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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농촌마을은 문화경관적 건전성을 상실한 채 변질이나 해체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하는 외암마을(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은 신전통주의 부흥을 추구

하며 지속성을 유지한 채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암마을은 예안이씨 동족마을로 500여년의 긴 역사

동안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과 건전성을 지켜온 민속마을로서 문화유산적 가치 측면에서‘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토속경관 사례이다. 

유교적 문화경관 지표물(종가, 사당과 묘역, 신도비, 정려와 송덕비, 정자 등)과 다양한 민간신앙 요소(장승과 솟대, 당산목,

산신당, 마을숲 등), 그리고 유·무형의 생활문화(활발한 문중활동과 엄정한 조상숭배 의례, 가계계승의식, 공동체 농경문화 및

생태환경의 보존 등)를 지속성있게 전승함으로써 전통시대 양반촌을 상징하는 보편성과 완전성, 그리고 진정성을 유지한 채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독특한 환경설계원리인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마을을 자리 잡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주공간(nature + economy + environment + community)을 구축함으로서 토속성 짙은 문화경관을 완성한 사례가 되는데,

외암오산(광덕, 설아, 송악, 월라, 면잠)과 외암오수(용추, 인곡, 반계, 역천, 온정)와 같은 광역 생태문화경관의 보전과 같은 자연

환경의 절제, 그리고 생태환경의 질서와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관(capacity + healthy + sustain-ability)을 결합하여

지속성과 진정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암마을 토속문화경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기준 Ⅳ(인류역사의 발달단계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형의 건축물이나 건조물 집합체 또는 조경유산)와 Ⅴ(뛰어난 유형의 전통 인간 거주지 또는 급격한 변화로 파괴의 위험에

직면한 문화의 대표적 유산으로서 토지에 기반을 둔 유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공동체 사회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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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목적

과학기술의계속적인발전에도불구하고국제적분쟁과

개발도상국의 진보주의 및 인구증가와 도시팽창 등으로

야기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 등은 가속적인 성장의 한

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1972년 로마클럽은“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자연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범세계적

으로확산시키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환경위기의식은

1987년‘미래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충족’하는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즉, ESSD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즉,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정주지개발은1972년스톡홀름의인간환경에관한

유엔선언에서 촉발되어 1992년 리우환경회의,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를 거쳐 Istanbul+5, Rio+10회의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추구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유엔인간정주회의(UNCHS)는실천되어야할계획

지표 및 계획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도 자국

의 배경과 형편에 맞게 지속가능한 정주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전통정

주지가 오랜 세월 동안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에 악 향

을미치지않고공동체를지속해온사실에주목하여전통

정주지의 지속가능한 요소를 응용하려는 경향, 즉 환경

친화적인 공간구조를 추구하면서 건전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신전통주의가대두되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풍토환경속에순응하며산악과평지사이물길이

어우러진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양지바른 조건을 살만

하고 편안한 삶터로 보았다. 정주를 위한 삶터 즉, 마을

(동네, 村, 洞)은‘외부로부터 은폐되고 골(谷)을 테두리

로 같은(同) 물(水)을 쓰며 생활하기에 편리한 자족적

공동체(洞)’를 말하는데, 신분에 따라 반촌(班村), 중인

계층과 서리·향리들이 모여 사는 중인촌(中人村), 서민

들의민촌(民村), 또는동성동본의씨족들로이루어진동

족촌(同族村, 集姓村)과다른성씨들이모여사는각성촌

(各姓村, 散姓村) 등으로 구분된다. 역사적으로 토지를

많이소유할수있었던양반계층을중심으로동족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지주들에게농토를빌려농사를

짓는소작농들과다른성씨들이섞여살았다. 동족마을은

입향조를 정점으로 하는 종갓집으로부터 작은집들이

분가하여 역이확장되는양상인데, 큰집인종가가중심

또는 윗자리를 선점하고 작은집들이 아랫자리를 차지

하며 소작농과 다른 성씨들이 변두리에 자리하는 토지

이용체계를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사회

에서동족마을의사회적지속성요인으로는유교적조상

숭배및혈연의식의강화, 농업경제와상부상조의필요성,

공유재산 및 서원·향교·사당 등의 이용과 관리 등을

들수있다. 

오늘날 전통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는 살림집들이 모여

서이루어내는집합적인정주지로서의교훈이크기때문

이다. 살림집들은 유기적으로 엮어지는데, 구불구불한

마을길은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 공동체적 편리

성등이어우러진결과가되고, 정자와재실, 그리고마을

숲과 큰 정자나무는 공동체 마을의 거점으로 작용된다.

우리 선조들은 살만한 땅 즉, 낙토( 土)와 생토(生土)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연환경 조건에 순응하는 토지관을

견지하면서 장소 번 적 사고를 가거지(可居地) 경 의

틀로 삼아 왔는데, 아산 외암마을과 같은 정주지는 오늘

날까지 마을 공동체 질서와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토속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외암마을정주지환경에반 된보편성과진정성,

그리고완전성등문화유산으로서의경관가치를추적하여

선조들의 삶터 경 과 관련한 지혜를 현대적 계승 차원

에서개념적모델을추출코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 외암마을 문화경관 찾기와 시사점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마을은 문화적, 환경적, 경관적

생명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

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몇몇 민속마을 또한 소득증

대사업과 연계시키려는 개선사례에서 무분별한 토지

이용과왜곡, 관광지또는위락유원지화되는경향, 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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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관의급격한훼손등많은문제점이표출되고있다.

오늘날유럽의많은국가에서는전통마을과같은전원

자원(rural resource)을촌락자본(countryside capital : 다양한

향토경관 요소와 고유한 관습들)으로 재개념화 하고 정

책적으로 전원관광의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으로서촌락지역의문화적, 경제적부흥을추구하고있다

(Garrod et al, 2006). 이들이생각하는전원자원의스펙트

럼은 문화경관이나 역사유물은 물론이고 도로망, 물과

수질, 숲, 신선한 공기, 야생 생태계, 고유한 관습, 언어,

축제, 삶의 방식 등에 이르기 까지 대단히 광범위하다.

또한 촌락 이미지의 선정 및 홍보로부터 시작하여 탐방

경로의개발, 첫도착지의이미지관리, 관광및체험정보

관리, 체류지의 주변 경관, 향토음식의 개발, 생활기반

시설의정비, 송별회, 재방문을기약할수있는추억소재

의제공등에이르기까지일련의사이클을구상하여대입

하는과정에있다(전종한, 2006). 

우리나라 농촌마을에 내재된 문화적, 역사적, 관광적,

생태적 가치 탐색은 오늘날까지 초기단계에 불과한데,

전통적경관요소가남아있는몇몇반촌들에한정되는상황

이다. 전원자원의자본화에서기초가되는것은원형경관

에관한것이고, 원형경관은경관형태와무형적인사회적

과정의결합을통해비로소구현된다는인식이중요하다.

한국적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토속문화경관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외암마을과 같은 문화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며,

다른어느것으로도대체할수없는인간삶의원천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유산및문화유산을발굴, 보호, 보존하고자1972년세계

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채택하 다. 세계유산보호제도는유네스코의가장성공

적인문화역량강화사업으로평가받고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중요성강조, 모니터링의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운 등을통하여세계유산을단순히뛰

어난문화재의목록화작업수단이아니라보존계획도구

(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서 유산보호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고, 이러한 세계

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향을

주었다(강경환·김정동, 2010). 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유산은문화유산, 자연유산그리고문화와자연

유산의성격이혼합된복합유산등3가지유형으로분류

되는데, 문화유산은 기념물·건조물군·유적지 등 3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기념물에는 건축물, 기념적 의의

가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및학문적으로현저한세계적가치를갖는있는유산

이 속한다. 건조물군에는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건축성, 균질성또는풍경안의위치로부터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이 속한다. 유적지

에는인공의소산또는인공과자연의결합의소산및고고

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경관상·민족

학상·인류학상현저한보편적가치를갖고있는유산이

속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 선정기준

중하나이상을충족시켜야한다. ①인간의창조적천재

성으로 이룩된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 ② 전 세계 문화

사적으로건축·장식예술·도시계획·조경등분야에서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류현상을 보여주는 유산 ③ 현재

존재하거나사라져버린문명또는문화전통에관한독특

하고예외적인증거가되는유산④인류역사의발달단계

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형의 건축물이나 건조물 집합체

또는조경유산⑤뛰어난유형의전통인간거주지또는

급격한변화로파괴의위험에직면한문화의대표적유산

으로 토지에 기반을 둔 유산 ⑥ 행사·생활전통·사상·

종교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예술 및 문학작품에 직접적

이거나가시적으로관련이있는유산등이다. 

우리나라는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불국사, 해인

사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안동

하회 및 경주 양동마을 등 10개 대상지가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은‘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갖고있는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계유산 운 지침은 유산의



35 Shin, Sang Sup 아산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있으며, 재질이나기법등에서진정성(authenticity)

을보유하고있어야하고, 문화유산과자연유산모두유산

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관리정책이수립되어있어야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마을은외암마을을비롯하여총7개마을인데, 반촌(班村)

3곳(하회마을, 양동마을, 한개마을), 읍성 2곳(낙안마을,

성읍마을), 농촌 2곳(외암마을, 왕곡마을)이다. 이들 중

에서 외암마을은 2009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으로 분류되었고, 2010년 8월에는안동하회마을과경주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여기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지정 세계

유산이 되기 위한 예비목록으로서 향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보조적

으로운 되고있는데, 최소1년전에잠정목록으로등록

되어야만신청자격이부여된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외암마을의 원형경관 관리

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 다. 전통시대마을의토속경관

관리를주도하 던예안이씨종족집단대신, 국가와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마을보존회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이 경관보존 또는 개발이라는 상이한 입장에서 물리적

차원중심의마을정비계획을제시하고있다.

@

3. 연구의 방법과 개념적 틀

외암마을의 공간구성과 자리 잡기에는 환경적으로

불리한 지형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그리고 물길과 마을숲 조성 등 마을 가꾸기

노력을 더함으로써 오늘날 경관적으로 지속성이 유지

되는대표적인농촌마을로회자되고있다.@@@@ 

본 연구는 외암마을을 대상으로 정주지 문화경관에서

추적되는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요소들을 조사, 분석

하여 친환경적인 향토경관의 개념적 모델을 추출코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형적

유산으로서문화재보호법에의해민속마을로지정된외암

마을(중요민속자료 236호, 2000. 1. 7 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진행하 다.@ 

우선 외암마을 관련 문헌자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

하여 축적된내용을기초자료로활용하 고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는 유네

스코 세계유산 등재 평가기준(보편성, 완전성, 탁월성

등)을 대입시켜 건전성과 지속성 인자의 추출과 같은 실

증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 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정제도는 유산의 진정성 유지와 함께‘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경관의 보

편성과 진정성, 그리고 유산관리자의 역량강화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유산위원회는 2007년 제31차 회의에서 기존의 유산보호

원칙 4개 항목, 즉, 보전(conservation), 수용력(capacity

building), 진정성(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 이

외에지역사회(community) 주민의참여를추가한바있다.

즉,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속성 유지야말로‘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의 보전관리 및 보호전승의

명제이기때문이다.

특히, 분석을위한현지조사는2009년12월부터2010년

6월까지4회에걸쳐시행되었으며, 선행연구자료및도면

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동선(마을길), 물길 그리고 문화

경관자원등을조사, 분석하 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문화경관으로서의 중층성과

다의성을지닌외암마을정주환경의입지, 역, 토속경관

구성요소와관련된건전성과지속가능성에대한보편성,

완전성, 탁월성 등 인자 추출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코자

하 다. 

사진 1 설화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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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암마을의역사성과문화경관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에 자리한 외암마을은 조선

명종때이연( 挻, ? ~1546)과이사종(? ~1589) 부자가낙향

하여정착한예안이씨동족마을로500여년이상의역사를

갖는데, 마을이름은외암(巍巖) 이간( 柬, 1677~1727)의

호를 따서 부르던 것에서 연유한다. 이간은 설화산을

진산으로자리잡기한마을의풍수지리적형국에대하여

‘외암기(1723년)’에서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설아산(雪峨山) 줄기는 광덕산에서 나온다. 광덕산의

북쪽 줄기가 비스듬히 이어져 도약하여 갑자기 다섯 산

봉우리가 돌출하 으니 하늘 중간에서 기이하고 수려한

외암의 진악(鎭嶽, 진산)이 된다. 서쪽으로 달린 비탈이

물에 임하고 그곳에 반석이 있으니, 나의 오래된 집이

진실로그곳에자리한다.

한편, 외암마을의풍수형국에대해풍수학자장익호는

<유산록(遊山 )>에서‘광덕산의여러갈래중설화산만

이 진룡인데 수려함이 일품이며, 설화산 밑에 삼남대지

(三南大地)로 꼽히는 옥녀탄금형의 미혈(美穴)이 있다’

고언급하 다. <한국지명총람>에도설화산은‘문필산봉

(文筆山峰)이어서 이 산 밑에서 학자가 많이 난다’라고

기술하고있다. 설화산너머반대편자락에는조선초청

백리로 이름난 맹사성의 고택(孟氏杏壇)이 자리하는데,

마을사람들은 외암 이간과 고불 맹사성을 대표인물로

거론한다. 

이중환의<택리지> 팔도총론에는설화산을우뚝솟은

홀(笏)의 형상이라 하고 길방(吉方)으로서 학문에 현달

한 선비들이 많이 태어났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마을의

입지와 관련하여 설화산이 갖는 풍수적 관념을 충분히

드러내주는표식이다(전종한, 2006).

즉, 마을은설화산(雪華山또는오봉산)을주산으로서

남쪽의 봉수산을 안대로 삼아 자리잡기 하 는데, 설화

산에서발원한계류가내수역할을하며마을남측을감싸

돌아 동구에서 객수(客水)인 근대골내와 만나 평촌 쪽

으로흐른다. 마을어귀개천에는반석이깔려있고도가적

이상향을상징하는‘외암동천(巍岩洞天)’암각 자가씌어

있다. 동선체계는 마을 어귀 정려를 지나 반석다리를

건너면반석정과송림으로어우러진수구막이마을숲을

마주하고 안길을 따라 당목(堂木, 느티나무)을 지난 후

살림집들로 진입하게 된다. 마을 안길 깊숙한 곳에 이간

선생의 학문적 유업을 기리는 사당이 자리하는데 이곳

에서매년선생의불천위제사를지낸다. 

마을은윗마을과아랫마을로분절되는구성인데, 종가

와 외암사당, 송화댁, 참판댁, 교수댁, 건재고택( 암댁),

참봉댁 등 예안이씨 양반가가 즐비하고 안길과 샛길을

따라 둘러쳐진 살림집들의 돌각담은 사람의 키 높이를

유지하여 적절한 폐쇄감을 주고 담쟁이덩굴과 능소화

등이 어우러져 정겨움을 더해 주며, 미로와 같은 샛길은

커다란 나뭇가지를 연상케 한다. 넓은 뜰을 갖춘 살림집

들은 감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은행나무,

앵두나무 등 과실수가 연속경관으로 이어지고 기와집과

초가, 마을숲과 농경지, 뒷동산 등이 어우러져 토속성

짙은풍경미로다가온다. 설화산개울물을끌어들여건재

고택, 송화댁, 교수댁 등에 곡수로와 연못을 조성하

는데 생활의 필요와 함께 설화산의 화기를 제압하고자

하는 풍수적 의도가 담겨있다. 이곳 뜰에는 곡수로와 곡

지형연지( 池), 괴석과형상석, 음양석, 석연지와돌확,

방지원도형 연못, 석교(石橋)와 디딤돌, 가산(假山)과

거북섬, 정자 등 다양한 경관요소들이 살림집의 품격을

높여주고있다. 그림 1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설아산(설화산)

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외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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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암마을 연혁과 입지환경

외암마을은 아산시에서 남측으로 8km 떨어진 설화산

(441m)을주산으로자리하고있다. 설화산은광덕산에서

뻗어 내려온 맥인데, 마을 북동쪽에 이르러 방향을 바꾸

어서남향하고있다. 풍수적으로광덕산에서설화산으로

흐르는 표고 400m 내외의 산줄기는 내맥으로 좌청룡이

되며, 사람들은 마을의 내맥을 회룡고조(回龍顧祖) 의

형국이라일컫는다. 마을의우백호는황산(348m) 능선이

되고, 안산은 마을 남서쪽에 나지막하게 자리 잡은 면잠

산(184m)이 되며, 남서쪽에 위치한 봉수산(535m)을 조산

으로하고있다. 백호형국은산세가다소낮고개천이관통

하는탓에상당히취약한형태여서마을입구의낮은동산

과북서쪽의구릉은이러한지형을보완하는동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아산시, 2002: 35~39). 마을의 진산인

설화산은 설아산 또는 설라산이라 부르기도 하 는데,

<대동여지도>에는‘설아산(雪峨山)’, <택리지>에는

‘설라산(雪 山)’, <증보문헌비고>에는‘서달산(西達山)’

이라기록되어있다.

이마을은원래15세기경부터강씨와육씨, 진씨등이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조선 명종 때 선능참봉을

지낸 이연(? ~1546) 형제가 벼슬에 뜻이 없어 낙향 이주

하여 예안이씨의 세거가 시작되었다(예안이씨 종친회,

http://www.yeanyi.or.kr).

마을은원래‘오양골’이란명칭으로불리었으나대학자

이간(1677~1727)이설화산의우뚝솟은 봉정기(靈峰精

氣)를따서‘외암(巍巖)’이라는호를짓고부터마을이름

을외암으로불 고, 일제강점기때표기의간편화로‘외암

(外岩)’이 되었다. 당시 이간은 율곡, 우암, 수암 등의

계열을잇는기호학파의대표적인유학자로학문과덕망

이높았기때문에마을의위상이높아졌고, 마을에서예안

이씨가중심적인세력으로성장하게되었다. 

특히, 문정공이라는시호가내려지고사후에불천위로

모셔지면서 외암마을은 예안이씨 동족마을로 확고한

자리를잡게되었다. 한편, 이간은말년(1723년)에‘외암기’

를 지어 마을을 둘러싼 산수에 대해 기록하 으며, 산수

경개가 아름다운 외암5산(광덕, 설아, 송악, 월라, 면잠)

과 외암5수(용추, 인곡, 반계, 역천, 온정)를 읊은 시문을

남기고있다.

2. 외암마을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성

외암리는외암골과설화리두개의부락을합쳐부르고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인 외암

마을 권역은 외암골을 일컬으며 2009년에는 세계문화

유산잠정목록으로등록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지형조건은전체적으로동북에서서남쪽으로흐르는동

고서저형으로 설화산 자락의 완만한 경사지에 농경지를

끼고 마을이 자리하는데, 이러한 지형지세 조건에 따라

살림집들의 좌향은 대부분 남서 혹은 서남향으로 배치

되어 있다. 즉, 마을의 지형조건은 동에서 서쪽으로 낮아

03

02

01

용이제몸을휘감아꼬리를돌아보는형세

많은선행연구자들은이연(?~1543)의 아들이사종이평택진씨진한평의사위가되면서입향한것으로기술하고있으나, 예안이씨종친회에서는이연을입향조로보고있다.

조-헌종연간의충청도읍지와여지도서, 그리고 1871년 간행된서주읍지에는‘嵬巖里’로표기되어있으나, 1895년 간행된湖西邑誌에는‘외암리’로표기되어있다.03

02

01

사진 2 외암마을 전경(2009년, 이왕기, 아산시 국제학술심포지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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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숲의입구가서쪽으로열려있으므로절대향을고집

할경우시계(視界)는오히려답답해진다. 그것은이마을의

청룡에 해당하는 능선이 내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는

반면 백호는 오른쪽으로 넓게 마을을 감싸면서 낮은 고도

로뻗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이마을의시계는서향, 서남향

이훨씬개방적인조건이된다(심혜자·최기협, 1993).

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누어지는데, 역사적으

로 보면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토지이용이 확산되는

역사성을 갖는다. 예안이씨가 입향한 이후 마을의 공간

구성단계를시기별로분류해보면1단계(1600년대초)는

종가댁, 당산목 주변이 형성되었고, 2단계는 송화댁,

암댁(건재고택, 이간선생이후9대째거주), 인공수로,

참판댁(11대째이득선거주) 등권역이약300년전에조성

된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는 약 200년 전으로 교수댁

(5대째 이준웅 거주), 신창댁, 감찰댁 등 권역이 형성되

었고, 4단계는 약 100년 전으로 오늘날과 유사한 모습이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남승희·김용기, 2000). 여기에는

대종가가 최적 길지에 중심가옥으로 배치되고 소종가와

상류 주택이 차적지에, 그리고 외측에 일반 서민들과

소작농의 주택이 배치되며, 마을길 체계 또한 대종가와

사당을향하여마을안길이설정되는양상이다.

동선체계로 마을을 관통하는 두 개의 큰길이 있는데,

마을어귀에서외암사당에이르는안길이있고, 마을어귀

오른쪽 남단을 감싸 설화리로 통하는 또 다른 마을길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마을 입구에서 종가까지 연결되는

중심통로는 살림집을 연결하는 주요 결절점이 되며, 이

마을안길을중심으로윗마을과아랫마을로양분된다.

살림집들은두개의마을안길주변에배치되어있는데

대문이 직접 도로에 면하여 있는 경우는 마을 입구의 몇

채에불과하다. 대부분마을안길에살림집들이연접하여

위치하는데, 윗마을에 외암사당(종가)을 비롯한 송화댁,

암댁, 교수댁 외에 감찰댁, 신창댁, 조실댁 등의 상류

주택이자리하고있다.

마을의 물길 체계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하나

는 자연하천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수로가 된다. 자연하

천은설화산에서발원하여마을의전면남쪽으로흐르는

체계이고, 인공수로는 마을의 북동쪽 설화산 자연계류

에서시작되는계류수를이용하여인공적으로마을내부

를통과하게만든체계이다. 인공수로는마을내부를관통

하면서 두 줄기로 나누어져 흐르다 마을 어귀의 반석교

에서물이합쳐져북서쪽으로흘러나가도록조성되었다

(남승희·김용기, 2000). 주민들은 외수의 공급을 곤신득

(昆申得), 내수가마을의서북쪽으로흘러나가므로건해파

(乾亥破)가되어, 결국마을의수원이왼쪽에서와서오른쪽

그림 2 외암마을 살림집 곡수로와 물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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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흘러나가므로양수음래격(陽受陰 格)이되어마을

의물을길하다고여긴다.

특히, 마을의인공수로형성연대와관련하여상류주택

(감찰댁, 교수댁, 암댁등)에거주하는주민들대부분이

약 300년 전에 조성되었다고 하며, 참판댁에 거주하는

이득선 씨에 의하면 인공수로는 외암묘를 이장(마을 북

서쪽 약 200m 지점)한 외암선생의 둘째아들 이병( 炳,

1711~1773년, 조 14년(1738)에생원시에합격하고경산

현령, 천군수역임)이주도했다는증언이다. 특히, ‘외암

5산’,‘외암5수’등 외암선생이 기술한 기록에는 인공수

로내용이나타나지않았고, 자연하천에대해서만언급된

것으로 보아 외암선생 생존시(1677~1727년)에는 인공수

로가 형성되지 않았으며(남승희·김용기, 2000), 1750년

전후인18세기중반부에물길이조성된것으로판단된다.

3. 마을의 공동체 요소와 문화경관

외암마을의 문화공동체 요소로서 사회적 역으로는

디딜방아, 연못, 반석정, 정자나무, 모정, 연자방아, 물레

방아, 빨래터 등이 있다. 유교적 의례공간은 외암사당

(종가)을 비롯하여, 외암묘소, 신도비, 정려각, 송덕비,

외암정사(관선재, 강당골) 등이있으며, 민속적의례요소

로는마을입구에위치하는장승과솟대, 그리고마을중심

에 위치하는 느티나무 당목, 설화산 중턱에 위치하는

산신당등을들수있다. 

마을의 의례 행위는 예안 이씨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적 의례와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속적 의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외암리 예안이씨 온양파

문중에서지내는묘제는1년에한번(음력10월경) 지내는

시제와문정공이간의묘제(청명과음력8월14일)가있고,

실질적인 입향조인 이사종의 장인으로 지금까지 외손봉

사하는 진한평의 묘제 (음력 3월 15일)가 있다. 한편,

민속적 의례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을 제일로 하여,

장승제와느티나무당산제가이루어지며, 설화산기우제와

산신제등은전승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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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물은 재물을 맡은 것이므로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으며, 비록 산중이라도 시내와 간수의 물이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대를 이어
살수있는곳이된다고하 다.

진한평의묘소는외암리에서남쪽으로약 500m 거리인 골말에위치한다.05

04

분 류 공동체 요소

사회적 역 디딜방아, 연못, 정자나무, 모정, 연자방아, 물레방아, 빨래터, 반석정, 열승정(소실), 강당골, 풍수경관, 외암5산5수 등

유교적 의례 외암사당(종가), 외암묘소, 이단, 진한평 묘역, 신도비, 정려각, 송덕비, 관선재

민속적 의례 장승, 솟대, 느티나무 당목, 산신당, 상엿집, 마을숲, 설화산

기 타@ 설화산 기우제

표 1 외암마을의 공동체 요소와 기능

의
례
적

역

분 류 공동체 요소

정치/사회 외암사당, 외암묘소, 이단, 진한평 묘역, 신도비, 정려각, 송덕비, 반석정

생 활 디딜방아, 연못, 연자방아, 물레방아, 빨래터, 모정

교 육 외암정사(관선재)

제의/놀이
장승제, 솟대, 느티나무 당산제, 산신제, 마을숲, 설화산 기우제, 설화산 계류수(내 명당수), 광덕산 계류수(반계), 

강당골, 풍수경관, 외암5산5수

표 2 외암마을의 공동체 요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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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추적

1.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가치와 정체성

외암마을은 15세기경 부터 강씨와 육씨, 그리고 진씨

등이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조선 명종 때 선능참

봉을 지낸 이연과 그의 아들 이사종 부자가 입향 이주한

이후 가문이 번창하여 18세기 초 이간선생 대를 거치며

18세기 중반에는 예안이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마을은

원래‘오양골’로불리었으나이간선생이설화산의우뚝

솟은 봉정기를 빗대어‘외암(巍巖)’이란 호를 사용한

이후마을이름또한외암으로불리었고, 20세기초일제

강점기 때 표기의 간편화로‘외암(外岩)’으로 바뀌었다.

그림 3 외암마을에 도입된 공동체 문화경관요소(마을숲,  반석정,  당목,  빨래터,  산신당,  사당,  종가집 등)

인간(people) + 장소(place) + 번 (prosperity) + 물질적 풍요 + 정신적 풍요

15c 선주민 : 강씨, 육씨, 진씨등

농경지

상여집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윗마을

아랫마을

마을숲
외암묘소, 신도비

마을숲

외암동천, 반석정

정려 당산목@

진한평묘역

열승정터

강당리, 외암정사(관선재)

외암사당, 예안이씨종가

설화산산신당

설화산
기우제

정자나무
농막(모정)

농경지

장승, 솟대

외암사당, 예안이씨종가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윗마을

아랫마을

정자나무
농막(모정)

15c 선주민 : 강씨, 육씨, 진씨등

마을숲
외암묘소, 신도비 농경지

마을숲

외암동천, 반석정
장승, 솟대정려 당산목@

상여집

농경지

강당리, 외암정사(관선재)

진한평묘역

열승정터

설화산산신당

설화산
기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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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은기호학파의대표적인유학자로학문과덕망이높

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안이씨의 위상이 높아졌고,

마을에서 중심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간은<외암기(1723년)>에서마을을둘러싼산수자연에

대한 기록을 풍수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산수

경개가아름다운외암오산(광덕, 설아, 송악, 월라, 면잠)과

외암오수(용추, 인곡, 반계, 역천, 온정)를읊었다.

풍수적으로설화산은광덕산에서뻗어내린줄기의맥

인데, 마을 북동쪽에 이르러 방향을 바꾸어 서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광덕산에서 설화산으로 흐르는 표고

400m 내외의산줄기는내맥으로좌청룡이되는데, 마을의

내맥을 회룡고조(回龍顧祖) 형국이라 일컫는다. 마을의

우백호는황산(348m) 능선이되고, 안산은남서쪽에자리

잡은 면잠산(184m)이 되며, 면잠산 너머 남서쪽에 위치

한봉수산(535m)을조산으로하고있다. 그러나백호형국

은산세가낮고개천이관통하는취약한형태이기때문에

마을입구의 동산과 마을숲(洞藪), 북서쪽의 구릉 등은

이러한 지형을 보완하는 풍수적 비보책이 강구된 경관

짜임이된다. 

배산임수 조건에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터전을 이룬

마을은설화산과봉수산그리고설화산계류수와근대골

내, 문전답과평촌들, 그리고뒷동산과마을숲등이마을

의 지속가능한 환경구성요소가 된다. 즉, 주산인 설화산

(광덕산의 지맥)을 배산하여 협박감을 주지 않는 좌우의

산세에, 안온한느낌을주는앞산(면잠산과봉수산)과깨끗

하게보이는산수를갖추어산과물, 들과주거지가잘어우

러진반자연→인공→산수자연또는농경지→주거지

→ 배후지로 이어지는 거점처에 마을이 입지하는 양상

이다. 뒷동산과 안산, 농경지와 마을, 마을숲과 물길 등

향토적인토속경관을여실히보여주고있는마을은개방

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갖는 절묘한 자리 잡기로 경관

짜임을 이루었으며, 살림집들은 자연석돌담장으로 마을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요되고,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살림집 목조건축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반가와 민가,

오늘날까지전승되는생활풍속과토속신앙등건전하고

지속가능한문화유산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마을 살림집들은 양반들의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가주

의관직명과배우자의출신지명에따라택호를사용하여

가문의권위와위상을표출하고있다. 즉, 관직명에따라

참판댁, 병사댁, 감찰댁, 교수댁, 참봉댁, 종손댁, 송화댁,

암댁, 신창댁 등의 택호가 붙여졌고, 종부의 친정마을

명을 따라 조실댁, 이릉댁, 연산댁, 전의댁, 송점댁, 왕진

댁등의택호가불리어지고있다. 이들중국가지정문화

재로 지정된 살림집은 참판댁(중요민속자료 제195호)과

건재고택(중요민속자료 제233호)이 있고, 마을전체는

중요민속자료제236호로지정되었다. 기타무형적인문화

유산으로는 이간선생 불천위제사를 비롯하여, 정월 대

보름제, 장승제, 목신제(느티나무제) 등각종제례, 그리고

달짚 태우기 같은 세시풍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음식문

화로는 충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연엽주를

비롯하여제례음식, 부꾸미등도전승되고있다.@ 

20세기 전환기적 정원문화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건재고택, 교수댁, 송화댁, 감찰댁, 참봉댁 등이

있는데, 이들 정원은 전통과 근대문화의 수용과 전개를

보여주는독특한사례라할수있다. 즉, 인공적으로수로

를 살림집 뜰 안으로 끌어들여 연못과 곡수로를 만들어

아름다운 수경경관을 구축하 으며, 형상미가 뛰어난

괴석을이용하여제한된뜰에서입체적인경관미를즐길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수목석 등 다양한 조경소재를

이용하여정원을신비롭게구성함은물론수많은과실수

와수목을 도있게도입하 으며정자, 석연지등조경

시설을 곁들여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정원문

화경관을 보여준다. 특히, 설화산에서 발원하는 자연 계

류수를 마을 안으로 끌어들여 집집마다 관류하도록 한

인공수로는설화산의‘화기’를잠재우기위해풍수적관점

에서‘수기’를 끌어들인 생태적 지혜의 산물이며, 살림

집 담장은 주변에서 채취한 돌을 이용하여 허튼층으로

쌓아 기와를 올린 구조인데, 자연 소재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건전성요소가된다. 

2.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보편적 가치

공간 국면은 설화산을 주산으로 좌우로 뻗어 내린 산

줄기가 외암마을 외부를 멀리 감싸고 있는 형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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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 남서쪽으로는 멀리 봉수산이 솟아있고 가까이

에는안산인면잠산이자리한다. 마을의동쪽과서쪽에는

너른농경지가펼쳐지고그사이로근대골내가관류하여

환경적으로지리, 생리, 산수, 인심등의조건을두루갖춘

적지에자리잡았으며, 주거지, 배후지, 농경지등풍요를

구가할수있는공동체문화공간을구축하 다.

마을은송악면소재지로부터동쪽으로약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데, 마을 어귀에서 200m 지점에 위치한

느티나무 당목을 지나 위계가 가장 높은 외암사당(당목

에서500m 지점)에이르는과정적공간은분기점간(바깥

길 → 어귀 → 당목 → 안길 → 종가) 100m 거리 내외의

역인식 범위에서 운용되는 친환경적 척도개념이 반

되었다. 한편, 살림집마당에서인지되는사랑채와안채의

D(수평거리)/H(건물높이)는적정폐쇄감을느낄수있는

1~2H의 범위에서 조성되었다. 또한 토속신앙 제례처,

문전답과 공동생활시설 등은 살림집에서 역성 인식의

범위에 자리하고, 바깥들과 조상들의 묘자리, 관선재와

강당골 유락지, 열승정 정자 등은 도보권 거리에서 경

되는 등 인간적 척도의 틀을 운용하 다. 이처럼 마을 공

동체 공간의 물리적 규모와 보행한계, 수용력을 적절히

반 한 토지이용과 동선체계는 실생활에 익숙한 크기와

내용을 담고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적정

한비례미와친근감이부여된다.

2007년 말 현재 살림집은 총 65가구(농가 34, 비농가

31)이고, 주민은 1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옥은 총

213동(와가 57, 초가 128, 석와 2, 양와 11, 기타 15)의

구성을 보인다. 공간적으로 규모가 큰 양반가(건재고택,

교수댁, 참판댁, 송화댁등) 살림집들은사랑채와안채가

튼 자 형태의 구성 체계를 이뤄 충청도 반가풍의 전형

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데, 건물(행랑채, 사랑채, 안채,

사당, 곳간채 등)의 공간배치는 마당(뜰)과 짝을 이뤄

음양의접합(棟+ 庭)과같은짜임을보여준다. 이들양반

가의뜰에는잘꾸며진정원을갖추었고, 집전체를기와

지붕으로엮어상류주택의면모를보여주는위계적체계를

보여준다. 한편, 중 규모의 살림집들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는데, 안채와 사랑채를 와가로 하고 부속

채를 초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간구조는 대체적

으로튼 자형태의구성을이루고있다. 대지규모가작은

소작인들의살림집들은대부분짚으로지붕을잇는초가

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공간구조는 사랑채와 안채가 안

마당을에워싸는형태구성을이룬다. 

경관적으로살림집은절반이상이주변환경과뒷동산

을 닮은 초가로 되어 있고 지형조건에 착된 계단식 농

경지와 마을숲 등 농촌마을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어

아름다운 향토문화경관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초가집

들은 1~2년에 한 번씩 짚으로 지붕을 새로 잇는데, 지붕

을 잇는 이엉기술이 전승되어 공동체 문화의 지속성과

환경적건전성을여실히보여주는사례가된다. 

마을과 살림집에는 수많은 과실수, 경관 및 조경수를

도입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마을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마을 전체를 관류하도록 인공

수로를 이용하여 곡수로와 연못을 만들었으며, 괴석을

이용한 석가산 기법, 정자 등을 도입하여 휴게와 편익

도모,곳곳에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그리고수많은

과실수(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복사나무, 앵두나무,

산수유등)를심어생태적인정원문화를구축하고있다.

특히, 배경(설화산, 후원, 황산) → 근경(안길, 살림집,

수로) →중경(안들, 마을숲, 어귀길, 하천, 면잠산) →원경

(바깥들, 광덕산, 평촌, 봉수산)이 예쁘장하게 조망되고,

바깥길 → 어귀길 → 안길 → 샛길로 전개되는 동선의

흐름에따라심리적으로이완, 긴장, 완충, 안도감을인식

하는 율동적인 마을길 구성을 보여준다. 환경심리학적

으로 시선이 그대로 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어귀에

송림으로 우거진 마을숲을 가꾸었고, 어귀를 돌아 안온

하게자리한정주지환경은길과살림집들을일직선상에

배치하지 않는 원칙, 생토에 의미를 부여하여 살림집

건물과 돌담을 완만한 경사면에 자연스럽게 배열하는

구성, 물과 수목 요소를 정주공간에 관입시켜 쾌적성을

극대화 시키는 조경 기법 등 생태적 가치를 지니는 환경

지속성요소가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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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진정성 가치

마을의역사를문헌(예안이씨족보)으로확인할수있는

시기는 예안이씨 이연을 입향조로 그의 아들 이사종

( 嗣宗, 別提府君)이평택진씨사위로마을에처음들어

오게된16세기중반이된다. 이간이쓴<외암기(1723년)>

에 의하면 이사종은 부친(참봉 이연)과 자신의 묘역을

송악산(현재의 봉수산)에 자리 잡았고, 별업(別業)과

열승정(閱勝亭)을 건립하여 외암에 거주했다. 이간은

기호학맥을 잇는 권상하(1641~1721) 문하의 강문팔학사

중한사람으로인물성동이론을촉발시켰던대학자 다.

학문적 역량과 달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는데, 31세 때

(1707년) 후학을위해강당골에관선재를건립했다. 1802년

이조판서로 추증되면서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

졌고, 수많은 선비들이 배향하면서 관선재는 외암서사

(巍巖書社)로불리었다. 특히, 향촌의기반을구축한이간

선생의삶은생성과풍요, 초월과회귀라는인생체험경로

<살림집- 외암정사(관선재) - 외암사당, 외암서원>를추적

하게되는데, 이는마을 역의확장과정에서구심점으로

작용되어 토지와 시설을 확장, 전개시킨 공동체 시설의

건전성과지속성측면에서대표적인진정성요소가된다. 

마을의 풍수지리적 형국에 대해 이간 선생은 외암기

에서“설아산(雪峨山) 줄기는 광덕산에서 나온다. 광덕

산의북쪽줄기가비스듬히이어져도약하여갑자기다섯

산봉우리가돌출하 으니하늘중간에서기이하고수려

한외암의진악(鎭嶽, 진산)이된다. 서쪽으로달린비탈이

물에 임하고 그곳에 반석이 있으니, 나의 오래된 집이

진실로그곳에자리한다”고기술하 다. 한편, 풍수학자

장익호는‘광덕산의여러갈래중설화산만이진룡인데

수려함이 일품이며, 설화산 밑에 삼남대지(三南大地)로

꼽히는 옥녀탄금형 미혈(美穴)이 있다’고 언급하 고,

<한국지명총람>에도설화산은‘문필산봉이어서산밑에

학자가 많이 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중환의

<택리지> 팔도총론에는설화산을우뚝솟은홀(笏)의형

상이라하고길방(吉方)이라학문에현달한선비들이많이

태어났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마을의 입지와 관련하여

설화산이갖는풍수적관념을충분히드러내준다.

마을어귀의반석다리를건너면서완만한경사를따라

형성된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정주공간에 살림집들이

옹기종기 자리하고 있는데, 마을 가운데로 안길이 설정

구분 건전성 구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500여년 이상 사회적 지속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지켜온 동족, 농촌마을, 동족과 계층 간 유기적인 협조,

진정성

장소성, 공동체 구현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위계+ 역+장소성), 생성 → 풍요 → 초월 → 회귀의 연계 공간, 발인제, 장승제,  

목신제 등 전승

자족적, 문화적 지속성
민간신앙, 놀이, 강학 및 제례처 등 공동체 문화 전승(자연 + 상징문화공간 + 생활문화공간, 실존 + 이상향), 

물길과 마을길, 생활편익시설의 접속

보편성

주거지+생산지+배후지
주거지, 생산지(논, 밭), 배후지(땔감, 경승지, 휴양처, 묘역등), 지리 + 생리 + 산수 + 인심이결합된생활문화의

@ 요충지, 수용력이 고려된 도 인간번 (people prosperity) + 장소번 (place prosperity)의 공동체

완충공간, 재해방지
주거지및생산지의수용력확보, 재해, 재난방지(환경적안전성확보), 외부로부터의은폐성(은신처제공),

환경심리학적 안온한 정주환경

자연 순응형 입지
풍수적토지이용, 자연환경의보존(배산임수+ 장풍득수, 山+ 水+ 方位+ 人, 前低後高, 내원+ 외원, 경관+ 생태),

@ 경관관찰점 경

지속성 에너지 보존 및 활용
에너지 보존 및 자원 재활용, 미기후, 물 순환, 낮은 entropy 체계, 참살이(well-being)를 위한

@ 낙토( 土) 환경의 구축

생태적 환경관
녹지(환경녹지 + 자연녹지 + 생산녹지), 경관 및 생태환경의 네트워크, 자연자원에 대한 절제, 생태 질서

및 풍토환경에 부합되는 환경설계

표 3 지속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본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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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이안길을따라올라가면서좌우로나뭇가지처럼

샛길을 뻗치고 있다. 환경 심리적 측면에서 지형조건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자리한 마을이지만 마을숲과 앞

동산 등을 활용하여 마을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마을

안에서는마을밖을잘관찰할수있는절묘한조망-은신

처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살림집들은 주산인 설화산(동

북쪽)과조산인봉수산(서남쪽)을잇는긴축선상에일정

한 공간을 정주 역으로 설정하는 토지이용 방식을 취

하고 있다.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은 동서로 긴 장타원형

인데, 설화산자락이 마을에 이르러서는 완만한 구릉이

되면서남서쪽으로이어진다. 지형적으로마을앞은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후고전저(後高前低), 서고동저

(西高東低) 형세이다. 이러한 지형조건에 맞추어 마을의

살림집들은 대부분 서남향 하거나 남향으로 자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는 환경적 건전성 원칙을 적용

시키고있다. 자연을닮은살림집지붕의곡선미와반원형

정자나무, 과실수 등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실루

엣과유기적으로연계된경관을보여주고, 최소한의인공

적 조정으로 건물과 마당 그리고 뜰을 가꾸었고, 후원을

두어 실용성과 자연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의장재료 및

색조의 사용에도 水·木·石이 어우러진 자연과의 동질

성 추구, 조망효과를 고려한 공간구성,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의 확보, 계류를 마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여러 집을

관류하도록하여수량과유속등을다양하게연출한수경

시설, 어류와조류및야생동물이뜰의요소가되는등생물

다양성이 극대화되는 아름다운 정원마을이 된다. 한편,

마을어귀를통과하는개울(광덕산, 설화산에서흘러내린

앞내)을 가로질러 반석다리를 통과하면 나지막한 언덕에

의도적으로 가꾸어진 소나무 숲 동수(洞藪)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마을숲은풍수적으로수구막이역할을겸하면서

미기후 조절, 환경 심리적 위요공간의 확보, 마을 인식을

위한지표경관등환경건전성요소로작용된다. 

살림집들의돌각담은현지에서채취된돌을활용한것

으로총연장은약6km에이르고있다. 지질조건상마을의

토양층 지표면에는 많은 자갈과 전석 층이 분포하는데,

주민들은이돌을이용하여살림집담을쌓았고,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돌을 걷어내어 논밭의 축대를 쌓아 경계를

삼았다. 외암마을의문화경관이다른마을과차별화되는

특징중의하나가바로허튼층쌓기로축조된돌담과축대

인데, 이것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경계

역을 구축하고 있음은 물론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되는

향토문화경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마을은‘외암민속마을보존위원회’가2003년도에출범

하여마을의보존관리및민속놀이행사운 (초가집이엉

잇기, 장승제와 느티나무제, 칠월칠석놀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전통혼례, 상여 등) 등으로 마을 공동체의

실선 : 마을안길 / 점선 : 마을샛길 ①종가, ②송화댁, ③병사댁(신창댁), ④ 암댁(건재고택), ⑤교수댁, ⑥감찰댁, ⑦조실댁, ⑧참봉댁, ⑨참판댁

그림 4 외암마을 토지이용 추정도(20세기 초와 21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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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관련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녀회 및 청년회가 주민중심의 자치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과 관련한 팜스테이 운 조직이 가

동되고있으며문화유산해설사의배치등을통하여문화

유산의보존과활용이라는측면에서일익을담당하고있다.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주민, 문화

유산 해설사, 팜스테이 참여, 마을보존회 회원의 교육을

정기, 비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어주민참여자치제확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쾌적한 삶과 경제활동 및 보전관리

를위한전문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4.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완전성 가치

외암마을은마을전체가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제236호

(2000년)로 지정되었고, 참판댁(제195호)과 건재고택

(제233호)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신규로 등록되었다. 이 밖에 농경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생활용구와 무형적인 문화유산이

다양하게 보존, 전승되고 있는데, 무형적인 문화유산으

로는 이간선생 불천위제사를 비롯하여, 정월 대보름제,

장승제, 당제(느티나무제) 등 각종제례와 달짚 태우기와

같은 세시풍속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마을의 독특한

음식으로는 충남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연엽주를

비롯하여제사음식, 부꾸미등도보존전승되고있다. 

역사적으로 마을은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확산된

양상인데, 1단계(1600년대초)는종가일대와당산목주변

이마을자리잡기시기와함께최상위 역을갖고형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단계는 송화댁, 암댁, 참판

댁 일대와 인공수로 등이 약 300년 전에 조성되었을 것으

로추정된다. 3단계는 약 200년 전으로 교수댁, 신창댁,

감찰댁, 조실댁등차적지권역이형성되었을것으로추정

되고, 4단계는 약 100년 전으로 오늘날과 유사한 모습이

형성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여기에는지형적으로가장

높은지역인종가일대가최적길지에중심가옥으로배치

되고파종가와상류주택이낮은지역인차적지에, 그리고

마을 외측에 다른 성씨의 살림집이 배치되는 위계적

토지이용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마을길 동선체계 또한

마을 어귀에서 양반가 중심 가옥을 향하여 안길이 설정

되고여타살림집들은샛길로이어지는위계를보여준다. 

살림집의 건립순서는 송화군수를 지낸 이장현(1779~

1841)대에 건축된 송화댁이 가장 빠르며, 병사댁 이용현

(1783~1865), 건재고택이상익(1848~1897), 교수댁이용구

(1854~?), 감찰댁, 조실댁 이상덕(1848~?), 참봉댁(1859~

1891), 참판댁이정렬(1865~1950) 순이다(전종한, 2006). 

마을 지적도(1913년과 2006년)를 비교, 분석한 약 100

여년의 변화 상황을 보면, 토지이용과 마을길의 구성

체계는커다란변화를보이지않고주거지와농경지등이

유지된양상이다. 즉, 마을어귀몇몇지번의분할과마을

배후의 농경지 일부 분할, 그리고 마을 확장과정에서

파생된 샛길의 추가, 일부 논이나 밭이 대지로 전환되

거나 반대로 대지가 논이나 밭으로 지목이 변경된 사례

등이미미하게나타나지만전체적으로토지이용과마을길

패턴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측면이 마을의 역사

성과진정성, 그리고완전성을보여주는지표자료가된다.

마을의 물리적 경관을 분석해 보면 살림집, 마을숲,

물길과 마을길 등은 비교적 전통시대의 원형을 잘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88년 문화재관리국

그림 5 외암마을의 토지이용변화(자료:  전종한)

@ @ @ @ @ @ @@1913년(위 그림)과 2006년(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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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정부 재정 지원금이 지

속적으로 투입되었고, 살림집의 보수는 물론 슬레이트

지붕을초가지붕으로교체하는등일련의보존관리정책은

향토경관 복원에 크게 기여하 다. 즉, 근대화 과정에서

살림집의평면구조와마당그리고정원, 마을길등은어느

정도 개조와 변형이 이루어졌으나, 민과 관의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지속성이

가능하며 문화적 정체성이 확보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매김하고있다.

구 분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천지인(天地人) 합일사상 반 , 복거지(福居地)

생태적 평형원리(음 + 양, 山 + 水 + 方位 + 사람) 존중, 유기체적 공동체

융우자연(融于自然), 토지 수용력의 반

정주환경 조성목표(보편성) 범신론적 자연관 + 토지관, 물질적 풍요 + 정신적 풍요 = 생명 속사상 반

공동체 합일,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족적 삶터

진경관(자연) + 상징경관(신앙의례공간) + 문화경관(살림집)의 통합

실존(주거지, 경작지, 배후지)과 이상향(누정, 강학처, 제례처 등)의 결합

주산과 조산을 잇는 축선상의 풍수적 자리 잡기, 비산비야의 완경사 결절점

지리 + 생리 + 인심 + 산수를 통합한 낙토(樂土), 이념상 길지 + 실용상 적지

장풍득수(藏風得水) + 배산임수(背山 水) + 전착후관(前窄後寬)의 삶터

자리잡기와 토지이용(진정성) 주거지 + 경작지 + 배후지, 윗마을 + 아랫마을, 마을길 + 물길이 결합된 토지이용

대소종가, 소작농 등 주종첨의 위계가 반 된 토지이용

수용력이 반 된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동(棟) + 정(庭) + 동(洞) + 원(園) + 림(林)@ 

어귀길, 동구, 마을마당, 갈림길과 안길, 샛길로 이어지는 율동적인 마을길 체계

자연지형과 물길, 불리한 환경 조절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보존형 마을

위계적 환경체계, 상류주택과 서민주택이 교묘하게 접속된 탈 긴장의 생명공동체@  

주거 향과 조망권의 결합, 마을안팎의 경관을 결합한 환경미학

주거환경과 생태(건전성) 녹지축에 주거지와 농경지를 접속시킨 생태 코리도 체계 구축

건강한 생물공동체, 환경 보전림, 水·石·木 등이 어우러진 생태마을

자연에너지, 미기후, 자원 재활용 등 낮은 entropy 체계 구축

마을을 관류하는 인공수로와 연못, 자연 계류수, 마을숲과 살림집 등 녹색정원

생성(살림집) → 풍요(누정, 서당, 경작지) → 초월(묘역, 사당, 서원)의 인생경로

학문과 풍류, 생활문화 편익시설, 유교적, 풍수적 경관 등 정신적 풍요 추구

교육생활문화와 공동체프로그램(완전성) 마을축제(민속놀이: 무형문화요소), 민간신앙 제례문화(당제, 기우제) 전승

마을 어귀, 장승, 솟대, 마을숲, 물길, 농경지 등 경계요소와 역성 구축@  

마을 장승제, 목신제, 놀이축제, 관혼상제, 제례 등 공동체 지속성 프로그램

윗마을 + 아랫마을, 양반가와 소작농 등 신분, 동족이 융합된 자족적 공동체

내정 + 외정(內庭 + 外庭), 내원 + 외원(內園 + 外園), 외부경관 차경(借景)

조망권, 종가와 사당, 당산목, 안산과 조산 등의 경관관찰점 구축

경관과 역성(심미성)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은신처 경관

지표경관(5山 5水, 당목, 종가, 설화산, 마을숲 등), 살림집과 농경지 등 촌락경관@  

살림집, 신앙의례, 편익시설, 농경지, 배후지 등을 통합한 공동체 문화경관

조화, 위계, 연속, 인간적 척도 등이 고려된 토속경관과 경관미학

표 4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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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농촌마을들이 진정

성을 상실한 채 해체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에위치한외암마을은새로운전

통주의 부흥을 추구하며 토속성 짙은 전통마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즉, 농촌 정주환경에 기반하여‘탁월한

보편적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갖춘충청도

반가풍의 대표적인 전통마을 사례가 되는데, 문화경관

적가치를추적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설화산서남쪽산록부의비산비야(非山非野) 완경

사지에 자리한 외암마을은 500여년 이상 환경적 지속성

과 건전성(향토성 짙은 정주환경을 구축한 토속경관,

유교적 생활문화와 공동체 농경문화, 토속신앙 등 무형

문화요소의전승)을지켜온농촌마을사례가된다. 시대

사적으로 16세기 이후 강씨, 육씨, 진씨, 이씨 등이 혼거

하는시기를거쳐, 17~18세기에예안이씨동족마을로진화

하여 대종가를 정점으로 지형조건에 순응하는 위계적

토지이용, 유교예제에 의한 외손봉사(外孫奉祀), 관직명

과종부의친정마을이름을딴택호, 호서사림파의거두

이간(1677~1727) 선생 배출 및 불천지위 사당, 정려와

신도비, 정자, 묘역, 강학처와서원, 판각과문집류, 풍수적

경관짜임 등 유무형의 문화경관 요소가 다양하게 충전

되어있다.

둘째, 조선 명종 때 선능 참봉을 지낸 이연(? ~1546)과

그의 아들 이사종(? ~1589) 부자를 입향조로 하여, 외암

선생대인18세기에동족마을의위상을견고하게구축하

다. 18세기전반까지는파평윤씨, 의령남씨, 평산신씨

등 외손들이 혼거하는 양상이었으나, 18세기 중반 이후

가문이 번창하여 19세기에는 택지와 농경지 대부분이

예안이씨소유가되었다. 특히, 19세기에접어들면서고위

관직에다수진출하 는데이때붙여진택호의건립순서

는 이장현(1779~1841)의 송화댁이 가장 빠르고, 이용현

(1783~1865)의병사댁, 이상익(1848~1897)의 암댁(건재

고택), 이용구(1854~?)의 교수댁, 감찰댁, 이상덕(1848~?)

의조실댁, 참봉댁(1859~1891), 이정렬(1865~1950)의참판

댁 순이다. 한편, 배우자의 친정마을 이름을 따 조실댁,

이릉댁, 연산댁, 전의댁, 송점댁, 왕진댁등의택호가붙여

지고 있는데, 이는 종부의 위상을 대변하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사례가된다.@ 

셋째, 예안이씨정착과정은4단계로분류할수있는데,

1단계는 약 4~500년 전으로 마을 어귀와 느티나무 당산

목 주변, 종가댁 주변, 2단계는 약 300년 전으로 송화댁,

암댁, 참판댁 주변, 외암묘역, 인공수로 권역, 그리고

3단계는 약 200년 전으로 교수댁, 신창댁, 감찰댁, 조실

댁주변, 4단계는약100년전으로오늘날과비슷한토지

이용틀로추정된다. 즉, 마을의토지이용체계는최적지

와 차적지를 찾아가는 진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회

적위계관계가종가를정점으로해발고도와 접하게작용

되었는바, 주산인 설화산과 안산인 면잠산(봉수산)을

잇는 주축선상에 공동체 역을 구축하여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고지대에서저지대로, 중심부에서주변부로

공간구조가분화되는특징을보여준다.

넷째, Appleton의‘조망-은신처이론’에 근거한다면

조망과은신처마련의원형적반응을잘적용시켜보이지

않고 볼 수 있는 요처에 절묘하게 자리 잡았고, 자연에

대한 절제와 환경자원을 중시하는 생명사상을 환경설계

원칙에반 하 다. 여기에는프라이버시와안전성, 그리고

개방감과조망성이동시에구현되는환경심리적안정성

이 고려되었다. 특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산수의 배열,

공간의중심성과위계성을잃지않으며수용력범위에서

무리한 지형조작 없이 생토(生土)에 정주환경을 구축한

자연 순응형 토지이용(배후지+주거지+경작지), 수용력

과 건전성이 고려된 주거 도와 동선체계, 넓은 조망권

확보, 수목석등자연재료의충분한이용, 그리고에너지

보존을고려한경관짜임과경관보완등환경적으로건전

성과지속성을지켜나가는참살이공동체가된다. 

다섯째, 정주환경의 골격을 형성하는 마을길 체계는

지형조건에따라물길과어우러지고완만한상승감을주며

바깥길, 어귀길, 안길, 샛길로분절되어커다란나뭇가지

를 연상케 하는데, 수용력을 반 한 위계적 동선체계,

기승전결의 공간인식구조, 각 살림집을 배려한 프라이

버시 고려 등 사회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물리적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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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다. 특히, 바깥길은외부로부터마을 역을인식

시켜주며, 어귀길은 마을로 진입하는 매개 역이 되어

마을숲, 장승, 솟대, 송덕비 등이 인접하고, 안길은 마을

을 관류하는 중심시설로 느티나무 당산목, 정자와 쉼터,

마을마당, 샘과빨래터, 갈림길, 공동작업장등이접속되며,

샛길은각각의살림집으로통하는연결고리역할을한다. 

여섯째, 상류계층의 살림집(송화댁, 건재고택, 교수댁

등)은사랑채와안채가일곽을이룬튼 자형태의구성

을이뤄충청도반가풍의전형을보여주는데, 마당(뜰)과

짝을이룬채(棟 : 행랑채, 사랑채, 안채, 사당, 곳간채등)

의배치는음양의접합과같은공간짜임이되며, 집전체

를 기와지붕으로 엮는 위계적 구성을 보여준다. 중 규모

의 살림집들은 안채와 사랑채를 와가로 하고 부속채를

초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지규모가 작은 소작인들

은 초가의 구성을 보여준다. 뒷동산을 닮은 마을의 곡선

미와 스카이라인은 아름다운 토속문화경관으로 표출

되고, 지붕의기와잇기와짚으로잇는이엉기술은공동체

문화로전승되어사회적지속성을견고케하고있다. 

일곱째, 계류수를마을동쪽고지대에서끌어들여살림

집(송화댁, 암댁, 교수댁, 감찰댁, 신창댁 등)을 관류

하도록한인공수로는18세기중반외암선생의둘째아들

이이병( 炳)의주도로조성되어약300여년의역사를

갖는다. 이 수로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조성되어 논농

사를위한관개수로, 생활및방화용수, 그리고경관용수

등으로 활용코자 했던 생태적 지혜의 산물이다. 살림집

들은 수경시설과 다양한 식물요소를 도입하여 환경적

으로쾌적한뜰을조성하 는데, 굴곡진인공수로와연못,

불로장생과 가문의 번 을 기원하는 괴석, 석가산 기법,

풍류문화와연계된정자, 그리고소나무, 느티나무, 단풍

나무, 수많은 과실수 등 독창적인 정원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설화산과면잠산, 봉수산을잇는자연녹지축

에자연경관+ 상징경관+ 문화경관을통합하여내정(內庭)

+ 외정(外庭), 내원(內園) + 외원(外園)이접합된광역생태

경관을구축하 다. 

여덟째, ‘외암민속마을보존위원회’, ‘부녀회’, 그리고

‘청년회’가 자치조직으로 구성되어 마을의 보존관리 및

민속놀이행사 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팜

스테이운 조직이가동되고문화유산해설사의배치등

을 통하여 토속적인 향토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일익을담당하고있다. 특히, 정부및지방자치

단체와연계하여주민참여자치제확립, 주민교육, 홍보

와 관련한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향토문화경관의건전한보전관리등살아있는유산

(living heritage) 으로서의정체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결과적으로건전한문화공간(地理+ 生利+ 山水+ 人心

이통합된정주지)을구축한참살이공동체가되는데, 자연

에 대한 절제와 생태환경의 질서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관을 결합하여 500여년 이상 사회적 지속

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암마을

은유네스코세계유산등록기준Ⅳ(인류역사의발달단계

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형의 건축물이나 건조물 집합체

또는 조경 유산)와 Ⅴ(뛰어난 유형의 전통 인간 거주지

또는급격한변화로파괴의위험에직면한토지에기반을

둔유산)의범주에포함되는대표적토속문화경관사례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접근하지 못한 경관, 문화,

유산 등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광 자원적 측면

그리고문화유산관련경제적가치등의분석은본연구의

한계로서차후과제로삼고자한다.



49 Shin, Sang Sup 아산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참고문헌

강경환·김정동, 2010, 「유네스코세계유산제도의우리나라문화재정책에의수용과발전방안에관한시론적연구」d문화재e제43권1호, pp.58-59.

강선중, 1990, 「마을의구성」, Plus 9002, 149호

김경환, 2006, 「전통정주지의해석을통한친환경적주거단지조성방안」,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봉렬, 1999, 「한국건축의재발견 1, 2」, (주)이상건축

김수진, 2010, 「전통마을공동체공간의문화경관해석」,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한배, 1992, 「한국전통마을과읍성의경관성」, 도서출판조경

남승희·김용기, 2000, 「외암리민속마을의수공간에관한연구」d한국정원학회지e제22권 1호, pp.61-68.

박광재, 외 2002, 「한국전통주거의계획개념을응용한공간구성기법연구」, 대한주택공사

송복섭, 1997, 「전통마을공간구성의사상적원리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순천시, 2001, 「낙안읍성」, 낙안읍성민속마을

신상섭, 2002, 「전통마을공간보전에관한정책대안연구」d한국정원학회지e20권 2호, pp.12-21.

신상섭, 2000, 「전통마을공간구성에작용된환경설계원칙」d한국정원학회지e18권 1호, pp.21-31.

신상섭, 2003, 「전통마을에서본환경설계원칙」『전통생태세미나제4집』, 서울대환경대학원, pp.30-49.

신상섭, 2004, 「전통정주지의환경적건전성과지속성에관한연구」d한국전통조경학회지e제22권 1호, pp.28-38.

신상섭, 2007, 「한국의전통마을과문화경관찾기」, 도서출판대가

신상섭, 2010, 「아산 외암마을의세계문화유산적가치」d아산시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e, pp.1-47. 

아산군, 1990, 「아산 외암마을보존방안학술조사연구보고서」

아산시, 2002, 「아산 외암민속마을종합정비계획」

이간, 1723, 「외암기」

이간, 1677, 1756, 「외암집,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인본」

이규인, 2003, 「하회마을지속성에관한기초연구」d전통생태세미나제4집e, 서울대환경대학원, pp.79-91.

이명우, 1999, 「조경설계론(조경설계의생태적언어)」, 기문당

이몽일, 1991, 「한국풍수사상사」, 명보문화사

이연숙, 2007, 「양반마을의문중의례와종중의식」, 사회와역사 75

이왕기, 1999, 「한국의건축문화재(충남편)」, 기문당

이왕기외, 2001, 「아산 외암마을의주거변화에관한연구」d건축역사연구e제10권 3호

이왕기, 2010, 「외암민속마을문화유산의보존과과제」d국제학술심포지엄발표집e, p.160. 

이인섭, 1993, 「외암마을상류주거의공간구성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재준, 2001, 「주민참여를통한생태마을조성방안」, 대한주택공사

이주옥, 2008, 「전통마을의보전방법연구」, 한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중환(이익성역), 1971, 「택리지」, 을유문화사

전종한, 2006, 「민속마을외암리의경관원형과경관동학」d문화역사지리e제18권 2호, pp.48-50.

천득염·전봉희, 2002, 「한국의건축문화재(전남)」, 기문당

최기수, 1998, 「충재 권벌의유곡마을조 에관한연구」d한국조경학회심포지움집e

충남대학교마을연구단, 2007, 「아산 외암마을」, 대원사

충청남도아산시, 2009, 「세계문화유산등재를위한아산외암마을보존관리계획연구」

한필원, 2003, 「한국 전통마을의환경친화성」d전통생태세미나제4집e, 서울대환경대학원, pp.64-78.



5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1

A. Rapoport,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Garrod, B. et al, 2006, ‘Re-conceptualizing rural resources as countryside capital : The case of rural tourism’, Journal of

Rural Studies, 22, pp.117-128.

Manchester 2020, 1996, ‘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

Mayerovitch, Harry(정건채 등역), 1973(1995), ‘Over Street(건축과 도시환경디자인)’, Harvest House(세진사)

참고사이트

http://kr.encycl.yahoo.com

http://www.nagan.or.kr 

http://www.parandeul.co.kr

http://www.piago.com

http://www.yeanyi.or.kr

http://local.daum.net/map/index.jsp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kb06l0017

http://www.unesco.or.kr/whc/wh/korwh_choseon.asp

http://www.unesco.or.kr/whc/wh/reg_criterion.asp



51 Shin, Sang Sup 아산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The Landscape Value of Asan Oeam-ri's Folk
Village as Cultural Heritage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1, March 2011, pp.30~51 

Copyrightⓒ201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hin, Sang Sup
Dept. of Landscape &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many rural villages in Korea have experienced degeneration and breakdown,
losing sustainability. However, Oeam village in Asan Ci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mportant Folk Material No. 236) has established itself as a unique folk village, which evolves with
sustainability, pursuing the revival of Neo-traditionalism. 

Oeam village is a tribal village of the Yis from the Yean region and has maintained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and soundness for over five centuries. Thus, the village has sustained itself well enough to be a
cultural asset with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erms of its value as world cultural heritage. 

The village maintains its own identity, filled with a variety of traditional and scenic cultural assets that symbolize a
gentry village. Those assets include Confucian sceneries (head family houses, ancestral shrines, tombs, gravestones,
commemorative monuments, and pavilions), various assets of folk religion (totem poles, protective trees at the entrance
of a village, shrines for mountain spirits, village forests),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related to daily lives
(vigorous family activities, rigorous ancestral rituals, family rituals, collective agriculture and protection of ecosystem),
which have all been well preserved and inherited. 

In particular, this village is an example of a well-being community with a well-preserved folksy atmosphere, which is
based on environmentally sound settlements (nature + economy + environment + community) in a village established
according to geomancy, East Asia’s unique principle of environmental design. In addition, the village has kept the
sustainability and authenticity for more than 500 years, combining restraint towards the environment and the view of
the environment which respects the natural order and cultural values (capacity + healthy + sustainability). 

Therefore, the Oeam folk village can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folksy and scenic Korean community which
falls into the category of Ⅳ (to exemplify an outstanding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and Ⅴ (to exemplify an outstanding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of Unesco’s World Cultural
Heritage. 

Key Words_Landscape Value, Cultural Heritage, Neo-traditionalism, Sustainability and Soundnes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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