인이 집회하였다고 

한다.훌 용재총화에 ‘오직 향도만은 아름다운 풍숙을 간직하고 있다. 대체로 

이웃의 상민들이 모두 모여서 회합을 하는데 적으면 7.8.9인이요， 많으면 

혹 100여인이 되며， 매월 돌아가면서 술율 마시고， 초상을 당한 자가 있으 

면 칼은 향도 사람들끼리 상복을 마련하거나 혹은 횟불을 마련하거나 음식 

을 마련해 주며， 혹은 상여줄을 잡아주거나 무럼을 만들어 주며 사람들이 

모두 시마복(먼 친척이 입는 상복)을 입으니 이는 참으로 좋은 풍숙이라고 

하였다 1lI 농업 협동이나 農쫓의 단위에서도 표家作統 ， J、家作統의 관행이 

있었다 211 

가군은 촌락 형태의 여러 가지 표출 형식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가장 현 

저한 형태 판별 지표가 된다. 본고에서는 가육 간 거리 50m 이내로 6호 이 

24) 高承홉， 1983, 尊園村짧社會史新究， 一支社， p.17. 
25) 李泰鎭， 1990 , “新羅 村落文書의 牛馬 훨史李佑成敎授停年紀;훌훌훌훌 

r民族史의 廣開와 그 文化」 上， p.36. 
李泰鎭， 1986 , 韓題社賣史빠究 -農業技術 훌훌建과 社會훌훌b- ， 知훌훌훌業 
社， pp.23-59. 

村 孔뼈(자연호) 孔뼈(연호)(合A數/平혈口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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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李海혐， 1990, “朝蘇後期 洞쫓· 洞約과 村짧共同꿇組熾의 性格 조선후 
기 향약연구. 民音社， p.136. 

27) 박경하， 1987, “초선후기 촌락 조직의 변화와 동계 -高쩔洞 동계률 중심 
으로 역사 숙의 민중과 민숙， 이론과실천， p.171. 

28) 옳容燮， 1984 , 朝훌￥後期農業史흉퓨究( 1 ), 一빼뼈，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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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웅집된 가옥군을 옳群으로 명명하였다. 이 경우 천국 가구의 82.8%가 가 

군으로 웅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군의 명균 규모는 약 30호가 

된다. 가군 1. 25개가 하나의 자연촌락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 가군 규모 

는 자연촌락 규모에 대체로 근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연촌락은 괴상 웅집된 천형적인 集村임율 알 수 있다. 가군 규모의 분석 

은 다읍 표 4- 7 과 같다. 명균 규모 30가구 이상율 대규모 가군， 20-307} 

구률 충규모， 207}구 미만을 소규모 가군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1, 2067ß 면 

의 27.4%가 소규모， 39.8%가 중규모， 나머지 32.8%가 대규모 지역이 된다. 

전체 면의 63.2%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가군 지대임율 확인할 수 있다. 

표 4- 7 가군의 가구규모(1985 ) (단위 : 변수(%) ) 

도\가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경기 3( 2.2) 29(21.2) 43(31.4) 23(16.8) 20(14.6) 6(4.4) 13(9.5) 

강원 14(16.7) 40(47.6) 11(13.1) 9(1 0.7) 7( 8.3) 2(2.4) 1( 1. 2) 

충북 3( 3.2) 27(29.0) 39(41.9) 20(21.5) 4( 4.3) 

충남 10( 6.8) 46(31.1) 68(45.9) 18(12.2) 4( 2.7) 2( 1. 4) 

전북 27(18.9) 63(44.1) 32(22.4) 16(11.2) 1(0.7) 4(2.8) 

전남 19( 9.9) 76(39.8) 57(29.8) 19( 9.9) 12(6.3) 8(4.2) 

경북 l( 0.5) 50(23.9) 92(44.0) 35(16.7) 16( 7.7) 3( 1. 4) 12(5.7) 

경남 13( 6.6) 88(44.7) 49(24.9) 22(11.2) 14(7.1) 11(5.6) 

제주 4(1 00 ) 

계 31( 2.6)251(20.8)480(39.8)243(20.1)108( 9.0) 40(3.3) 53(4.4) 

평균 면수 

34.2 137 

21. 5 84 

24.2 93 

22.6 148 

29.6 143 

33.1 191 

29.3 209 

35.4 197 
75.3 4 

29.9 1206 

자료 1/25 ， 000 지형도(1985년 기준)와 군통계연보(1985년 기준) 

2) 自然村짧의 훌口規樓 

자연촌락의 규모는 屬地的으로 領城(面홈)의 측면과 屬A的으로 象口 (A

口)의 측면 및 기타 意講的， ~~톨的 영역과 영향력의 범위 둥 다양한 측면 

에서 고찰될 수 있다. 영역의 규모는 전장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가옥 

입지와 농가-경지 거리요인에 주로 규정되고， 기타의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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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영역 내 현상으로 또는 영역 확대와 동시적인 과정으로 가호의 

증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촌락의 가규 규모가 결정된다. 륙별히 자연촌락 

의 가구규모는 인구규모를 직접 표현하는 것으로 생산력 수준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율 총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과 자연촌락의 외 

형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 規鍵의 寶際

1985년 기준의 군통계연보를 자료로 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연촌락의 

명균 가구규모는 43.0 이다. 표 4- 8 에 의하면 자연촌락 당 가구규모는 약 

50호， 인구 규모는 약 300인을 頂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연촌락의 가구규모 50호는 時空間的으로 의미 있는 규준으로 보인다. 70년 

대 초를 기점으로 한 감소현상이 현저한데， 그것은 도시화의 급진전에 의한 

농촌 인구의 流버에 기인한 것이다. 가구감소에 비해서 인구감소의 폭이 상 

당히 큰 것은 자연촌락이 가구 중심으로 그 正體가 유지되는 반면에 인구는 

選폐的으로 유출되어 결국 자연촌락이 인구면에서 空洞化되고 있읍을 반영 

하는 것이다. 면척의 경우보다 가구의 훌훌b係數가 적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가구 규모의 공간분포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명준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4- 8 자연촌락의 명균 면적· 가구· 인구 규모의 분석값(면별) 

조사연도 

면적 (km2 > 1972 
1985 

가구(가구) 1972 
1985 

인구(인) 1972 
1985 

명균 표준연차 최소값 최대값 변동계수 

l. 710 l. 619 0.18 39.3 94. 7 
1.644 l. 371 0.36 29.9 83.4 
51. 7 25.39 13.3 469.5 49.6 
43.0 20.17 10.7 157.3 46.9 

29 l. 3 126.93 74.6 1709.2 43.6 
193.1 93.07 35. 7 739.6 48.2 

* 변동계수= 표준편차/명균 x 100 
자료 1972년 -새마을총람 

1985년 -군통계연보 

* 

자연촌락을 그 內部構成 및 外的 關聯의 정주· 행정 단위틀과 가구규모로 

비교하면 표 4- 9 와 같다. 표에서 보면， 전국적 인 수준에서 자연촌락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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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가구 규모는 43.3 , 班은 23.8 이며， 천라북도에서 地名율 가지고 있는 

촌락의 가구규모는 28.5 이며， 1/25, 000 지형도에서 析버된 가군은 30.0 가 

구의 큐모이다. 행정리 명균 가구규모는 75.8이다. 여기서 자연촌락은 대체 

로 2개의 班으로 되고， 반보다 약간 큰 규모의 지명촌락과 가군율 포섭하고 

있으며， 약 2개 정도의 자연촌락이 하나의 행정리률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9 정주· 행정 단위의 가구규모 비교(1985) 

자연촌락 

정주 및 행정단위 가구규모 대비 

반 23.8 0.55 

지명수 * 28.5 0.66 

가군 ** 30.0 0.69 

자연촌락 43.3 

행정리 75.8 1. 75 

법정리 153.8 3.55 

면 1867.1 43.12 

자료: 군통계연보(1985) 

* 한국지명총람(전북) 
** 1/25, 000 지 형도 

자연촌락의 규모는 약 50가구에 수렴하는 진폭율 보이고 있다. 표4-10 ， 

표 4-11 에 의하면， 70년 명균 규모 307}구 미만의 면이 10.2%, 100가구 이 

상은 3.8%, 30-59가구 규모의 면이 천체의 67.0% 였다. 85년에는 30가구 미 

만의 면이 27.2%로 증가하고， 100가구 이상은 1. 8%로 감소하였으며， 20-49 

가구 규모가 69.0%로 70년에 비해서 천체적으로 감소되었다. 85년 기준 50 

가구 이상의 대규모 자연촌락의 면이 전체 면의 26.4~ ， 30-49가구의 중규모 

가 46.4~ ， 30가구 미 만의 소큐모는 27.2~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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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자연촌략의 가구규모(1970.1985년단위 : 면수(，，) ) 

규모\연도 1970 1985 

1-19 7( 0.5) 55( 4.6) 
20-29 134( 9. 7) 273(22.6) 
30-39 327(23.8) 320(26.5) 
40-49 368(26.8) 240 (1 9.9) 
50-59 225 (1 6.4) 141 (11. 7) 

규모\연도 1970 1985 

60-69 119( 8.7) 86( 7.1) 
70-79 74( 5.4) 30( 2.5) 
80-89 44( 3.2) 18( 1. 5) 
90-99 25( 1. 8) 21( 1. 7) 
100- 52( 3.8) 22( 1. 8) 

자료 1970년 -새마을총람 
1985년 -군통계 연보 

표 4-11 자연촌학 가구규모 (1 970.1985) (단위 : 면수(%) ) 

도\가구 1-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변수 

경기 1( 0.5) 11( 6.0) 30 (1 6.3) 50(27.2) 36 (1 9.6) 14( 7.6) 42(22.8) 184 
9( 6.6) 20(14.6) 32(23.4) 27 (1 9.7) 14(10.2) 35(25.5) 137 

강원 I 2( 2. 1 ) 22(23.4) 24(25.5) 15 (1 6.0) 14 (1 4.9) 7( 7.4) 10 (1 0.6) 94 
18(21. 4) 26(31. 0) 18(21. 4) 7( 8.3) 7( 8.3) 4( 4.8) 4( 4.8) 84 

충북 I 1( 1. 0) 31 (31. 3) 33(33.3) 24(24.2) 8( 8. 1 ) l( 1. 0) 1( 1. 0) 99 
6( 6.5) 38(40.9) 33(35.5) 12 (1 2.9) 2( 2.2) 1( 1. 1) 1( 1. 1) 93 

충남 16( 9.8) 54(32.9) 41(25.0) 20 (1 2.2) 17(10.4) 16( 9.8) 164 
12( 8.1) 56(37.8) 35(23.6) 30(20.3) 6( 4.1) 6( 4.1) 3( 2.0) 148 

전북 7( 4.5) 35(22.6) 58(37.4) 35(22.6) 11( 7.1) 9( 5.8) 155 
2( 1. 4) 27 (1 8.9) 43(30.1) 43(30.1) 19 (1 3.3) 7( 4.9) 2( 1. 4) 143 

전남 8( 3.7) 36 (1 6.7) 53(24.5) 39 (1 8.1) 31(14.4) 49(22.7) 216 
1( 0.5) 21 (11. 0) 38 (1 9.9) 45(23.6) 38 (1 9.9) 28(14.7) 20(10.5) 191 

/켜ô'"= 님，. 8( 3.4) 72(30.3) 68(28.6) 39 (1 6.4) 20( 8.4) 31(13.0) 238 
7( 3.3) 51( 24.4) 74(35.4) 36 (1 7.2) 21 (1 0.0) 10( 4.8) 10( 4.8) 209 

경남 I 3( 1. 4) 31 (1 4.4) 43(20.0) 59(27.4) 34 (1 5.8) 18( 8.4) 27(12.6) 215 
9( 4.6) 45(22.8) 57(28.9) 35(17.8) 21 (1 0.7) 16( 8.1) 13( 6.6) 197 

제주 10 (1 00.0) 10 
1(25.0) 3(75.0) 4 

계 I 7( 0.5) 134( 9.7) 327(23.8) 368(26.8) 225(16.4) 119(8.7)195(14.2) 1375 
55( 4.6) 273(22.6) 320(26.5) 240(19.9) 141(11.7) 86(7.1) 91( 7.5) 1206 

자료 1970년 -새마을총람 
1985년 -군통계 연보 

@ 規樓의 變化

社會훌톨濟的 조건에 규정되고， 文化置史的 및 기타 수정 요인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 성장한 자연촌락은 역사적으로 약간의 변이가 있었으나， 기 

본적으로는 강력한 존재의 慣性율 가지고 존숙하여 왔다. 축 자연촌락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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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척 조건에 따라 存在樣式의 내용율 달리하게 되지만. 촌락수와 큐모에 직 

접 표출된 촌랴형태는 강한 관생율 가지고 존숙하였다. 륙히 일정한 지역 

안의 자연촌락수와 명균 규모는 시공간척으로 현격한 연차 없이 유지되었는 

데， 그것은 자연촌락수와 큐모의 생성율 배후에서 지배하는 뺨在的인 홈理 

의 보면성과 지숙성의 반영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존재의 관성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일정한 지역 내의 자연촌락의 

수이다. 자연촌락수는 촌락입지의 될常性과 기능 및 형태의 單位性율 구체 

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 예컨대. 1909년 남한의 자연촌락수는 

洞里數로 약 5만 개이며， 그 후 증가하여 1970년 약 6만 개를 정점으로 큰 

변화 없이 존속하고 있다. 자연촌락수의 변화는 표 4-12 와 같다. 

〈戶口總數〉의 里는 형식적인 행정 면제 상의 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이지만 대체로 자연촌락에 근접하는 범위로 구획된 것으로 본다면 당시 자 

연촌락의 규모는 35호를 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 조사의 洞里훨는 1914년 일본에 의한 행정구역 統廣合 이전의 소 

위 훌훌洞里의 수이며， 당시의 자연촌락수에 대체로 정합하는 것으로 본다. 

동리당 가구수는 37.6가구이다. 그 후 자연촌락수와 가구수는 소폭의 점진 

적인 증가를 보여 1970년 약 6만 개로 되면서， 자연촌락 당 가구수는 51. 2 

로 정점에 도달하고， 그것이 자연촌락 성장의 상한이 되었다. 1985년 자연 

촌락 당 가구수는 43.0가구이다. 최근 面部에서의 자연촌락수， 가구수보다 

인구수의 감소 폭이 큰 것은 농촌 인구 훌口員의 선별적인 移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촌락의 형태적 및 기능적 空洞化률 시사하는 것이다. 

표 4-12 주요 연도의 자연촌락수· 가구수· 인구수 변동(군부) 

자연촌락수(A) 가구수(B) 인구수(C) B/A C/A 

1789년a) 31, 947 1. 141. 212 35. 7 
1909년b) 50.913 1, 916 , 810 8, 836 , 367 37.6 173.6 

*1970년 c) 62.571 3.205.028 18.513.395 51. 2 295.9 
*1985년d) 62.426 3.049.925 13.798.833 43.0 221. 0 

* 면부 
자료 a) 戶口總數

b) 朝蘇總훌府統計年報 第 4次(明治 42年)

c) 새마율총람(1970 ) 
d) 군통계연보(1985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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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연촌락의 륙성이 잘 보전되었다고 보여지는 面部에서의 자 

연촌락수 및 자연촌락 당 가구수· 인구수의 변동을 표 4-13 에서 보면， 1909 

년 이래 자연촌락수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1909년 -1970년 간 

자연촌락 당 인구수· 가구수· 자연촌락수 순으로 증가폭이 컸었던 것에 반해 

서 , 1970년-1985년 간의 변화는 자연촌락 당 인구수· 가구수· 자연촌락수 순 

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여기서 존재의 관성이 가장 강한 것은 자연촌락이 

고， 시대적 조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웅하는 것은 A口要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자연촌락의 입지 관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연촌락 당 가 

구수는 16.0% 감소， 인구수는 35.1% 감소하였다. 자연촌락수가 큰 관성을 

가지고 존숙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촌락 당 가구수， 륙히 인구수가 대폭 감 

소한 것은 자연촌락이 톡립적인 正體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의 가구 

규모와 륙히 인구의 選別的 移버에 의한 촌락의 내외적 기능의 변화가 진전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자연촌락의 점진적인 解體 내 

지 空洞化르의 진행이라고 보아야 힐 것이며， 이것은 한국 농촌사회 변화가 

자연촌락 단위를 매개로 하여 空洞化되고 있읍율 보여주는 것이다. (표4-13) 

표 4-13 자연촌락당 가구수· 인구수 변동(1970-1985년)(면부) 

자연촌락수* 

자연촌락 가구규모 

자연촌락 인구규모 

1909(a) 1970(b) 1985(c) (b-a)/a x 100 (c-b)/b x 100 

50 , 913 62 , 571 62.426 + 18.6 - 0.2 
37.6 51. 2 43.0 + 36.2 - 16.0 

173.6 269.9 175.2 + 55.5 - 35.1 

* 군부(읍포함) 
자료 1909년 -朝蘇總훌府統計年報，第4次(明治42年) 

1970년 -새마을총람 

1985년 -군통계연보 

자연촌락의 가규규모는 인구규모가 큰 변화를 계숙함에도 불구하고 약 50 

호에 수렴하는 소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1789년 〈戶口總數〉의 里는 구획 

이 현 자연촌락 보다 광역인 것으로 직접 비교에 문제가 있으나， 당시 최하 

위 행정단위로 본다변 호구총수의 명균 호규모는 35. 7이다. 한말 자연촌락 

과 가장 찰 청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훌洞里의 규모는 37.6호이며， 그 후 

증가하여 70년대 초 51. 2호로 최대화 된 후 소폭 감소하여 85년 현재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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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동리 수준으로 희귀한 상태이다. (표 4-14) 표에서 新洞里란 일본이 종 

천의 동리(구동리)률 통혜합하여 새롭게 핀성한 행정리률 돗한다. 

표 4-14 자연촌락의 가구규모 변화(도멸 ) 

도\연도| 1789 1912 1914* 1930* 1972 1972** 1985 

경기 63.4 60.4 115.4 54.8 67.3 110.4 59.8 
강원 52.9 57.9 108.4 88.5 45.9 146.2 34.6 
충북 35.4 97.3 60.4 39.1 90.1 32.5 
충남 28.2 27.4 96.4 92.8 51. 2 102.1 34.8 
천북 29.5 127.3 84.8 50.6 67.0 40.9 
천남 27. 1 33.2 117.9 89.0 59.8 87.7 50.3 
경북 50.1 121. 1 89.0 53.3 103.2 40.1 
경 남 43.2 75.2 132.9 120.3 49.8 87.8 42.0 
제주 124.1 316.5 11 1. 9 

명균 35.7 37.6 114.6 85.0 51. 2 92.5 43.0 

* 新洞里 ** 行政里
자료 1789년 -戶口總數

1912년 .1914년 -山 田正浩(1987 ， p. 96) 
1930년 -朝解m聚짧( 中 ) , pp. 129-167. 
1972년 -새마을총람 

1985년 -군통계 연보 

훌B톰훌별 자연촌락의 규모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피는 데 있어서는 里 및 

村과 屬행 둥이 자연촌락 영역에 어느 정도로 정합하는 정주 단위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그들을 자연촌락으로 상정했율 경우에도 규 

모의 면차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로 50호에 수렴하는 진폭을 보이 

고 있다고 보면， 그것은 자연촌락， 또는 그 맹아로서의 촌락들의 규모가 오 

래 전 부터 홉向性의 端初 률 지니고 있었읍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5) 

16-18세기 縣·里는 행정핀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호규모의 면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 村·屬행은 당시 자연촌락에 근접한 정주단위를 기초 

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1789년 戶口總훨의 里는 자연촌락을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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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되 그것율 2-37ß 씩 묶어서 형성된 것으로 현재의 행정리와 비슷한 성 

격의 것이다. 威州都， 룹州軟의 경우 村과 屬행율 자연촌락으로 본다면， 그 

규모는 점진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불 수 있으며， 彦陽縣， 뀐城縣의 경우 里

의 규모가 점감하는 것은 새로운 리의 창설에 의해서 리수가 증가한데 원인 

이 있으며， 이것은 리가 자연촌락에 정합해 가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5 군· 현별 자연촌락 호규모 변화 

面數 縣·里 村·屬행 自~村
都縣 年慶 戶數(H) (A) 數(B) 數 (C) 홉홉數 (D) H/A H/B H/C 

합주군 1587a ) 3207 17 148 188.6 21. 7 
1789 5108 19 99 268.8 51. 6 
1832b ) 4699 19 126 247.3 37.3 
1972 19505 10 233 483 1950.5 83. 7 

진주목 1632c ) 1843 33 222 55.8 8.3 
1789 15028 5 72 3005.6 28. 7 
1972 21721 285 625 76.2 

언양현 1711d ) 1160 23 50.4 
1789 1224 6 32 204.0 38.3 
18329 ) 1224 6 36 204.0 34.0 
1861 f) 1224 39 31. 4 
1972 20352 249 539 81. 7 

단성현 1717g) 2514 77 32.6 
1789 3012 8 99 376.5 30.4 
1972 17116 275 540 62.2 

안동군 1608h ) 5587 16 372 349.2 15.0 
1789 11696 25 236 467.8 49.6 
1972 31491 15 294 847 2099.4 107.1 

울산부 1672 0 948 23 41. 2 
유포면 1714j) 704 12 58. 7 

1765k) 527 14 37.6 
목천군 18101) 418 14 29.9 
일원면 18c. m) 400 9 45 
장송리 18c. n ) 54 54 

자료: 
a) 威州志 b)威安都 물훌훌 c) 품陽志 d. 9. f)彦陽縣 물誌 g) 옳錫續·朴容淑 

(I 979 , pp.28-34) b) 永嘉誌 i. j.k. 1) 李光奎(1984 ， pp.115-118) m.n) 崔

基構(1987 ， pp.24-25)

* 1789 戶口總數
1972 새마을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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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規樓의 짧向性 

촌락에서 국가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각 차원의 공동체는 그 영역의 결합양 

식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와 조직원리률 갖는다.홉 촌락공동체가 근거한 基

鍵地城이 명균규모률 가진다면， 그러한 경향성은 규모를 규정하는 보면적 

조건이 인구의 배후에 잠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명균 또는 표준규 

모가 존재하고 그것이 훌훌時的으로， 그리고 범국토적인 反復現狀으로 실존한 

다면 그것은 공간현상의 法則性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반북현 

상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과 그 결합이 일정한 공간구성 원리로 배후에 잠재 

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水律一朝은 일반 농촌의 基鍵地城은 인구 약 300인을 표준으 

로 해서 훌Ff있는 振順율 나타내고 있다는 가설을 내고 있다. 축， 300인 전 

후의 인구 適定規樓가 있고， 600-700인에서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강한 한계 

력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법칙성의 조건으로서 a) 읍료수의 다소 동 자연 

조건과 b) 일정한 역사적 배경 아래서의 기초지역 내의 communication c) 

기초지역율 통일한 기능의 공간적 한계성 등을 들었다. 륙별히， 공간적 한 

계성이란 생산능율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한계률 뭇하는 것으로 Hawley는 

이것을 .空間的 훌餐(friction of space) ’로 표현하고 있으며.뻐 Otremba는 

농업촌락의 호수규모와 훌屋-錯地의 거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 

다 3D 나중의 두 조건은 촌락의 통솔 능력에 공간척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뭇한다. 

최소규모의 결정 조건으로서는 상호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생활 및 생산 조건과 기능을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이다. 특히 농경에서의 홉$ 

同 慣行과 사회적인 相互技助 및 인간 실존의 土地 安훌感을 효과적으로 실 

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웅집이 원초적으로 요구된다. 최소인 

구 웅집규모에 대하여는 객관적 준거나 신빙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농업협동이나 農쫓의 단위로서 죠豪作統， A家 

作統의 관행이 있었다는 점과 陳略한 자료에 의한 분석이지만， 미개 부촉의 

群團(Horde) 의 명균인구는 큰 연차가 있으나 약 50인의 규모였다는 점 둥이 

참고될 수 있다. 촌락규모의 최소한계의 결정조건으로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그 인구 이하로는 경제적， 사회척인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규모， 즉 인구 

29) 水律一朝， 1955 , “共同體m地理的規樓 史林， 38-6 , pp.91-97. 
30) A.H.Hawley , 1950, Human Ecology -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 

The Ronald Press Company , New York , pp.236-238. 
31 ) 水律一朝， 1980 , 社會地理學φ基本問題， 大明堂，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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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훌小規樓(threshold)를 들 수 있다. 예컨대 Edwards는 충분한 사회적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취락규모률 성인 120-140인으로 보았다J2l 

협동율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일수록 성공적인 협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륙 협동규모가 적을수록 共同財를 위한 

참여와 개별 농민들의 寄與度가 보다 공명할 수 있고， 共同體에 대한 사회 

적 제약 효과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3) 그러나， 촌락의 존 

립을 위해 필요로 되는 최소한의 인구규모는 충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협동을 효율화 하기 위한 인구규모도 下限율 갖게 됨은 당연하다. 

최대규모의 결정요인은 농가-경지 거리에 규정되는 경지규모 결정과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土地生훌性이 절대척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며， 따라서 

일차적인 토지 경제에 영향을 받는 전근대적 촌락의 규모 상한은 범세계적 

인 혈齊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 별로 고유한 수정요인으로서 

자연조건·농업경영·작부체계·정치제도·경제체제·문화적 륙성 동의 내용과 

발전 정도에 따라 촌락 규모의 상한은 변화될 수 있울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연촌락의 상한 규모를 100호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행정리의 명균 규모에 근접하는 규모가 된다. Bartz는 한국 촌락(village) 

의 규모 상한을 10071-구로 보고， 그 한계는 경지까지의 거리라는 한정 요인 

(limiting factor)의 영향에 의한다고 하였다.빼 행정리는 자생적인 자연촌 

락을 행정리의 형식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인위적으로 포섭하여 조성된 것이 

다. 행정리의 이상적인 기준 규모는 100호이다. 따라서 행정리는 약 50호의 

명균 규모를 가지는 자생적인 자연촌락 약 2개를 통합하게 되는 결과가 되 

었다. 

역사적으로도 100호의 규모는 의미있는 행정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里

民이 거주하는 각 농가는 개성을 상실한 채 촌락 구성의 단위로서 존재 의 

미를 안고 있었기에 親옳과 廳쩔의 부과를 위하여 근거 산출의 單純化 방법 

이 필요하였으며， 이것에 바탕을 두고 호당 경지면척을 100묘로 분할하는 

이른바 1里 100家의 촌락규모가 後漢홉에 기록되고 있다.월 중국 홈의 椰里

32) J.M.Hunter , 1967 , "The social roots of dispersed settlement in 
northern Ghana , " Annals of AAG, 57 , p.121. 

33) 리드(E.P.Reed) ， 1981 , “部落짧同과 새마을운동 -훌例調흉를 통해 본 흩 
望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p.271. 

34) P.M.Bartz , 1972, South Korea , Oxford Univ.Press , p.54. 
35) 吳뿔哲， 1989 , “韓園農村의 훌홉能地城別 再編成 方案 地域環境，
第 7號，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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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도 100戶 1 里， 5里 1觸으로 하였다. 고려시대 리는 자연 가호 300여호를 

단위로 하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의 기록에 의하면 開京지역 

의 경우 자연 가호률 일정한 기준에 의해 대중소의 3훌훌 編戶制로 재편성하 

였는데， 이 경우 산술척인 명균치인 충호률 기준으로 할 때 l 리는 면호 150 

호의 규모가 된다. 輔王 당시 李成桂의 ‘ 100戶 統主法’이 있었으며， 고려 

말 당시 펀호 100호 단위의 행정조직이 하나의 관행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 

다.훌 조선후기에 있어서도 鄭約 실시률 위해서는 대체로 100호 정도의 규모 

를 갖추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었먼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安鼎福，<順魔集〉

卷16 ， 훌훌各面結洞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I1l 

.. B分之洞 又今相合 必皆今澈百戶 不可좋￥傳傳村 各팀稱洞…蓋戶不網 

百則不成樓樣 不可以行法故也 ... 

푹， 100戶가 되지 않으면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觸約의 법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成{見의爛齊훌훌폼에도 香徒는 7-9 인， 많으면 100여 

인이 집회하였다고 한다.훌 

(3) 훌集度 

1 ) 훌群의 훌集度 

<D 훌훌集度의 없u定 

가욱의 웅집 양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지표는 없는 

실정이나， 촌락의 형태률 指數化하고， 그것울 지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들이 고안되었다.뻐 그러나， 필요한 자료의 구특 가능성이나 촌락 자체의 존 

36) 朴宗基， 1987 ， “高麗時代 村落의 機能과 構造 훌樓學報， 64 , pp.67-68. 
37) 鄭훌英， 1990, “ 18.19 世紀 土族의 村짧支配와 그 釋體過程 조선후기 
향약연구， 民音社， p.192. 

38) 李梅훌， 1990, 前揚뚫文， p.136 에서 재인용. 
39) 촌락 형태 분류률 위한 통계척 방법률에 대하여는 다읍 자료를 참고. 
훌훌姬， 1985, 村짧地理훌， 法文社， pp.223-224. 
~~며武雄， 1963, 쭈野φ地理， 古今훌院， pp.187-189. 
G.J.Lewis , 1979, "Rural communities," in M.Pacione{ed.) , 1983, 
Progress in Rural Geography , Croom Helm , London & Canberra , p.89. 

예컨대， Demangeon은 프랑스 농촌의 民家가 얼마나 集中·分散되어 있는지 
률 알기 위해서 분산도(K) 산출 방법을 고안하였다. 프랑스 센서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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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형식이 우리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방법률을 그대로 우리 나 

라에 適用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1/25, 000 지 

형도률 이용하여 lcm 平方眼(grid square)을 작성한 다음 각 방안에 들어가 

있는 가욱수률 계축하고， 이 자료률 토대로 方眼圓， 또는 훌密度線圓를 그 

려서 촌락 형태와 일정한 지역의 분포양상이 연구된 바 있다.빼 그러나， 이 

방법은 국지적인 가욱 분포상을 파악함에는 유효하나， 천국적인 범위에서의 

연구에 있어서는 작업량이 과다하게 될 뿐더러 촌락의 단위성이 결여된 형 

식적 분석이어서 단위지역 별 지수화의 난점 퉁이 문제로 남는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난점과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형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연촌락의 형태률 고찰하였 

다. 

o 자료 - 1/25, 000 지형도(1980년대 전반 항공사진촬영) 

o 분석 단위 - 面

o 분석 목표 - 가욱의 훌集度와 覆集規樓 파악 

o 분석 방법 - 1/25, 000 지형도 위에 方眼이 그려진 트레이성 페퍼를 얹고， 

는 콤윤 내의 인구를 中心村(Chef lieu)에 거주하는 인구와 그 주변 散
居地(écart) 인구를 구멸하여 集計하기 때문에 다음 식에 의해서 한 콤 
윤 내의 취락이 얼마나 集村이며， 얼마나 散村인가률 알아낼 수 있다고 
보고， 촌락 형태 구분도률 작성하였다. (뼈基柱 외， 1989 ， p.58) 

K = E.N / T 
K : 分散度
T : 콤윤 繼A口數
N écart( 散居地) 數
E écart Á 口 (散居A 口 ) 

또한， 石鳳 潤은 行政村 단위의 농가호수(F)와 행정촌 城內의 家群의 수 
(n)로 다음과 같이 훌훌集度 指數(P)를 산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일본 
의 촌락형태를 散村(2-5호) . 小村(5-13호) . 훌塊村(7-17호) . 集村( 18-68호) 
으로 분류하고， 그 분포도를 작성한 바 있다. (石홈 潤， 1965 ， pp.40) 

P= F/n 
P 훌훌集度 指數
F : 農家戶數
n 行政村 內의 家群數

40) 吳洪哲， 1979 , “韓園 果圍地城의 聚홉륨훌퓨究 韓園의 都市와 村落꿈f究， 
홈룹寶出版社， pp.37-47. 
吳없합， 1980 , 聚落地理뿔， 
吳供합， 1984 , “太白山地의 
pp. 153-158. 

훌k홈훌社， pp.180-194. 
山村에 關한 新究 地理學빠究， 第 9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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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로 경계션을 그은 다읍 저도 상 거리 2mm(를距離 50m) 이내로 6호 

이상 웅집된 훌群율 그 외팍율 연결하는 기션에서 lmm 밖의 閒曲線으로 

둘러막는다. 가군 별 웅집도 및 웅집량과 그것을 기초로 하는 면단위 가 

욱의 웅집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군에 포함되어 있는 가옥수(점수) 

률 파악해야 되겠으나， 실제로 가군의 점수가 가욱수와 분명하게 정합하 

지 않율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작업량이 너무 커지는 난점이 있다. 따라 

서， 역으로 가군에 포섭되지 않은 점들의 수(5호 이하로 웅집되거나， 분 

산된 점수)률 파악하여 그 수률 散훌數로 하고 면 전가구수에서 산가수 

률 빼서 남는 값율 集家數로 하여 면별 集家훌훌율 계산하였다. 산가수를 

가군수로 나눠서 가군 당 산가수로 하였다. 

P = Hn/H x 100 
(H-Hd)/H x 100 

F = Hd/N 

Hn: 集家數

Hd: 散훌數 

H :全家口數
N :家群數

P 集훌훌 

F :豪群당 散훌數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1/25, 000 지형도에서 가육 웅집에 의거하여 가군 

율 획정할 경우 얼마의 기준으로 가욱을 統슴 또는 分離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율 위한 절대 기준치는 없지만， 경험적 방법에 의거하여 볼 

때 實長 50m의 거리를 기준치로 삼는 것이 좋다 (D <農業景觀의 地理學的

用語設定을 위한 國際흉퓨究團〉은 중부 유럽의 촌락단위 설정을 위한 작업에 

서 가욱이 주 웅집단위에 숙할 것인지의 여부률 결정짓는 ’ hailing distan 

ce ’률 150m로 보았다. 이 것은 소리의 전달한계 (Rufweite) 이며， 가육 사이 

의 기능적 웅집 내지 연결의 조건이다4ZI 그러나， 촌락 분포 양상이 우리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유럽의 기준은 어떤 객관성도 갖기 어렵다. 본고 

에서는 50m 기준율 사용하였으며， 그 설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41) 吳洪합， 1983, “韓園의 聚落에 關한 鼎究훌훌훌훌와 그 動向 地理學의 課
題와 接近方法 -石훌李緣博士華甲紀念論集 數훌社， pp.32-33. 

42) C.Lienau , 1986, Geo ‘graphie der 1 설ndlichen Siedlungen , Westermann , 
p.14. 
B.K.Roberts , 1987, The Haking 01 the English Village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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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정한 면적 (A)의 지역 내에 분포하는 점률(N)의 명균간격 (D)을 구하는 

식@ 에 의해서 면별 호地 면적 상의 가욱 칸 명균거리률 계산하면 23. 3m 

이다. 축， 경지 介在 없이 대지가 연숙된 一塊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가육 

이 분포한다고 불 경우 가욱 간 명균거리는 약 23m가 된다. 실제로 전형척 

집촌지대의 촌락정주의 양상은 가욱 간에 경지나 임야 둥의 개재 없이 가 

욱이 연속 밀집되어 있는 것이 형태적인 특색이다. 

b) 위의 식에서 경지 내에 가옥이 균둥분포할 경우 가욱 간 거리는 103.5m 

이다. 따라서 자기경지의 중심에 가육이 입지할 경우 가옥에서 자기경지 

경계 까지의 명균거리는 약 50m이다. 

c) 실제에서 50m 기준 이내로 6호 이상 웅집된 가육군율 가군으로 할 경우 

전국 가구의 82.8%가 가군에 포함된다. 

6戶 설정의 객관적 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 

것은 작업가설척 전제로써 사용되었다. 준거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률이지만 다음의 豪戶 및 인구규모는 최소 웅집규모에 관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로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업 협동이나 農훌의 단 

위로서 표家作統 ， J、家作統의 관행이 있었고，빼 成{見의 爛寶훌話에서 香徒는 

7-9인， 많으면 100인이 집회하였다고 한다.빼 선사 住居址의 웅집규모는 3-5 

호4Q 正융院文홉의 孔뼈율 編戶로 보았율 때， 그것은 單寒한 자연호 2-3개 

가 합쳐진 것으로 보았다Q) 

@ 癡集度의 寶際

集豪훌훌은 면 단위 지역에서 가욱의 集合과 分散율 일정한 분석 기준에 의 

해서 指數化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자연촌락의 영역 내 현상으로서의 

가옥의 웅집형태에 직접 정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가율은 가옥 분 

포의 일반척이고， 기본적인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촌락형태의 파악 수 

43) J.A.Barnes and A.H.Robinson , 1940, "A new method for the represen
tation of dispersed rural population," Geographical Review , 3D , 

pp.134-137. 
D = 1. 11{"껴찌- (D: 명균거리 A: 면적 N: 점의 수) 

44) 옳容燮， 1984 , 前揚홉， p.64. 
45) 李海樓， 1990, 前揚꿇文， p.136. 
46) 홈承흙， 1983, 前揚홈. p.17. 
47) 李泰鎭， 1986, 韓園社會史鼎究 -農業技術 훌훌훌과 社會훌훌~-. 知識훌훌業 

社，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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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의 집가율은 산 

출과정의 임의성이 인정되지만， 전국적인 분석과 지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가욱의 천국적인 웅집， 분산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었 

다. 

집가율 분석 결과에 의하면 면부 전가구의 82.8%가 6호 이상 규모의 가군 

으로 웅집되어 있읍을 알 수 있다. 집가율 50% 이상을 集家， 미만율 散홍로 

하고， 80% 이상율 密業家， 50-79%률 훌集家로 하였다. 표 4-16 에 의하면， 

밀집가의 면이 천체의 77.4%, 소집가 지역이 17.7%, 산가 지대가 4.9%가 된 

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높은 웅집도의 집가 지대로 되어 있 

읍을 발견하게 된다. 집가율 50% 미만의 산가 지대는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 

부 지역에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표 4-16 집가율(도별) (단위: 면수(%) ) 

도\집가율 o -29 30-49 50-79 80-89 90- 명균 변수 

경기 1( 0.7) 38(27.7) 58(42.3) 40(29.2) 83.4 137 

강원 I 22(26.2) 9(1 0.7) 35(4 l. 7) 16(19.0) 2( 2.4) 54.2 84 

충북 22(23.7) 39(41.9) 32(34.4) 85.3 93 

충남 I 23(15.5) 1( 0.7) 56(37.8) 54(36.5) 14( 9.50 66.2 148 

천북 13( 9.1) 82(57.3) 48(33.6) 86.9 143 

천남 8( 4.2) 81(42.4) 102(53.4) 88.8 191 

경북 I 1( 0.5) 2( 1.0) 31(14.8) 93(44.5) 82(39.2) 89.6 209 

경남 11( 5.6) 46(23.4) 140(71.1) 91.4 197 

제주 4(100.0) 94.5 4 

계 I 46( 3.8) 13( 1.1) 214(17.7) 469(38.9) 464(38.5) 82.8 1206 

자료 1/25 ， 000 지형도 

가욱의 웅집상태를 알아 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 家群당 散家數률 산출하 

였다. 촌락의 개념을 가욱의 집합체라는 협의에 한정시킬 때 가욱의 算密정 

도와 인접거리가 곧 散家와 集家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므로， 양자는 절대척 

관점이 아니라 상대척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빼 명균적으로 약 30호의 규 

48) 吳훌哲， 1989, “韓團農村의 훨훌能地城別 再編成 方案 뺑城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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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된 가군 주변에 약 8개 정도의 분산가육들이 散在하는 모양으로 가욱 

이 분포한다. 가군당 산가수는 가욱의 웅집상을 더욱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나， 결과는 집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4-17) 

표 4-17 가군당 산가수(도멸 ) 

산가수\도 l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명균 

가군당 산가수 I 5.4 17.9 3.7 22.9 3.8 3.4 5.1 3.0 3.9 7.7 

( 가구규모) 1(34.2)(21.5)(24.2)(22.6)(29.6)(33.1)(29.3)(35.4)(75.3)(29.9) 

( 집 가율%) 1(83.4)(54.2)(85.3)(66.2)(86.9)(88.8)(89.6)(91.4)(94.5)(82.8) 

자료 1/25 ， 000 지형도(1985년)， 군통계년보(1985년) 

2) 自然村짧의 擬集度

自生的 정주단위인 자연촌락은 통계조사률 위한 形式地城이 아니므로 그 

자체에 관한 조사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都統計年報에 면별 자연촌락 

수가 조사되어 있으며， <새마을 총람)0972，내무부)에 행정리 멸 자연촌락 

수가 조사되어 있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자연촌락의 형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 단위로 

조사된 가군수·자연촌락수·행정리수 동을 자료로 하여， 면 단위에서의 그들 

의 數的인 整合 정도에 따라서 자연촌락의 형태률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 

법을 선택하였다. 

@ 內的 構成

가욱의 擬集· 分散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군의 존재 양식은 정주단위 

나 영역 개넘이 없는 순전히 형태척인 표출이다. 따라서 가군과 분산 가옥 

에 의한 집가율， 또는 가군 당 산가수 동의 산출 결과는 촌락의 단위척 륙 

성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 내의 가옥의 분포상을 지수화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한 바 집가율과 가 

군 당 산가수에 의한 가욱의 분포형식을 集村·散村이 아니라 集家·散家로 

第 7號，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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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였다. 

촌락율 集·散村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영역척， 기능척， 형태적으로 단위 

성율 갖는 촌락 정주의 영역율 가욱의 분포 위에 重合하여 가욱의 分布를 

영역 내의 현상으로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 흑 자연촌락율 기준단위로 하여 

그 범위 안에 家群과 分散 훌量률이 어변 양상으로 채워져 있는가와 나아가 

독립된 자연촌락률이 외적으로 행정리에 어떻게 포섭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자연촌락의 형태률 직·간접척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집가율은 엄격하게 보면， 단순히 시각적인 판별만을 가능케 하는 비영역 

적인 지표이다. 그것이 자연촌락의 영역 안에서 어떤 形式으로 표출되어 있 

는가에 따라서 자연촌락의 내적구성 형태가 결정된다. 가구의 80% 이상이 

가군으로 웅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단위에서의 가군과 자연촌락의 정합도 

는 그 자체로 자연촌락의 웅집 형태률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면 단위에서 자연촌락 당 가군수는 양자의 공간척인 정합도률 나타내는 것 

으로 본다. 축 자연촌락 당 가군수가 l에 근접하는 경우는 하나의 自然村落

이 하나의 훌훌集된 家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천국 명균은 1. 2 

5이다. 이것은 단위 지역에서 5개의 가군으로 4개의 자연촌락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군이 두 개 이상의 자연촌락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4개의 자연촌락 충 하나만 2개의 가군을 포섭하고， 나머 

지 3개는 하나의 가군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축 우리 나라의 자연 

촌락은 대개 하나의 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촌락 당 가 

군수와 집가율을 결합하여 자연촌락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하였다. 

집가율 50% 미만은 집가율만으로 散村으로， 50 이상 80% 미만은 집가율만으 

로 훌集村으로 하고. 집가율 80% 이상의 경우는 자연촌락 당 가군수 1. 5 이 

상인 경우는 훌集村으로， 1. 5 미만인 경우률 密集村으로 하였다. 密集村은 

집가율 80% 이상의 지역 중 대체로 하나의 자연촌락이 하나의 가군으로 되 

어있는 경우가 된다. 

표 4-18 집가율과 자연촌학당 가군수에 의한 촌락형태 유형 

집 가율 자연촌락당 가군수 

밀집촌 I 80.0 이상 
소집혼 I 80.0 이상 

50.0-80.0 
산 촌 I 50.0 미만 

1. 5 미만 
1. 5 이상 
0.1 이상 
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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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촌락의 형태 유형율 실제 지역에서 예시하면 그림 4- 5, 그림 4-6 과 

같다. 그림 4- 5 의 (a)密集村은 전남 내륙 산간지대의 천형적인 배산임수 

형 자연촌락의 경우이다. 집가율이 높고， 촌락의 규모가 큰 곳으로 우리 나 

라의 대표척인 집촌지대이다. (b)는 명야지대의 밀집촌으로 우리 나라의 경 

우 완전한 명야의 촌락 입지는 희소하며， 대부분은 명야지대의 소규모 구롱 

이나 그 주변에 촌락이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형은 해안 어촌의 밀 

집촌으로 집가 계기에서는 (a)형과 유사하다. (d)훌集村은 집가율 50-79% 

지대의 촌락 형태이다. 그림 4- 6 의 (a)홈密度 散村은 서산· 당진형으로 가 

욱 간 거리 50m 기준에서 고립 가욱이나 2-3호 웅집의 분산으로 이루어진 

자연촌락 형태이며， (b)低密度 散村은 태백산지형으로 고립 가욱의 분산으 

로 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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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명야(김제 봉남) 

lo 자연촌락 l 
그림 4- 5 집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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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밀도 산촌(당진 송산) 

그림 4- 6 산촌 지대 

@ 外的 關聯

行政里는 法定里의 하부 분할로서 里長이 선임되어 있는 구역이며， 里에 

관한 실제의 일은 대부분 이 행정리를 단위로 수행된다. 법정리는 단순한 

행정적 단위로서， 촌민이 갖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경제적 조직과 기능의 단 

위성 면에서 正體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행정적 업무처리 단위로서도 적 

절치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臨時推置法은 지방자치단체의 條흩u로 

서 법정리 안에 행정리를 설치하여 이동장을 두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뼈 

해방 이후 법정리의 廣城性이 지니는 문제와 자연촌락의 강한 톡자성 동 

에 근거해서 법정리가 행정리로 다시 분할되게 되었는 바， 이 때 행정리는 

49) 鄭起燦， 1986, “마을앓合開활 농촌지역종합개발론표，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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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촌락에 대체로 정합했던 종전의 훌洞里의 상태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 

것은 자연촌락의 강한 정체성에 행정척 펀제 자체률 적웅시킨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생척인 자연촌락의 규모가 합리척， 형식적 면제인 행정리 

의 기준에 언제나 분명하게 정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가 일 대 일 

로 대웅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훨定 당시의 행정리는 자연촌락의 充實度

-규모·기능·통합도·역사성·주민의 의식 등을 기반으로 하고， 행정기능의 수 

행 및 관리의 효율성율 높이기 위한 행정상의 규모기준을 설정하여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행정리가 설정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면 단위에서의 자연촌락과 行政里의 비율은 자연촌락의 規樓， 權

能， 統合度 동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형태의 륙성율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연촌락의 主·客觀的 正體률 외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가 l에 근접 

하는 경우는 자연촌락이 규모와 기능 면에서 내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톡자적인 단위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 

다.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 명균은 1. 946 , 표준편차는 0.806으로， 약 2 개의 

자연촌락으로 하나의 행정리가 이루어져 있읍율 알 수 있다. 

자연촌락이 한 개의 훌群으로 되고， 자체로 한 개의 행정 리률 이루는 경 

우률 자연촌락의 훌揮型으로 유형화 하였다. 이 경우는 자연촌락이 가시척 

형태에서 하나의 웅집된 가군으로 드러나 있고， 동시에 그것이 가구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여 하나의 행정리가 될 수 있율 정도가 되었다는 점을 반영 

하는 것이다. 축 자연촌락이 행정리 수준으로 규모도 크고， 형태척으로 웅 

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찰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대 

해서 一般型은 가군과 자연촌락이 정합하는 반면 복수의 자연촌락이 하나의 

행정리률 이루는 경우이다. 자연촌락의 가구규모가 최대 수준이었을 때 명 

균 50 가구， 이 때 행정리 규모는 약 1007}구 이었기 때문에 대개 두 개의 

자연촌락이 하나의 자연촌락율 이루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다. 다음 그림 

4- 7 에서 A형율 標훨型으로， B형을 그 亞型으로 C형율 一般型. 0형을 그 

亞型으로 할 경우 표준형과 그 아형이 전국 면의 35.6%, 일반형과 그 아형 

이 61.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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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r-.-._._._.-

E C 

F A 

G H 

2.5 

( 1 ) 
1. 5 

0.9 

2.5 1. 5 
( 표 ) 

0.9 

( 1 )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 
(끄) 자연촌락 당 가군수 

행정리당 자연촌락수 자연촌락당 가군수 

0.9 -1. 5 
0.9 -1. 5 
1. 5 이상 
1. 5 이상 
0.9 미만 

0.9 -1. 5 
1. 5 이상 
0.9 -1. 5 
1. 5 이상 
0.9 미만 

표준형 

아 형 

일반형 
아 형 
륙수형 또는 

259(21.5%) 
170 (1 4.1%) 
656(54.4%) 
81( 6.7%) 
40( 3.3%) 

표준형 
A의 아형 

일반형 
C의 아형 
E즈 ~‘ *냉 
"""T~ô 

가군=자연촌락=행정리 
가군〈자연촌락=행정리 
가군=자연촌락〈행정리 
가군〈자연촌락〈행정리 
F G H 1 

A 
B 
C 

D 
E 

4- 7 자연촌락당 가군수와 행정리당 자연촌락수의 결합에 의한 
촌락유형 

림
 그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 

그러나 이와같은 상태에 

(4) 자연촌락의 형태 변화 

면단위의 自然村落數와 家群數가 거의 변화되지 

촌락의 분포에 근본척 인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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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구 流버에 의해서 농촌 家口가 감소함으로써 자연촌락의 가구규모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수보다 인구수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자연촌락은 훌戶보다도 인구 면에서 더 빠르게 空洞化

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훌훌集度에 있어서는 지역차가 있으나， 결정 

적인 변화는 없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이다. 천형적인 密集村지역인 

전남북 접경 산간지대의 집촌 양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숙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현저한 業村化 계기가 강력한 관성을 유지하고 있 

음과 동시에 산업화 시대의 散村化 계기가 미약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 

하는 것이다.iX構· 옳뚫· 技安 둥지의 명야 지대는 가구수가 감소함과 동시 

에 집가율도 최근 20년간 약 10% 정도 감소하였다. 이 지역은 농촌 중심지 

에의 접근성이 크고， 따라서 농업 다각화의 동기가 크게 부여되면서 토지이 

용에도 변화가 초래됨으로써 집촌화 계기가 약화된 곳이다. 陳集村지역인 

밟城郵 洪北面과 훌馬面에서도 약 5% 정도의 집가율 감소가 있었다. 서울 

근교의 龍仁都 補各面은 가군수와 산가수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수 

가 크게 증가하여， 집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축 이곳은 자연촌락수가 변 

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 증가분이 기존 자연촌락이나 도시가구로 추가된 

곳이 다. 鳳城훌ß j률來面은 가구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가군수와 산가수 및 

집가율은 변화 없이 존숙하고 있다. 천반적으로 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으 

나， 집가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축 촌락의 가옥 웅집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촌락은 점진적으로 空洞化， 또는 解體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표 4-18) 

120 



표4-19 주요 변의 집가율 변화 (단위 : 면적 km2 집가율 %) 

조사 
지 역 년도 면적 

용인 포곡 66 41. 6 
86 41. 7 

원성 뀌래 66 74.0 
86 71. 4 

욱구성산 66 36.2 
85 27.2 

김제 백산 66 39.0 
86 39.1 

부안주산 66 24. 7 
84 24. 7 

부안 행안 66 24.6 
84 20.1 

걷~흐 。L 그 s-2} ',"0 28.5 
88 27.3 

구례 용방 70 24.5 
86 24.5 

구례 마산 70 31. 9 
86 32.2 

홍성 홍북 74 47.0 
85 44.3 

홍성 금마 74 47.5 
85 34.3 

자연 
논 밭 촌락수 가군수 가구수 산가수 집 가율 

6.9 5.2 22 35 1004 
5.3 4.3 22 37 2862 
4.1 5.2 33 51 1030 
4.5 5.4 33 48 845 
7.9 3.0 48 42 1573 
6.5 3.0 39 61 1294 

10.6 6.0 50 69 2265 
10.9 8.6 51 86 2187 
11. 8 4. 7 41 65 1851 
11. 0 5.0 41 60 1559 
11. 4 2.9 33 43 1706 
12.3 2.6 28 41 1222 
7.2 3.6 26 31 1281 
6.9 3.8 26 31 1017 
4. 7 1. 4 16 18 950 
6.3 1. 9 16 18 824 
5.4 1. 6 9 18 1254 
6.1 1. 9 9 16 1125 

10.6 7.1 60 50 2079 
10.4 7.8 58 40 1838 
9.0 6.1 51 55 1771 
9.8 6.3 38 47 1738 

자료: 군통계연보(1966-1985 ) 
새마율총람(1972 ) 
1/25, 000 지형도 

189 81. 2 
143 95.0 
237 77.0 
227 73.1 
338 78.5 
350 73.0 
341 84.9 
617 71. 8 
226 87.8 
327 79.0 
190 88.9 
190 84.5 

47 96.3 
55 94.6 
39 95.9 
35 95.8 
61 95.1 
42 96.3 

771 62.9 
772 58.0 
665 62.5 
751 56.8 

* 조사년도는 1/25, 000 지형도의 항공촬영년도 

(5) 自然村落의 形顧 擺念에 관한 훌훌훌훌 

본고에서는 集豪·散豪와 集村·散村의 개념을 구멸하여 사용하였다. 종래 

사용되어 온 소위 集村·散村이란 관찰 및 분석의 단위가 결여된 순전히 直

觀的이고， 형태척인 것으로써 본고의 集家寧에 의한 집가·산가의 개념과 같 

은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집·산촌이란 실제 관찰이건， 지도 상의 판멸이 

건 그것이 훌홉寶的인 형태 표출일 뿐 촌락단위에의 가욱의 集홈과 더우기 그 

안에 잠재된 관계와 기능들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종래의 집촌·산촌은 자연촌락 영역 내의 가욱의 분포상이 아니라， 주 

관에 의한 순천히 형태적인 (purely morphological) 판별 결과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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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 종래 집·산촌의 村은 settlement의 개념이거나 더 확장척인 rural의 

개념으로， 단위와 영역 개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촌학 단위의 영역 내 현 

상으로 가욱의 분포상율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그것율 단순한 集· 散

豪， 또는 집산가지대로 지칭하여야 된다고 본 것이다. 서구에서도 散豪는 

dispersed settlement , habitat dispersé , Streusiedlung 둥으로 village나 

Dorf의 개념이 아니므로 散在 居住， 또는 散居 정도로 번역되는 것이 적당 

하다고 본다. 農地制度， 호당 경지규모 및 가욱과 경지의 運接 정도， 기능 

의 톡립성， 역사적인 면에서 셔구의 산재 거주는 톡립척인 생산 및 생활 단 

위로 존숙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소위 散村은 전형적인 산가지대에 

서 보아도 개별 가욱들이 독립척인 생산 및 소비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며， 더우기 기타 기능면， 주민 의식면에서는 집촌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 

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은 문제점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연촌락을 형태 파악의 전제적인 단 

위로 하고. 그 영역 내 가육의 밀집 정도에 따라 集村， 散村율 구분하였다. 

측 集村이란 형태적으로 가욱이 웅집되어 있는 자연촌락(nucleated-house 

village)의 의미이며， 散村이란 형태적으로 가욱이 분산되어 있는 자연촌락 

(dispersed-house village)의 의미이다. 자연촌락은 機能的， 주민 훌훌훌훌的으 

로 강한 웅집력을 가지고 있음을 숙성으로 천제한 것이기 때문에 散村은 

형태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으나， 기능척， 주민 지각척으로는 集村과 다름 없 

는 웅집 상태에 있읍을 나타낸다.뼈 축 본고에서 散村이란 형태적으로 산가 

이나， 기능적으로 集村과 다름 없는 웅집력율 가지고 있는 자연촌락이란 의 

미로 사용되었다. 

4. 要約

村짧 fL地는 대부분 수천농업을 중심한 ‘山地- 村짧- 觀地’의 상호 투· 引

力 관계를 주된 동기로 하고， 기타 부수적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 

다. 대개의 경우 山麗 입지에서 발원한 자연촌락은 A口增加와 治利水 기술 

의 진전에 따라 하천 중상류에서 하류로， 산록에서 저명지로의 立地變動의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나， 수전의 륙수한 존재형식과 지형 조건에 의거해서 

背山臨水 지점이 가욱입지의 최적격 입지점으로 선호되고， 그곳에 입지가 

누적되어 향후 자연촌락 형태의 端힘가 형성되었다. 

50) 韓相福， 1966, “韓園 山村住民의 훌式과 信뼈 尊園社會學， 제 2집，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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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적으로는 농가-경지 거리에 기초한 공간이론적 합리성에 의해서 村城

이 결정된다고 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연촌락의 團構造와 혈等分布룰 

왜곡하는 많은 자연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수전농업 

지역의 경우 一團의 生童空間과 가욱의 웅집에 의한 住居空間이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지가 一團의 ‘경지-물 북합체’ 안에 交錯團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규모 효地， 開析깜地， 山훌훌 둥 지형의 分節 單位가 촌락 

입지와 촌역 결정에 지대한 영향율 주게 되었다. 대개의 촌역은 가군율 중 

심 결절로 하고， 주위에 경지와 임야가 전개되는 형태로 되며， 이러한 물질 

적 기초 위에 사회관계와 사회집단이 누적된 사회척 영역이 量슴하게 되었 

다. 또한 여기서 함양된 ‘우리의식’은 자연촌락을 강한 知톨的 領域으로 묶 

는 정신척 유대가 되었다. 자연촌락은 형태척·가시척 측면과 기능적·잠재척 

축면이 기초지역 안에 정깝하여 하나의 地的 機能 統一體를 형성한 것이다. 

자연촌락의 현저한 형태척 륙성은 가욱들이 치밀하게 塊狀 擬集되어 있다 

는 점이다. 가욱 간 거리 50m 이내로 6호 이상 웅집된 가옥웅집체를 家群으 

로 명명할 경우， 가군의 명균 가구규모는 30호이다. 자연촌락은 존재 형식 

의 강한 慣性과 碩向性을 가진다. 시공간적으로 약 100호를 상한으로 하고， 

약 50호 명균에 수렴하는 진폭을 보여 왔다. 표준규모가 존재하고 그것이 

통시적으로， 그리고 범국토척인 반복현상으로 賣在한다면， 그 배후에는 그 

것을 지배하는 일정한 空間構成 鳳理가 잠재해 있다고 본다. 

集家훌훌은 가욱웅집의 基底的인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촌학형 

태 파악 수단으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척인 것이다. 집가율 명균은 82. 

8%이다. 이것은 전국 가구의 대부분이 50m 이내의 간격으로 6호 이상의 가 

군으로 웅집되어 있음을 뭇하는 것이다. 집가율 50% 이상율 集홍로， 미만율 

散豪로 하였다. 전형적인 集村에서 가육 칸 명균거리는 23m 이며， 가군은 

명균 7.7개의 분산가옥을 포섭하고 있다. 가구의 80% 이상이 가군으로 웅집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단위에서의 가군수와 자연촌락수의 정합도는 자연촌 

락의 웅집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자연촌락 당 가군수 

와 집가율을 결합하여 자연촌락의 형태를 다음과 유형화 하였다. 집가율 50 

% 미 만은 집 가율만으로 散村으로， 50% 이 상 80% 미 만은 집 가율만으로 算集

村으로 하고， 집가율 80% 이상의 경우는 자연촌락 당 가군수 1. 5 이상인 경 

우는 훌集村으로， 1. 5 미만인 경우를 密集村으로 하였다. 

면 단위에서의 자연촌락과 행정리의 비율은 자연촌락의 主-客觀的 正體률 

외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로 간주된다. 약 2개의 자연촌락으로 하나의 행정 

리가 이루어져 있다. 자연촌락이 한 개의 훌群으로 되고， 자체로 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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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률 이루는 경우률 標揮型으로， 가군과 자연촌락이 정합하는 반면 복 

수의 자연촌락으로 하나의 행정 리를 이루는 경우률 一般型으로 하였다. 표 

준형의 면이 전국 면수의 21.5%, 일반형이 54.4%이다. 

자연촌락은 강한 존재의 관성을 갖는다. 축 촌락 지역의 많은 인구 유출 

에도 불구하고， 면 별 자연촌락수·가군수·집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륙 

별히 집가율은 전형척인 集村지역인 내륙 산간 지대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 

고， 명야 지대에서는 소폭으로 감소하고， 근교지대에서는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연촌락이 현저한 二次的 分敵이 없이 점진적으로 空

洞化， 解體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욱의 가시적 분포상은 순천한 형태척 판별율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고 

에서는 그것율 集·散훌로 지칭하여 集·散村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집·산가는 순천히 형태척 표출만을 사실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며. 촌은 역사 

와 기능 및 촌민 의식면에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자연촌락율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먼 散豪地帶라도 ‘우리마율’이라는 강한 유대로 통합된 

자연촌락이 존재하며， 그러한 共屬훌、講에서 완전히 統外된 촌민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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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5 걷J- 自 훌찾 才캉 홉홉 으1 쫓홉 폴파 갖3'- 껴i 오l

후엔츠 훨훌훌 양훌 츄þ 고} 으1 홈홈 f혹획 

기존의 촌락 연구는 개별 자연촌락의 륙성율 微視的으로 고찰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연구 결과률 기초로 한 촌락 형태의 類型化와 유형의 전국 

적 분포로 표출되는 地城化(regionalization)에 관한 연구가11 부진한 것이 

실정이다. 미시적인 분석은 거시적인 구조와 접맥이 이루어질 때에 생명력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자연촌락의 실체 해명에 묶표를 두고 있는 본 연 

구는 자연촌락의 형태 유형과 그 지역척 분포를 고찰함으로써 유형과 분포 

자체의 륙성을 규명함과 더불어 분포의 지역 관련성을 통해서 촌락 형성조 

건을 실제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연촌락과 그 형태 유형의 분포와 지역 

조건과의 관련성을 地圖化의 방법을 주로 하여 고찰하였으며， 자연촌락의 

형 태를 표현하는 훌훌數와 地城條件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출하여 그들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부록 2의 표 1.2.3 참고) 

1. 自然村짧의 密度 分布

點的 존재로서의 자연촌락의 空間 分布는 密度와 분포의 規則性 여부의 

두 측면에서 고찰해야 될 것이다. 자연촌락의 밀도 분포는 기본적으로 가구 

밀도 분포와 일치한다. 이것은 자연촌락의 형성 동인으로써 인구 요인이 가 

장 직접척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구는 家群이란 가육 

웅집체로서 촌락 정주의 기초단위로 웅결되기 때문에 인구 조밀한 지역이 

가군으로의 웅집 가능성이 큰 곳이 되어서 결국 A口·豪群· 自然村落의 密度

는 유사한 분포 유형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 5- 1, 부도 1, 부도2) 또한 자 

연촌락율 준거해서 행정리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연촌락과 행정리 분포 유 

형도 유사하다. (부도 3) 

자연촌락 밀도는 0.827/km2 이며， 가군밀도는 0.976/km2로 양자는 대체 

로 일치한다. 다만， 자연촌락의 경우 전남 해안지방에서 낮은 밀도률 보이 

고 있으며， 가군의 경우 서산·당진 지역에서 극히 낮은 밀도률 나타내고 있 

음이 상이한 점이다. 이와같이 가군 분포와 자연촌락 분포가 거의 일치하고 

1) K.H.Stone , 1970 , "Regionalization of Spanish units of settlement ," 
J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 61 , PP.232-236. 

2) 韓相權， 1987 ,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향촌사회조직 연구현황 韓園中世
社會 釋體期의 諸問題(下) -朝蘇後期史 新究의 현황과 과제-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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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은 自生的인 家群율 기초로 자연촌락이 형성되었읍율 시사하는 

것이다. 자연촌락 밀도가 낯은 지역은 강원 천역·경기 동북부·충북 동북부· 

경북 동북부·천북 무주·전남 구혜 둥지이며， 명균 이상의 초밀 지역은 2-3 

개 都율 폭으로 하는 서해안 명야지대 및 경남의 해안에서 중부 내륙으로 

연속된 지역이다. 자연촌락 밀도는 그림 5- 1 과 같다. 훌口밀도·훌훌밀도· 

行政里밀도는 부도 1. 부도 2. 부도 3에 도시하였다. 

가군 및 자연촌락의 밀도 분포는 대체로 인구밀도 분포와 일치한다. 인구 

분포는 일정한 지역의 生흩力 수준의 직첩척인 반영이므로， 결국 자연촌락 

밀도는 쭈野-執地훌의 영향을 받는 농업생산력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측 

자연촌락은 경지율과 논의 비율이 높은 명야지대률 중심으로 빌도가 눔다. 

자연촌락 밀도 분포와 집가율 분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오히 

려， 소백산맥 중심의 영·호남과 충북의 접숙부 산지와 경남 동부 일대는 자 

연촌락의 밀도가 낮으면서， 集훌훌이 높은 지역이다. 이것은 집가율이 지역 

전체의 생산력 수준 보다는 국지적인 지형 및 사회경제적 조건의 북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집가율과 가군밀도， 집가율과 

자연촌락 밀도률 결합하여 다읍과 같은 유형 분류를 하였다. (표 5-1 , 표 5-

2, 부도 4, 부도 5) 

밀집가 지대 가운데 가군 및 자연촌락 밀도가 높은 서부 명야지대와 소백 

산맥과 낙동강 사이의 지대가 高密度 密集(村)지대가 되며， 소백산맥 일대 

는 低密度 密集(村)지대가 된다. 고밀도 훌훌集지대는 충남 중남부 일대이며， 

저밀도 소집지대는 강원도 산가지대의 주변부에 나타난다. 散흥지대에서는 

가구밀도 천국 명균값을 기준으로 불 때 강원도 산가지대는 대부분이 저밀 

도이며， 태안반도의 경우는 내륙이 저밀도， 해안은 고밀도 산가지대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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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훌홈 M 0.83(/km2 ) SD 0.42 

그림 5- 1 자연촌락의 밀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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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가군밀도와 집가율 (단위: 율 %. 밀도 수Ikm2 ) 

집가율 가군밀도 

고밀도 밀집 

져밀도 밀집 

고밀도소집 

저밀도소집 

고밀도 산가 

저밀도 산가 

80.0 이상 0.98 이상 

80.0 이상 0.98 미만 

50.0-80.0 0.98 이 상 

50.0-80.0 0.98 미 만 

50.0 미만 * 33.6 이상 

50.0 미만 * 33.6 미만 

* 가구밀도 

표 5- 2 자연촌락 밀도와 집가율에 의한 촌락형태 유형 
(단위: 율 %, 밀도 수Ikm2 ) 

집가율 자연촌락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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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밀도 

전 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자연촌락 분포는 혈等分布를 방 

해하는 여러 가지 조건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偏倚된 상태로 나타난다. 자연조건， 사회경제척 조건， 접근도 둥에 

서 等質面(isotropic surface)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中心地理論적인 규칙적 

촌락 분포는 나타나지 않는다. 더우기 지형의 기북이 심한 우리 나라에서는 

전술한 바 많은 제약 조건들에 의해서 촌락의 규모와 분포는 크게 偏倚되고 

영역은 交錯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이다. 자연촌락의 분포는 천 

국적 차원에서 편의되어 있율 뿐만 아니라. 局地的으로도 균둥분포의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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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보기 어렵다. 자연촌락의 입지가 편의되어 있는 일반적인 상태와 비교 

적 균둥분포의 모양율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예률 도시하면 그림 5-2 

와 같다. 全北 井물都 훨w面 東部 일대는 水田 지대의 소규모 구릉에 자연 

촌락이 집중되어 있다. 京훌道 ~훌훌훌$ 橋城面 오성들의 경우는 지형 分節이 

없는 순천한 명야 지대로써 홍수에 대한 危險知률 외에는 자연촌락의 균둥 

분포률 왜곡시킬 요인이 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중앙에 입지 

한 자연촌락 ‘新융內’는 지명의 의미로 보거나， 1914년 축도 1/50, 000 지형 

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으로 불 때 최근에 형생된 것으로， 농가-경지 거 

리에 입각한 촌락의 創設로 보여진다. 

2. 自然村짧의 家口規模 分布

(1) 훌群의 象口規樓 分布

가군의 명 균 규모는 307}구이 다. 가군 규모가 30호 이 상으로 큰 지 역 은 

강원 북부 일부를 포함하는 경기북부의 휴전선 근접지역， 서울-대구·부산 

둥 대도시 근교지대， 제주도와 천남 및 경남의 내륙과 해안 둥지이다. 가군 

은 가육 간 거리 50m 이내로 6호 이상 웅집된 家量훌훌集體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가군규모가 큰 곳은 집가율이 높은 곳이 되면서， 결국 集村化가 잘 

진전된 지역과 일치하게 된다. 표 4- 7 에 의하면， 경기·전남북-경남북·제 

주도 둥지는 명균 규모 이상의 지역이며， 특히 제주도는 가군 큐모가 75.3 

으로 최대이다. 충남북과 강원도는 명균 이하이며， 륙히 강원도는 20호 미 

만의 面이 64.3%나 된다. 제주도와 천남 내륙지방 및 경기 북부지방은 가군 

과 자연촌락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景觀的으로 

集村의 外觀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지역이다. 가군의 밀도와 규모 

가 함께 낮은 곳은 서산· 당진과 충북 북동부를 포함하는 강원 일대의 散家

地帶로서 가군으로의 웅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서산· 당진 지 

방은 散훌地帶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군의 형성은 극히 미약하나 

자연촌락의 밀도와 규모는 명균적으로 되어 있는 륙이 지역이다. 즉 산가 

상태에서 자연촌락이 규모화된 경우이다. 가군규모가 큰 지역이 집가율과 

가군밀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충남의 예산·청양·공주 둥지는 가군과 

자연촌락 밀도는 높으나 가군과 자연촌락 규모가 적은 훨集村 지역이다. (부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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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偏倚된 경우 

(b) 혈等 分布에 近接한 경우 
Q km 

그림 5- 2 자연촌락의 분포 lo 자연촌락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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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然村짧의 家口規樓 分布

자연촌락과 가군의 규모는 태안반도 지역을 예외로 하면 대체로 유사한 

분포 유형율 보인다. 다만， 자연촌락은 가군에 비해서 규모의 지역적 변이 

가 약간 척은 펀인데， 그것은 자연촌락 규모의 碩向性， 또는 지역척 *영齊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표 4-11 과 표 4-14 에 의하면， 경기· 전남북· 경남 

북·제주도 둥지가 4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자연촌락 지역이며， 륙별히 제주도 

는 112가구로 최대 규모의 지역이다. 강원도는 1970년 40가구 미만의 자연 

촌락 규모의 면이 전체의 51.0%이었던 것이 1985년 73.8%로 증가되었다. 

같은 기간에 충북은 67.6%에서 82.9%로. 충남은 42. 7%에서 69.5%로 증가되 

었으며， 기타의 道에서도 자연촌락의 명균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경기도에 

서만은 40가구 미만의 面數가 약간 감소하였다. 경기 전역과 강원 북부의 

휴전선 근접지대·충남 북부·전북 명야지대·전남 내륙지방 및 해안 도서지 

방·경남북 해안 지방·제주도 둥지가 40호 이상으로 大規樓 地城이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동부·충남 내륙·경남 산청 둥지가 30호 미만의 小規樓 地城
。l 다. 

경기 북동부， 제주도 및 전남 지방은 자연촌락 밀도가 낮은 반면에 규모 
가 크며， 이것은 가군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충북 북동부， 강원지 

방은 자연촌락 밀도가 낮고， 규모도 척은 지 역으로 자연촌락이 充實하게 성 

장하지 못한 지역이다. 반면에 충남 예산·청양·공주·서천 지방은 자연촌락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규모가 척다. 이 지역은 집가율도 80% 미만이 되는 

輝集村 지역이다. 서산·당진 지방은 자연촌락 밀도와 규모가 명균 이상이나 

가욱 분포는 전형적인 산가지대이다. 경기 북부 휴전선 근접지대와 전남 내 

륙 및 제주도를 포함한 해안 도서는 자연촌락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규모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경기 북부는 安保 상의 이유가 전남 해안은 뼈 
村의 형성 동인이 대규모 자연촌락 형성에 작용했다고 본다. 전남 내륙지방 

의 대규모 집촌은 標揮的 集村으로서 그 존재형식의 규명은 우리 나라 집촌 
해명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은 그림 4- 2 의 유 
행 A의 立地 環境과 표 2- 5 에서와 같은 북합적인 集村化의 홉力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홈훌훌휠的인 集村地域을 형성했다고 본다. 제주도와 해안 어촌의 

대규모 자연촌락 지대는 생산양식의 내용은 내륙지방과 다르나 立地環境과 

집촌화의 계기면에서 내륙 산간지대의 표준적 집촌지대와 유사하다고 본다. 

대체로 가군 규모가 큰 지 역 이 자연촌락 규모가 큰 것은 자연촌락이 가군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농가율이 낮아지고 호당 
경지 면적이 적어질수록 자연촌락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도시 近했와 集約
的인 土地利用의 지역에서 인구 유입에 의한 자연촌락의 규모 증대를 시사 
하는 것이다. 자연촌락의 규모 분포는 그럼 5-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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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B 

녕P 

흩흥훌 훌 

M 43.0(가구 SD 20.55 

그림 5- 3 자연촌락의 가구규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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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킹 30.0 미만 

血 30.0-40.0 

觸 40.0-50.0 

뿔 50.0-60.0 

.6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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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 然村落의 훌集度 分布

(1) 家群의 훌集度 分布

集훌훌훌은 가육 분포의 구체적인 양상율 드러낸다는 점에서 촌락형태 파악 

의 직첩척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촌락형태란 단위 촌락의 개념이 아 

닌 임의의 지역법위 내에서 관찰된 순천히 景훌I~률的인 주관적 판멸에 의 

한 것이었다. 본고의 집가율도 산출 과정의 임의성율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가욱의 點分布를 세밀하게 파악한 결과률 천국적인 범위에 

서 面별로 지수화 했다는 점에서 가욱의 법국토적인 훌集·分散 양상율 파악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집가율의 명균은 82.8%, 표준펀차 17.04로 전국적으로 높은 웅집도를 나 

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가율은 50m 이내의 가육 간 거리로 6호 이상으 

로 웅집된 가구수의 전체 가구수에 대한 백분율이므로 집가율 82.8%는 천국 

가구의 약 83%가 6호 이상의 가군으로 웅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도 우리 나라 촌락은 높은 집가현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율 알 수 있다. 표 

4-16 에서 집가율 명균율 보면， 강원도가 60% 미만， 충남이 70% 미만이고， 

나머지 道들은 약 90%의 높은 웅집도률 나타내고 있다. 륙히 제주도는 95% 

의 집가율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집가율 50% 미만의 면이 전체의 36.9%, 

충남은 16.2%이다. 집가율의 분포도는 그림 5- 4 와 같다. 

분포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은 집가율의 분포가 江홈道 내륙 지방 

과 泰安半島를 최저의 집가율 지대로 하고， 내륙 산간지대 및 제주도를 포 

함한 남·동해안을 최고의 집가옳 지대로 하여 漸移的 變化로 나타나고 있다 

는 점이다. 

집가율 50% 이상의 곳을 棄家地帶， 49% 이하률 散家地帶로 하였다. 집가 

지대 중 80% 이상을 密集家， 50-79%를 훌集家 地帶로 하였다. 소백산맥을 

중심한 섬진강 중상류의 호남 내륙지방， 낙동강 서부 지류지역인 영남 서부 

내륙지방 및 금강 상류의 영호남과 충북 접숙부 지방을 핵심지역으로 한 남 

한 대부분이 밀집가지대로써 이 지역에 나타나는 가욱의 웅집 형식이 우리 

나라 村짧 定住의 典型이 된다고 볼 수 있다. 散훌 현상은 강원북부 내륙지 

방과 태안반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강원 북부는 인구 저밀도. 태안반도 

는 고밀도 산가지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密集家지역은 구체적으로 이천， 여주률 핵으로 하는 경기 남부지방. 경기 

북부지방， 욱펀 대부분， 영동 일부를 중심으로 하고 청원·진펀·읍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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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훌훌 
그림 5- 4 집가율 분포 

M 82.8(%) SD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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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에 연숙되는 지역， 남원·순창·탐양·곡성·구혜·승주·화순율 핵심지 

역으로 하는 전남북지역， 금릉 북부， 상주 남부에서 육천·영동에 연숙되는 

경북 북서지역， 의명·함안·창녕·양산·김해·의창·산청·함양·거창·합천의 경 

남 일원과 성주 남부-달성·고령의 경북북부에 연숙되는 지역， 진도·완도·남 

해· 통영·거제·영일·영덕으로 연숙되는 해안 및 도서지역율 률 수 있다. 대 

체로 소백산맥 중 섬진강·낙동강·금강 중·상류 지역의 소하천 계곡 지역이 

최고의 집가율 지역으로 되어 있다. 算集家 지역은 충남과 강원도 산가 지 

대의 주변부와 경기도의 화성· 강화， 전북 부안의 해안과 고창 일부， 전남 

신안 및 경남의 하동·산청·사천의 일부 지역 둥지이다. 집가율은 제주도와 

해안을 예외로 하면 대체로 @남부 內陸 山間地帶 >ø平野地城 >@漸移地

帶 > @ì[ 1훔內陸 및 瑞山· 홈律의 순으로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분포 분석에서 발견된 사실은 첫째， ‘山地-散村， 平野

-集村’이라는 피상적인 관찰 결과에 의한 假說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다. 단순히 ‘산지-명야’의 二分法에 따라서 자연촌락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산지에 있어서도 接近度와 개척 가능성·하천의 규모와 위험지각 

의 정도·各底 명지 및 開析 정도의 차·산지의 기북 정도·농업척 토지 이용 

의 가능성과 내용 둥에 따라서 촌락 형태 형성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예 

컨대， ‘非山非野’의 서산·당진 일대가 散家지대가 되고， 반면에 비교적 험 

준한 산지이나 수전농업이 가능한 딴河平地률 가지고 있는 소백산맥 일대에 

最大의 集家地帶가 형성되었다. 둘째는 명야 지대에 천형적인 집촌이 발달 

할 것이라는 생각에 반해서 내륙 산깐지방에 대표적인 집가지대가 존재한다 

는 점이다. 따라서 최고의 집가율을 나타내는 남부 내륙지방에서 집촌화의 

주요 동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논의 비율·지형 조건·정주의 역사 및 촌 

락 분해의 가능성 동 북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촌락의 형태가 조형된다고 본 

다. 이곳의 집가 계기는 경사가 급한 산지와 비교적 규모가 큰 米作 가능한 

땀河平地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에 背山臨水型의 촌락입지가 실현되면서， 자 

연촌락의 규모와 웅집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축 산지의 투力 

과 경지의 투力이 배산임수 지점에 상승적 영력으로 작용하여 집촌 웅집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산간지대이나 비교척 넓은 땀河平地의 벼농사는 

집촌의 규모증대를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집가율의 漸移的 分

布 현상에서 발견된 사실들이다. 농업 용수가 있어서 수전농업이 가능한 산 

간 계곡이나 산록이 일찌기 농업 생산과 주거 입지로 선호되었다. 동시에 

그러한 곳들은 산업화 시대의 농촌-도시 관련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도시화에 관련된 환경변화에서 은폐되어 집가 쫓樓의 慣性이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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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고 본다. 명야 지대는 농업이 가능한 산간 지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大河川 유역은 홍수에 대한 

위험지각에 따라 治水 技術이 발천된 후에 와서야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 지역의 집가율이 남부 내륙 산지에 비해서 약간 

낮은 것은 지형의 底2ft性， 소규모 分節性 및 도시에의 접근도에 의해서 야 

기된 농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次的 分散의 가능성 둥이 집가 계기률 뼈 

顧케 한 점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 서산·당진 지방 및 강원 내륙 지방의 산 

가 현상은 이 지대의 공간척 隔節性 및 개척의 역사가 짧다는 점과 농업적 

토지 이용의 내용 및 多被한 소규모 지형 분철 둥이 이유가 된 一次的 分散

의 결과로 판단된다. 네째는 남·동해안 뼈村과 제주도 및 휴전선 얼대의 집 

가현상이다. 남·동해안에서 집가율이 높은 것은 뼈村 形成의 계기가 형태적 

으로 표출된 것으로 본다. 집가율은 동해안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남부 내륙 산지의 집가 현상과 유사한 계기에서 된 것으로 본다. 내륙 

밀집촌 지대와 동해안 어촌의 밀집촌은 접근이 어려운 背後 山地가 공통적 

조건이며， 위험지각과 공동소유의 측면에서 불 경우 生훌空間， 측 내륙의 

.경지-물 북합체’와 해안의 해양은 住居 立地률 排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건율 갖는다. 더우기 해양은 가욱 입지의 절대척인 배척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뼈村의 集村化 계기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濟州

道에서 촌락입지가 배후산지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경사 보다는 물의 공급 

가능성으로 본다. 휴천선 일대의 일부 지역에 집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安保 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집가율에 영향율 미치는 조건은 다양하며， 複合的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 조건율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集家의 쫓樓 가 

운데 地形條件에서 결정척인 영향을 받는 錯地寧 및 과 수전농업의 수준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축 경지율과 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집가율이 높게 되는 것이 일반척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천기한 바와 

같이 경지율은 낮지만， 논의 비율이 높은 남부 산지와 해안 지대에 집가 지 

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륙징적인 점이어서， 자연촌락의 가욱 웅집은 

水田農業과의 관련이 큰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가욱 웅집 상의 다른 표현인 家群 당 散家數 분포는 집 가율의 분포와 유사 

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가군 당 산가수가 적율수룩 視률的으로 촌락의 集塊

化가 外觀으로 잘 드러나는 곳으로서 집촌화가 진천된 지역으로 불 수 있 

다. 호남 내륙지방과 영남지방의 서부가 륙별히 가군당 散훌數가 척은 지역 

이다. (부도 7) 집가율과 가군 규모률 결합하여 다읍과 같은 類型化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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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경기와 강원 북부의 일부， 제주도와 남해안 및 영호남의 내륙지방여 

大規樓 密集， 경남 서부 및 기타 밀집가지대의 대부분이 小規.樓 密集 지대 

가 되며， 대규모 算集 地帶는 희소하고， 산가 지대 주변부의 대부분 지대는 

소규모 소집가 지대이다. (표 5- 3) (부도 8) 집가율과 자연촌락 규모률 결합 

한 경우도 위와 유사한 유형이 된다. 경기 전역과 영호남 내륙. 전남 해안과 

제주도 둥지가 대규모 밀집촌， 천남 보성·장홍·강진 일대와 경남 의창과 경 

북 청도· 경산 둥지와 내륙 지방 일부가 소규모 密集村 지대가 된다. 대규모 

輝集村은 거의 없고. 충남 충남부와 충북 북서부 및 경북 북부 일부에 소규 

모 소집촌이 나타난다. 태안반도 해안지방에 대규모 散村이. 내륙에는 소규 

모 散村이 나타난다. 강원도 내륙지방은 대부분이 소규모 산촌지대이다. (표 

5- 4) (부도 9) 

표 5- 3 가군규모와 집가율(단위%，가구) 

집가율 가군규모 

대규모 밀집 

소규모 밀집 

대규모소집 

소규모 소집 

고밀도 산가 

저밀도 산가 

80.0 이상 30.0 이상 

80.0 이상 30.0 미만 

50.0-80.0 30.0 이상 

50.0-80.0 30.0 미 만 

50.0 미만 * 33.6 이상 

50.0 미만 * 33.6 미만 

* 가구밀도 

표 5- 4 자연촌락 규모와 집가율에 의한 촌락형태 유형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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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然村落의 훌集度 分布

1) 자연촌락의 內的 構成에 의한 웅집도 

面 단위에서의 自然村落 당 훌훌훌 명균은 1. 25 이다. 가군수 0.90-1. 49 

의 지역은 가군과 자연촌락이 면단위에서 數的으로 대체로 훌合하는 경우로 

남한 대부분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륙별히 가군과 자연촌락이 거의 1: 1로 

정합하는 지역은 강원 북부·충남 남부·충북 대부분·전남북 접경지대·영남지 

방 둥지이다. 이 지역은 자연촌락이 하나의 가군으로 되어 있는 單塊 集村

으로 형태 상으로 전형적인 集村율 이루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자연촌락이 

2개 이상의 가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複數塊 集村지역은 경기 동북부· 남부와 

강원도 북부， 전남 해안 동지이다. 예외척인 지역으로 태안반도와 강원 대 

부분은 가군 웅집이 자연촌락 수준으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도10) 자 

연촌락 탕 가군수와 집가율율 결합하여 자연촌락의 형태률 유형화하고， 그 

분포 양상을 도시한 것이 그림 5- 5 이다. 대부분 지역은 密集村 地城이며， 

강원 내륙과 태안반도가 散村地뺨가 되고， 그 사이에 漸移地帶로 볼 수 있 

는 算集村地帶가 나타난다. (그림 5- 5) 

2) 自然村짧의 外的 關聯性에 의한 웅집도 

자연촌락은 行政里 설정에 先行하여 연면히 존숙한 定住의 寶在이다. 행 

정리는 자연촌락을 설정의 공간적 혹훌훌훌로 하고， 동시에 행정 管理規模의 適

定性과 便易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획정된 것이다. 따라서， 

행정리의 면제는 자연촌락의 역사성·규모·통합성·기능 및 주민의 의식 동의 

간접적 표출이라고 불 수 있다. 행정리 설정에 관련된 이와같은 조건들을 

감안하면 일정한 면적(面) 내의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는 자연촌락의 상기한 

륙성률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 0.90-1. 49의 지역은 자연촌락과 행정리가 면단위에 

서 수적으로 대체로 정합하는 경우로 보았으며， 경기 남부의 명택· 안성·용 

인·이천 및 김포·고양·포천·가명과 전북 대부분(고창·임실·장수·무안 외)， 

전남의 광산·탐양·곡성·구혜· 화순·승주·광양과 경북 고령， 경남 의창 및 

신안·무안·진도·해남·완도 둥지의 천남 남서해안과 영덕·고성의 동해안 일 

부 지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 중 천북 서부의 대부분， 경기 남부 둥지 

는 ~野 홉作地帶이며， 전남 내륙의 대부분은 山間 답작지대로서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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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촌지대이다. 1 행정리가 약 3개 이상의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은 충남의 당진·예산·보령·청양·공주와 강원 중납부， 충북 북동부와 경북 

북부 지역이다.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는 호당 밭면적·밭비율·임야율·과수원비율 둥이 늘 

어나면 커지고， 집가율·경지율·논비율·인구밀도·자연촌락 규모 퉁이 커지면 

적어진다. 특별히 자연촌락 규모 및 집가율과 관계가 큰 것은 자연촌락의 

규모에 준거해서 행정리가 설정되었으며， 자연촌학과 행정리가 정합하는 지 

역이 집촌 지역임율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5- 6) 

자연촌락 당 가군수와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률 조합하여 자연촌락의 형태 

를 유형화 할 수 있다흥활=自~村落=行政里’형율 賣훨型으로 하였다. 이 

것은 하나의 가군으로 하나의 자연촌락이 되고， 그 자체로 하나의 행정리가 

되는 경우로서 우리 나라 자연촌락 중 가장 표준적인 형태이며 集村化가 가 

장 잘 진전된 경우이다. 가군과 자연촌락이 정합하되， 자연촌락 두 개 이상 

으로 행정리가 되는 ‘가군=자연촌락〈행정리’형을 一般型으로 하였다. 이 경 

우 우리 나라 전체 面의 반 이상이 이 유형에 속하게 된다. (그림 4 -7) 대 

표적인 표준형 지역은 전남 내륙의 곡성·승주·광양·탐양·화순 둥지와 욱구· 

무주· 장수·임실 외의 전라북도 전역 및 경기도의 명택·안성과 경남의 의창 

둥지이다. 표준형의 亞뀔은 경기도의 김포·용인·이천과 전남 해안 동지에 

나타난다. 그 밖에 강원 지구와 태안반도 일대의 散家地帶를 특수형으로 뺀 

나머지 지역이 一般型과 그 아형 지역이 된다. (그럼 5- 7) 표준형의 面名을 

표시 하면 표 5-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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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자연촌락의 면 

(아산) 

(여주) 가남 능서 (명택) 진위 서탄 오성 참불*고양) 송포 (포 
천) 관인 이동 (이천) 백사 모가 (안성) 보개 미양 양성 공도 원곡 
코갚 (김포) 통진 (강화) 내가 
(춘성 ) 신북* (고성 ) 토성 
(영동) 황간 (진천) 촉뾰 백곡 와월 (꾀산) 산라 
(금산) 제원 (논산) 은진 채운 (홍성) 갈산* (당진) 석문* 
탕정 음봉* 둔포 (천원) 입장 
(완주) 용짚 이서 구이 고산 봐울* (진안) 안천 줄할 준켈 (무주) 
보남 (장수) 계내 겐갚 (임실) 신덕 덮친 (남원) 수지 송동 금지 
대강 대산 복절 산동 이백 운봉 동 아영 (순창) 절절 유동 풍산 금 
관 팔덕 (정읍) 북 이명 정우 태인 감곡 울동 칠보 (고창) 핸뢰 갚 
숲 댄갚 훌덤 (부안) 변산 진서 밸갚 갚좌 화좌 줄포 (김제) 줄갚 
붐량 금구 봉남 황산 (옥구) 대야 (익산) 합란 울폭 성당 용안 낭 
산 앞갚 예산 금마 앞효 
(담양) 봉산 고서 남 창명 돼판 무정 용 월갚 대전 (곡성) 오곡 삼기 
석곡 몰좌둠 죽곡 고달 욱과 입 겸 오산 (구례) 갚죄 광의 용방 
(광양) 봉강 진상 진혈 (여천) 화정 (숭주) 송광 외서 낙안 상사 해 
룡 서 (고흥) 풍양 도덕 도화 포두 점암 (화순) 출앞 농주 도곡 도 
앞 와좌 북 동북 남 동 (장홍) 안양 붐갚 (강진) 엄천 (해남) 산 
이 문내 (나주) 문명 금천 남명 (완도) 신지 청산 (진도) 군내 지 
산 
(달성) 현풍 (군위) 효령 (의성) 가음 금성 봉양 단북 (영덕) 강구 
남정 (영일) 청하 동해 (경산) 남산 압량 (금롱) 대항 
(의령) 칠곡 돼와 관융 (함안) 함안 (밀양) 산외 상남 (양산) 정판 
(울주) 웅촌 서생 (김해) 이북 (의창) 북 대산 구산 (고성 ) 월휠 
(사천) 사남 용현 (하통) 진교 (산청) 짚효 (함양) 표랍 좌한 서 
(거창) 막린 남상 납한 (합천) 초계 적중 

표 5- 5 

원
 북
 남
 

강
 충
 충
 
전북 

전남 

‘,.)l::J 
"'ô -::o:r 

경남 

경기 

都
자연촌락규모 40가구 미 만 
집가율 80% 미만 

) 

줄
 * 

(
밑
 

面單位 분석에서 집가율 명균 83% 이상， 가군규모 명균 30가구 이상， 자 

연촌락 규모 평균 43가구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표준적 집촌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보았다. 경기 명택， 전북 익산-김제·부안·정주·남 

원과 전남의 담양·곡성·승주·화순·광양. 경남의 의창 둥지가 이에 해당한 

다. 이상의 표준형 지역은 환경 조건으로 보아서 전남 내륙의 背山臨水型과 

경기 남부의 平野型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배산임수형 지역에서 全南 求

禮都 龍方面， 명야형 지역에서 京짧道 ~澤都 橋城面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환경 특성을 비교하면 표 5- 6 과 같다. 橋城面은 경지율과 논비율이 높은 

명야 논농사 지대이다. 그 동부의 오성들은 전적으로 논농사만 행해지는 곳 

으로， 그림 5-8(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촌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 

은 지형 분절 보다는 논농사 중심의 집촌 형성력과 ·농가-경지’ 거리요인 

및 홍수에 대한 위험지각 둥이 촌락형태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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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龍方面은 경지율 33%로 비교적 산지가 많은 곳이며， 산지는 험준하여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背山臨水의 rr.地에 가욱이 집척하여 전형적인 집촌 

을 형성하였다. 그림 4- 2 에 있어서 A형 입지조건의 대표적인 곳이다. 또 

한 이곳을 비롯한 천남 내륙 산간지대는 산지이면서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논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이러한 地形條件과 훌業홈濟的 조건의 相乘的 작 

용을 통해서 대표적인 密集村 지대률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5- 8 (b)) 

표 5- 6 대표적인 표준형 집촌지역의 환경 조건 

\구분| 면척 행정 자연촌 가군수 인구 경지율 논비율 집카율 
지 역 I (km2 ) 리수 락수 밀도 (%) (%) (%) 

오성 면 I 45.06 50 60 

용방면 I 24.49 14 16 

(a) 명택군 오성면 

81 367.8 67.1 82.9 91.7 

18 143.2 33.0 76.8 95.8 

(b) 구례군 용방면 

Q m 5QO 
V~녁 l 

그림 5- 8 대표적인 표준형 집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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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要約

家群 密度와 自'-'村落 밀도는 양자가 공통적으로 인구 분포에 기초한 것 

이기 때문에 분포 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또한 自生的인 

가군율 기반으로 하여 자연촌락이 형성되었읍율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군과 자연촌락은 대체로 .平野-훌#地훌-A.口密度’가 높은 지역에서 높은 

밀도률 나타낸다. 다만 서산·당진 일대는 인구 밀도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가군의 웅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촌락 밀도가 높은 지역은 서해안 명 

야지역 및 경남의 해안에서 중부 내륙으로 연숙된 지역으로 대체로 錯地寧

과 논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대규모 家群 지역은 경기 북부와 전남북 내륙 접경지대， 남해안과 그 도 

서지역 둥지이다. 가군의 밀도와 규모가 함께 낮은 곳은 서산·당진 지방과 

충북 북동부를 포함하는 강원 일대의 散家地帶이다. 자연촌락은 가군에 비 

해서 규모의 지역적 편차가 적은 연이다. 경기 천역과 강원 북부의 휴전선 

근접 지대·충남 북부·전북 명야지대·천남 내륙지방 및 해안 도서 지방·경남 

북 해안·제주도 둥지가 대규모 자연촌락 지역이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동 

부， 충남 청양·예산·공주·서천과 경남 산청 둥지가 소규모 지역이다. 가군 

과 자연촌락의 규모는 경지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높고， 농가율과 

호당 경지면적이 큰 곳얘서 적다. 

集家率은 가욱분포의 구채적인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촌락형태 파악의 

직접적인 수단이다. 전국 가구의 82.8%가 가군으로 웅집되어 있다. 집가율 

분석에 의하면， 내륙산간지대에 密集家가， 태안반도와 강원북동부 내륙에 

散家가 현저하며， 그 사이에 점이지대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山地-散

村，平野-集村’의 도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옥 웅집에는 地形과 農業짧 

濟의 조건 및 기타 요인들이 복합척으로 작용하였다. 집가율 분포와 관계 

있는 지역 조건은 논비율과 호당 경지면적 등의 요인들이다. 

자연촌락의 形顧는 집가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집가율 자체는 단순히 

祖聲的인 판별만을 가능케 하는 非領城的인 지표이다. 그것이 자연촌락의 

영역 안에서 어떤 양식으로 표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자연촌락의 형태가 

결정된다. 집가율과 자연촌락 당 가군수를 조합하여， 자연촌락율 集村과 散

村으로 유형화 하였다. 강원도와 충남 북서부의 당진·서산 지방율 제외한 

전지 역은 集村 地帶에 포함된다.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는 자연촌락의 規훌·機能·統合度 및 村民홈、훌훌 둥에 

서의 主·客觀的 IE體性의 정도를 반영한다. 자연촌락과 행정리가 훌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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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자연촌락이 규모와 기능 면에서 내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외적으로도 톡자적인 단위로 인정된 경우로 간주된다. 자연촌락과 행 

정리가 정합하는 지역은 경기 남·북부， 전북 명야지대， 전남 내륙 및 남서 

해안 도서지방 둥지이다.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 분포는 집가율 분포와 유사 

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경지율·논비율 둥과 관련이 크다. 륙별히 집가율 

과 자연촌락 규모와의 상관이 큰 것은 이 비율이 자연촌락의 형태 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효한 것임율 나타내는 것이다. 

면 단위에서 자연촌락 당 가군수와 행정리 당 자연촌락수률 결합하여 자 

연촌락의 형태를 유형화 하였다. ‘홍群=自~村짧=行政里’형율 標揮型으로. 

‘가군=자연촌락〈행정리’형을 一般型으로 하였다. 이 경우 전국 면의 21.5% 

가 표준형에. 54.4%가 일반형에 숙한다. 

표준적인 집촌 지역 중에서도 집가율과 가구규모 면에서 대표적인 표준형 

지역으로 경기 남부의 명택· 안성과 전남북 접경의 내륙 산간지대를 룰 수 

있다. 전자는 논을 중심으로 하여 경지율이 높은 명야지역이며， 후자는 산 

간 지대로서 경지율이 낮은 지대이지만 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집촌화 

의 최대 계기는 수전 중심의 농업경제이며， 그에 부수된 조건들의 복합적 

작용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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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6 걷f 훌吉 홈휩톨 

自~村짧은 보면적 분포와 연면한 존숙성에서 한국 村짧定住의 圓型이며， 

理想型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러 한 자연촌락의 實體률 形成· 形顧

및 地城的 廣開를 중심으로 빠明하는 것을 북표로 하였다. 자연촌락의 擔念

을 재검토 하였으며， 集村化의 과정을 중심으로 촌락의 형성조건을 고찰하 

였다. 자연촌락의 正體를 역사척 천개와 공간척 체계 및 기능면에서 확인 

하였으며， 자연촌락의 覆集度와 規樓률 중심으로 한 형태 및 그 유형의 공 

간분포에 관한 륙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자연촌락의 유형분포와 지역조건율 

대조합으로써 ‘形成條件-形顧’ 의 관계를 실제에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 자연촌락은 가욱의 단순한 형태척 集合이 아니라， ~}혹적인 경제단위이 

며. 동시에 촌민의 사회·문화적 삶을 포괄한 小宇밟로서 짧向性을 갖는 존 

재형식으로 국토 공간에 충전되어 있다. 그것은 村民 모틈살이의 기초단위 

로서 그 안에 형태와 기능이 영역적으로 통합된 社會-空間的 단위이며， 판t 

會構成의 숙성을 分子的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촌락사회 최대의 自己完結的

定住單位이다. 

2) 종래의 촌락 연구는 촌락을 관념적으로， 上部構造 중심으로 인식하려는 

이념적 偏向이 있어서 문화적 조건들의 영향력이 과장되었으며， 그것은 동 

촉촌락의 훌相이 왜곡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고에서 集村化의 계 

기는 ‘사회경제적 조건-촌락공동체-촌락형태’의 관련 機휩l를 통해서 구체적 

인 촌락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짧田훌業릅 주축으로 하는 사회경 

제척 조건은 촌학공동체의 계기를 매개로 하여 촌락형태를 조형하는 주된 

영력이며， 따라서 早田農業에서 水田農業으로， 조방적 농업에서 집약적 농 

업으로의 변화는 집촌화 최대의 계기륨 부여하였다. 分散交錯團를 내포한 

一團의 ‘경지-물 북합체’ 라는 물적 토대와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 

전농업의 경영 특성과 농업경영에 관련된 사회·문화척 慣行들 및 ‘지주-소 

작인’이라는 生흩關係에 묶인 小農民의 존재 둥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촌락공동체는 촌락형태 조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3) 조선시대 이후 수전농업 중심의 生훌力 증대에 의해서 성장한 자연촌락 

은 立地의 慣性이 동요되지 않고=~的 분산이 미약한 상태에서 空洞化

와 備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자연촌락은 횡적으로는 범국토적으로 관철된 

村짧共同體 계기의 공간적 표출이며， 종적으로는 최상위의 自己完結的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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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로 존재하면서， 역사척으로는 행정적 지배의 솟端部로서 국가의지와 

촌민의지의 括抗톨홉係 숙에서 존숙하였다. 촌락사회의 기능률은 대부분 자연 

촌락을 영역척 단위로 하여 量톨的으로 누척되었다. 륙히 두랜 훌:隔쫓 둥 
은 자연촌락의 영역 내에서 상호 연계척으로 발생되고， 존숙한 관행들로서 

자연촌락 단위의 주요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확인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4) 자연촌락은 대체로 地形의 分節單位로 입지하여， 이후 촌락의 영역과 
형태 형성의 端힘률 이루었으며산지-촌락-경지·물북합체’ 사이의 투·引 

力의 균형 내지 접합 지점에 소위 背山臨水형의 입지가 실현되고， 그곳에 

가욱이 集賣함으로써 住훤空閒관 生훌훌空閒의 분런가 이룬어 1 지면서 집촌화 

가 촉진되었다. 이와같이 자연조건에 규정된 자연촌락의 立地와 領城化 과 

정의 硬直性은 촌락 배열에 있어서의 공간이론적 합리성을 왜곡하는 조건으 

로 되어서 자연촌락의 불균등 분포률 야기하였다. 

5) 본고에서 주펀 분석 대상이 된 것은 자연촌락의 形顧이다. 여기서 형태 

란 가옥의 훌集規훌와 훌集度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家群의 평균규모는 

30가구이다. 자연촌락은 대체로 하나의 청§群으로 구성되며， 약 100戶를 上

限으로 하고. 50호 명균에 근접하는 변화를 보여 왔다. 集家짧은 가욱의 웅 

집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촌락의 형태를 구체척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집가율 평균은 82.8% 이며. 그것은 전국 가구의 약 80% 이상이 

6호 이상의 가군으로 웅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가율을 자연촌락 

의 영역 내 현상으로 파악하여 자연촌락의 형태를 集村과 散村으로 유형화 

하였다. 본고에서 集村· 散村은 종래의 개념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축 ‘集 · 

散-’은 가욱의 웅집 정도률 뭇하는 것이며， ‘-村’은 자연촌학의 뭇으로 영 

역화된 樓能 統一꿇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주단위의 의미이다. 우리 

나라의 散村은 형태적으로 散家이나， 기능적으로는 集村과 다름 없는 강한 

웅집력율 가지는 단위 촌락으로서 西歐의 경우에서 처럼 개별 가욱의 독립 

적인 散居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편 面 단위에서 자연촌락과 행정리의 數的

인 整合度로써 자연촌락의 主· 客觀的 1E體性의 정도률 알아보고자 하였다. 

명균적으로 두 개의 자연촌락으로 하나의 행정리가 구성된다. 자연촌락이 

한 개의 가군으로 되고， 자체로 하나의 행정리률 이루는 경우를 우리 나라 

의 훌훨型 集村으로 보았다. 

6) 자연촌락의 密度는 경지율·논비율· 인구밀톤」둠의윷은 전해안 명야지대 

및 경남의 했뾰요줌;풀←，l::U륜유론죠편될 ÃU염헨전훨만. 이것은 자연촌락 
의 형성과 분포가 生흩力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읍율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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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 일대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자연촌락 밀도에 비해서 가군 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이다. 자연촌락의 규모는 가군에 비해서 지역차가 적은데， 

그것은 자연촌락의 형성과정에서 규모의 혈齊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자연촌락의 규모는 대체로 경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크지만， 전남북 내륙과 

경남 동부 산간지대 및 대도시 근교지대， 남·동해안 및 휴전선 일대는 예외 

척으로 큰 규모의 자연촌락이 나타난다. 자연촌락의 훌集度 분포는 規훌에 

비해서 지역척 면차가 크다. 푹 집가율 분포에 의하면 내륙 산칸 지대에 集

家가， 태안반도와 강원 북동부 내륙에 散훌가 현져하며， 그 사이에 漸移地

帶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山地-散村，~野-集村’이라는 단순한 도식 

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산지의 경우에도 지형 조건·토지 이용의 내용:캔-척 

의 자능성 및 定홉의 역사 둥에 의해서 집가율은 다양하게 나탄난단. 예컨 

대 최고의 집가지대인 섬진강 중상류의 전남·북 내륙지방은 산간지대이면서 

水田의 適地가 되는 뻐河 ~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촌락과 행정리 

가 정합하는 지역은 자연촌락이 규모·웅집도·통합성의 면에서 표준적인 수 

준으로 성장한 곳으로 보았다. 가군과 자연촌락 및 자연촌락과 행정리의 청 

합이 잘 이루어진 경기남부와 전북 명야지대 및 전남·북 내륙산지률 홈훌혹훌 

型 集村地帶로 보았다. 이와같은 자연촌락의 분포 륙성에서 볼 때 자연촌락 

유형분포의 지역차는 문화역사적-정치적·주민의식적인 측면의 조건 보다는 

자연적·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점은 

자연촌락 형성조건의 설명에도 유용한 근거로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연촌락의 小規模性· 강한 癡集性· 시 간적 톨常性과 공간적 遍在性 및 가 

욱 웅집형태의 불규칙성과 點的 존재로서의 자연촌락 분포의 불균동성 둥은 

자연촌락의 발생과 성장에 있어서의 在地性· 自生性· 自足性 동 內因的·實際

的 조건틀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연촌락의 形願 形成에 있어서 지방행정 制 -

度나 地方分權的 봉건제 및 재지 권력충 동 外因的·形式的 조건들의 영향이 

없었거나， 적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자연촌락은 확고한 正體를 가지고 존속하는 村짧定住의 基

本型이다. 가욱의 웅집도 분석결과에 의해서 드러난 한국 촌락형태의 전형 

은 고도의 密集村이다. 형태 형성은 자연척(지형적) 조건 및 그것에 기반한 

農業짧濟的 조건이 결정적 요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만 형태 유형의 지역 

척 면차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연촌락은 지역적인 형태차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회-문화적 웅집력을 가지고 있음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 

라서 가옥의 癡集·分散만으로 형태를 논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집촌화의 

계기는 범국토척으로 관철되어 있으나， 단지 계기의 형태표출 정도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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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한국의 散村은 서구객 개념의 散居(dispersed

settlement)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散村j은 형탠적 
으로는 산가이나 기능적으로는 자연촌락의 영역 안에 결속된 정주단위로 존 

재한다."'* 
본 연구는 면 단위 자료률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자연촌락들 

의 고유성과 자연촌락의 내부구조 및 조칙에 관한 미시적인 분석이 간과되 

었으며， 따라서 자연촌락 내의 소규모 훌활의 위상율 기능척， 형태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또한 자연촌락율 靜顧的으로 붐으로써 도시화 시대에 

있어서 자연촌락의 기능적， 형태적 변화률 파악하는데 부촉함이 있었으며， 

형태 및 그 형성력으로서의 물질적 기초률 강조함으로써 사회-문화척 조건 

들이 소훌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는 바， 이러한 미비점들은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달리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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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 & 

壘짧뽑 M 33.6(/km2 ) SD 9.7 

부도 l 가구밀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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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없 

ε크 23.9 미만 

血 23.9-33.6 

購 33.6-43.3 

뿔 43.3-53.0 

• 53.0 이상 

드그 시·읍 



연집 

" 

토검 0.73 미만 

細 0.73-0.98 

睡 0.98-1.낌 

體 1. 23-1. 48 

壘훌홈。 M 0.98(/km2 ) SD 0.25 

11 1. 48 이상 

[그 시·읍 

부도 2 가군밀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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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홉 & 

靈훌웠。 M 0.48(/km2 ) SD 0.14 

부도 3 행정리 밀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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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혐 

늘크 0.34 미만 

때 0.34-0.48 

睡 0.48-0.62 

뿔 0.62-0.76 

111 0.76 이상 

D 시·읍 



핵휩 

0) 1톨 

@廳뼈 

@睡짧 

@ffi매 

@돈김 

@~깅 

(l) D 
집가율 가군밀도 

* 

80.0 이상 0.98 이상 
80.0 이상 0.98 미만 
50.0-80.0 0.98 이상 
50.0-80.0 0.98 미 만 
50.0 미만 33.6 이상* 
50.0 미만 33.6 미만* 

*가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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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f • 
@고밀도 밀집촌 
@저밀도 밀집촌 
@고밀도소집촌 
@저밀도소집촌 
@고밀도산 촌 
@저밀도산 촌 
@시·읍 

부도 5 집가율과 자연촌락밀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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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8 

Cù. 
@睡觀

@뚫륨휠 

@lIIIlll 

@~김 

I@~낌 

@도〕 

집가율 자연촌락밀도 

80.0 이상 0.83 이상 
80.0 이상 0.83 이하 
50.0-80.0 0.83 이 상 
50.0-80.0 0.83 이 하 
50.0 미만 33.6 이상* 
50.0 미만 33.6 미만* 

*가구밀도 



, 

~ . 
M 29.89(가구 SD 16.95 

부도 6 가군의 가구규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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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F 

血머 20.0 미만 

觸 20.0-30.0 

뿔 30.0-40.0 

톨훌 40.0 이상 

D 시·읍 



연겁 

~ 

, 

M 7.68( 개) SD 21. 59 

때
 담
 

M 

까
 생
 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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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시
 

훌
훌
農
 
뿔
 m빼
 텀
 
[] 

4야 훌 

부도 7 가군당 산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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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훌， • @대규모 밀집 
@소큐모 밀집 
@대규모소집 
@소큐모소집 
@고밀도산가 
@저밀도 산가 
@시 읍 

부도 8 집가율과 가군규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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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검 

@톨흩 

@ 關觸

!@ 廣醒

@ 血머 

@ 투코 

@~ 

(7) D 

집가율 가군규모 

80.0 이상 30.0 이상 
80.0 이상 30.0 미만 
50.0-80.0 30.0 이 상 
50.0-80.0 30.0 미 만 
50.0 미만 33.6 이상* 
50.0 미만 33.6 미만* 

* 가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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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m 

@둠글 

@양경 

(7) D 

~ 

* 

자연촌락큐모 

80.0 이상 
80.0 이상 
50.0-80.0 
50.0-80.0 
50.0 미만 
50.0 미만 

43.0 이상 
43.0 미만 
43.0 이상 
43.0 미만 
43.0 이상 
4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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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율과 자연촌락규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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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도 



.p 

鷹캘짧 M 1. 24(개 SD 0.42 

부도 10 자연촌락당 가군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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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없 

ε급 0.50 미만 

血 0.50-0.90 

톨 0.90-1. 25 

뿔 1. 25-1. 50 

뚫畢 1.50- 이상 

[그시 읍 



부 록 1 _ 훗f국족:;;.약연콘든락 연 7 를 우1 훗! 

설문조사 

-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에서 우리 나라의 시골 

마을(동네)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삶의 오랜 터전인 마을은 

요즈음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커지면서 크게 변화되고 있읍니다. 본 

연구는 마을의 모습과 그것이 지방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뀌하께서 거주하시고 계신 지방은 집의 흩어짐이 심한 곳으로써 

퀴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에 퀴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반드시 연구 목적에만 쓰겠읍니다. 웅답해 주심에 한사드리 

오며，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명강과 발전 있으시길 법니다. 

1991년 4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정 진원 드림 

* 가능하시면 세대주가 되시는 학생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께서 웅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밖에 마을에 오래 거주하신 어른이시면 됩니 

다. 

1.귀하(웅답하시는 분)의 인척 사항에 관하여 여줍겠읍니다. 

1) 성명 ) . 성별 (남·여) . 연령 ( 세) 

2) 본적 ( 도.륙멸시.직할시) 

현주소 ( 군 면 리 번지 마을·동네·골) 

3) 현거주지 거주연수 ( 년) 

이 마을에 몇 대째 살고 계십니까? ( 대) 

4) 마을 안에 친인척은 몇 집이나 계십니까? ( 집) 

5) 귀하께서 사시고 계신 가옥은 몇년 전 쯤 건축되었읍니까? (약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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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생업과 소유농지에 대하여 여좁겠읍니다. 

1) 귀하의 생업은? 해당란에 0표 하여 주십시오. 기타의 경우 내용율 적 

어 주십시오. 

농업( ), 북축업( ), 농업·묵축 겸업( ), 기타( 

2) 논의 필지수 ( 개 ) 논 면적 ( 명 ) 

밭의 필지수 ( 개) 밭 면적 ( 명) 

임야 필지수 ( 개) 임야면적 ( 명) 

3. 귀하의 마을에 대한 생각을 여줍겠읍니다. 

1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마을(동네)’이라 하면 대체로 다음 어느 

범위에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0표 하여 주십시오. 

반( ) 자연부락( ) 행정리( ) 법정리( ) 면( ) 

2) ‘우리 마을’로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 것 다섯 가지만 골라 ( )안에 0표 하여 주십시오. 

농사를 지으실 때 두레·품앗이 및 기타 일을 같이 하기 때문( ) 마을이 공 

동논·밭·산 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수리(물)계·산림계 동을 같이 하기 

때문 ( ) 

혼계· 상포계· 기타 친목계 동을 같이 하기 때문( )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돕기 때문( ) 읍식 나누기·물건 빌리기를 같이 하기 때문( ) 딩등?블을 

사용하기 때문( )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잘 알기 때문( ) 

같은 문중이기 때문 ( ) 마을제사· 마을굿이나 놀이률 같이 하기 때문( ) 

멸 이유 없이 마음 속에 그렇게 느껴짐( ) 전부터 그렇게 되어 내려 왔기 

때문( ) 

4-H. 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을 같이 하기 때문( ) 농협·예비군·새마율 금 

고동을함께하기때문( ) 

3) 귀하께서 사시고 계신 지방은 가욱률이 많이 흩어져 있읍니다. 그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만 척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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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옥이 흩어져 있어서 표뢰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D( 
@( 

가욱이 흩어져 있어서 불뢰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D( 
@( 

5) 마율의 범위 

다음 장의 지도에는 귀하의 가욱이 검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읍니다. 귀하 

의 가욱위에 X 표 하신 후에， ‘우리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범위률 선으 

로 둘러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범위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귀 

하의 생각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귀하의 가욱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찾 

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선 귀하의 마율율 찾으신 후， 대략적인 곳에 x표 

하시고 마을의 범위를 그려 주십시오. ) 

* 웅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표는 학생 변에 학교 담임 선생님께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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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1-연를든릎1의 형1:.11 변효쥬=오-l- ~l 역 

득릎느흔1 년효--;-으J 결J-훗:!-훈훈켜I 춘흔츠콰 

형태변수 지역조건변수 

A 자연촌락당 가군수 a 경지율 

B 행정리당 자연촌락수 b 임야율 

C 법정리당 행정리수 c 논비율(1경지) 

D 법정리당 자연촌락수 d 밭비율(1경지) 

E 가군규모 e 인구밀도(85년) 

F 자연촌락규모 f 가구밀도 

G 행정리규모 g 농가율 

H 가군밀도 h 호당 경지면적 

I 자연촌락밀도 i 호당 논면적 

J 집가율 j 호당 밭면적 

K 가군당 산가수 k 논비율(1천면적) 

L 가욱간 거리 1 밭비율(1전면적) 

표.1 형태변수·지역조건변수 집단내 변수간 상관관계 행렬 

a b c d e f g h J k 

A ---- -.94** .42** -.43** .76** .75** .05 .18** .51** -.24':<* . 93:~:~ .65싸'::Ia 

B -.48** ---- -.41** .42** -.71** -.71** -.03 -.18** -.50** .23** -.90** -.58**lb 
C .11** -.39** ---- -.98** .33** .34** .15** -.11** . 71** -.74** . 64:~::: -. 26::0 :: I c 
D -.36** .55** .48** ---- -.33** -.34** -.15** .10** -.69** . 76** -. 64'~::c . 26)::~:ld 
E -.09** -.31** .10** .19** ---- .98** -.25** -.34** .05** -.44** 70)~::: .52::::::le 
F .44** -.50** .13** -.36** .69** ---- -.26** -.36** .04 -.46** .69:::::: . 51::0 ::1 f 
G .04 .28** -.21** .07 .51** .60** ---- .50** .44** .20** 07* -.01 
H . 35** -. 23** .33** .04 -.09* .04 -.15** 一--- .57** .67** .14::::~ . 18:~:~ 

-.25** .10** .21** .26** -.02 -.22** -.15** .76** ---- -. 21*:lC . 65:::::: -. 05:~::c i I 
J . 33** -. 48** .11** -.33** 45** .28** -.03 .27** .05 ---- -. 41::c* .25::c::c jl 
K -.34** .18** -.05 .11** -.16** -.04 .09** -.24** -.01 -.69** ---- .35:::* kl 
L .02 .07* -.09* .00 -.39** -.40** -.36** .09* .11** .00 -.09::c::c 

A B C D E F G H J K L 
~ 

** significant at .001 * significant a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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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형태변수군과 지역조건변수군 간의 변수별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J K L 

al .10** -.30** .32** -.05 .14** .17** -.06 .77** .70** .15** -.02 . 09:~ 
bl-.ll** .28** -.31** .04 -.15** -.18** .04 -.71** -.66** -.15** .03 -. 11:~:!C 

c .04 -.36** .19** -.17** .06 -.03 -.34** .40** .40** .35** -.12** .20::0:C 

dl-.04 .34** -.17** .17** -.08* .01 .29** -.39** -.39** -.37** . 13:.'(* -. 20:.'(* 
el .06 -.32** .32** -.05 .26** .25** -.02 .67** .64** .21** -.04 -. 09*)~ 
fl .10** -.34** .31** -.07* .50** .50** .23** .69** .64** .26** -.05 -.27** 

-.01 -.08* -.09** -.41** .47** -.55** .03 .07* -.02 -.01 . 48)~* gh - O6 
-.05 . 19** -. 11 ** .05 -.46** -.43** -.31** -.05 -.04 -.30** .08)!c . 53*:!c 

l .04 -.19** .12** -.09** -.27** -.31** -.48** .32** .31** .11** -.05 .53** 
jl-.09** . 38** -. 22** .14** -.32** -.25** .03 - . 35** -. 32** -. 46** . 15)!c:.'( .16):0:( 
kl .08* -.33** .36** -.04 .12** .10** -.17** .73** .65** .19** -.05 . 13l !c l!c 

.12** -.10** .10** -.04 .10** .22** .17** .48** .43** -.01 .06 -.06 
ml-.02 .11** -.12** -.01 .10** .10** .27** -.07* 一 .05 .05 -.04 -.03 
nl .09* -.32** .31** -.06 .46** .47** .22** .69** .64** .22** -.02 -.09'!c)!c 

** significant at .001 * significant at .01 

표.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자연촌락 밀도 

자연촌락규모 

집가율 

가군/자연촌락 

자연촌락/행정리 

正의 상관 

가군밀도(.76) 경지율(.70) 논/전면 
적 (.65) 인구밀도(.64) 밭/전면적(. 
43) 논/경지 (.4이 호당 논면적 (.31 ) 
가옥 간 거리 (.11 ) 자연촌락/행정리 
(. 10) 
가군규모(.69) 행정리 규모(.60) 가 
구밀도(.5이 가군/자연촌락(.44 ) 집 
가율(.28) 인구밀도(.25) 밭/전면적 
(.22) 
가군규모(.45) 논/경지 (.35) 가군/ 
자연촌락(.33) 자연촌락 규모(.28) 
가군밀도(.27) 인구밀도(.22) 호당 
논면척 (.11 ) 
자연촌락 규모(.44) 가군밀도(.35) 
집가율(.33) 밭/전면적 (.12) 경지율 
(.10) 가구밀도(.10) 
호당 밭면적 (.38) 밭/경지 (.34) 행 
정리 규모(.28) 임야율(.28) 호당 
경지면적 (.19) 과수원 비율(.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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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상관계수 

負의 상관 

임야율(.66) 밭/경지 (.39 ) 호당 밭면적 (.32) 
가군/자연촌락(.25) 자연촌락 규모(.22) 

자연촌락/행정리 (.50) 농가율(.47) 호당 경지 
면적 (.43) 가욱 간 거리 (.40 ) 호당 논면적 (.3 
1) 호당 밭면적 (.25) 자연촌락 밀도(.22) 임 
야율(.18) 
가군당 산가수(.69 ) 자연촌락/행정리 (.48) 호 
당 밭면적 (.46) 밭/경지 (.37) 호당 경지면적 
(.30) 임야율(. 15) 

자연촌락/행정리 (.48) 가군당 산가수(.34 ) 자 
연촌락 밀도(.25) 임야율(.11) 

자연촌락 규모(.50) 집가율(.48) 가군/자연촌 
락(.48) 논/경지 (.36) 가구밀도(.34) 논/전면 
척 (.33) 인구밀도(.32) 가군규모(.31 ) 가군밀 
도(.23) 호당 논면척 (.19 ) 밭/전면적 (.10 ) 



Abstra.ct 

A Study on the Natural Village of Korea 

Its Formation and Form 

Jinwon J∞ng 

까l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ntity of natural viillage with a 

focus on its formation, form , and spatial distribution. Natural 

vi llage is a prototype of rural settle많nt in that it is ubiquitously 

distributed all across the nation, and can be viewed as an ideal form 

in that i t has existed continuously .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natural village is identified and formative conditions of village form 

are discussed centering on the nucleated village. The units of natural 

vi llage are also identi fied in terms of historical evolution 뻐d 

spatial system and function, and the form, types , and spatial 

distribution of vi llages are examined. And this study also trie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ve conditions and form by 

contrasting the distribution of types of natural village and regional 

setting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ed up as follows 

1) Natural village is a basic socioterritorial unit of the 

vi 1 1 agers , where it has a unique principle of formation and form of 

existence as a uni fied organization. so i t is the hi빼est 

self-completing settlement unit of villages that shares the 

constituting atttributes of society to a 뻐rcel. Natural village is 

not a simple a닮regation of houses , but is rather a 

sel f-sufficient uni t of economy and a microcosmic being at once 

ditributed nationwide, compre-hending the general life of villagers 

and having an independent m여.e of existence. 

2) Nucleated village is recognized as a spatial 뼈nifestation of 

specific village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 때lysical basis -

agricultural economy - soci∞conomic conditions - village co血삐ity -

village form" which are incurred from co血unality， demographic 

factors , and topogra뼈ical conditions. 까le soci∞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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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paddyfield farming become principal constituting factors 

of vil1age form with the village co血unity as an intermediary. The 

ch하~es from a dry field farming to a paddyfield f없'1Ding and f rom 뻐 

expensive farming to an intensive farming provid어 a most influential 

momentum of nucleated villages. 

3) Natural vi l1age which has develo야d due to the productivity 

growth based on the paddyfield famring since the Choseon Era is 

considered not to have been agitated of its locational inertia and 

seems to be in the process of being hollowed out or dis뻐ntled with 

its secondary dispersal insignificant. Natural village has been, 

horizontally, a spatial expression of the village co血뻐ity 

represented al1 across the nation, and has existed, vertically, as a 

forefront of administrative control within the relation of the 

nation and the vi llagers. 뻐1y of the functions of rural settlement 

were cumulated with the natural village as its territorial unit. 

4) Natural village was the origin of the formation of village 

territoryand form mostly located as a topographical unit , and thereby 

so-called the "back mountains , front water‘" location was represented , 

where residential and production space were seperated as the houses 

were concentrated, and the nucleated village was concurrently 

e자:>ed i ted. 

5) The form of natural villages in this study is most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nucleation degree and the size of villages. Natural 

village consists of an individual housing cluster, where it has 100 

households as its 뻐ximum and tends to have, on the average, more or 

less 50 househ이 ds. The nucleation degree of houses is an index 

representing the density of houses , and is a means of exposing the 

form of villages in more detail. 까le mean of nucleation degree of 

houses is 82. 8%. which reveals that over 80% of the nationaI 

households are concentrated wi th no less than 6 households 

Understanding the nucleation degree of houses to be the 마enomenon 

wi thin the terri tory of natural vi llage, the form of natural 

vi llage is di vided into the nucleated house vi llage and the 

dispersed house villag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nucl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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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village 하넙 dispersed house village are used 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radi tiα떠 nucleated village and dispersed 

vi llage. Nucleated and dispersed houses me하1 just the concentration 

of houses. wh i1e vi llage means the natural vi1 1age. 

6) π1e density of natural village is hi양1 in the Westcoastal plains 

and the ∞ntinu려 areas f rom the coas t of Ky∞ngnam to the inlands of 

Mid regions where the ratio of cultivated land and paddyfield 없d 

population density are hi방1. 까1is reflects a close relation of the 

form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natural village with productivity. 

까1e size of natural village is mostly large in the regions with hi빼 

ratio of cultivated land, but the inlands of 다101an때. bukdo, the 

mountaneous regions of Eastern Kyeongnam. the suburbs of large ci ties , 

the Southeastern coast and the area near the Truce Line are 

exclusively large in size. 1n view of the distribution of nucleation 

degree, nucleated houses are shown in the inland mountaneous regions 

and dispersed houses are remarkable in Ta잃매하1do 뻐d Northeastern 

Kangwon, between which mixed regions are presented. From this 

observations, the simple diagram "mountan∞'us tegions - dispersed 

village, plains - nucleated village" n않ds to be reexamined. 1n the 

case of mωntaneous regions as well , the nucleation degree of houses 

varies in accordance wi th topographical condi tions , mode of land use , 

and the reclamation potential of land and the like. 

1n conclusion Korean natural vi llag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small size, compact nucleation, spatial uneven-distributed 

omnipresence and temp아‘al continuity. Such landscapes of Korean 

natural vi llages reflect that Korean vi llages have generated and 

deve 1 oped i n ground 0 f more s∞io-economic condi tions as genetic 

spontanei ty and functional sel f-sufficiency in knotty terrain than 

politico-cultural conditions as local administrative or feudal system 

and clan integration. 

Keywords natural village, village formation, village form, 

nucleated house village, pattern distribution, 

regional stπ，cture of rural set t1 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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