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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문화변동론적 시각에서, 소달구지 이용의 근현대적 양상이 어떠하며 그것이 갖는 사회·

경제적 적절성과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 마을의 자연지리적·경제적·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전통적

문화요소가 어떻게 지속·변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조사지역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인 동림마을에서는 소달구지를 일제강점기부터 이용하여 왔으며, 1972년 저수지

축조를 계기로 전통적 소달구지를 개량소달구지로 교체하 다. 1970년대까지는 소달구지로 농산물과 짐을 운반하고, 멀리

부계면이나 군위읍 소재 장터까지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경운기 도입 이후 소달구지는 마을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그 기능이 변했다. 반면 젊은층은 현대식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1980년대

에는 경운기가, 1990년 후반부터는 트럭이 마을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계속 소

달구지를 이용하 다. 노인들은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현대식 운송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사진 농토를 경작하고,

원거리에 분산된 농토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소를 사육하면서 소달구지를 개량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림마을의 개량형 소달구지 이용 전통은 노령의 농민들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실천하는 것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전통문화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인정하여 소달구지라는 전통적 운송수단을

재창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간농촌이라는 지리적 제약조건 속에서 남녀 노인들이 소달구지를 즐겨 이용하는 현상은 동림마을

노인들의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소달구지가 마을의 자연지리적·경제적 측면과

노인들의 문화적 관성이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제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문화를 전승·변용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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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연구목적과 방법

한국농촌사회는1970년대새마을사업을기점으로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급속히 진행된 농촌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전통문화 요소들이 새로운 요소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동제(洞祭)나 가정신앙 같은 민속

신앙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소멸되었고 쟁기, 지게 같은

농기구는 트랙터와 경운기 같은 농기계로 대체되었다.

또한 의식주 역시 산업화의 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

다. 이러한 변화는“인간집단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에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환경이 어떻게 인식

되고 개척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여기서 환경이란 자연지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까지도포함한다.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 동림마을에서는 지금도

소달구지를 사용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우리

의주목을끌고있다. 1980년대경운기와트랙터같은농

기계의 등장은 농업 생산성에 지대한 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런대형농기계는갈이, 써레질, 운반, 수확,

탈곡 등 주요한 농경작업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

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림마을은 여전히 운송수단으

로 소달구지를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효

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달구지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형 농기계를 채택해야 마땅할 터인데, 실제의 생활에

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기술 수용의 여건

이 마련되지 않으면 알고도 선택하거나 실천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 농촌에서 지금까지도 전통에

근거한 농기구인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 흥

미를 가지고 소달구지의 이용 전통이 지속되는 배경과

함께 그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

는지를해명하고자하는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문화변동론적 시각

에서소달구지이용의근현대적양상이어떠하며그것이

갖는사회·경제적적절성과문화적의미를탐구하는것

이다. 이에마을에서소달구지를이용하는70대할아버지

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서 현지조사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 다. 분석과정에서는 소

달구지이용전통의이용양상을파악하고그배경이무엇

인지를 추적하 다. 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와 면사무소의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 다. 조사범위는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

동림마을로한정하 다. 그것은현재부계면에서소달구지

를 이용하는 마을이 이곳 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

마을의자연지리적·경제적문화적특성에따라서전통적

문화요소가어떻게지속·변용되는지를이해하는데참고

가될수있으리라기대한다.

2. 조사지 개관

1) 자연·지리적 배경

조사지는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 동림마을이다.

군위군은경북의최중심인의성군의남쪽에있으며, 부계

면은군위군에서최남단으로, 서쪽으로는칠곡군동명면,

동쪽으로는 천시신령면에접해있다. 부계면소재지는

군위읍에서 5번 국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약 20㎞ 내려간

지점에있다. 동림마을은부계면소재지에서팔공산도립

공원을 끼고 있는 79번 지방도를 타고 칠곡 방면으로 약

2㎞ 정도 가다가, 가호 1리에서 팔공산 자락의 산골로 약

3㎞들어간지점에있다. 

동림마을은79번지방도에서상당히떨어져있는작은

마을로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1984년부터 시내버스

가가호1리까지만운행되었고, 동림마을까지는운행되지

않았다. 그결과동림마을주민들은버스를타기위해가호

1리에있는승강장까지걸어나와야했다. 1999년에도로

가확장되면서부터마을에시내버스가들어오게되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오후 4시 1회만 운행되고, 손님 없을

때는 운행되지 않는다. 동림마을 사람들은 1일 1회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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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기보다는 예전처럼 걸어서

가호1리에있는정류장까지간다고한다. 그렇지않으면

주민의트럭을이용하거나택시를불러서나간다. 이처럼

동림마을사람들에게가장불편한것이바로교통편이다. 

동림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약 5㎞ 떨어진 부계장을

주로 이용한다. 부계장은 4일과 9일로 5일 주기의 재래

시장이다. 그러나 마을 노인들은 평소에는 장에 잘 가지

않고, 제사나명절등집안에큰일이있을때만장을이용

한다. 이는 생선과 닭을 파는 상인이 마을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판매하는 농협차가 10일 주기로 마을

에들어오기때문이다. 

2) 사회·경제적 배경

동림마을에는 2004년 현재 38가구가 살고 있으며, 총

인구는203명으로남자가105명, 여자가98명이다. 이수치

는부계면전체인구의8%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7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약 650년 전에 능성 구씨가 개척한 곳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구산(龜山) 박씨가 350년 전에 처가곳인

이 마을에 들어와서 지금껏 살고 있다. 주민들 중 구산

박씨들은입향조로부터11대손이라고한다. 

성씨의분포를보면대부분이구산박씨이며, 양손씨

4가구, 전주이씨4가구, 성주도씨3가구, 능성구씨1가구,

김 김씨 3가구이다. 구산 박씨들이 타성들보다는 많이

살고있지만, 박씨와타성들간의갈등요소는아직도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갈등을 밖으로 표출

하지는않는다. 마을의중심성씨인박씨들은비교적혈연

의식이강한편이다.@ 

불과 30년전만해도동림마을의경제활동은밭농사와

산나물채취가대부분이었다. 마을의지리적환경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적고 논농사에 필요한 물도

충분히확보할수없었다. 마을내에서하천이라고는주민

들이‘앞그랑’이라고 부르는 곳뿐이다. 따라서 농업용수

와 생활용수는 전적으로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

하 다. 그러다가 1972년 이 마을에 저수지가 축조되면서

마을의 지형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

었다.무엇보다 이 시기는 통일벼가 들어온 시기와 일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수지가 준공

되면서논농사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기때문이다. 비록

전부터논농사를짓고있었지만논의면적도좁았고여름

철에 강우량의 증가로 논이 자주 침수가 되곤 하 다.

하지만저수지의준공으로여름철에강우량이증가되어도

수량을조절할수있게되었다. 

1970년대동림마을의농토는약12만평이었으며, 그중

논이약4만평, 밭이약8만평이었다. 밭에서는주로보리

와 을 재배하 는데, 수확 후에는 다시 콩과 조를 재배

하 다. 이런 곡식이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사과를 도입한 이후 마을의 토지

이용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현재 면적으로는 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과와 복숭아 같은

과수농사가 이 마을의 주생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밭

면적 중에서 사과 과수원이 약 60%, 복숭아 과수원이 약

소보면 군위읍

효령면

부계면

신성면

의흥면

고로면

우보면

그림 1 군위군 지도 (☆ : 동림마을) 그림 2 동림마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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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를차지하고있다. 

동림마을에는돌티, 중들, 서당들이라는들이있다. 돌티

는 마을 밖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들에는동림마을사람들만이농사를짓고있으며밭과논

이 같이 있지만, 주로 밭농사를 많이 짓는다. 특히 사과

과수원이 많이 있다. 서당들은 예전에 서당이 있던 곳이

라고 해서 서당들이라고 하는데, 이 들은 대부분이 논이

다. 마지막으로 중들은 저수지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예전에 그곳에 절이 있어서 스님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중들은 마을에 저수지가 개발되고 대개

사라지고현재일부가사과과수원으로이용하고있다. 

소달구지이용의양상과배경

1. 소달구지의 이용양상

1) 1970년대까지의 소달구지 이용양상

동림마을에서는 2004년 현재에도 소달구지를 타고 밭

에가는모습을심심찮게볼수있다. 부계면에서소달구지

를이용하는마을은동림마을뿐이라고한다. 소달구지는

경운기나 트럭과 같은 현대식 운송수단이 보급되기 전

농촌의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동림마을에서

는 소달구지를 일제강점기부터 이용했으며, 그 전에는

지게, 길마, 옹구 같은 것을 이용하여 수확물이나 짐을

운송하 다. 이당시이용하던소달구지는나무로된재래

식소달구지 다. 원래소달구지는바퀴가2개인것과4개

인것으로구분할수있지만, 이마을에서는대체로바퀴

가2개인것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 

일제강점기당시동림마을에서소달구지를보유한가구

는 전체 70여 가구 중에서 고작 6가구뿐이었다. 그 만큼

동림마을에서는 소달구지가 보편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말하면, 소달구지는어느정도경제적부를

갖춘 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 운송수단이었다.

소달구지를보유한집에서는이웃의짐을운반해준대가

로 운임비를 받았다. 소달구지를 보유한 농가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이용하는것이아니라, 경제적이윤을획득

하는목적으로도사용하 다. 하지만일제강점기당시만

해도동림마을의농사는밭농사중심의경제활동으로소

달구지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은아니었다. 당시에는

인력만으로도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었

고, 지게나 길마 등이 오히려 효율적인 운송수단이었다.

당시동림마을에서소달구지가지게나길마같은농기구

보다효율적이지못했던이유는충분한인력과마을의주

생업때문이다. 소달구지를이용해서농작물을이동할경

우가 극히 드물었으며,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노동력을

해결할수있었다.@ 

그러다가 1972년 동림마을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소

달구지가 운송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하 다. 저수지가

축조된이후주민들은대부분의밭을논으로전환하 다.

그러면서리어카가마을에본격적으로보급되었고, 이것

을 개조하여 만든 개량소달구지가 그 후 등장하 다. 소

달구지의 등장 배경에는 밭농사에서 논농사로 전환한

마을의생업환경이큰원인이다. 논농사로전환하게되면

서주민들은밭농사에비해운송수단을이용하는횟수가

증가하 다. 그리고 당시 산업화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가구당인구의수가점차줄어들면서농사에필요한노동

력도감소하 다.@ 

그 결과 동림마을 사람들은 부족한 노동력과 새로운

생업환경에적응하기위한도구가필요하 으며, 그것이

바로 개량소달구지 다. 동림마을의 소달구지는 바퀴가

2개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손쉽게 리어카와 결합할 수

있었다. 이 때는 수레와 같이 손잡이 앞쪽 부분이 트여

있어서소에멍에를매고‘질마(길마)’를얹어서리어카와

결합하여 사용하 다. 마을에서 리어카를 소달구지로

개조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림마을이 산간농촌이라는 특성으로 논의

대다수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농로 대부분이 언덕

비탈길이었다. 자연히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산중턱에

위치한논으로이동하기에는무리가따랐다. 물론지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노동의 효율성이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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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안승모, 2001, 『한국의농기구』, 어문각, p.192.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농경문화Ⅰ』, 태웅그래픽, p.187.07
06



4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4

현저히 낮았다. 이런 가운데 일을 하면서 많은 양의 짐을

옮기려면사람의힘으로는한계가있었다. 그리하여마을

사람들은리어카를인력으로직접끄는것보다소를이용

해서끄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하 다. 

이때부터 개량소달구지는 마을의 주요 운송수단이 되

었다. 개량소달구지는논이나밭으로이동하거나수확물,

땔감, 꼴 등 각종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이용되었다. 또한

원거리 이동시 개량소달구지는 아주 유용한 이동수단이

었다. 소달구지가 없을 당시 군위읍이나 부계장에 갈 때

는 항상 지게에 짐을 싣고 걸어갔지만, 소달구지를 이용

하면서부터는 직접 운전해서 군위읍이나 부계장으로 다

녔다. 그 결과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력적 측면에서도 매

우효율적이었으며, 여러모로소달구지는동림마을사람

들에게경제적으로매우효율적인수단이었다. 마을사람

들의 말에 의하면 노인 한 명이 부계장까지 도보로 가면

약2시간가량이소요되지만, 소달구지를타고가면도보

로 가는 것에 절반인 1시간도 채 소요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땔감이나목재를팔기위해서군위의인근도시인

천이나칠곡까지소달구지를타고갔다. 천이나칠곡

같은 장거리 이동의 경우에는 당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소달구지는 동림

마을에서 지금의 경운기나 트럭이 하는 운송 및 운반

수단의역할을충분히하 다. 

2) 1980년대 이후의 소달구지 이용양상

마을에서소달구지의숫자가조금씩줄기시작한시기

는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마을의

젊은층들이 본격적으로 경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

문이다. 이 시기 경운기의 도입은 소달구지 감소의 결

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국농촌사회에서 농기계의 도

입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경운기를 중심으

로본격적으로농기계들이농촌에보급되었다. 하지만동

림마을 같은 산간지역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운기가

같은농기계가서서히도입되었다. 농기계가보급되었다

고 해서 모든 농가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농가에서는

농기계에대해서취사선택을하 다. 당시이들은굳이무

리해서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농사를 지

을 수 있었다. 당시 평야지대처럼 넓은 들판을 보유하지

않는동림마을에서는인력과축력만으로도충분히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농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빈도와 노동의 효율성에서

농기계보다오히려인력과축력이더높았다

1990년대들어농촌인구의 고령화와이농현상이 심해

지면서한국농촌사회의노동력문제는농촌사회의핵심

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동림마을 역시 예외는 아니었

다. 이런농촌의노동력부재로농사를짓는농가의수는

줄어들고상대적으로농기계를이용한대농들이등장하

게되었다. 하지만, 동림마을의경우에는경작할수있는

농토가 넓지 않아 대농의 등장은 없었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는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산간농촌에서는 이동수

단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오토바이·경운기·트

럭·자가용 같은 현대식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해 시간 당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

과시간을상당부분절약하게되었다. 

동림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현대적 이동수단의 등장에

도불구하고여전히소달구지를이용하고있다. 현재마을

에서소를키우는가구수는총8가구로그중7가구가소

달구지를이용하고있다. 소달구지를이용하는연령대는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이들이 현재 농업용으로

이용하는운송수단은소달구지뿐이다. 다음장에서자세히

서술하겠지만이들이지금까지소달구지를이용하고있는

것은 경운기나 트럭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스스로가고령화되었기때문이라고생각

하는것이지배적이다. 현재동림마을소달구지의용도는

농토로이동하는것과가벼운짐을운송하는기능밖에는

하지 않는다. 마을에서 한 사람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더이상소달구지를이용해서부계장이나군위

군까지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도로가 확장

되고다양한운송수단들이등장하 기때문이다. 또한소

달구지를 이용해서 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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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달구지가 없어진지가 한 198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감소했다. 우리가 촌에 정착하면서 경운기를 한 두 대씩 구입하면서 소달구지가 없어졌다.”(박○○, 42세, 남)

마을에서 구○○씨(74세, ○○어른, 남)만 소달구지를 타고 가끔씩 부계장까지 간다. 주로 간단한 기계부품을 구입하거나 소달구지를 수리하기 위해서 간다.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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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달구지를이용하지않는이유는바로트럭이나경운기

같은기계운송수단의보편화때문이다. 

기계 운송수단의 등장은 동림마을 사람들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도 상당 부분 향을 미쳤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80년대에는 젊은

층들이 경운기를 운반용으로 널리 이용하 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사적인 용무로 부계면 소재지에 갈 때는

마을의 트럭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인 택시

를이용하고있다. 그결과마을사람들이과거짐을싣고

읍이나 면의 장터까지 타고 가던 소달구지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경운기나 트럭과 같은

현대 운송수단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운기나트럭이갈수없는농토가상대적으로동림마을

에는 많기 때문에 농토로 이동할 때 소달구지를 이용할

수밖에없다. 소달구지의또다른용도는가벼운짐운반

이다. 운반하는것은과거처럼벼, 보리가마니나나무같은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무게가 가벼운 꼴이나 콩, 깨 같은

밭작물, 사과와모과같은과수작물로그양또한소량이다.

동림마을에서소달구지의이용이한정될수밖에없는

이유는 바로 운전자와 접한 관계가 있다. 소달구지 이

용자들이고령이다보니무거운짐을대량으로소달구지

에 실을 수도 없고, 농사의 규모 역시 생계를 위한 소규

모의 농사만 짓는다. 그리고 과거 소달구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시기가 수확시기 다면, 지금은 수확시기에

는 오히려 소달구지의 이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

는 곡식의 수확시기가 되면 이들은 소달구지 대신 대량

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경운기나 트럭을 이용하기 때문

이다. 물론이때는자신이운전하는것이아니라자식들

이나 마을에서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다.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경작

지까지 가는 이동수단이다. 즉 거주지와 농로와의 거리

가 고령자들이 도보로 가기에는 멀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 바로 소달구지이다. 소

달구지는이들이젊은시절부터꾸준히이용하던것이기

때문에 작동법이 손에 익고 경운기와 트럭에 비해 운전

으로인한사고의위험성이적다. 

동림마을의소달구지이용양상은마을의자연·지리

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계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중

요한 운송수단에서 단순 이동수단으로 변했다. 동림마

을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유입 되었지

만, 기존의것을버리고새로운것을무작정사용하지않

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자연·문화적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서 변화에 대처하며

생활하고있다.

2. 소달구지 이용의@ 지속배경

1) 분산된 농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동림마을은 산간농촌으로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구들이 굉장히 집하여 있고 주변이 산이라서 마을

가까이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농토가 많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마을뒤편에저수지가개발되면서그곳에중들이

라는 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몰되었다. 그나마 남아 있

는 농토는 저수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를둘러서가야만하는불편함이있다. 이처럼지리적여

건이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열악하고 농토가 마을과

어느정도떨어져있다. 마을주민들이농토로일을하

러 갈 때 도보로 가면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일반적으로는경운기를이용해서농토로이동하

지만, 마을의노년층들은경운기를이용할수가없다. 대

신 노인들은 자신들이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

인소달구지를이용하여농토까지이동한다. 

또한 동림마을의 농토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

이 아니라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

는 사람들은 보통 2~3개 곳의 들판에 있는 농토를 경작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농토에서 농토로 이동하는데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마을사람들은 얼마만큼 빠르고

수월하게 농토까지 갈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소달구지보다 이동성이 뛰어난 경운기가 훨

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마을의

노인들은지속적으로소달구지를이용하고있다. 거기에

10

“들이 먼데는 마을에서 한 5리쯤 된다.”(박○○, 82세, ○○어른, 남) 이처럼 마을과 농토간의 거리는 상당하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마을에서 제일 먼 들인 돌티까지 가는
시간은 개인 소달구지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분에서 4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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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나름대로합리적인이유가있을것이다.

무엇보다큰이유는주민들이경작하는농토들이아직

농지정리가되어있지않아서둑과농로가불규칙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들의 위치가 깊은 산골이면

농로가좁고험해서경운기나트럭이다니기에는상당한

제약을 받지만, 소달구지는 경운기나 트럭보다 상대적

으로 농로의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경운기나 트럭의 경우 깊은 산골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 농토로 이동할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데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소달구지의 경우에는 이동

과방향전환이상당히용이하고폭이좁아서이동하는데

시간이 절약된다. 그래서 소달구지는 분산된 농토를 이

동할 때 경운기나 트럭보다 더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서

소달구지는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자신의 농토에 최대

한가까이갈수있는최고의운송수단이다. 경운기나트

럭이 작업 능력면에서는 소달구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 이는 평지라는 절대적 조건 속에서 비교

했을 때 그렇지만, 동림마을의 농토는 이 조건에 부합되

지 않는다. 그래서 경운기나 트럭을 가지고 있더라도 농

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이중으

로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마을에서 도로까

지 경운기나 트럭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도보로 도로에

서 농토까지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동림마을에서는 소

달구지가 아직도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농민들은새로운농업기술을그대받아들이기보

다는 1~2년 정도 실험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농업환경

에 맞는 기술로 전환하거나 조정하고 발전시킨다. 동

림마을의소달구지이용자들도경운기와트럭같은농기

계가훨씬생산력향상에도움이된다는것을잘알고있

다. 하지만 이들은 무턱대고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

술을 선택하지 않았다. 동림마을 사람들은 경운기와 트

랙터와같은기계화속에서사라져가는소달구지를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록 농기계의 도입으로

서서히 그 역할을 못하고 사라지는 전통 농기구도 그 지

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에 따라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것을입증해준다. 

2) 고령화와 현대적 운송수단 사용 미숙

한국의 농촌사회는 1970년대 국가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서 젊은층의 대다수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노동력

감소와 함께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현재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조사

지에서는경운기를이용하는연령은50~60대들이며, 운송

수단으로트럭을이용하는연령은대부분이40~50대이고

60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반면 소

달구지를 이용하는 연령은 모두가 70대 이상의 노인들

이다. 이것은 젊은층이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쉽게사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바꿔말하면, 상대

적으로 노인층은 경운기와 트랙터 같은 새롭게 등장한

문화에쉽게적응하지못한결과이다. 결국새로운문화의

등장으로노인층과젊은층의문화적격차는더심해졌다.

과거에 70대의 노인들이면 농촌에서 상노인으로 통했

다. 이들은 농사일에서 손을 떼고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대 농촌사회

에서70대는더이상전통사회의상노인처럼대접을받지

못한다. 자식들은모두도시로이주하고나이가많은부모

들만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되면서부모들은농촌의주노동력이되었다. 이들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역시 재래식

농기구가대부분이다. 

조사지의 노인들은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꾸준히 생활

을해왔다. 이들은소달구지가없으면농토에도갈수없

12

11

“논에 갈 때 소달구지가 좋은 것은 다른 곳처럼 농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운반수단이 들어 갈 수가 없다. 논밭의 1/3이 소달구지를 이용 안 하면 농사를 지을 수
가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소달구지를이용한다.”(박○○, 54세, ○○어른, 남)

배 동, 2008, 「한국 농업근현대화에따른농촌문화의변동」『농업사연구』제7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pp.57~58. 12

11

표 1 운반수단 이용연령

농기계 주사용 연령대

트럭 40~50대

경운기 50~60대

소달구지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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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건을운반할수도없다. 소달구지는이들에게경운

기와 트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달구지를 이

용하는사람들도경운기와트럭같은현대식운송수단의

편리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굳이 소달구지를 이용하

는 것은 그들에게 편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다룰 수 있

는농기구나운송수단이소달구지하나뿐이기때문이다.

소달구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현대식

운송수단의 사용 미숙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들이 이

렇게 현대식 운송수단의 사용 미숙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있다. 

첫째, 동림마을의 농로들이 대부분 비포장 길이고 정

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고령의 노인들이 운전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두려움 때문이다. 조사

지의 도로는 확장 되고 시멘트로 포장이 된 도로이지만,

차량 2대가 다니기에 폭이 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만약 경운기나 트럭을 몰고 다니면 사고의 위

험이 굉장히 크다. 특히 경운기의 경우 사고발생시 운전

자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

고가 발생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운전에 능숙하지 않고 고령화

되다보니상황대처능력도젊은층에비해상대적으로떨

어진다. 반면 소달구지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이용했기

때문에 손에 익숙해서 운전하는 데 어떠한 불편함도 없

다. 그뿐아니라, 위급한상황에서도운전자가충분히대

처할수있다.

둘째, 체력적으로기계를조작하기가매우힘들기때문

이다. 농기계를 조작하는 데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다.

비록동력을이용해서작동한다고하지만, 운전자가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작동을 해야 마음먹은 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 70을 넘긴 노년층들이 경운기를 이용하기

에는 힘이 부치게 된다. 경운기를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

한다든지 할 때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해

야한다. 만약경운기힘을운전자가이기지못하면대형

사고로이어질수가있다. 소달구지를이용하게되면비록

경운기에 비해서 시간과 노동력이 더 소비 되지만, 운전

자는경운기를운전할때보다수월하게운전할수있다.

일단소에게달구지만달아주면그다음부터는소가알아

서 모든 것을 한다. 소달구지에 타고 있는 운전자는 그저

방향을 정해주고 속도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70대 이상의 노인이라도 체력적으로

아무런어려움이없다.@ 

셋째, 노인들은 농기계 조작법을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가 없다. 경운기가 동림마을에 들어 온 시기는 1980년

대로 당시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대부

분 50대 다. 이들은 충분히 경운기를 배울 수가 있었지

만, 배우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자식들이 출가를 하지

않고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경운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 다. 이처럼

이들은 굳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서 거주하고, 자신들도 나이 들어 과거처럼 농사짓기에

는 많은 무리가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애써 농

사를 짓되 신기술을 소유하지도, 신기술에 제대로 적응

되지도않은채불충분한노동력으로일을하고있다. 왜

냐하면 기술 전승 방식이 전통적인‘세대별 순행(順行)

교육’에서‘세대별 역행(逆行)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이오토바이와트럭을운전하기위해서는국가

에서정한일정한시험에통과를해야만한다. 이들은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

만 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보장도없을뿐만아니라, 막상합격해도바로운전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제쳐

두고 이 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우

지않은것은아니다. 특히경운기가마을에도입이되면

서 이들도 경운기를 배웠다고 한다. 한 노인에 따르면 경

운기를 몰고 가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로 다시는 경운기를 몰지 않는다15

14

13

“배울 때 배워야 되는데, 그 때는 소가 만만하고 하니까 경운기를 배우지 않았다. 다른 곳은 다 배워서 하는데 여기는 소가 만만하고 하니까 안 배웠다.”(구○○, 74세,
○○어른, 남)

배 동, 2008, 「한국 농업근현대화에따른농촌문화의변동」『농업사연구』제7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pp.57~58 참조

“경운기는굉장히위험하다. 숙달한사람은잘한다, 배우고나면수월한데내가아들한테바로안배우고내혼자몰고가다가내리막길에서커브를돌다가죽을뻔했다.
침착하게하면되는데내가당황을해서사고를날뻔했다. 그래서 경운기를배우지않는다.”(구○○, 74세, ○○어른, 남) 

@@@“경운기를배우려고도해보았다. 내가한번놀래서크러치를잘못해서놀래서안한다. 그때는아이들도있고해서배우려고노력을하지않았다.”(박○, 70세, ○○어른, 남)

15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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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다. 이처럼이들은경운기작동에대해서매우부담

스러워한다. 

소달구지 이용의 전통이 지속되는 배경의 밑바탕에는

그들스스로나이가많다라는인식과, 현대식운송수단에

대한 기술습득의 의지가 약하다. 경운기나 트럭의 경우

이제는농촌에서없어서는안되는중요한운송수단이다.

그러나 경운기나 트럭 대신에 소달구지를 선택하 다.

조사지에는 소달구지와 경운기가 함께 있는 집도 있다.

이들가정에서는할아버지가운전하는것이아니라, 자식

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 와서 농사일을 거들 때 사용

하거나아니면자식들이예전에농사를지으면서사용한

것을그대로집에둔것이다.

3) 소 사육과 이용의 전통

소는 과거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동력

원이었다. 농가의 경제력은 소의 소유 유무로 결정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농기계가 들어오면서

소를이용한농사일은거의사라졌다. 그결과과거농촌

노동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소가 이제는 대부

분비육우로전락하고말았다. 즉소가가계를늘리는수

단이되었다. 

과거 마을에서 소를 먹이지 않는 집이 없었다. 마을사

람들의 머리 속에는 소가 지금의 트럭이나 경운기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 소를 먹이는 가구

수는 모두 8가구이다. 그 중에서 한 가구를 제외하고 나

머지7가구가모두소달구지를이용한다.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해온 일이라고는 농사가 전부이다. 자식들

이 모두 고향을 떠나 외지로 나가게 되면서 농사는 자연

스럽게 부모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나이도 많

고경운기나트랙터같은농기계를다룰수가없다. 그래

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소달구지이며 이것을 몰기 위해

서는소가필요하게되었다. 

과거 마을에서 달구지를 끌던 소는 모두 황소 다. 암

소는달구지를끌지않았다고한다. 황소는힘이좋기때

문에 무거운 짐을 싣고 비포장의 경사진 길을 다니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마

을에 경운기가 도입되면서 황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

었다. 그결과황소의숫자는차츰차츰줄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는 황소를 대신하여서 암소를 키우게 되었

다. 현재마을에서먹이는소는모두암소이다. 왜냐하

면 암소를 먹이면 송아지를 출산해 그것을 시장에 팔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

서보면암소가굉장히이득이다. 현재황소를이용해농

사지을 만큼 힘든 작업이 없다. 밭고랑이나 논둑을 만들

때암소를이용해도충분히할수있기때문에굳이황소

를 먹일 필요가 없다. 황소는 사료비도 많이 들뿐 아니

라, 송아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에는 도움

이되지않는다. 

암소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할머니들이 소달구

지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현재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가

구 중에서 5가구의 할머니가 직접 소달구지를 운행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부재시 할머니들이 농사일을 할 수밖

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할머니들도 소달구지를 이용할

줄 알아야만 농토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또한 할머

니들이 암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편안함 때문이다.

자칫 황소가 소란을 피울 경우 할머니가 스스로 통제할

수없지만, 암소는황소보다다루기도쉽고사고의위험

성도낮다. 

노동주체의변화와도매우 접한관계가있다. 즉, 여

성노동력이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투입되면서 소달구지

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데 일조하 다. 마을 인구의 급

격한 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해 남성 중심의 노동력이

점차남성과여성의구분이없어지게된것이다. 이는곧

여성들도농사일을하기위해서는소달구지를이용할수

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스

스로 이동과 운반을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했다. 경운기

와트럭의경우에는쉽게배울수있는것이아니었다. 하

지만소달구지의경우에는작동법의습득이어렵지않았

다. 즉,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왔던 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경운기와 트럭에 비해 현

저히 낮았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추가 비용이 거의 없었

다. 이런이유로여성들도소달구지를이용하게되었다. 

16

마을에서소달구지가사라지기시작한것은약 20년 전부터이지만, 소가 사라지기시작한것은불과 10년 전부터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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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달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처럼 부농

이 아니라, 자식들은 객지로 모두 떠나고 고향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이다. 더구나 이들의 경작면적

이 소규모이다. 이들 가구들의 농지면적을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달구지를 소유한 가구 중

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큰 가구는 E댁으로 총 3,050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반면에 가장 작은 면적을 소유한

가구는 G댁으로 총 1,500평의 농지를 경작한다. 최고와

최하가 배로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그 수치를 살펴

보면 논면적의 평균은 약 1,057평이며, 밭은 약 2,281평

이다. 총면적의 평균은 약 2,052평으로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약2,000평안팎의농지를경작하고있음을알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농사를 짓는 이

유가경제적인이득을얻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 단

지 경작지를 놀리지 않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

이다. 즉, 상업적 농민이 아니라, 자신들과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먹을 정도의 농사만 짓는 농민이다. 따라

서논갈이, 밭갈이, 로터리작업을트랙터임작업에맡기

고, 그 나머지 큰 힘이 들지 않는 일을 할 때 소달구지를

이용하여 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별 무리

가없는것이다.

소달구지이용의문화적의미

1. 소달구지의 이용양상

1) 적정기술 의 실천과 전통기술의 재창조

동림마을에서는아직도대다수의집들이땔감으로취사

와 난방을 하고 있다. 물론 집을 개조하여서 보일러 시설

을갖추고있지만, 그들은보일러를거의사용하지않는다.

그들이보일러를사용하지않고땔감을사용하는가장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비록 보일러가 있지만

난방비를절약하기위해서주위에서손쉽게구할수있는

땔감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턱대고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고 새 문화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요소가 적절

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문화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북 양군의 한

마을 사례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 이앙기의 도입으로

기계모심기가일시도입되었지만, 경지정리가되지않은

경작지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퇴색되었다. 하지만,

기계모심기때사용한도구인포트를이용해현대식손모

심기를개발하여사용하 다. 그결과이앙기의도입에도

아무런 향을받지않고오히려더활발히시행되었다.

소달구지도 마찬가지이다. 경운기나 트럭과 같은 현대

식 농기구들이 분명 소달구지보다 더욱 유용하고 편리

하지만, 소달구지를이용하는70대노인들에게경운기나

19

18

17

마을에서 처음으로 트랙터, 경운기, 트럭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작면적이 논의 경우에는 1,500평, 사과 과수원은 3,000평, 기타작물을 재배하는 밭은
1,000평의 경작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달구지만을 이용하는 사람과 경운기와 트랙터를 이용하는 사람간의 경작면적을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혹은‘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의 개념은 프리츠 슈마허(Fritz Schumacher)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에서 적정기술체계는 저렴하고 유지가 용이하며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김환석·송성수 역, 앤드루 웹스터 저,
1998, 『과학기술과사회』, 한울아카데미, pp.163~164); 배 동, 2000년, 앞의 책, 민속원, p.362 재인용

배 동, 2000, 앞의 논문, 참고19

18

17

택호 A댁 B댁 C댁 D댁 E댁 F댁 G댁

논면적 600 1,600 1,000 0 2,000 1,300 900

밭면적 1,200 1,050 1,000 1,700 1,050 370 600

합계 1,800 2,650 2,000 1,700 3,050 1,670 1,500

표 2 소달구지 소유자의 농지면적 (단위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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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트랙터는 적합한 운송수단이 아니다. 이것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새로운기술을습득하여몸에배도록해야한다.

그러나 농기계 조작법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그것을배운다고해서소달구지를이용하는

것보다자신들에게효율적이라는보장이없다. 그래서경

운기나트랙터같은농기계대신에재래식운반구인소달

구지를선택하 다. 따라서소달구지를선택한70대노인

들에게소달구지는적정기술인것이다. 왜냐하면그들에

게소달구지는경운기나트랙터보다소달구지가더경제

적이며실용적이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동림마을같은

조건을가진마을에서는인력보다기계를사용하는것이

반드시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력의

사용에드는비용이낮다면, 테크놀로지의사용은인력의

사용보다더커다란순이윤을낳지않을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

규모로농사를짓지않는다. 그러므로그들에게경운기나

트랙터같은농기계는비경제적인것으로인식된다.“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특정한 설계를 결정하고 기술을 선택

하는데있어서비용과수익을계산한다할지라도계산의

구체적인 형태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보통

경운기한대의가격은100만원이상이며, 중고를구입한

다고해도50~60만원정도의비용이든다. 반면소달구지

의경우에는약30만원정도의비용으로구입을할수있다.

경운기가 소달구지에 비해서 비용이 배 이상 소비되기

때문에농가에적잖이경제적부담을준다. 경운기를구입

한다고 해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들은

딱히일정하게경제적인수입원이없기때문에무리하게

돈을들여서경운기를구입하여유지할필요성을느끼지

못한다. 반면 소달구지는 집에 소가 있기 때문에 달구지

만구입을하면된다. 달구지를이용하는데는아무런비용

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소달구지를 이용하게 되면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거름으로 농사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있다. 

문화는 항상 변화한다. 전통문화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거나시대에맞는새로운문화로재창조된다. 동림

마을의 소달구지 이용양상은 전통기술이 재창조된 예이

다. 과거 부농의 상징이며 1970년대 이후 마을 각 가구마

다소유하고있던소달구지는당시농사에서가장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경운기 도입

으로인해소달구지는크게감소되었다. 그럼에도동림마

을의 노인들에게 있어서 소달구지는 중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여전히그가치가인정되고있다. 

적정기술은저개발국, 저소득층의삶의질향상과빈곤

퇴치 등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

을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급격하게발달하는기술문

화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세대들이자신들의

사회문화적, 자연지리적환경에맞게기존에있던문화적

요소와신기술을적절하게조합하여사용한다. 이런관점

에서 보면, 동림마을 노인들은 신기술인 경운기, 트랙터

등의농기계의도움은받지못하지만자신들이예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소달구지를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적절하여사용하고있다. 그것은전통기술을자신들의지

리적·경제적·연령적 조건에 맞게 재창조한 적정기술

이라고하겠다. 

2) 산간농촌 마을 고령화의 문화적 표상

산간농촌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는 70대 노인들에게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가장

큰이유는이동을하기위해서이다. 이것은산간지역에서

마땅히농토를구할수없기때문에농사를지을수있는

땅을 찾아서 점점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결과 자연스럽

게농토와마을은멀어질수밖에없다. 농토로가려면걸

어서 가든지 아니면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가야만 한다.

70대의노인들은걸어서갈수가없기때문에운송수단을

선택하 다. 그것이소달구지이다. 좁은농로와계단식논

등지형상으로도소달구지가농사짓는데상당히유리하기

때문이다.

23

22

21

20

실제로 소달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를 잘 부려야 된다. 보기에 쉬워 보여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한다. 방향을 전환 할 때는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소의
등을때려야하며속도를조절할때는고삐를이용해서소의속도를조절한다고한다. 그래서 소달구지를운전하는사람은이것을알아야만한다. 

R.H.라우어 지음, 정근석·김해식옮김, 2004, 『사회변동의이론과전망 - 변동의 유형메카니즘전략 - 』, 한울아카데미, p.200.

송성수 편역, 도날드 멕켄지저, 1995, 「무엇이기술을형성하는가」『우리에게기술이란무엇인가』, 녹두, pp.136~137; 배 동, 앞의 책, p.367 재인용

정기철, 2010, 「적정기술의동향과시사점」『Issue & Policy 20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23
22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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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두 40~50대의

젊은층이었다고하면소달구지대신경운기나트랙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즉 마을의 노동력이 고

령화 되지 않고 젊은층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

었다면 동림 마을의 소달구지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달구지의 이용 전통은 동림

마을의노인문화를대변하고있는것이다. 

경운기라는 새로운 문화요소가 들어오면서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때 경운기를 이용하는 사람과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경운기를 이용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층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체로

적극적인 반면에,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노년층이기때문에새로운문화에소극적이다. 이들은소

달구지를이용하는것에대해서“우리가배우지못하고

나이가많아서경운기를운전하지못하기때문에소달구

지를 이용한다”고 말하면서“우리는 소달구지가 편하다.

안전하고 사고 염려도 없다. 경운기는 위험하다”라고 말

한다. 즉, 그들은경운기의효율성보다는소달구지의안전

성을선택한것이다. 이렇듯소달구지는마을에서단순한

운송수단으로서평가되는것이아니라, 동림마을노인들

의문화적표상으로이해된다. 

맺음말

이 연구는 경북의 한 산간농촌에서 소달구지를 이용

하는 전통이 지속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자연지리적·

경제적·문화적배경을통해서밝힌것이다. 

조사지역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인 동림마을

에서는 소달구지를 일제강점기부터 이용하여 왔으며,

1972년저수지축조를계기로전통적소달구지를개량소

달구지로 교체하 다. 1970년대까지는 소달구지로 농산

물과 짐을 운반하고, 멀리 부계면이나 군위읍 소재 장터

까지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경운기도입이후소달구지는마을에서서서히사라지게

되었다. 그대신젊은층이현대식운송수단을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1980년대에는 경운기가, 1990년 후반부터는

트럭이마을의주요운송수단으로자리잡았다.

그럼에도70대이상의노인들은계속소달구지를이용

하 다. 노인들은노동력이고령화되어, 현대식운송수단

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사진 농토를 경작하고,

원거리에분산된농토에쉽게접근하기위해서소를사육

하면서소달구지를개량하여지속적으로이용하고있다.

이런현상을도해하면〈그림3〉과같다. 동림마을의개량

형 소달구지 이용 전통은 노령의 농민들이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을 실천하는 것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전통

문화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인정하여 소달구지라는 전통

적운송수단을재창조하게되었다. 그리고산간농촌이라

는 지리적 제약조건 속에서 남녀 노인들이 소달구지를

즐겨 이용하는 현상은 동림마을 노인들의 문화적 표상

으로자리잡고있다.

요컨대,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되

는것은농민들이고령화되면서, 소달구지가마을의자연

지리적·경제적 측면과 노인들의 문화적 관성이 잘 부합

되기때문이다. 따라서사람들은자신이처한제반상황과

조건에맞게문화를전승·변용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림 3 동림마을 소달구지 이용 전통의 지속 배경@ 

동림마을의 개량형 소달구지 이용 전통은 노령의 농민들이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을 실천하는 것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전통문화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인정하여 소달구지라는 전통적 운송수단을 재창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간농촌이라는지리적제약조건속에서남녀노인들이소달구지를즐겨

이용하는현상은동림마을노인들의문화적표상으로자리잡고있다.

요컨대,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소달구지가 마을의 자연지리적·경제적 측면과 노인들의

문화적관성이잘부합되기때문이다. 따라서사람들은자신이처한제반

상황과조건에맞게문화를전승·변용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소달구지 타기

농작업에소이용

현대식운송수단
사용불가

농민의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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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의운송수단

농토의
원거리분산

경사지의농토

소사육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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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stomary Employment of So Dalguji(Ox-Cart)
among the Old Generation in a Mountain Village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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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sic approach of this study was to take the theory of cultural fluctuations to investigate the early modern and
modern patterns of the use of ox carts and@ the social and economic appropriateness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ox
carts. The study chose a village that was the only place that used ox carts in Bugye-myeon. The findings will help to
understand how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would continue or change according to the natural, geographical,
econom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village. 

Located in Gaho-2-ri, Bugye-myeon, Gunwi-gun, Gyeongbuk Province, Dongrim Village started to use ox carts
during the Japanese rule and replaced the traditional version with an improved one in 1972 when a reservoir was built.
Until the 1970s, they used ox carts to carry agricultural products and luggage and to visit the markets in distant Bugye-
myeon or Gunwi-eup. In the early 1980s when a cultivator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village, ox carts gradually
disappeared in the village and eventually remained as a mere means of transportation. As the younger generations were
active in introducing modern means of transportation, a cultivator became the main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village in the 1980s and a truck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Despite those changes, however, the elderly in their
seventies or older continued to use ox carts. With aged labor and inability to use modern means of transportation, they
grew cows and oxen to cultivate the inclined fields and gain easy access to fields distributed in distant locations and
continued to ox carts through reform. 

In Dongrim Village, the heritage of using reformed ox carts is the practice of appropriate technology by the old
farmers and a cultural representation of an aged agricultural society. That is, the elderly recognized the appropriateness
and practicality of traditional culture and renewed a traditional means of transportation called an ox cart. The
phenomenon of the old men and women frequently using ox carts in an agricultural village in the mountain with
geographical limitations has settled down as a cultural representation of the elderly in Dongrim Village. 

The continuing usage of ox carts in Dongrim Village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ox carts well suit the natural,
geographic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village and the cultural inertia of the elderly with the aging of the farmers.
Thus it is once again shown that human beings transmit and alter culture according to their overall situations and
conditions. 

Key Words_Ox Cart, Appropriate Technology, Cultural Representation, Growing Cows And Oxen, Agricultural Village In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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