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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담장’등록문화재의활용방안연구
정읍상학마을‘다무락01’이들려주는이야기를중심으로

국문초록

최근등록문화재로등록된옛담장의사례는기존의‘점’단위의개별건축물에서‘면’단위의마을까지문화재의범

주를확대시켰다는의미를갖고있다. 또한급속한사회변동에따라주거양식이변화하는상황속에서농·어촌의전통적

경관의훼손과멸실을방지하고자추진된의미있는정책이라할수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옛담장이갖고있는문화

적요소를도출하고구술조사를통하여그의미와상징체계를분석하였다. 

전통문화의문화적자원을문화콘텐츠화하려는노력이요즘다양한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지만기존의연구들은너

무미학적인측면만강조하거나건축적인해석이주를이루고있다. 특히본고의연구대상인옛담장의경우는단순히관

광코스로소개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구술조사를토대로이야기를구성하고관광객이함께공유할수있는창조

적인접근이필요하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의 원형과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의 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등을매체에결합하는새로운문화의창조과정이다. 본고에서는근현대생활문화공간복원과문화콘텐츠의발굴

과 관련하여 상학리 돌담장을 조사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의가능성을고찰하여보다독창적인관광자원화방안을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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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기가 원래 제주도 작은집이여. 돌이 많다 이거

여”, “학터라학이못날라가게꽉붙들어놓아야한다

고 돌로”, “돌담이 재산이여, 다무락이 천년쟁이지”라

는담장에대한촌로들의증언을들어보면담장이형태

적특징과기능적요소이외에도삶과역사, 그리고문

화가투영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담장의문화

적요소를문화재적가치로파악하여등록문화재로등

록을추진한문화재정책방향은귀감이될만하다. 

최근문화재청은영·호남지역을중심으로 18개소

의‘옛담장’을등록문화재로등록하였다<표 2>. 담장

은전문장인이아니라마을주민들스스로가세대를

이어가며만든것으로, 우리민족의미적감각과향토

적서정성이고스란히담겨있는문화유산이라는점을

중시해문화재등록을추진한것으로판단된다. 등록문

화재는우리나라역사상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

근대기의문화유산이급격한산업화·도시화에의하여

체계적인조사나가치평가없이점차멸실·훼손되어

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기존의지정제도를보완하

여등록한문화재이다. 본고에서소개할담장처럼문화

재의범주는점차자연에서인문환경의결과물까지확

대되어지고있다.

세계가급속도로‘글로벌시대’에돌입하고있음에

도불구하고각각의사회는여전히전통문화를중요시

하고있다. 그것의가장중요한이유로전통문화의계

승·발전을통한자국의정체성확보를들수도있지만

무엇보다‘문화가곧산업이된다’는인식이자리잡았

기때문이다. 이러한추세에맞추어한국도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

연구하는것은물론첨단기술을적용하여다양한장르

로재창조하고대중적으로확산시키는등문화를상품

으로개발하려는작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문화

산업의가장큰영역중의하나는문화콘텐츠를꼽을수

있다. 일례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의창작기반조성과경

쟁력향상을위해매년문화원형창작소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테면 근현대 생활문화 공간 창작

소재개발이있는데, 이사업은근현대의대표적공간

이었으나현재는사라졌거나곧사라질가능성이있는

대상과그속의생활문화를발굴, 개발하고자하는것

이다. 특히최근역사나전통문화를소재로한문화콘

텐츠산업의연속적인성공으로인해창작의독창적소

재로서의문화원형에대한재조명이이루어지고있기

도하다.

문화콘텐츠란곧문화의원형또는문화적요소를

발굴하고그속에담긴의미와가치를찾아내어그것의

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등을매체에결합하는새로운

문화의창조과정이다. 실제로문화콘텐츠는다양한사

회구성원들사이에문화가어떻게서로다르게이해되

고, 그러한이해가어떠한실천을통해복원과재현이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심승구, 2005:

65~76). 그러나이과정에서자칫인기있는소재만발

굴하게될가능성이커지고, 발굴한소재접근에있어

서도미학적가치, 기능적가치등에치우쳐실제지역

민들과 문화콘텐츠 소재와의‘소통’과 관련한 해석이

미흡하게이루어지는우려를안고있다.이러한일련의

문화산업정책은문화응용의한분야라할수있는데,

좀더면밀한검토와전략을보완한다면전통문화의잠

재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문화콘텐츠를통한문화산업의육성은전통문화

유산의활용방안과직결되며문화재지정및연구를수

반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상학마을옛담장이가지고있는문

화적인잠재요소를발굴하고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

련하고자하는고민에서출발하여다음과같은세가지

목적을수행하고자한다. 먼저등록문화재로등록된옛

담장현황과상학리옛담장의구조적인특징을검토하

053 Lee, Min Seok ‘옛담장’등록문화재의활용방안연구

01‘다무락’은상학마을주민들이‘담‘을지칭하는방언으로, 사전적 의미는집의 둘레나 일정공간을둘러막기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쌓아 올린 것이다. 본고에서는글의 전개
를위하여‘다무락’또는‘담장’이란 명칭을혼용하고자 한다. 다무락을부제로삼은이유는‘다무락’이‘담장’보다는전통적·문화적 측면을강하게 반영하는명칭이라고 생각
되기때문이다.



고자한다. 둘째정읍상학마을옛담장에내재되어있

는다양한문화적요소를도출하고지역민의기억, 즉

구술조사를통해서옛담장에투영된의미를재해석해

보고자한다. 셋째이러한과정을통하여옛담장에대

한문화콘텐츠화의가능성과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활

용방안을모색할것이다. 이를위해담장의형태적·기

능적·공간적 특성에 대해서는 건축고고학적인 방법

을, 그리고내재된문화적속성에대해서는인류학적인

연구방법을병행하여살펴볼것이다. 

구술조사는주민들의생애사적경험을보다포괄적

으로이해하기위해질적연구중심층면접을 1~3회에

걸쳐 실시했다. 사전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준비한질문지를바탕으로조사하였고최대로유연한

접근방법을통해라포(Rapport)를형성한뒤, 개방적인

대화를수행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주로 마을회관에서 집단 인터뷰하거나 혹은

주요정보제공자들의집에서개별면담을하기도했다.

주요정보제공자는<표 1>과같다. 

등록문화재‘정읍상학마을옛담장’

1. 상학마을의자연·인문학적환경

상학마을은전라북도정읍시덕천면상학리에위치

하고있다. 상학마을은두승산동북쪽기슭에자리잡

고있다. 지금과같이도로망이형성되기전에는정읍

과 부안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한번쯤쉬고가야했던치재고개의아래에위치한다

<사진 1·2>. 

덕천면은 본래 고부군 우덕면과 달천면 구역인데,

1914년두면을합하여덕천면이라하고정읍군에편입

하였다. 1981년에정주읍이정주시로승격되고시세를

확장시키면서다섯개리(里)인상학, 하학, 우덕, 신월,

달천이남게되었다. 덕천면은동학농민혁명의발상지

로서평야지대와산간지대가고루분포하며축산위주

의영농이이루어지고있다. 상학마을에는현재총 40

세대가거주하고있으며 100여명정도되는인구가살

고있다. 정읍에서부안으로나있는지방도에서마을

로들어서는소로에는마을의수구맥이역할을하는 2

개의입석(立石)이도로변에서있다<사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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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정보제공자

사례 이름
(가명) 성별 나이 결혼전거주지

(현행정구역기준)

A 김민순 여 66세 전북정읍시이평면 21세

B 김귀례 여 81세 전북 김제시 17세

C 최복순 여 58세 전북정읍시상학리 24세

D 김성례 여 80세 전북정읍시 고부면 16세

E 최영자 여 68세 전북 부안군 줄포 23세

F 조양순 여 72세 전북 부안군 변산 23세

G 고태정 남 63세 전북정읍리상학리 28세

H 김만석 남 59세 전북정읍시상학리 26세

I 이정길 남 68세 전북정읍시상학리 27세

사진 1상학마을주변지형도(공중사진)

사진 2상학마을세부현황

결혼한
나이

치재



마을의 입구부에는 300~400년쯤의 수령으로 보이

는느티나무 2그루가있고마을중앙에는 500년쯤된

귀목나무 1그루가있어<사진 5·6> 마을의역사를추

측할수있게한다. 마을안길은산촌마을답게심하게

굽어져있고가옥의대부분은옛목조집에지붕개량을

한형태를띠고있다.

2. 옛 담장의특징

(1) 등록문화재로의 등록과 그 의의

돌담길의문화재등록배경을보면급속한사회변

동에따라주거양식이변화하고이에따라농·어촌의

전통적경관이훼손·소멸되는현상을방지하고자추

진되었다. 즉 우리의 옛 주거문화와 생활양식도 엿볼

수있는담장에대한보존의필요성이대두되었던것이

다. <표 2>에서볼수있듯이문화재청에서는 2006년도

에영·호남지역을중심으로보존상태가양호하고가

치있는 48곳을현지조사한후 9곳을최종선정하여등

록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선정조건으로는 마을에 돌담

길이최소 60%이상남아있고, 보수흔적이적으며마

을경관과잘어울리는곳이어야한다. 등록의의를보

면지금까지문화재동록이개별건축물단위로이루어

진데반해돌담길은등록범위를마을단위로확장했다

는것이다. 즉‘점’단위의문화재에서‘면’단위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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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근대문화유산의 멸실·훼손이 가속화되고 기존의 엄격한 지정제도만으로는 문화유산보호에 한계점이 도출되며 사유재산권을 감안한 유연한 보호제도
도입이필요하다는것이등록문화재의 도입배경 및 목적이다. 그 특징을보면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전제로하며 적극적인활용과 보존을병행하고 있다. 건물 외관만을보존하
며 1/4범위내에서증·개축이가능하며, 용적률 할증, 상속세 징수유예, 재산세 50%감면등경제적인 인세티브가 부여된다.

표 2 등록문화재‘옛담장’등록현황

연번 등록번호 명칭 규모 등록일 소재지 시대 개요

1 제258호 고성학동마을
옛 담장 마을일원 ‘06.06.19 경남 고성군 조선 수태산 줄기에서 채취한 납작돌과 황토를 결합하여 바른

층으로쌓은 담장

2 제259호 거창 황산마을
옛 담장 〃 〃 경남 거창군 〃 메쌓기방식으로쌓은 토석담으로활처럼 휘어져 있음

3 제260호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 〃 〃 경남 산청군 〃 돌담과 토석담이 혼재된 높이 2m 정도의 담. 농촌가옥들

과 잘 어우러져 있음

4 제261호 성주한개마을
옛 담장 〃 〃 경북 성주군 〃 외곽담과 내곽담으로 구성. 주류인 토석담은 전통한옥들

과 잘 어울러져 있음

5 제262호 무주지전마을
옛 담장 〃 〃 전북무주군 〃 흙과 자연석을 혼용하여 평쌓기를 한 토석담. 산골 마을

과 조화를이룸

6 제263호 익산 함라마을
옛 담장 〃 〃 전북 익산시 〃 토석담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토담, 돌담, 전돌을 사용

한 담등다양한 형태의 담이혼재. 전통마을과 어우러짐

7 제264호 강진 병영마을
옛 담장 〃 〃 전남 강진군 〃

돌과 흙을 번갈아 쌓은 토석담. 중단 위쪽으로 얇은 돌을
약 15도정도 눕혀서촘촘하게 쌓고, 다음 층에는다시 엇
갈려쌓는일종의 빗살무의 형식

8 제265호 담양 창평 삼지
천마을옛 담장 〃 〃 전남 담양군 〃 돌과 흙을사용한 토석담으로자연스럽게 굽어진마을안

길 및 고가와 잘 어우러짐

9 제266호 대구 골마을
옛 담장 〃 〃 대구동구 〃 대부분 직선으로형성된 토석담

10 제279호 청산도상서마을
옛 담장

길이
1026ｍ ‘06.12.04 전남 완도군 〃

도서지방의 환경에 맞게 강담구조로 견고하고 높게 축조
됨. 굽어진 마을 안길과 어우러져 가옥형태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음

11 제280호 부여반교마을
옛 담장

길이
2500ｍ 〃 충남 부여군 〃 마을 주위의 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연석 막돌을 사

용하여 쌓음

12 제281호 산청남사마을
옛 담장

길이
3200ｍ 〃 경남 산청군 고려

토담과 돌담이 공존하는 마을 담장. 반가주위는 토담이,
민가에는 돌담이 많이 사용되어 전통사회의 신분에 따른
담의구조와 재료, 형식의 차이를볼 수 있음

13 제282호 흑산도사리마을
옛 담장

길이
4000ｍ 〃 전남 신안군 〃 도서지방의 환경에 맞게 강담구조로 견고하고 높게 축조

된 담장. 굽어진마을안길 및 가옥형태와도 조화를이룸

14 제283호 비금도내촌마을
옛 담장

길이
3000ｍ 〃 전남 신안군 조선 마을 뒤에서 손쉬부게 얻을 수 있는 막돌을 사용하여 쌓

은 돌담

15 제365호 의령오운마을
옛 담장

길이
1200ｍ ‘07.11.30 경남 의령군 고려

분지형으로반촌(班村)의 전형적인 분위기를보여주며, 마
을의 돌담과 토석담, 탱자 울타리와 어울려 아름다운 경
관을형성함

16 제366호 정읍상학마을
옛 담장

길이
2400ｍ 〃 전북정읍시 조선 두승산 자락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크고 작은 돌을

사용한 돌담

17 제367호 여수 사도·추
도마을옛 담장

길이
850ｍ 〃 전남 여수시 〃 돌로만 쌓은 강담 구조의 돌담. 주변 풍광과 잘 어우러져

도서지역의마을풍경을보여 줌

18 제368호 영암죽정마을
옛 담장

길이
2000ｍ 〃 전남 영암군 〃 흙 채움없이산기슭과 하천의 자연 돌로만 쌓은 강담구조

돌담. 전통마을경관 연출

문화재의범주를확대시켰다고볼수있다. 선정과정에

서는마을주민들의문화재등록에따른부정적인인식

을해소하는것이큰걸림돌이었다. 그러나지정문화재

와는달리등록문화재의경우문화재주변공사등이가

능해생활·재산권에지장을주지않는다02. 오히려여

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옛 담장 등록문화재는

2006년이후에도 2007년까지모두 18개소로증가했다.

지정된후에는훼손된담장을보수하고마을길을마사



토로포장하는등전통마을경관을조성하여관광자원

화를추진하고있다.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보존·활용방안에

대한계획을수립하였다. 돌담길보수정비의경우기

본및세부계획하에보수정비를실시하고역사문화경

관을회복함과동시에주민생활의편의를도모하고있

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돌담보수에마을주민

이참여함으로써주민의경제적이익을도모할뿐만아

니라마을별옛정취의돌담조성이용이하다는장점을

살리고있다. 다음으로돌담과주변관광자원의연계를

통한관광자원화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이를테면전

통마을홈스테이를통한문화체험활성화를마련하여

주민소득증대와연계시킨다는것이다. 

상학마을옛담장은 2007년 11월의령오운마을, 여

수사도·추도마을, 영암죽정마을의옛담장과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상학마을 면적은 44,536㎡

이고마을둘레가 916m, 등록문화재로등록된돌담장

의길이는 2,419m이다. 마을내부까지구석구석돌담

이 80% 이상존재하고있는데, 돌담과옛가옥이어우

러져아름다운돌담경관을형성하고있다. 등록이유로

는옛정취를느낄수있는돌담장이잘남아있으며일

부마을안길은 1970년대새마을운동이전의모습을

띠고있기때문이다. 특히오랜역사를지닌산촌마을

로담장또한산촌의주거사(住居史)를대변해주는영

역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것에의미를두고있다

(문화재청, 2008: 295). 

(2) 구조적인 특징

일반적으로마을의담장은벽돌담장과강담으로구

분할수있다. 강담은줄눈이나속흙채움없이막돌로

만쌓아올렸는데이러한담을돌각담이라고한다. 돌

각담은돌만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배수가잘되고동

결에의해파괴되는문제가없는기능적인측면을가지

고있다. 상학마을의돌담장의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일부최근에블록담장이축조되어있어주변과조화를

이루지못하는부분도있다. 상학마을은두승산자락의

산촌인관계로주민들은대지를조성하면서나온크고

작은돌들로담을만들었다. 현존하는담장은그높이

가대부분 1.2m 정도인데높은것은 2.0m가넘는곳도

있다. 축조방법은흙채움없이돌로만줄맞춤없이쌓

았다. 즉‘막돌허튼층쌓기’형식이다. 돌의크기와형

태는일정치않으며평평한것부터둥그스럼한것까지

다양하다. 담장하부는넓고상부로갈수록좁아져안

정감을유지하고있으며, 담장상부에는지붕처리가되

어있지않다. 현재밭도가옥과같이돌담장으로경계

를이룬곳도있다<사진 7·8>. 

상학마을의대지는산사면을개간하여조성되어동

쪽에서서쪽으로내려가는경사면을형성하고있어가

옥들사이의높낮이가두렷이구별되는곳이많다. 이

러한자연적인지형조건과어울리게돌담을조성하였

으며골목길또한일정한도식적인계획없이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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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경관을연출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학리돌담

길의곡선적부드러움은그자체가자연의조형성에서

온것으로한국전통건축에서지붕과함께선을이루

는중요한요소로서작용하고있다. 상학리돌담과비

슷한구조적인형태를보이는곳으로는청산도상서마

을, 부여반교마을, 흑산도사리마을, 비금도내촌마을,

여수사도·추도마을, 양암죽정마을의옛담장이다<표

2>. 주로산촌·도서지방의담장과비슷한양상을띠

고있다.

(3) 공간적인 특징

상학리담장에서살펴볼수있는공간적인특징은

가옥과의관계와골목길과의관계로구분하여살펴볼

수있다. <그림 1>에서볼수있듯이한가옥의주위로

담장이둘러져있다. 담장에의해가옥의영역이보호

되고이웃과경계되어지고있다. 먼저담장과가옥과의

관계에서담장이가지는공간성은사적점유공간의구

분에근거한다고볼수있다. 보통두공간사이가눈높

이이상의물체로차단될경우두공간은서로폐쇄적

이고 배타적으로 인식된다. 이에 반해 대체로 성인의

눈높이보다조금낮은돌담은시각적으로답답한느낌

을주지않으면서도사적인영역을가려주는역할을해

내고있다. 즉담이개별공간과공동공간사이를공간

적으로 분리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것이다(한필원, 2007: 233~234). 상학리돌담의높이

또한성인의눈높이를넘는것과그렇지않는것으로

구별된다. 그러나전자의경우에도이웃과의차단을염

두에둔것이아니라대지조건상가옥본채의뒷부분

에있는담장을높게하거나북풍을차단하고자하는

목적으로조성된것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담장과골목길과의관계에서나타나는공

간적인특징을보면, 상호연관성이깊음을알수있다.

즉돌담길로통칭되는문화적인측면을담고있는것이

다. 하나의가옥이담장으로둘러져있지만대문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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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상학마을옛담장분포도(정읍시)



해골목길과소통하고있다. 가옥의내부로통하는담

장의중심부인대문은담장의핵심요소로가옥의전체

적인분위기를관장하고있으며외부와의소통을위한

기재로작용한다. <그림 2>와 <사진 9>에서볼수있듯

이대문은골목길에서나뭇가지처럼배치되어있다. 당

초자연스러운골목길을거스르지않고이웃과소통하

는공간적인배치를보여주고있다. 

<그림 3>을보면대문에서가옥으로들어서는방향

은대부분남쪽에서북쪽으로향하고있음을알수있

다. 즉가옥본채의입향을보면상학마을의많은가옥

들이남향을하고있다는것이다. 일부북쪽에서남쪽

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골목길과

대지조성당시의계획에많은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

다. 특히북서-남동방향의입향은단하나의가옥에서

나타나는데, 마을의밀집분포상에서이격되어있으며,

지점은지형에따른것으로파악된다. 전체적으로담장

은골목길과소통하고이웃과소통하는공간적인특징

을보여주고있다. 

한편 <그림 4>에서는가옥의본채정면에서나아가

는선과대문출입의방향선이서로교차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즉본채에서마당을바라보았을때차

단되지않고대문을통해골목길로통할수있는개방

성을반영하고있다. 다시말하면본채의뒷면과측면

쪽에는 대문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성은상학마을모든가옥에나타나는현상으로전

통성을강하게담고있는한국가옥에서보이는일반적

인현상으로보여진다. 그러나정읍김동수가옥처럼

조선시대상류층가옥에서는상관성이인정되는본채

와대문사이에행랑채및다른담장에의해차단되는

경우를종종볼수있다.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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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마을골목길과가옥의대문출입방향 그림 3대문출입방향분포도

그림 4가옥의정면과대문출입방향의상관모
식도

사진 9담장과골목길



통적인농·어촌마을과비교했을때보다폐쇄적인경

향이있음을유추할수있다.

이와같이상학마을담장에서보이는공간적인특

징의핵심요소는‘소통’이라는것이다. 가옥과가옥사

이, 가옥과 골목길 사이는 물리적인 장벽이 있음에도

소통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현지주민들은담장을통해

이웃과의 문화적 소통을 수백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 이후 높게 설치된 블록담장, 담장상부의

유리조각및철조망처리는전통경관및소통을차단하

는물리적인장벽으로향후철거되어져야할것이다.

다무락에담겨진문화적요소

상학마을 담장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돌’, 기능적

인측면에서‘담’, 공간적인측면에서‘길’이라는문화

적 요소를 담고 있다. 결국‘돌담길’이라는 문화적인

요소로통칭할수있는데, 돌·담·길이갖고있는의

미를살펴보고자한다. 

1. 돌

상학마을담장은아무런재료첨가없이돌로만구

성되어있어재료적인측면에서상학마을담장의 1차

적인특징을보여주고있다. 사실돌과인류생활의관

계는매우깊다고할수있다. 인류가돌을이용하기시

작한것은구석기시대부터로아주오랜일이며, 석기시

대에는돌이주로실생활에필요한도구개념이강하였

다. 그리고이후청동기, 철기시대에도실생활과무기

로서많이사용되었으며, 고대왕국이정립되는삼국시

대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돌은성벽, 건축물, 고분, 조

각품, 신앙물등에사용되어인류문화의대부분을차지

하고있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는다양한소재가개발

되어 돌이 일상생활 측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지가 70%이며, 석재가풍부한한

국지형의특성상여전히산업분야, 예술분야,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 건축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전통건축의대표적특징으로서나무와돌이

라는자연재료의사용이있다. 이중에서돌은‘돌’이

라기보다돌멩이에가깝다. 돌이갖는보편적·인공적

의미가형성되기이전의갓태어난그대로의모습이다.

국가의권위를상징하는궁궐과일부중요한성벽등

일부건물을제외하면돌은가급적다듬어지지않고사

용되어 자연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임석재, 2005:

15). 또한한국문화유산의 70%를차지하고있는불교

문화재중석탑, 석등, 석불등신앙의대상물에돌을사

용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이글에서살펴볼상학마을옛담장은지천에널려있

는무의미한돌멩이가마을주민에의하여담장과입석

의재료로쓰이고보존됨으로써상학마을의대표적인

문화적인요소를차지하고있다.

2. 담

담은공간구분과함께가옥의내·외부의차단을

위해서조성되었다. 일반적으로담은고대로부터자신

과 마을, 그리고 종족의 안전을 보존하는 시설물로써

작게는한가옥의담장, 크게는목책, 토성, 산성, 도성

등다양한형태와규모로조성되었다. 즉이러한담에

대해경계짓기관계형성을하는시설물로보는견해가

있다. 즉담은땅을그어길을가르며, 담이가는곳에

문이나고문은길을만든다. 담은건물과건물사이에

도관계적형식을이루며하나의건물이가질수있는

영역의한계를설정해주고지붕이드러나는정도를조

절한다(임석재, 2005: 68~69). 

공간구분의의미와함께담이가지고있는특징은

세가지요소, 즉기능적요소, 물리적요소, 시각적요

소로구분하여설명되어진다. 기능적요소로는소유와

경계를확실히하기위한대지경계의기능과외부세계

로부터방어·보호하는기능, 동선유도의기능, 장식

및조경요소로서의기능등이있다. 물리적요소를보

면 장소는 담에 의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지는데,

이러한공간들은물리적으로반드시연결되어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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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담은공간을분할하여역설적으로담너머에

다른공간이있음을알리는시각물이된다(이윤정, 2005:

116~118). 이외에도담은건축물과함께가옥의전체적

인분위기를마무리하는조경적인측면을강하게담고

있다. 즉미적인측면도간과할수없는요소를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담이 가지는 공간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담은물리적으로단절된장벽이아니라

공간적·문화적으로소통되는공간을창출하고있음을

알수있다. 이와함께상학마을주민과함께한담장에

다양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다무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통해알수있다.

3. 길

요즘 도시에서는 추억의 골목길을 찾아보기 힘들

다. 골목길은이제기성세대들이어렸을적놀던‘추억

의장소‘일뿐이다. 시골골목길도마찬가지이다. 1970

년대새마을운동이후길은넓혀져신작로가되고최

근에는시멘트나아스팔트로포장되어전통적인요소

를찾아보기힘들어졌다03. 시골골목길은집들의마당

과직접연결되어있는경우가많다. 토지구획및도시

계획에의한도로가형성되기전바둑판식논처럼도식

화된영역구분은없었다. 대부분의시골은한두가구

가정착하고마을이되면서골목길이형성되었기때문

에오랜역사성을가지고있다. 또한시골의골목길은

구불구불하여 미로 같지만 사방으로 트여 있다. 앞서

살핀담이물리적인‘막힘’을상징한다면길은‘소통’

을의미한다. 그래서돌담길은‘막힘’과‘소통’이공존

하는또다른의미의공간을창출하고있다.

이러한골목길에대해김사은은‘골목의세계는결

코변방의세계가아니다’라는제언과함께골목은단

순한관광지가아니라주민과관광객의소통속에서문

화의교류가이어지고커뮤니케이션의확장이가능하

다고말하고있다(김사은, 2007: 28~41). 그러나골목길은

새마을운동이후신작로, 회색빛담장으로금기시해야

하는공간으로변모하였다. 예전의공동체적삶의기운

을느낄수있는공간에서통로라는한정된의미로축

소되고사적소유의개념의공간으로전락하였던것이

다(김사은, 2007: 28~41). 

이글에서살펴보게될상학리골목길의형태도새

마을운동이후시멘트로포장되거나블록담장이조성

되는등변모되어왔다. 그러나이것을제외하면마을

의형성과함께골목길의전체적인구도는변하지않고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문 없이 마당이

골목길과연결되거나가옥과가옥의대문이서로등지

지않고마주보고있는형태를띠거나골목길에서가옥

의내부를볼수있는개방형태등을유지하고있다.

특히 <사진 10>에서볼수있듯이대문에서부터이웃

가옥과가옥사이를 30m 이상가로지르는골몰길은단

연으뜸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이상학마을돌담길은

담장과함께주요한문화자원으로서의가치가있다고

볼수있다. 

다무락이 들려주는 이야기04

1. 탄생의비밀

상학마을의돌담은누가언제그리고왜쌓았을까?

주민들의이야기로는상학마을은땅만조금파면돌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마도 환경적

요인으로넘쳐나는돌을이용하여담을쌓아활용한것

으로짐작된다. 실제로지금도계곡에는돌이널려있는

것을확인할수있다. 현재 90세가다된어른을포함

한마을주민들도언제부터돌담이있었는지는정확하

03 등록문화재로 돌담길을 등록하지 않고, ‘옛담장’이라 칭하여 등록한 이유는 길이 예전의 흙이 아닌 시멘트로 바뀌어서 전통성을 상실하였고, 유형적인 실체인‘담장’에 촛점을
맞추었던 것으로보인다.

04 실제로다무락에 대해마을주민이들려준이야기이며, 다무락에 내재된 의미를부각시키고자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김사은이소개했던 노랫가사, 소설, 수필등에서나타나는
골목길에 대한 스토리와이글에서소개하는주민들의구술은 돌담길이다양한 문화콘텐츠적인 요소를담고 있음을보여주고 있다.



게알지못하고있다. 다만선조들이남겼던것을그대

로간직하고있을뿐이라고한다. 

[구술 1]

여기가원래제주도작은집이여.. 돌이많다이거여.

밑에부락은안그래. 이부락만건들면다독이여.

땅만파면독나와

큰놈작은놈땅만허적거리면나와

이땅속에도다돌이여...

주서다싼기억은없어.

옛날에어느때쌓는가는몰라도주서다가다시

담을만든적은없어. 우리시대는아직몰라.

300백살 200백먹은사람한테물어보면몰라도..

마을생기면서

내집만들면서경계지을라고쌓았겠지

근데집만들다가땅에서독이자꾸나오니까

그거갔다.. 내생각에는처치곤란이라막쌓은거같어..

또 옛날 어른들이 학터라고 했어 여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학터라학이못날라가게꽉붙들어놓아야한다고돌로..

이와같이 <구술 1>을통해담장의형성배경과시

기를짐작할수있다. 먼저상학마을주민들은대지를

조성하면서나온천혜의자연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

하였다. <구술 9>에서소개하겠지만돌담을재산으로

인식하고있는것이주목된다. 즉자연에서획득한것

으로세금이없는재산이었던것이다. 또한선조때부

터전해져내려오는마을에대한풍수를지키고있는

것이다. 학터라는것에대해서는다른문헌에서도찾아

볼수있다. 상학마을의서남쪽에는‘비아골’이라는골

짜기가 있는데, 이곳은 비학상천혈(飛鶴上天穴)이라고

알려져 있다(정읍시사, 2003: 127). 주변의 학전리, 학림

리등학자(字)와관련된마을이있는것으로보아신

빙성이높다. 구술에서볼수있는것처럼마을주민들

은학터라는명당을지키고자돌담장을조성하였던것

으로보인다. 한편담장의조성시기는담장의형태적

특징및마을의역사, 마을노거수의수령, 입석05등을

근거로추정해보면지금으로부터 5백년전마을의시

작과함께조성되었을가능성이높다. 

2. 두려움과편안함의공존

돌담길은마을주민들에게두려움과편안함의대상

이된다. 즉두려움과편안함이공존하였음을 <구술 2>

를통해알수있다.

[구술 2]

옛날에 타 동네서 시집온 사람들은 무서워서 밖에 나오

질못했어. 

나오덜 못했데. 담에 어그러져 다칠까봐..길이 요만 밖

에않했어.

다무락옆으로가면진짜아들다치겄다. 그랬더니하나

도안다치고잘커

그렇게 다무락이 많아도 다무락으로 다친 얘들이 하나

도없어.

여자들은 남자들이 술먹고 비틀비틀 들어오면 박 다 터

질줄알았어. 

(그런데) 술많이 먹은 사람들도 박 안터져 암시랑도 않

허..

길이요만밖에안헌게

술먹고가면이짝다무락에다찔까이렇게하면저짝다

무락에다찔까해도

안찌고그대로집으로잘와요..

돌이다지켜주는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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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진안용담댐 수몰지역의상전마을에서발굴조사된 입석의 경우, 입석 3기는마을의 수구맥이기능을위하여 조성된 것으로보이며, 출토유물, 구조적인 특징, 마을의 역사, 출토유
물등으로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추정되고 있다(윤덕향·이민석·장지현, 2001: 102). 본고에서입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입석은 집주위의 울타리처
럼마을사람들의 삶을보장받고 보호하는차원에서그 허점을보호하여구조적으로세워지는특징을갖고 있다(표인주, 200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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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켜주는가봐

나는처음와서본게무섭더만..

옛날엔집도좁았는데

비오고 캄캄할 때 갈라면 이 다무락 잡고 저 다무락 잡

으면

우리집으로쪼오옥들어가~

옛날엔좁았응게손만이렇게잡으면다잽혀갔고갔어.

아무리캄캄해도안넘어져..

상학마을의 돌담길은 갓 시집온 젊은 새댁이었던

지금의 할머니들의 기억속에는‘두려움’이었다. 무서

워서밖에나오질못했다는것이다. 그리고담을쳐다

보고있으면돌로쌓았기때문에중간중간에구멍이

뚫려있을수밖에없는데, 그곳에서뭐가튀어나올것

같았다고회상한다. 또다른할아버지는돌담이많았던

예전에는담사이사이에뱀과쥐가많았다고한다. 또

한시각적으로돌담의구조적허술함도두려움의요인

이되고있다. 

두려움과대조적으로편안함이공존하고있음도알

수있는데, 지금은길이넓어졌지만예전에는한사람

이서서양팔을뻗으면담장에닿을정도로좁았다고

한다<사진10·11>. 좁아서술에취한할아버지들이넘

어지거나아이들이뛰어다니다부딪치게될위험요소

도있지만돌담에다친사람은한명도없었다고한다.

오히려집으로안내해주는동선역할을하는편안함이

공존했음을알수있다. 마을주민들은돌담을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수호신’으로 상징화하고 있음을 유

추할수있다.

3. 신성시한대상물

상학마을주민중한여성은예전에부엌에돌을가

져다가 키웠다고 회상한다. 부엌에 돌을 가져다 놓고

쌀씻은물을부어주면자란다고설명한다. 

[구술 3]

뜬물주면큰다그랬거든

옛날에는돌에쌀뜬물주면큰다고그랬어.

그래서옛날에는그랬어. 뾰족뾰족하게키웠어.

상학리마을은다른지역이나동네처럼일부러소

원을 빌기 위해‘돌탑 쌓기’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 생각으로는 돌탑을 굳이 쌓을 필요성을

느끼지못하는것같다. 왜냐하면돌담장과입석이‘돌

탑’과같은기능을했던것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그

리고지금은행하지는않지만예전에는명절날제사상

을차려놓았다가제사가끝나면먹는다든지, 동짓날팥

죽을써서집주위담에뿌린뒤먹는의식을치렀다고

한다. 즉주민들에게돌담장은신성시한대상물이었던

사진 10돌담길 사진 11돌담길(사진10의반대편)



것이다.

[구술 4]

돌탑쌓는건않해 .. 

아직까지그런것은없응게모르겄소..해보덜않했어..

그전에는 팥죽써서 사방에다 찌클고 먹었지만 이자는

않해.. 

그전에는 전부 동짓날 팥죽 써가지고‘물러나라’하고

전부찌글고다녔어. 

여기는돌탑을안쌓고

돌을세워놓은거는있지..(입석을말함)

혈맥을찾을려고하지..

팥죽은상학리주민들에게특별한의미가있는음

식이다. 다른지역사람들과마찬가지로동짓날팥죽을

쑤어먹고, 부정(不淨)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여기

저기뿌렸었다. 그러면서팥죽은상(喪)을당한집에서

마을사람들에게제공하는음식이기도하였다.

[구술 5]

그전에는상치룰때집에서다했지

일을제쳐넣고그집에가서살았어

그냥반땅에다묻을때까지삼오제까지지낼때까지그

랬어거기서먹고

한집서사람죽으면팥죽을다못쑤잖어

울할아버지돌아가셨을때죽이아홉동이들어왔어. 

지금사람들은한동도다못먹을것이여.

사람죽으면일을안했어, 모두그집가살았어.

그전에는허드렛일싹해줬네. 식구들은저기하고

그때가좋았어. 고생하고살았어도.. 

이와같이상학마을주민들은돌, 담장, 그리고입

석을신성시했던것으로보인다. 이들은가족과마을의

안녕을 돌과 담장에 의탁하여 빌었으며, 특히 담장은

일종의주민화합의연결고리로서작용했던것으로판

단된다. 보통다른지역이당산나무라하여나무를신

성시하는것과차별화된다. 입석의경우당산나무대신

에신앙의대상물로서간주되어당산물로서취급되는

것을종종볼수있다. 상학마을의경우돌과관련된문

화가다른지역에비해강하게정착됐음을미루어짐작

할수있다. 

4. 남성과여성의기억의차이

상학마을에거주하고있는남성들과여성들이돌담

장에대해기억하는과거는어떻게다를까? 먼저남성

들은어렸을적돌담장위를뛰어다니며놀았고, 담무

너진다며호통치는어머니의꾸지람도무시한채담을

넘어다녔다고한다. 또한돌담장을뛰어넘어다른집

에 있는 토끼와 닭을 서리했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어른이되어서는얼굴한번본적이없는아내가가마를

타고시집오는것을맞이한돌담길이기도했다. 그돌

담길은불을피우기위해하루에두번씩두승산꼭대

기부근까지올라가나무를해서나르던고생스러운

길이였다. 

[구술 6]

어려서막돌담위로막다름박질하고다녔어

그래도안무너졌어

어머니한테혼났지

다무락무너지니까올라다니지말라고..

겨울철이되면김장을하기위해공동으로사용하

는시내에혼잡함을덜기위해각집마다날짜를정해야

했다. 그리고정해진날짜에배추를씻고나면좁은돌

담길을지나집으로운반하기위해주로남자들이씻은

배추를지게로실어날랐다고한다. 

[구술 7]

시암에서김장할때는지게로다지어날랐는데

늦게가면자리도차지못했고

그래갔고나중에는날짜를다정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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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을에서성장하여같은고향출신인남성에게

시집을간할머니(사례C)의구술에따르면여성들도마

찬가지로 담을 넘어 다녔다고 한다. 치마를 입었지만

돌담장을넘어친구집에놀러다녔다고한다. 마을주

민중대부분의여성은인근마을에서시집을왔다. 현

재 70~80세전후의여성들은인력거(人力車)나가마를

타고왔고, 세월이조금지난뒤에는트럭을타고왔다

고구술한다. 시집온여성들은가마타고시집왔을때

의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마치 구불구불한 동굴

속으로들어가는것같은느낌을받았고, 처음집밖에

나올때는너무무서워서‘걸음아날살려라’하고도

망을쳐야했고, 막울기도했었다고한다. 하지만곧

익숙해졌고삶의터전으로자리잡게되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고, 물을

길어부엌항아리에채우기위해오가던길로기억한

다. 눈이와서길이미끄러우면담장을붙잡고지탱할

수있었던고마운길이기도했다. 

[구술 8]

가마타고부안에서시집왔어

집으까지 (가는데) 가마가좁거든

신랑얼굴도모르고

다무락속으로가마타고드러가는줄알았어

여우그로자꾸올라가는데굴속으로들어가는줄알았어

안무너지는가했어

한복입고살았어옛날에는..

소매더미가불땐게금방시켬혀옛날에

새로뜯어서또빨고..

양말 다 떨어지면 짓고 우리는 빨래 같은거 해도 한 사

흘입으면

시컴해..불땐게..징글징글고생하고살았어.

식구가많은집은며칠지나면

시암가서하나가득빨래해서.

솥에서삶아갔고풀맥여갔고다듬질하고 ..

우리도 나무했어. 그전에는 나무도 솔나무가 다박씩 있

어갔고

치마입고 손으로 긁어가지고 치마에다 담어. 이만지 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지금은소나무커서솔가지하나끊으라

도힘든데

그전에는그런세상살았어.

물은 이쪽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요짝 시암 있고, 위

쪽에는위쪽시암있고

지아시암있고세군데가있어..물동으로이어다니는사

람있고

양철통으로지어나르다몇번지어나르다부엌에는항

아리를묻어났어.

거기다물을하나떠날러.. 그놈으로세수하고먹고그

래하고살았어. 

돌담에대한남성과여성의기억의차이를보면남

성의경우, 돌담길이담장위걷기, 가축서리등놀이

터로서의대상이었던것으로보인다. 즉태어나면서부

터인생을같이한‘친구’같은존재인것이다. 이에반

해여성의경우, 돌담장은시집을통해만나는이질적

인요소로서받아들여졌으며두려움의대상이었다. 물

론시간이흐름에따라점점삶의터전이되면서동질

감을이룬다. 하지만남성에비해여성에게담장은한

(恨)이라는정서가내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5. 주민 화합의고리 : 사적 공간의파괴

<구술 5>에서볼수있듯이상학마을주민들은이

지역 형세가‘학터’라고 강조한다. 학터이기 때문에

학이날아가복이달아나는것을막기위해서마을여

기저기에돌로쌓아눌러서학이날아가지못하도록한

다는것이다. 즉주민모두가이러한풍수에공감하였

고협동을하여담장을조성하였음을추론할수있다. 

[구술 9]

돌담이재산이라한번쳐노면뭐돈드러갈게없는데

돌담이재산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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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무락이천년쟁이지..

돈이들어가뭐해참말로한번싸노면뭐 ..

보수할때윗사람이쌓아야지

땅한계가.. 

우게서허물어지면아래로허물어지잖어

허물어지면넘의땅을차지하고있응게

윗사람이쌓아야지.

자기한계선이있으니까보기가싫으니까

윗집에서안쌓아주면그냥내아가쌓지.. 그런걸로싸

운적은없어..

돌담장은사적공간의구분보다는주민들의삶속

에녹아든마을의‘공공재산’이다. 만약에돌담에보수

가필요하게되면주민들에게는나름의규칙이정해져

있다. ‘윗집 우선순위’가 작용한다. 논하고 똑같다고

설명한다. 마주보고있는돌담의경우위쪽집이먼저

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돌담길이 잘

조성된이마을이그어느마을보다도주민화합이잘

이루어진다고믿고있다. ‘어느집돌담이더예쁘다’

할것도없다. 미(美)·추(醜)의차원이아닌함께어울

리는‘어울림’의공간, ‘소통’의공간이다. 그래서상학

리돌담은대부분그렇게높게쌓여있지않다. 사람의

키높이보다약간낮게하여내부의흙집경계와자연

스러운조화를이룰수있도록조성하였다. 

[구술 10]

우리가다무락붙들고얘기하고

했었는데..

포도시한사람지나갈수있게

좁았어.

담넘어이짝저짝에서

이야기하고높으든않했어..

옛날엔맨담만가지고살았지.

상학마을의돌담길은어릴적소꿉놀이혹은전쟁

놀이를하며뛰놀던곳이고, 가옥사이로서로담을붙

잡고담소를나누던곳이다. 긴세월동안세대를이어

가면서돌담장은사적인공간이아니라주민화합의연

결고리로써작용했음을알수있다.

다무락의활용방안

‘담장의 돌 틈바구니 사이로 시 한수 흘러나오고,

육자배기 한 자락 흥겨워도, 그저 돌담장 틈바구니로

훔쳐보는그맛이나즐겨야할까, ..., 수없이지나던길

에, 모처럼 스치는 느낌에, 발길 던져 본 멋진 마을이

있었음에더행복한가을날이다’(곽상주, 2006, 정읍통문). 

어느나그네가던진이야기속에서도담장이물리

적인장벽이아니라시를읊고, 음악을연주하는문화

적인공간이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상학마을

옛담장자체만으로도문화와관광의자원으로서활용

될가능성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한동양에는인간을자연의일부로

받아들이는전통이있다. 이렇게인간과자연을통합적

으로인식하는사회에서‘자연과조화를이루는삶’은

다른설명이필요없을정도로당연한것이었다. 산업

화이전에조성된한국의전통마을도그러한사고와가

치관을바탕으로형성·발전되어왔다. 

한국전통건축에서자연재료가갖는건축적의미

는기예의미학과절제의미학두가지로구분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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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미학은재료의본성을지켜재료와하나가됨으로

써인공적기교를최소화한상태가진정한아름다움이

라고보는것이다. 절제의미학은자연재료를덜손대

는것이인간의욕심을억제하는수양과같다고보는

것이다(임석재, 2005: 15). 상학마을의 돌담길도 그러한

의미망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는다. 하지만같은돌담

길도각각의마을주민들만의독특한가치관과세계관

이녹아들어있음을알수있다. 

앞에서다루었던담장의특징, 문화적요소, 그리고

마을주민들의구술등다양한맥락을통하여담장에

내재되어있는의미를파악하였다. 이를바탕으로담장

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크게문화재, 문화콘텐츠, 그

리고관광자원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자한다.

실제로 최근 담장을 매개로 상학마을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문화재관련부서(문화재청, 정읍시문화

체육과)에서는상학마을담장보수정비사업을, 농림관

련 부서(농수산식품부, 정읍시 농업정책과)에서는상학마

을을녹색체험마을로선정하여체험관등을조성하였

다. 그리고행정부서(행정안전부, 정읍시총무과)에서는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러

한가시적인성과보다도중요한사항은옛담장에대해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선조로부터이어져내려온돌담을단지담장으로서만

바라보았던시각에서이제는관광이되고, 주민소득창

출이되고, 결국마을의활력이된다는데에인식을같

이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담장이여러각도로재해

석되고다양한방법으로활용될수있는배경이되고

있다는것을시사해준다. 

1. 문화재보존·전승

상학마을의옛담장이등록문화재로등록된후가

장먼저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추진되고있다. 2009년

에는무너진담장을보수하고, 기존의시멘트블록담장

을철거하고옛담장으로축조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

도훼손된담장에대해보수정비할계획이다. 이러한

문화재보수정비는 <그림 5>에서볼수있듯이문화원

형06을복원하는작업이다. 문화원형의복원은문화컨

텐츠화와관광자원화의기본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

며, 곧돌이라는문화요소를살려문화유산의보존·전

067 Lee, Min Seok ‘옛담장’등록문화재의활용방안연구

그림 5옛담장활용방안

06 문화원형에는문화재 뿐만 아니라 신화, 전설, 민요등무형적인 원형과, 건물지, 성, 동산유물등유형적인 원형으로구분할 수 있으며다양한 장르에서찾아볼 수 있다. 상학리 담
장의 경우, 유·무형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음을알 수 있다.



승을실현하는것이된다. 옛담장의경우축성방법, 범

위, 재료등건축적인측면이외에도그안에내재된문

화적인요소및전통성이변질되지않도록신중한접근

이필요하며일종의지침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등록문화재대상인담장에대한보수가어느정도

이루어지면주변의문화요소인골목길, 느티나무, 귀목

나무, 입석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한다. 담장이조

성될당시의황톳길인골목길을조성하고, 나무에대해

서도생육조건을마련하고쉼터를조성하여사람과자

연이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의 수구맥이

역할을하는입석주변을정비하여담장을중심으로한

돌문화가정착되어야한다. 이러한기본적인인프라구

성은전통적인경관을복원하는데필요하며, 연관사업

인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과참살기좋은마을조성의

밑거름이될것이다. 이와같이문화재보존·전승이라

는대명제아래세부실천방안이추진되면옛담장이

가지고있는문화재로서의잠재가치를극대화하게될

것이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담장의등록문화재등록

은점단위(개별가옥)에서면단위(마을전체)로의문화

재등록범주의확대를가져왔다. 또한문화재의소유

가개인및특정단체에서마을주민전체로관련되어지

는결과를낳게되었다. 문화재의등록에서부터활용에

이르기까지는소유자, 관리자, 인근주민, NGO, 관광객

다양한이해당사자가연관되어있으며이들의조화창

출이필요하다(이민석, 2007: 103). 문화재청에서는등록

문화재로등록함과동시에소유자에게는‘등록문화재

등록증’을 발행하고, 관리자에게는‘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지정서’를 수여한다. 특히 상학마을 옛 담장

의소유자는김동온외 53명이된다. 여기에는개인, 연

명, 마을공동, 국유지등복잡한소유관계를보여주고

있다. 다행히도상학마을주민들은등록에서부터활용

에이르기까지긍정적이고적극적인참여를보이고있

다.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보조하는다양한사

업에이장을중심으로모든주민이동참하고있다. 

이와같이상학마을옛담장에대한다양한이해관

계자의의견이합치될때문화재로서의활용은극대화

될것이다. 보다합리적인대안으로는모든마을의발

전과활성화를위하여유관사업을주관또는자문할

수있는‘마을자치회’의구성이필요하다. 이기구에

서중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고, 지속적으로협조

할수있는체제가구성된다면문화재의보존·전승은

자연스럽게이루어지리라판단된다. 

2. 문화콘텐츠화

최근각지자체마다전통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등각종슬로건을내걸며외부관

광객과인구유치를위해경쟁하고있다. 그리고여러

도시에서전통문화콘텐츠를활용하여지역경제에활력

을주기위한노력을다각도에서기울이고있다. 필자

가조사한상학마을역시최근에등록문화재로돌담장

이 등록된 이후로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향수’, ‘건강’, ‘자연’등의 이미지만을

부각시킬경우일부농촌지역에서추진하는‘그린투

어리즘’과차별화가없는농촌마을에서크게벗어나지

못할것이다. 

<그림 5>에서제시한바와같이문화콘텐츠화는문

화산업의핵심요소라할수있다. 특히장소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은최근관광및문화산업의전략으로서여

러자치단체에서개발하고있다. 상학리돌담길은‘막

힘’과‘소통’이공존하는장소성을보이는곳이다. 또

한도농도시인정읍에서산촌이면서도전통경관을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을이다.

마을주민들, 특히타지에서시집온여성들에게처음의

두려움, 고단함의부정적인이미지는점차마을주민들

을보호해주고상학리학(鶴)터지형의복(福)을지켜주

는고마움, 친숙함의이미지로변화했다. 이처럼다양

한의미를담고있는상학리돌담장을소재로한경쟁

력있는 장소마케팅07이 필요하다. 장소마케팅 전략의

출발은 장소를 단순히 물리적 장소로서가 아니라 역

사·문화·사회·자연적의미를지닌것으로차별화하

여장소의정체성을발견, 해석, 기획, 생성하는장소성

만들기작업에서시작한다. 그런후에장소성을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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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할수있는지역의문화콘텐츠를기획, 개발하

는문화콘텐츠만들기와그것을문화상품화, 브랜드화

하는구체적인마케팅전략과프로그램이기획·추진

된다(이무용, 2006: 43).

현재가장시급한것은장소마케팅과함께상학리

돌담장에대한주민들의구술조사를토대로한스토리

텔링작업이다. 상학마을돌담길자체에서보이는미학

적인측면을강조하기보다는주민들의이야기를소재

로‘스토리텔링화’할수있어야할것이다08. 넓은의

미에서관광스토리텔링은스토리발굴, 체험, 공유의

전과정을통해상호작용을하면서새로운공유가치를

만들어가는과정이라말할수있으며, 좁은의미의관

광스토리텔링은스토리체험의과정중에스토리테마

를어떻게하면효과적으로구성하여관광객에게전달

할것인가라는스토리텔러적인관점에무게를둔다(최

인호·임은미, 2008: 418~419). 이러한스토리텔링이관광

의전략으로인식되면서문화재청에서는‘문화유산과

관광이만나는스토리텔링페스티벌’을수년동안추진

하고있다<그림 6>. 이사업은스토리텔링에대한이해

와경연, 그리고체험을통하여축제마당을선보임으

로써문화유산가치창출의기반을조성하고있다. 일

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유산에 숨겨진 스토리를

발굴하는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상학마을도구술조사를토대로이야기를구

성하고관광객이함께공유할수있는독창적인접근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상학마을에서돌이차지하는문

화적인전통은상당하다. 따라서돌을이용한테마마

을을조성하는것이현실적인측면에서가능하다. 장소

마케팅과스토리텔링을통한문화콘텐츠화의실천방안

의예를들면, 돌담길산책코스및마을어귀에마을주

민들의구술생애사를기록한표지석또는안내판을설

치하는것이다. 산책코스에있는가옥, 느티나무및귀

목나무, 입석, 공동우물등개별장소마다나타나는이

야기는생생한콘텐츠의소재가될것이다. 

이와같이문화적요소인돌에대해단순한친환경

적인측면만을강조하는생태체험마을과는달리과거

상학마을주민들의경험담을재구성하여‘스토리텔링’

한다면관광객에게차별적인접근이가능할것으로보

인다. 나아가담장에내재되어있는다양한가치를문

화기술과접목하여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등영상

매체에활용하는방안도가능하다. 결국장소성·문화

콘텐츠를토대로상학마을의이미지와지역정체성을

향상하고, 문화재보수정비등문화원형을구축하는등

문화관광과문화산업을통해서경제적파급효과를창

출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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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장소성에서말하는장소는물리적 공간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사람들및 그들의활동, 사람과 환경간의 오랜상호작용속에서문화적으로형성된 고유성, 역사성, 정체성, 다중
성을띤 총체적 실체로정의내릴 수 있다 (이무용, 2006: 43).

08 스토리텔링은‘story’, ‘tell’,‘ing’등 세요소로 구성된 단어로서, 이야기, 말하다, 현재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토리텔링에서‘tell’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 외에 인간의
오감이포함되며, ‘ing’는상황의 공유와상호작용성의 의미를내포한다고 말한다. 장소를둘러싼 스토리텔링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스토리와이를체험하고 그러한 체험들이공
유되면서하나의 장소성을형성해 나가는공유가치 추구의 과정이기도 하다 (최인호·임은미, 2008: 418).

그림 6포스터(문화재청)



3. 관광자원화

상학리옛담장의관광자원화는문화적요소인돌·

담·길을최대한활용해야하며, 담장에내재된스토리

를중심으로문화콘텐츠화하는노력이수반될때가시

적인성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상학마을이라

는장소성이갖는이점이주변관광자원과연계될때

관광자원화의기대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먼저돌담길이가지고있는전통성을부각시킬필

요가있다. 골목길은이야기가있는공간이며, 공동체

적인 공간이며, 소통의 공간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의활용될수있다. 뿐만아니라도시관광의소통대안

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데(김사은, 2007: 28~41), 상

학마을돌담길의경우농촌과전통의체험관광으로서

의핵심기재로작용할수있다. 최근상학마을에서는

앞에서소개한담장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외에도돌

담길이라는 소재를 적극 활용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등다양한관광자원화

사업을추진하고있어주목된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활

성화를통한농업부가가치증진및농가소득향상과함

께마을공동체를복원하고도농교류의거점으로활용

하고자추진되고있다. 상학마을은 2009년녹색체험마

을로 선정되어 녹색농촌체험관, 6종의 농산물 가공체

험시설등을조성하였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은녹색성장을위한주민참여와실천활동을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로삶의질을향상하고자추진되었

다. 특히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희망근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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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상학마을의변화된모습(체험관, 두부만들기, 박터널, 낚시터)



일환으로실시되어마을주민들이직접기획하고근로

자로 참여하였다. 상학마을은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

로선정되어체험관주변돌담장쌓기및지압길설치,

마을입구에돌탑설치, 산책로정비등을추진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하여 복원된

담장을중심으로위와같이정부와정읍시에서보조하

는두사업을서로연계하여관광자원화를위한기본

인프라를구축하고다양한세부실천방안을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옛돌담길탐방, 마을농산물수확및

가공체험, 손두부만들기, 자생차채엽및제다, 돌담장

쌓기, 오솔길등반, 두승산가을산행, 낚시등의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홈페이지를구축

하여상학마을의독특한매력을전국적으로홍보하고

있으며민박을조성하여체류형관광지화를추진하고

있다09. 

이외에도주민들의구술에서나타나는소재를바

탕으로 특화된 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돌담장쌓기대회, 양동이에물길어나르기, 가마타고

빨리가기경주등단체관광객과함께즐길수있는체

험프로그램이가능하다. 또한상학마을의풍수의의미

를알아보고, 자신이살고있는지역의풍수에대해서

설명하는프로그램도흥미를유발할것이다. 그리고나

아가돌을소재로한조각품전시및돌을사용하여화

분과같은인테리어소품을만들어보고구매할수있

는문화상품화도가능할것이다.

다음으로주변관광자원과의연계를추진해야한

다. 상학마을의인접지역에는동학농민혁명의최대유

적지로알려진황토현전적지가있다. 이유적은사적

으로지정되어 1980년대부터황토현기념관을비롯하

여다양한기념사업이추진되었으며, 특히 2004년도에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국 유일의 동학관련

전시·교육관으로서의잠재적가치성이매우높다. 또

한정읍은동학농민혁명발상지로서수많은관련유적

지가보존되어있어정읍관광의주요자원으로인식되

어 있다. 그리고 상학마을은 전통사찰 유선사를 끼고

있는두승산자락에위치하여등산, 문화유적탐방등

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연계할수있다. 이와같이동

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성과, 두승산이라는 자연성을

연계한전통농촌체험을활성화한다면상학마을옛담

장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활용방안들이성공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할

수있는자조적인기구가필요하다. 정부및지방자치

단체의 의존에서 탈피하여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사무국을두어자립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

필요가있다.

결론

요즈음전통문화유산의활용에대한다양한노력

이전개되고있다. 그러나기존의연구들은너무미학

적인측면만강조하는경향이있거나건축학적인해석

이주를이루고있다. 특히돌담길과같은유형의문화

유산에대해서는단순히관광코스로소개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문화재청에서는이러한문제제기를

바탕으로문화재활용에대한이론과다양한실천방안

을제시한바있다(문화재청, 2007). 본고에서는최근등

록문화재로등록된옛담장에투영된문화요소를파악

하기위하여인류학적조사방법을활용하여분석하였

다. 그리고구조·공간적인특징에대해서는건축고고

학적인연구방법을적용하여통합적인시각에서바라

보았으며, 담장이라는문화재의가치와그활용방안을

정리하였다. 

그동안세월속에묻혀져왔던담장이문화유산으

로서인식되는과정과특징을소개하고, 담장에담겨진

문화요소를도출하여이러한요소들이문화재적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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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홈페이지인 http://www.doldamgil.co.kr 에서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특히 한수봉마을이장은“테마체험과 농·특상품등우리마을만의 체험프로그램을마련해 보다많은 도
시민들을유치, 우리마을은 물론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의활성화의 물꼬를트겠다”고 말했다 (전북대중일보, 2009: 16).



면, 문화콘텐츠화측면, 관광자원화측면등에어떻게

반영될수있는지를검토하여다양한활용방안을제안

하였다. 특히담장에대해이야기하는마을주민들에대

한구술조사를통하여상학리돌담길에투영된의미와

상징체계를분석하였다. 즉물리적객체로서의돌담길

이아닌마을의역사와문화가내재된‘장소‘로서인식

할필요가있다. 현재거주하는상학리마을주민의기

억속에돌담길은광복전후, 6·25 사변10, 근대산업

화과정을겪으며, 산촌지역농민들의일상생활을함

께한 공간이었다. 나아가 현재는‘관광마을’, ‘전통마

을’만들기프로젝트의주요장소로활용되고있다. 앞

으로구술조사를통하여얻은자료를바탕으로마을의

독창적인대표스토리를발굴하고관광객과함께공유

함으로써새로운커뮤니케이션이창조될수있는기반

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미래 문화산업의화두는콘텐츠산업에있다. 그러

나국내콘텐츠산업은드라마, 영화, 게임, 음악등‘한

류(韓流)’를일으킨분야에집중되어있다. 현재상학리

마을에서추진되고있는다양한개발사업은돌담이라

는문화콘텐츠를잘활용하고있는사례라고볼수있

다. 이제는‘지속가능한’사업이될수있도록중장기

적인발전방안이모색되어져야하며, 무엇보다도마을

주민이중심이되어민·관·산·학이함께할때성공

할수있을것이다. 

향후다른지역의옛담장에서보이는문화요소와

의미체계를비교분석하고활용방안에대한평가, 그리

고관광객의만족도를조사하여수정보완하는과정을

거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옛담장문화유산의보존

과활용을보다체계적이고다양하게추진할수있을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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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례F는마을입구의 느티나무잎에서혈흔이보인 뒤 곧바로 6·25사변이일어나게 되었다는마을전설이있다고구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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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tilization Plan of ‘Old Stone Wall’
Registered as a Cultural Property
Focused on an Old Stone Wall in Sang-Hak Village

Abstract
Recently old stone walls were designat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that meant an extension of categories

about cultural properties from a spot area to whole area.  Moreover given the changing situation of residential pattern,

which is due to rapid social change, this designation can be seen as a significant measure   to keep as intact as

possible traditional landscap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this paper, I analyze the symbol system and meaning of old stone walls and attempt to pick out the cultural

elements which are related to them. These days we have made efforts to various aspects for which make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into cultural contents. But many studies had done before emphasized aspects for beauty only.

Especially existing studies about an old stone wall was mainly focused on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and tourist

route. So we need to build a plot around oral research and need a creative approach for sharing with tourists.

Cultural contents combine the original form, potential and capabilities with media by detecting original form of

culture and finding out the worth and meaning. In this paper examined the probability of using by investigating a

stone wall in Sang-hak  Village that is related with recovering of places to liv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finding

cultural contents. I suggest more creative ways to make cultural properties into tourist resources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place marketing using storytelling,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gathered. 

Keywords |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contents, Place marketing,
Storytelling, Tourism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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