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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사회적으로 전통마을과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 8월 1일 하회

와 양동마을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됨

에 따라서 전통마을의 보전방안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전통마을의

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노정되

고 있다.

첫째, 전통마을의 상업화 및 관광지화의 문

제이다. 전통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

에 따라 전통마을이 상업화되고 관광지화됨에

따라 전통마을의 고유한 분위기와 이미지가 손

상되고 있다.

둘째, 전통마을의 보전체제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통마을을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과 원형 보존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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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전통마을 보전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같이 전통마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이 대두․심화되고 있으나, 전통마을 보

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합의와 현실적인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전대상이 물

리적 측면 특히 건축물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보전방법도 건축물 위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주체 사이에 전통마을에서 보전해야

할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없다.

또한, 마을 전체를 유기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개별적 가옥의 집합체로 보는 경향

이 있어 마을 단위의 보전 전략이 미비한 상

태다. 이에 따라 전통마을 보전의 개념과 방법

론을 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전통마을 보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

제는 ‘무엇’을 보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

또 선정한 보전 대상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

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

저 전통마을의 보전과 관련한 개념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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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마을명 위치
현재2)

호수/인구
현 씨족의 입향시기 현지조사 일시

한국

양동마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3호/

325명
조선 초(1457년)

2007. 9. 5 ～

9. 6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20호/

230명
고려 말(14세기 말)

2007. 9. 6 ～

9. 7, 11. 10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65호/

142명

조선 명종대

(16세기 중반)

2007. 9. 19 ～

9. 20

중국

서체촌(西递村)
안휘성 황산시(黃山市)

이현(黟县)

306호/

약1,080명

북송 원풍년간(元豊年間;

1078～1085)

2007. 2. 12 ～

2. 13

굉촌(宏村)
안휘성 황산시(黃山市)

이현(黟县)

438호/

1,400여명

남송 소흥원년

(紹興元年; 1131～1162)

2007. 2. 10 ～

2. 11

당가촌(黨家村)
섬서성 한성시(韓城市)

서장진(西庄镇)

330여호/

약1,340명
원말(1331년)

2006. 2. 23 ～

2. 24

[표 1] 사례마을의 개요와 현지조사 일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전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전통마을의 보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마을 보전 방법의 틀

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실

성 있는 보전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급의 전통마을

들을 대상으로 보전의 현황에 대한 사례 연구

를 진행하여 시사점을 얻고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1) 중국 전통마을의 선정 배경

중국의 전통마을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

하다는 측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한국의 전통마을과 유사성을

갖는다.

ㄱ. 한국과 중국의 전통마을은 사회문화적

특성이 유사하다. 두 나라의 전통마을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종법 질서를 지니고 있으

며, 이를 토대로 공동체적 성격이 지속되고 있

다. 또한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

는 환경친화적 성격을 지속하고 있다.

ㄴ. 역사적 변화양상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1910년에, 중국은 1911년에 왕조시대의

막을 내린다. 두 나라 모두 1960년대부터 급격

한 근대화의 영향 속에서 마을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두 나라 모두 1980년대 말부

터 전통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대두

되고 이에 따라 전통마을의 보전이 사회적 관

심사가 된다. 특히 2000년대에 두 나라의 대표

적인 전통마을들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

재됨에 따라서 전통마을의 보전과 활용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적인 보전의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두 나라의 전통마을을 비교분석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사례마을의 선정

한국과 중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전형적인

보전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급의 마을 곧, 등재된 마을과 등재를 추진

하고 있는 마을을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한국에서는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아산 외암마을을 사례마을로 선정하였

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 중 한국의 사례마을과 주거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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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간 구조적인 측면이 유사한 안휘성의 서

체촌과 굉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

목록에 있는 섬서성의 당가촌을 사례로 선정하

였다. 사례마을의 개요와 현지조사 일시를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1> 한국 사례마을의

위치도

<그림 2> 중국 사례마을의 위치도

2) 2007년 기준

1-3. 연구의 단계와 방법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한다. 첫 단계

는 전통마을 보전과 관련한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통마을의 보전대

상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단계이다. 전통마

을에는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며 두 측면을 모두 보전대상으로 검토하

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통마을 보전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패턴과 사용방식

을 분석하여 물리적 요소가 보전되는 방식과

논리, 곧 전통마을 보전의 메커니즘을 파악한

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가 중요

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마을의 개관과 보전현황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였다. 마을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의 문헌

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제도, 시기별 마을공간,

인구와 경제구조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보전의 측면에서 사례마을의 특성을 파악하였

다.

현지조사는 현지에서의 실측조사, 인터뷰,

참여관찰, 촬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를

통해 마을보전의 구체적인 현황과 거주자 요구

를 파악하였다. 실측조사에서는 주로 자산과

보전현황을 파악하였다. 인터뷰는 마을 주민,

문화재관리기관(한국의 문화재청, 중국의 문물

관리소 등), 마을 관할 행정기관(한국의 시청,

면사무소), 마을 관리사무소의 담당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관찰자 자신이 조사대상인 사회

에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생활을 하면서 관찰하

는 참여관찰은 실제 마을 생활의 모습을 이해

하고 실생활에서 의미를 갖는 마을의 자산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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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동마을 배치도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2. 사례마을의 특성과 주요 자산

2-1. 한국의 전통마을

1) 양동마을

•마을 공간구성과 건축조건 : 물(勿)자의

세 능선 사이에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이 능선

에는 양 문중의 대종가인 서백당과 무첨당을

비롯하여 관가정, 향단 등 주요 가옥이 해발

20~35m에 위치한다. 이들 주요 가옥의 아래에

는 양반가옥에 딸린 초가의 가랍집이 위치한

다. 양동천이 마을을 관통하여 흐르고 안락천

이 마을 밖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문화재 현황 : 1984년 마을이 중요민속자

료로 지정되었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마을에는 198동의 전통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6동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 수목으로는 서백당 사랑마당에 위치한

향나무와 손병익가옥 내에 위치한 회나무가 있

다.

•자산3) : 마을의 물리적 자산은 표 2와 같

다. 이 중 성주봉은 서백당의 안대로, 성주봉

과 서백당은 시각적으로 대응한다. 서백당․무

첨당․향단․관가정으로 연결되는 가로체계는

勿자형 능선과 대응한다. 이러한 자산의 요소

들이 서로 대응됨으로써 이 마을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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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요소
설창산, 성주봉,

양동천, 향나무 등

인공

요소

사회적 공간 정충비각, 우물 등

개인적 공간
서백당, 무첨당,

향단, 관가정 등

정신적 공간 두곡영당 등

[표 2] 양동마을의 물리적 자산

<그림 5> 양동마을의 자산: 정충비각(좌측)과

향단(우측)

<그림 4> 하회마을 배치도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비물리적 자산에는 관가정에서 단오제날 모

시는 손소의 시제, 손씨 문중 회의와 같은 활

동, 매년 정월 대보름날 마을의 당목인 관가정

앞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서 지내는 고사 등이

있다.

3) 자산은 마을의 특성 및 의미가 잘 드러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하회마을

•마을 공간구성과 건축조건 : 겨울철 북서

풍을 막는 데 매우 불리한 조건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의 북서쪽에 만송정(萬松

亭)이라는 동수를 조성하였다. 마을의 가로체

계를 보면, 주거지 중심부에서 동서방향의 안

길이 교차하며, 남북방향의 가로가 주거지를

동서로 나눈다.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두 갈

래의 안길 사이로 샛길들이 방사상으로 나있

다. 가옥들의 향은 동․서․남․북 등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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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회마을의 자산:

원지정사에서 본 부용대

<그림 7> 외암마을의 자산:

마을공간을 누비는 수로

•문화재 현황 : 1984년 마을이 중요민속자

료로 지정되었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마을에 458동의 전통건축물이 있

으며 이 중 12동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 마을숲인 만송정은 천연기념물 문화재

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자산 : 마을의 물리적 자산은 표 3과 같

다. 이 중 마늘봉은 양진당의 안대이며 화산은

충효당의 안대로 가옥과 시각적으로 대응한다.

‘겸암정사-빈연

정사’, ‘옥연정사

-원지정사’가 서

로 대응하여 마

을의 주요한 경

관을 이룬다. 또

삼신당의 마당과

당목이 대응하여

마을의 중심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요소

들이 대응함으로써 각각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의식공간인 삼신당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안

길과 샛길의 가로들이 선적으로 연계되어 하나

의 의미 있는 체계를 이룬다. 또한 마을 중심

부에서 주변 강으로 퍼져나가는 방사상 패턴의

가로체계는 하회마을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

산이다.

비물리적 자산에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서낭

당, 국사당, 삼신당에서 지내는 의례인 동제가

있고, 이 의식 이후에 하는 지신밟기가 있다.

음력 7월 20일에는 풋굿행사가 진행된다.

자연요소

부용대, 삼신당의

느티나무, 만송정,

마늘봉, 화산 등

인공

요소

개인적 공간 충효당, 양진당 등

정신적 공간
삼신당, 서낭당,

국사당

[표 3] 하회마을의 물리적 자산

3) 외암마을

•마을 공간구성과 건축조건 : 마을의 남측

에 위치한 외암천이 주거지의 경계를 이루며,

설화산 계곡의 물을 주거지 내부로 유입해 수

로망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마을공간에 인공수

로가 잘 발달된 것은 한국의 전통마을에서 보

기 드믄 현상이다.

•문화재 현황 : 2001년 마을이 중요민속자

료로 지정되었다. 마을에는 34동의 전통건축물

이 있으며 이 중 건재고택과 참판댁 등 2동의

전통가옥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자산 : 마을의 물리적 자산은 표 4와 같

다. 이 중 면잠산은 참판댁 사랑채의 안대로,

이 두 요소는 시각적으로 대응한다. 마을입구

에서 이간사당

까지 연결되는

안길은 물론 샛

길들을 따라 조

성된 돌담, 그

리고 마을공간

을 누비는 인공

수로는 외암마

을만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

비물리적 자산에는 정월대보름 전날 안길을

따라 지내는 장승제와 느티나무제 등의 의례와

음력 7월 7일의 칠석놀이 등이 있다.

자연요소
외암천, 느티나무,

소나무 숲, 면잠산 등

인공

요소

사회적 공간 정려각, 반석정 등

개인적 공간 건재고택, 참판댁 등

정신적 공간 이간사당 등

기타 돌담, 수로

[표 4] 외암마을의 물리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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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굉촌의

자산: 가로 및 수로

체계

<그림 8> 외암마을 배치도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2-2. 중국의 전통마을

1) 굉촌

• 마을 공간구성과 건축조건 : 마을 중심

부에 위치한 월소(月沼)를 중심으로 인공수로

가 형성되어 각 가옥과 가로를 관통하여 마을

남쪽에 위치한 남호(南湖)로 흘러든다. 이 수

로를 따라 가로와 가옥들이 조성되어 독특한

마을 공간이 구성되었다.

•문화재 현황 : 1986년 마을이 전국중점문

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유네

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마을에는 158동

의 명․청시대 건축물이 현존하며 이 중 137

동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건축물과 수목은

1~3급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자산 : 마을의 물리적 자산은 [표 5]와 같

다. 이 중 입구광장은 사회적 공간의 성격이면

서 동시에 마을 주민의 장례가 있을 경우 이

곳에서 풍악을 울리며 상여를 매고 행렬하는

정신적 공간의 성격도 갖는다. 낙서당(樂敍堂)

은 원래 왕씨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왕씨종사

(汪氏宗祠)이지만, 주민들의 결혼과 장례, 주민

간의 분쟁 처리나 공적 업무도 이루어졌다. 이

처럼 의례가 일어나는 정신적 공간은 마을 주

민의 공동체 생활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의

성격도 가졌다. 그러나 현재는 박물관으로 조

성되어 관광객의 관람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

는 월소와 낙서당은 짝을

이루어서 굉촌을 상징하

는 자산이다. 입구광장에

서 굉촌가와 월소를 거쳐

낙서당으로 가는 경로는

마을의 특징적인 경관을

이룬다. 입구광장․월

소․남호 주변으로 형성

된 가로체계와 월소․남

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

체계는 굉촌의 고유한 자산이다.

비물리적 자산은 주거지 남쪽 경계부의 남

호에서 채소 및 고기 등 음식재료를 씻는 행

위, 남호 주변에서 주민들이 만남을 갖거나 여

성들이 빨래터에 모여 교류하는 행위 등이 있

다. 입구광장은 정월대보름 직후인 음력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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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요소

서계(西溪)․뇌강산

(雷崗山)․은행나무․

버드나무 등

인공

요소

사회적 공간
월소․남호(月沼․南

湖)의 연못, 광장

개인적 공간

수인당(樹人堂)․삼립

당(三立堂)․숭지당

(崇志堂) 등

정신적 공간
입구광장,

낙서당(樂敍堂)

[표 5] 굉촌의 물리적 자산

<그림 10> 굉촌 배치도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17일에 신선놀이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장

소로 이용된다.

2) 서체촌

•마을 공간구성과 건축조건 : 세 갈래의

물길이 마을 배치의 틀을 이루는데, 이 중 전

변계(前邊溪)는 주거지를 관통하고 후변계(後

邊溪)와 금계(金溪)는 주거지 경계를 이룬다.

전변계와 후변계를 따라 형성된 가로들과 대로

가(大路街)가 마을 전체의 골격을 이루고 횡로

가(橫路街)와 직가(直街), 기타 골목들이 이

세 갈래의 가로를 연결하여 마을을 조직한다.

•문화재 현황 : 1986년 마을이 전국중점문

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유네

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249동의 명․청

시대 건축물이 현존하며 이 중 202동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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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요소

전변계(前邊溪), 후변
계(後邊溪), 학형산(鶴
形山), 우형산(牛形山),
월형산(月形山) 등

인공

요소

사회적 공간

호문광자사패방(胡文
光刺史牌坊), 호문광
자사패방 광장, 경애
당(敬愛堂) 광장, 추모
당(追慕堂) 광장 등

개인적 공간
대부제(大夫第), 광고
제(曠古齊), 돈인당
(惇仁堂) 등

정신적 공간 경애당

[표 6] 서체촌의 물리적 자산

<그림 11> 서체촌 배치도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상태가 양호하다. 이 건축물들은 1~3급의 보호

건축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자산 : 마을의 물리적 자산은 [표 6]과 같

다. 서체촌에서 가장 큰 사당인 경애당은 호씨

종사(湖氏宗祠)로, 정신적․사회적 성격을 갖

는다. 이 사당은 조상을 모시고 종족의 일을

논의하며 호씨의 결혼 및 제례 행사 등 종법

을 유지하는 장소로 마을의 중심시설이었다.

1992년 봄부터는 민속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

다.

경애당은 그 전면에 형성된 광장과 짝을 이

루어 마을의 중심공간을 이룬다. 따라서 마을

입구에서 경애당 전면 광장을 거쳐 경애당까지

이르는 경로는 서체촌의 고유한 자산이다. 이

경로와 연결된 가로체계와 마을 내부를 관통하

는 수체계는 마을 공간구조의 틀을 형성한다.

비물리적 자산에는 마을 입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장례, 추모당에서 지내는

마을 전체의 제사 등 다양한 의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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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당가촌 배치도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그림 12> 서체촌의 자산:

호문광자사패방

3) 당가촌

•마을 공간구성과 건축조건 : 주거지는 본

촌, 상채(上寨), 신촌 등 세 구역으로 구성된

다. 명․청대에 건립된 건축물들이 본촌과 상

채에 위치하고 본촌 남쪽으로 필수하(泌水河)

와 함께 농경지가 펼쳐진다. 상채의 위쪽에 신

촌이 위치한다. 신촌은 1980년대 계획된 구역

으로, 마을에서 수용하지 못한 주택과 주민 편

의시설이 위치한다.

•문화재 현황 : 2001년 마을이 전국중점문

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목록에 올려졌다. 150여동의

명․청대 고민가가 현존하며 이 중 사합원형

식의 고민가 125동이 잘 보전되고 있다. 건축

물을 1~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자산 : 마을의 물리적 자산은 표 7과 같

다. 이 중 전당포, 분은원(分銀院, 은행 역할)

은 상업공간이며, 망루(望樓), 초문(哨門), 성

채(城砦)은 방어공간이다. 사당은 결혼과 장례

등의 의례뿐만 아니라 노인협회나 촌위원회로

사용하여 정신적․사회적 공간의 성격을 동시

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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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당가촌의

자산: 초문

<그림 15> 양동마을 문화재지정구역도

(자료; 경주시)

당씨 및 가씨 사당,

당씨 및 가씨 분은원은

마을의 주요 가로인 대

항(大巷)에 면해 있다.

마을입구에서 사당과

분은원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대항을 중심으

로 형성된 가로체계는

마을의 중요한 자산이

다.

자연요소 필수하․회나무

인공

요소

사회적 공간

입구광장,

당씨사당(黨氏祠堂)․

가씨사당(賈氏祠堂),

희대(戱臺), 전당포,

분은원(分銀院, 은행

역할), 망루(望樓),

초문(哨門),

성채(城砦) 등

개인적 공간

대조벽사합원(大照壁

四合院)․경독제(耕讀

第)․태사제(太史第)

등

정신적 공간 사당

[표 7] 당가촌의 물리적 자산

3. 보전의 개념 설정

3-1. 한국 전통마을의 현행 보전 개념

한국 전통마을의 보전에 적용되고 있는 개

념을 파악하기 위해, 법적 제도에서 보전 방향

과 보전을 위한 규제구역의 체제를 고찰해 보

기로 한다.

민속마을의 보전을 위해 적용되는 법적 제

도로는 문화재보호법이 있으며, 하회마을은 ‘안

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가 제정

되어 있다.4) 지역 혹은 마을별 특성에 따라 적

용되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5)으로 하는 문화재보호

법이 모든 민속마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

다. 양동마을․하회마을․외암마을의 규제구역

으로는 ‘문화재지정구역’의 단일구역이 설정되

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원형보존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6)

법적 제도가 모든 마을에 일률적으로 적용

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이 완충구역 없이 단일

구역으로만 설정된 것은 마을의 변화와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

에 따르면 문화재지정구역을 경계로 그 내부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외부는 법적 보호를 받지

4) 2011년 1월 6일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

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

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6) 하회․양동 마을은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 핵

심구역(core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의 2개 구역으

로 보전관리구역을 설정하였으나, 구역별로 적용되는 규

제내용이 없어 아직 실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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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회마을 문화재지정구역도

(자료; 안동시)

<그림 17> 외암마을 문화재지정구역도

(자료; 아산시)

<그림 18> 굉촌의 보전규제구역 등급도

못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 마을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런 우려를

고려해 문화재지정구역 범위를 더 크게 설정하

면 개발의 제한범위도 커지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지정구

역이라는 단일구역만을 설정한 것은 개발과 보

존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변화나 개발의 가

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할 때 이런 규제

방식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3-2. 중국 전통마을의 현행 보전 개념

중국 전통마을의 보전에 적용되고 있는 개

념을 파악하기 위해, 법적 제도7)에서 보전

7) 중국법규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칙, 지방법규, 지

방규칙 등의 종적 체계로 구성된다.

<그림 19> 서체촌의 보전규제구역 등급도

<그림 20> 당가촌의 보전규제구역 등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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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마을 양동마을 하회마을 외암마을 굉촌 서체촌 당가촌

규제구역

지정방식

명칭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건설통제구<

환경협조구

절대보호구<

경관보호구<

환경보호구<

환경협조구

방식

․단일구역은 문화재지정구역

(핵심 및 완충의 두 구역을 지정하였

으나 구역별 규제사항이 마련되지

않음)

․여러 등급으로 지정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내용(강도)이 다름

․보호구는 원형 유지에 중점을 두며, 나머지

구역은 조정지대임. 마을보호계획에 근거해 신

구역(개발구역)을 지정함

법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8조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

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

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

터 500미터 이내 지역

文物保護法 제18조

문물보호기관 주위에 일정 규모의 건설제어지

역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사회에 발표한다.

安徽省晥南古民居保護條例 제12조

건설통제지대 안에서 고민거 문화재 보호 단위

의 건설공정을 진행시, 문화재 보호 단위의 역

사 풍모를 파괴할 수 없다.

陕西省文物保护管理条例 제3조

각급 인민정부 문물행정관리부문은 중점보호구,

일반보호구, 건설통제지대로 나누고 전문기구나

전문인원을 설치해 책임관리 하도록 한다.

세계유산협약 내용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 제17조)

완충구역은 유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보호기능을 주기 위하여 유산을 둘러싸서

사용을 제한한 지대를 의미하며 등재 신청된 문화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필요

하다면 언제든지 적절한 완충구역을 유산 주위에 설정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8] 한국과 중국 전통마을의 규제구역과 보전 원칙

방향과 보전 규제구역의 체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중국 전통마을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는 법

률인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 행정법규인 문

물보호법실시조례(文物保護法實施條例), 부문

규칙인 세계문화유산 보호관리판법(世界文化

遺産保護管理辦法), 지방법규인 안휘성실시

《문물보호법》판법(安徽省實施《文物保護

法》辦法)과 안휘성 환남고민거 보호조례(安

徽省晥南古民居保護條例) 등이다. 중국에서는

지역이나 마을 성격에 따라 법적 제도가 체계

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물보호

법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존과 개발(주민의 생활 개선 및 관광)의 관

계를 중시하여 두 관계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굉촌․서체촌․당가촌의 규제구역은 보호구

역, 건설통제구역, 환경협조구역의 3개 구역으

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보호구역에는 고건축

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곳을 중점보호부분으

로 설정하여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이같이 마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도를 적

용하고 등급구역에 따라 보전방법을 다르게 적

용하는 것은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전통마을을 보존과 함께 활용

및 개발의 관점에서도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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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전통마을 보전 관련 법규에

규정된 규제구역과 보전 원칙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3-3. 전통마을 보전 개념의 설정

전통마을 보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적

용되고 있는 법적 제도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보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전이란 자산 중 전통의 본질적 가치가 있

는 것은 지속시키고 부수적인 변화8)는 수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속은 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상징적인 성격을 갖는

비물리적인 측면까지 유지가능 해야 하며9), 지

속은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

정 부분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10) 따라서 보전

은 지속과 변화를 포함한 좀 더 넓고 유연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1> 보전의 속성

원형 보존은 그 범위가 개별 요소에 한정되

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위와 같은 의미의 보전

은 그 범위가 개별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적인 범위를 포함하여 복합적이고 광의적

8) 여기에서 변화는 전통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 지속가능한 마을은 마을의 과거 모습과 외형뿐만 아

니라 기능적, 상징적 측면이 미래에도 마을 기능과 질서

가 바탕이 되어 유지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강동진,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33쪽)

10) 변화는 지속의 한 양상이자 지속의 필연적인 현상

이며, 지속은 변화의 원인이고 변화는 지속의 원인이라

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지속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변

화의 폭도 커지듯 변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지속의 힘도

커진다. 따라서 지속은 변화의 전제이자 목적이며 변화

는 지속의 현상이자 결과이다. (실천민속학회 편, 『민

속문화의 지속과 변화』, 집문당, 2001, 14~19쪽)

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보전과 보존의 개념

차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앞으로 한국 전

통마을은 경직된 원형 보존 원칙을 고수하기보

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호․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된다.

구분 개념어 개념도

보전

(conservation)

활용, 관계,

기능적,

복합적,

개발과

균형,

지속가능한

발전

보존

(preservation)

원형 유지,

형태,

비기능적,

개체적,

개발과 대립

[표 9] 보전과 보존의 개념

4. 보전 대상의 정립

문화재지정 현황과 마을의 보전 현황을 통

해서 사례 마을들의 현행 보전 대상의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

을의 보전 대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한다.

4-1. 한국 전통마을의 현행 보전 대상

과 문제점

하회와 양동마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준비를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전부 개

정11)하였으나, 현재 한국 전통마을에서 문화재

11) 전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00호. 개정되면서 ‘제2

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문화재 보

호의 기반 조성’이 새로 추가되었으나, ‘제4장 국가지정

문화재’는 기존 내용과 거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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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외암마을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면잠산(안산) 앞의 건축물

는 앞의 ‘2장 사례마을의 특성과 주요 자산’에

서 확인하였듯이 여전히 가옥이나 정자, 비각,

수목 등 개별 요소, 특히 단위 건축물 위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한편 2장의 ‘자산’ 현

황을 통해, 시각을 좀 더 확대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마을별로 고유한 자산이 다

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의 특성과 의미를 잘 드러내는 대상을

자산이라고 할 때, 자산은 물리적 요소와 비물

리적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자산 중에서 보

전하고자 하는 물리적 요소를 보전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보전 대상이 되는 물리적 요소에

는 비물리적 요소인 사용방식의 특성이 반영되

어 있다.

물리적인 대상만을 볼 때는 가치가 잘 드러

나지 않아 간과되었던 대상도 비물리적 요소

곧 사용방식이 고려되었을 때 가치를 찾을 수

있으므로 보전 대상을 설정할 때 사용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

지는 비물리적 요소인 사용방식을 배제하고 개

별 요소 특히, 건물 위주의 보존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마을 경관의 특성을 지속하

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 예로 외암마을의 경우, 안산인 면잠산 앞

에 위치한 대형 건축물이 마을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안산과 마을의

주택들을 별개로 파악함으로써 벌어진 현상이

다. 마을의 주택들과 안산이 맺는 관계를 이해

하고 마을주거지와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안산

을 보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런 현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4-2. 중국 전통마을의 현행 보전 대상

과 문제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굉촌․서체촌의 보호

구역 보호 원칙을 통해서 마을의 보전 대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굉촌의 보호구역 보호 원

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옛 수계는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가로는 비례와 청

석 포장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전통건축은 건

축재료, 비례, 색채, 디테일, 높이 등의 규모,

조형 등이 보호되도록 한다. ④마을의 배치구

조, 가로체계, 전통민속문화 등이 보호되도록

한다.

한편 서체촌의 보호구역 보호 원칙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①마을 배치에서 중요한 구

성요소인 가로와 수로를 잘 보호해야 한다. 가

로는 이현(黟县)청석을 사용해 규칙적으로 포

장해야 한다. 전․후변계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마을의 전통분위기를 보

호하기 위해 마을의 경계를 조정하고 가로의

입면을 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재

료와 지붕형식, 고도, 비례 등을 통제한다.

이로부터 굉촌․서체촌의 보전 대상에는 단

위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로경관과 마을 배치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로 및 수로 체계가 포

함되어 그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의 2장에서 중국 전통마을의 자산을

확인하였듯이, 중국 전통마을의 중요한 자산인

사당의 경우 비물리적 요소인 사용방식은 지속

하지 않고 물리적 요소만 보존하고 있다. 중국

의 사당은 원래 마을의 관혼상제와 공공업무가

이루어졌던 마을의 핵심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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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현재 사당을 원형 보존하기 위해

사당을 국가소유로 한 후 관람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요소인

사용방식이 함께 보전 대상의 본질을 이룬다고

할 때, 사당은 물리적 요소 자체는 지속되지만

마을의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비물리

적인 사용방식은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사당의

보전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23> 서체촌 경애당 외관

<그림 24> 서체촌 경애당 내부

4-3. 보전 대상의 유형화와 구성

현재 한국과 중국의 사례마을들에서 설정하

고 있는 보전 대상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점․

선․면으로 구분된다. 점에는 수목, 가옥, 정자,

우물 등이 해당되며, 선에는 가로, 수로 등이,

면에는 마을을 이루는 세부 영역들이 해당된

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보전 대상을 개별 요

소로 보고 물리적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법으로는 보전 대상

의 비물리적인 특성이나 내재된 가치를 고려하

기 어렵다.

이러한 물리적 형태 중심의 분류가 갖는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전 대상을 요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전 대상을 개별

요소, 대응 요소, 연계 요소, 네트워크 요소로

유형화하였다. ‘점․선․면’과 ‘개별 요소․대

응 요소․연계 요소․네트워크 요소’의 두 분

류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전 대상을

형태 중심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 중

심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있다. 이런 두 관점에

따라 보전 대상은 달리 설정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관련지어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보전

대상의

형태

점 선 면

보전

대상의

관계

․개별

요소

․대응

요소

․연계

요소

개별․대응

요소

․네트워크 요소

[표 10] 보전 대상의 분류 관점

1) 보전 대상의 유형

①개별 요소 : 서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명확히 구획되는 요소로,

개별성(individuality)을 특징으로 한다. 개별

요소는 물리적 구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므로 마을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보전 대

상은 이 개별 요소에서 시작된다. 개별 요소에

는 수목, 봉우리와 같은 자연 요소와 다리, 가

옥, 재실, 사당, 신당, 서당, 정자, 광장, 연못,

우물 등 인공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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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하회마을 삼신당의 연계 요소 - 단면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그림 26> 하회마을 삼신당의

연계 요소 - 배치

(출처; ATA아시아건축연구실)

②대응 요소 : 개별 요소와 개

별 요소가 관계를 맺고 짝을 이룬 요소로, 대

응성(correspondence)을 특징으로 한다. 대개

두 개 혹은 세 개의 개별 요소가 대응하여 의

미 있는 보전 대상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개별

요소들이 서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상호 의미를

가지며 시각적으로 연결되면 대응 요소에 해당

한다. 양동마을의 양반가옥-가랍집, 서백당-성

주봉, 서체촌의 패방-광장, 경애당-광장 등이

대응 요소에 해당한다.

③연계 요소 : 개별 요소들이 연

속적인 연결관계를 이룬 요소로, 연계성

(sequence)을 특징으로 한다. 일련의 개별 요

소들이 선적(線的)으로 연결되어 마을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마을공간에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연계 요소는

대개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마을경관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며, 가로공간 및 수로

공간과 관련을 갖는 경우가 많다. 서체촌의

‘패방-광장-마을입구’와 하회마을의 삼신당 진

입공간의 ‘골목-담-마당-느티나무 당목’ 등이

연계 요소에 해당한다.

④네트워크 요소 : 개별 요소들

이 서로 얽힌 몇 개의 선으로 배열되어 망(網)

을 형성한 요소로, 조직성(network)을 특징으

로 한다. 이는 마을의 공간구조 체계를 파악하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을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가로체계, 수체계가 네트워크

요소에 해당한다.

2) 보전 대상의 구성

앞에서 논한 다양한 유형의 요소들이 모여

마을의 보전 대상을 구성한다. 개별 요소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다른 개별

요소들과 함께 대응 요소․연계 요소․네트워

크 요소를 이루어 가치를 드러낸다. 여기에 보

존 대상을 유지․운영하는 사용방식이 결합하

여 진정한 문화경관, 곧 마을의 정체성이 형성

된다. 이러한 마을의 문화경관은 단일하게 표

현될 수 없으며 중층적(重層的) 구조 혹은 동

심원(同心圓) 구조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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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보전 대상의 구성도

5. 전통마을 보전의 방법론

5-1. 연계화․네트워크화를 통한 보전

대상의 구조화

한국과 중국의 사례마을들을 분석한 결과,

보전 대상들이 점․선․면의 형태로 구분될

뿐 그것들의 구조적 관계는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전통마을에서 보전 대상

을 연결하는 마을길의 유지․관리가 소홀한

것은 보전 대상에 대한 구조적 관점이 결여된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개별 요소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전 대상이 형성되고 사용되며 유

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전 대상의 구조화

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전 대상의 구조화는 비물리적 요소인 사

용방식과 긴밀히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마을공

간의 사용방식은 목적지로의 이동과정 곧, 동

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는 보전 대상이

연계화․네트워크화 되어 사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 물리적 요소만을 고려하면 개별 요소 자

체가 중요성을 갖지만,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

해 고려하면 연계 요소와 네트워크 요소가 중

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전 대상을 개별적으

로 파악하는 현행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대응

요소, 연계 요소, 네트워크 요소 등으로 보전

대상을 구조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리적 구성의 기본단위인 개별 요소와 또 다

른 개별 요소가 짝을 이룸으로써 더욱 가치를

지니는 것이 대응 요소이다. 연계 요소는 일련

의 개별 요소들이 연계됨으로써 가치를 지니는

요소이다. 즉, 연계 요소는 개별 요소들의 연

계과정을 고찰 할 때 이해될 수 있다.12) 네트

워크 요소는 가로 및 수로 체계를 매개로 개

별 요소들이 모여 마을의 공간구조를 이룸으로

써 가치를 지니는 요소이다. 이러한 마을의 공

간구조는 마을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이므로 공간구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13)

보전 대상의 연계화․네트워크에서는 공간

적 연결뿐만 아니라 시각적 연결이 중요하다.

12)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MIT, 1960,

p.1

13) 라포포트는 전통공간의 공간구조를 토속 매트릭스

(Vernacular Matrix)라 칭하며, 마을의 요소들이 이런

전통마을 공간의 조직 즉, 공간구조와 관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196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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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안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가옥

이 마을의 어떤 산과 시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두 개별 요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연

계되어 대응 요소가 된다. 그런데 그 두 개별

요소 사이에 어떤 구조물이 세워져 시각적으로

단절되면 ‘가옥-산(안대)’의 대응관계가 파괴된

다. 이때 두 개별 요소가 각각 보존되고 있더

라도 시각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의 가치는 감소된다. 따라서 마을의 가치와 특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요소들을 연계

화․네트워크화하여 보전 대상으로 설정할 필

요가 있다.

<그림 28>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보전 대상의 구조화

5-2. 사용방식을 토대로 한 보전 프로

그램 작성

앞의 ‘4-3 보전 대상의 유형화와 구성’에서

마을 자산은 물리적 요소에 비물리적 요소인

활동의 패턴 곧, 사용방식이 결합된 것이며,

이것들의 결합체가 보전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마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식을 내포한 보전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 본

질은 지속시키고 그 밖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

를 거쳐 수용하는 보전 방법을 정립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수 백년 전의 사용방식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방식을 현대에 적합하도록 각색하거나 대

체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때 전통적 사용방

식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사용방식을 프로그램

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전통마을의 물리적 요소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

내용을 체계화 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방식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개념으로 프로

그램화 할 것을 제안한다.

①지속 :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고

미래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용방식의

측면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속 프로

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로 동제를 들 수 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가장 규모가 큰

연중행사인 동제는 마을의 신당과 당목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동제가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

전히 농업이 이루어지고 농업에 따른 공동체

생활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으로 생

각된다.

②변형 : 과거의 사용방식을 축소하거나 확

대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변형 프로그램의 사

례로 하회마을의 대제(大祭)가 있다. 대제는

동제와 별신굿이 3년, 5년 등 비정기적으로 상

당, 중당, 하당에서 이루어졌던 행사이다. 별신

굿은 192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현재

동제만 이루어져 대제라는 사용방식은 축소되

었다. 대제에서 과거의 사용방식이 축소되어

변형된 원인은 신분의 철폐로 생각된다. 원래

별신굿은 노비와 평민들이 주관하여 행했던 의

례와 놀이가 결합된 사용방식이었다. 그러나

신분사회가 몰락하고 근대화를 겪으면서 별신

굿을 주관하던 주체가 마을을 떠나 대제가 변

형된 것으로 보인다.

③대체 : 과거의 사용방식을 다른 사용방식

으로 대체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체 프로그

램의 사례로 하회마을 삼신당의 출산의례를 들

수 있다. 출산의례는 아들 출산을 기원하는 여

성이 삼신당의 당목 아래에 음식을 차려놓고

두 손을 비비며 절을 하는 것이다.1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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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전통마을 보전의 방법

현재 삼신당에서는 출산의례가 행해지지 않으

며, 당목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줄을

쳐 놓아 관광객이 종이에 소원을 적어 금줄에

끼워놓는 사용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사용방식이 대체된 원인은 마을에서

젊은 층의 주민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한 젊은 층의 주민은 기존의 출산의례가 실제

적인 의미가 없는 민속신앙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용방식이 지속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삼신당의 대체 프로그램은 일본 문

화를 도입한 것으로 잘못된 프로그램이다. 마

을의 고유한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닌 사용방

식을 도입하는 것은 그 마을의 정체성을 위협

하므로, 대체 프로그램 설정시 유의해야 한다.

④소멸 : 과거의 사용방식이 소멸되어 현재

에는 사용방식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사용방

식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소멸 프로그램의 전

형적인 사례로 정자 및 정사에서 일어나던 학

문 수양, 휴식, 노비 감시 등을 들 수 있다. 사

용방식이 사라져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서 정자

나 정사는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다.

정자 및 정사의 보전을 위해 신설 프로그램

14) 장기인 외,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경상북도,

1979, 28쪽

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신설 프로그램으로 현

재 하회마을의 원지정사와 빈연정사에서 간헐

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객 대상의 체험프로그

램을 들 수 있다. 원지정사에서 붓글씨 쓰기

체험과 빈연정사에서 국악, 다도체험 등의 프

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한 사용방식의

프로그램화 방식을 보전 대상인 물리적 요소들

과 결합하여 전통마을의 보전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9>와 같다.

6. 결론

본 연구는 전통마을의 바람직한 보전 방법

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있는 세계문

화유산급의 전통마을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

탕으로 전통마을의 보전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

대상을 유형화하였다.

먼저 개별 요소들의 경직된 원형 보존에서

벗어나 마을의 본질적 가치는 지속시키고, 사

회 변화에 따른 그 밖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

를 거쳐 수용하는 방향으로 보전의 개념을 수

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을의 자산은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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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구성되며 마을의 가치를 잘 드러내기 위

해서는 비물리적 요소인 사용방식의 특성이 결

합된 물리적 요소를 보전 대상으로 삼아야 함

을 밝혔다.

그리고 보전 대상을 요소들의 관계를 중심

으로 개별 요소, 대응 요소, 연계 요소, 네트워

크 요소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전의 방법론으로 연계화․네

트워크화를 통한 보전 대상의 구조화, 그리고

사용방식의 지속과 변화를 토대로 한 보전 프

로그램의 작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전통마을을 원형 보존보다는 변

화를 수용하는 보전의 개념으로 가꾸어나갈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

다.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보전 방법론의 틀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이 앞으로 특정 마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전 방법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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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method of conservation for traditional

Korean settlements, based on the field surveys on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settlements in Korea and China. The method is approached from grasping the

conservation mechanism in which non-physical aspects deeply influence physical ones.

The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the current methods of

conservation for the traditional settlements, through comparing conservation practices at

the World Heritage-class settlements such as Yangdong, Hahoi, and Oeam villages in

Korea and Xidi-cun, Hong-cun, and Dangjia-cun in China. As a consequence of the

study, the conservation method for the traditional Korean settlements i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ly, the conservation targets are classified into 4 types in terms of the relations

of elements; individual, correspondent, sequential, and network elements. Secondly, the

conservation strategies include the structuralizations of targets, by means of sequencing

and networking. Thirdly, the conservation programs ar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sustenance, transformation, replacement, and extinction of traditional use patterns.

Keywords : Traditional Settlement, Conservation Concept, Conservation

Mechanism, Conservation Target, Conservation Method, Conservation Program,

Individual Element, Correspondent Element, Sequential Element, Network

El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