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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 소수 민족 중 동족은 광시, 구이저우, 후난 삼성(三省)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중국 서남 지역의 후난(湖南)성, 
구이저우성과 광시(廣西) 장족(壯族)자치구의 인접 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구이저우성의 자오싱 촌락은 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

인 동족 촌락이다.
자오싱 촌락은 구이저우성 검동남(黔東南)쪽 묘족(苗族) 자

치주인 리핑현(黎平縣)에 위치하고 있는데, 검동남쪽 동족 지역
에서 가장 큰 동족 촌락이자 동족 민속 문화의 중심지이다. 자
오싱 촌락은 검동남 동족지역의 최대 동족촌락 가운데 하나로 

동족 18만이 있는데, 이 중 1,000여 가구, 6,000여명이 살고 있는
데 ‘동향(侗鄕) 제1 촌락’으로 부른다. 자오싱 촌락은 고루군(鼓
樓群)으로 가장 유명한데, 고루는 전국 동족 가운데 극히 드물
며 기네스 세계기록에 올랐고 ‘고루문화예술의 고향(鼓樓文化
藝術之鄉)’이라 부른다. 자오싱 촌락은 2005년에 중국 33개 영
향력 있는 미디어 조직의 추천을 받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6 대 농촌 고진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Fig. 1>은 자오싱 촌락
이 시작되는 정문이고, <Fig. 2>는 자오싱 전체적인 경관이다. 
촌락 안에 있는 가옥은 간란(干欄)식 조각루(吊腳樓)로 빽빽하
게 늘어서 있어 운치가 있으며 모두 주변 산에 있는 삼(杉)나무 
목재로 지어진 주택이다. <Fig. 3>은 자오싱 촌락의 건축 경관
이다. 단단한 지붕은 푸른 기와가 깔려있어 소박하고 실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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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대 방족(房族)으로 나뉘어 다섯 개의 자연 구역에 살고 있
는데, 각 구역은 '단(團)'이라고 불린다. 인(仁)단, 의(義)단, 예
(禮)단, 지(智)단, 신(信)단의 5단으로 구성되어1), 각 단은 고루
(鼓樓)를 중심으로 마을을 확산시켰다. 촌락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가 질서정연하고 촌락의 주택 입지, 민가의 구조, 기능 공
간 등은 모두 동족 문화 풍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족은 수
천 년 동안 끊임없는 문화적 맥락에서 사람들의 사상, 인격, 지
식 구성에 지속적인 변화와 영향을 주고,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 
등에 좋은 지혜를 선물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교통 
조건의 편의성은 자오싱 촌락의 보호와 발전에 일련의 도전을 

가져왔다. 최근 중국의 소수 민족 촌락에 다양한 외래문화와 외
부인들의 방문으로 고촌락의 역사적 보존에 큰 영향을 주고 있

다2). 특히 최근에 크게 발전한 관광 산업은 전체 촌락의 주 진
입로를 상업 보행자 도로로 변모시켰고 소수 민족의 경관문맥

의 발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AHP법으로 동족 촌락의 경관 문맥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나아
가 본 연구에서는 동족 촌락 중 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인 촌락

인 자오싱 촌락을 사례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AHP와 같은 문항으로 실시하여 전문가들
과 일반인들의 경관문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AHP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 
자오싱 촌락의 경관문맥을 전승하여 관광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계청진, 고촌 무형문화유산 보호 연구, 중앙민족대학, 2011, p.146.
2) 웅비, 전통 촌락의 보호와 이용, 서남과학기술 대학, 2017,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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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자오싱 촌락은 중국 서남 지역의 후난

(湖南)성, 구이저우성과 광시(廣西) 장족(壯族)자치구의 인접 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3). 구체적인 위치는 <Fig. 4>와 같이 중국 구
이저우성 검동남(黔東南)쪽 묘족 자치주인 리핑현 동남쪽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성에서 72㎞ 떨어져 있고, '천가 자오동
(仟家肇侗)'4), '동족 제일 촌'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가지게 되
었다. 자오싱 촌락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옥은 산의 
분지에 자리하고 있다. 두 개의 작은 시내가 하나가 되어 강을 
이루고, 물은 서북 방향으로 흐르며. 자오싱 촌락은 가장 전형 
적인 동족 촌락으로 잘 보존된 동족 전통경관이 있는데, 간난식 
건축, 고루와 풍우교 등을 포함하고 있고, 수많은 촌락경관이 있
어 동족 경관 문화를 연구 하는데 많은 근거를 제공하였다.

자오싱 촌락

Fig. 4. Location map of Zhaoxing Dong Village

3) 료쥔샹, 남부 동족 전통문화 특징 연구, 란저우 대학, 2006, pp.131-132.
4) 이린령, 민족 촌채 관광지의 지역성 요소 변천 과정 연구, 구이저우사범대학, 

2019, p.188.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동족 지역의 대표적 자오싱 촌락에 대한 조사연

구에 입각하여 동족에 관한 문헌연구 결합을 통해 동족 촌락의 

경관 요소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계층 분석법(AHP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위해 모두 15명의 동족 연구 전문가를 선정
하였다. 전문가의 연령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이고 이 중 연령
이 50~60세인 전문가는 9명으로 60%, 60~70세는 3명으로 20%, 
70대 이상은 3명으로 30%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이 60세인 것
을 보면 선발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업무 경험

이 풍부하며, 특히 동족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오랫동
안 동족 연구나 동족 관련 일을 해 온 노전문가들이다. 동족 촌
락 경관의 어의분석을 실시하여 초보적인 동족촌락 경관문맥

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 전문가 조사법(Delphi법)을 결합
하여 지표를 조정하고 완성하여, 결국 역시성과 공시성 두 지
표를 1등급 지표로, 역사연계성과 기능연계성 등 9개 지표를 2
등급 지표로, 촌락 배치연계성, 건축풍격연계성 등 43개 지표
를 3등급으로 <Fig. 5>와 같이 동족 촌락 경관문맥 평가체계를 
형성하였다.
모두 5등급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

가 설정은 점수 상에서 균형을 이루어 데이터의 정리에 편리하

며, 의미적으로 비슷하여 정성 지표와 정량 지표의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5).

5) 조건화, 웹환경에서 스마트 합작학습 시스템이 구축한 이론과 방법, 화남사범
대학, 2002, p.45.

Fig. 1. Gate of Zhaoxing Dong Village Fig. 2. Layout of Zhaoxing Dong Village Fig. 3. Building of Zhaoxing Dong Village 

Fig. 5. The landscape context assesment system of Dong nationality constructed by AHP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제22권 3호 통권78호 2020년 8월  3

설문조사 대상은 15명의 전문가와 자오싱 촌락 주민들과 외
부 관광객으로 한정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경우, 자오싱 촌락 
지역에서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월 13일에서 19일까지 자오싱 촌락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156부를 배부하여 153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한 답변을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1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데이터를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나
아가 AHP 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도출하여 
자오싱 촌락의 경관문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 대상자의 특성

이번 조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 된다. 먼저 AHP에 의
해서 작성한 설문지를 이메일로 <Table 1>과 같이 15명의 전문
가에게 보내 자오싱 촌락 동족경관 문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

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똑같은 설문지를 동족 지역에서 현장 

배포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자오싱 촌락 주민들과 외부 관광객
으로 한정하여 자오싱 촌락 지역에서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Fig. 6>과 같이 자
오싱 외부 관광객은 77.9%를 차지했고, 구이저우성 관광객은 
14.3%를 차지하여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92.2%를 차지하였고, 
자오싱 주민은 7.8%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Fig. 7>과 같이 
연령대별로 비교적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졌다.

3.2 1급 지표 결과 분석

1급 지표 2개, 2급 지표 9개, 3급 지표 43개에 대한 분석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의 
자오싱 촌락의 전체적인 경관문맥 지속성 평가는 역시성(歷時
性)에서 전문가들에 비해 보통이하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성(共時性)은 모두 평균 3점(보통)을 
넘었지만 4점(중요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성명 성별 나이 민족 본적 직무(직업)

1 양○○ 여 53 동족 구이저우성 용강 동족 연구 전문가

2 석○○ 남 55 동족 후난 통도 동족 연구 전문가

3 석○○ 남 60 동족 구이저우성 리평 동족 연구 전문가

4 여○○ 남 56 동족 구이저우성 조진 동족 연구 전문가

5 진○○ 남 53 동족 구이저우성 천주 동족 연구 전문가

6 오○○ 남 55 동족 구이저우성 종강 동족 연구 전문가

7 양○○ 남 74 동족 후난 통도 동족 연구 전문가

8 등○○ 남 76 동족 구이저우성 리평 동족 연구 전문가

9 장○○ 남 70 동족 광시 삼강 동족 연구 전문가

10 석○○ 남 61 동족 구이저우성 리평 동족 연구 전문가

11 강○○ 남 56 동족 구이저우성 검하 동족 연구 전문가

12 용○○ 남 57 동족 구이저우성 천주 동족 연구 전문가

13 반○○ 남 56 동족 구이저우성 천주 동족 연구 전문가

14 요○○ 남 54 한족 후난 장사 동족 연구 전문가

15 육○○ 남 64 동족 구이저우성 금병 동족 연구 전문가

Table 1. Experts list

Fig. 6. Geographical distribution Fig. 7. Ag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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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항목 

일반인

평균

표준

편차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2급 
항목

일반인 

평균

표준

편차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3급 
항목

일반인 

평균

표준 

편차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역시성

(歷時性)
2.84 0.41 3.14 0.35 

역사 

연속성
2.50 0.73 3.22 0.65 

촌락 배치 평가 3.12 0.56 3.87 1.06 

건축 풍격 평가 3.15 0.35 3.68 0.72 

생활 경관 평가 1.91 1.03 2.76 0.96 

생산 경관 평가 1.82 1.18 2.58 1.36 

기능 

연속성
3.33 0.84 3.57 0.41 

풍우교 기능 평가 4.11 0.45 3.67 0.87 

고루 기능 평가 3.89 0.38 3.88 0.66 

간란식 건축 기능 평가 4.04 0.57 2.67 1.08 

살단의 기능 평가 3.95 1.06 4.03 0.73 

무대 기능 평가 2.85 1.12 3.53 0.89 

제전 기능 평가 2.05 0.87 3.27 0.89 

량정 기능 평가 2.11 0.56 3.77 1.02 

대문 기능 평가 3.94 1.10 3.45 0.89 

묘우 기능 평가 3.05 1.11 3.87 0.98 

정서 

연속성
3.02 0.68 2.99 0.67 

단체 공간 기억 평가 2.18 0.96 2.08 0.62 

민족 정서 의탁 평가 2.88 0.76 2.89 0.73 

동족 정신의 평가 3.17 0.68 3.38 0.73 

동족 생활정신 평가 2.85 0.98 2.74 1.34 

새로운 경관 평가 4.05 1.27 3.85 0.89 

갱신성 2.50 0.61 2.76 0.38 

경관 공간 평가 2.47 0.87 2.51 0.79 

경관 건축 형식 갱신 평가 1.68 0.87 2.43 0.73 

경관 건조 관념의 갱신 평가 3.12 0.56 3.27 0.98 

생태 관념 평가 2.76 0.78 2.84 1.15 

공시성

(共時性)
3.25 0.60 3.15 0.43 

공간

공시성
2.67 0.53 3.11 0.66 

예의 경관 공간 평가 3.42 0.37 3.25 0.63 

생활 경관 공간 평가 3.21 0.56 3.12 0.44 

사교 경관 공간 평가 2.20 0.63 3.85 0.63 

생산 경관 공간 평가 2.34 0.88 2.61 0.91 

상업 경관 공간 평가 2.18 0.36 2.11 1.17 

명절 행사 공간 평가 2.67 0.89 3.73 0.77 

경관

문화

공시성

3.20 0.79 2.81 0.63 

동족의 지역적 문화 평가 3.87 0.68 3.16 0.81 

동족 민풍 민속의 특징 평가 2.81 0.86 2.52 0.81 

축제 문화의 풍부성 평가 3.86 0.57 3.42 0.50 

문화적 정체성 평가 2.02 0.87 1.85 0.86 

기타 문화의 영향 평가 3.47 0.58 3.11 0.89 

경관 

심미

공시성

4.02 0.44 3.80 0.48 

심미적 체계성 평가 3.52 1.02 3.27 0.86 

식별성 평가 4.12 0.87 3.52 0.54 

독특성 평가 3.85 0.84 4.18 0.79 

미관성 평가 4.57 0.48 4.22 0.85 

경관 

다양성
2.67 0.75 2.73 0.49 

다민족 경관 공존 평가 3.38 0.68 3.20 0.81 

다른 시기 경관 공존 평가 1.89 0.89 2.22 0.68 

주체성 동족 경관 평가 2.74 0.48 2.77 0.68 

경관 

통일성
3.67 0.63 3.29 0.75 

완전성 평가 4.12 0.46 3.53 0.86 

통일성 평가 3.94 1.07 3.89 0.77 

계층 조합성 평가 2.95 1.11 2.45 0.45 

Table 2. Specific item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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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급 지표 결과 분석

<Fig. 8>과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급 지표에 대한 결
과는 일반인들과 전문가의 평가가 비슷하지만 다소 상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역사 연속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에서도 일반

인들의 동족 역사 전승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6), 이 번 평가에서도 2.5점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기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

슷하여 각각 3.33점과 3.57점으로 나타나,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자오싱 촌락 기존의 경관 기능의 연속성에 대해 비교적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점(비교적 만족)
에 이르지 못하여, 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3.02점

과 2.99점으로 동족에 대한 정서 깊지 않아서 일반인들과 전문
가 모두 보통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족에 대한 정서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성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각각 2.50점과 2.76점

으로 보통 이하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족 경관

의 갱신은 역사적인 연속성이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새로운 경관이 
모두 관광객에게 맞추려고 하여 실질적으로 동족 문화를 잘 나타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공간의 전체적인 시간성에 
대해 거시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시야가 
넓지 않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2.6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3.11점으로 보다 중시하여 전문가들
이 공간공시성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 문화의 공시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3.20점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2.81점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경관 이면
에 있는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만 보기 때문에 평점이 높으나 전문가들은 실제적으로 

자오싱 촌락의 경관 문화, 특히 예절 문화 공간의 전승이 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의 심미적 공시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가 모두 

6) 소서기, AHP법을 바탕으로 하는 동북 전통민가의 거주성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 하얼빈공업대학, 2016, pp.132-133.

각각 4.02점과 3.8점으로, 동족 경관의 아름다움을 비교적 인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족 경관이 사람들에게 독특한 미
적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의 점수가 조금 
낮은 것은 일반인들보다 전문가들이 이미지의 미적 감각을 중

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경관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가, 각각 2.67점

과 2.73점으로, 이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인들과 전문
가들의 의견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증진이 동
족 문맥의 전승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관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각각 3.67점과 3.29점으로, 전체적

인 동족 촌락의 통일성은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일반인들
에 비해서 전문가들은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3급 지표 결과 분석

2급 지표인 '역사 지속성'의 3급 지표에 대한 일반인들과 전
문가들의 평가 결과의 차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1.8-3.12점으로 편차가 크고, 전문가들은 상대적

으로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스타일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3.15점, 전문가 3.68점으로 
전문가들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경관'과  
'생산 경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1.91점과 1.82점, 전문가들은 
2.76점과 2.58점으로,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점수가 높기
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지표인 '기능 지속성'의 3급 지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난식 건축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4.04점, 전문가들은 2.67점으로, 이
는 일반인들이 건축 외관만 보고 평가하여 간난식 건축의 기능과 

기호적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사료된

다. 전문가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마찬가지로 '량정(凉亭) 기능' 에 대해서도 일반인
들은 2.11점, 전문가들은 3.77점으로, 전문가들이 정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급 지표인 '정서 연속성'의 3급 지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비슷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지표 

Fig. 8. Comparison chart of diachronic evaluation Fig. 9. Synchronic evaluation comparis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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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점수 차이는 모두 0.2점 이내에 있
다. 이는 동족에 대한 정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향상되었
으며, 동족 정서적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집단 공간 기억', '민족 정서 표현'과 '동족 정서 평가' 
등 세 가지 지표는 각각 2.18점, 2.88점, 2.85점으로, 이 세 가지 
지표는 모두 동족 정신문화의 지속성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급 지표인 '갱신성'의 3급 지표에 대해 4개 지표 모두 전문가

들은 일반인들보다 평가 점수가 높았다. 특히 '경관 건축 형식 
갱신 평가'의 지표는 일반인들은 1.68점, 전문가들은 2.43점으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동
족 경관 공간, 건축 형식과 건축 이념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동족 전통 경관 관념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더욱이 동족 이념에 부합 되는 경관과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급 지표인 '공간 공유성'의 3급 지표 중 '사회 경관 공간 평

가'와 '축제 활동 공간 평가'의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일반인들은 
2.20점과 2.67점, 전문가들은 3.85점과 3.73점으로 큰 차이를 보
였다. 다른 다섯 가지 지표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비슷
하였다. 특히 '상업 경관 공간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전
문가들이 각각 2.18점과 2.11점으로, 자오싱 촌락의 상업화 경
관 현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
가들은 현재 사라진 자오싱 촌락 사람들의 사교와 축제 등의 공

간적 가치를 더욱 객관적으로 보고, 동족 문화의 사회적 교제와 
축제 등이 계속 개발 되어 공간의 연속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지표인 '경관 문화의 동시성'의 3급 지표에 대해서는 전

문가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인들 보다 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일반인들 보다 자오싱 촌락의 
현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동족 민풍 민속 특징 평가'와 '문화 정체성 평가' 두 가지 지표
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3점으로, 자오싱 촌락 기존의 민
족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지 않고 민속 특징이 부족 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급 지표인 '경관 심미 공시성'의 3급 지표에 대한 일반인들

과 전문가들의 평가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독특성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4.18점으로 일반인들의 3.85점 보다 높았
다. 다른 세 가지 지표 '심미적 체계성 평가', '식별성 평가'와 '미
관성 평가' 등은 전문가들이 모두 일반인들 보다 점수가 낮아 
전문성을 드러냈다. 이는 전문가들이 동족 경관의 미적 감각에 
있어서 내포된 의미를 일반인들 보다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급 지표인 '경관의 다양성'의 3급 지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과 전문가들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세 가지 지표 
중에서 두 가지 지표, '시기별 경관 공존 평가'와 '주체적 동족 
경관 평가'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3점 보다 낮았다. 특히 
'시기별 경관 공존 평가'는 2점 정도로 자오싱 촌락의 시기별 다
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지표인 '경관의 통일성'의 3급 지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과 전문가들의 점수가 비슷하였다. 그 중에서 '완전성 평가'는 
일반인들 4.12점, 전문가들은 3.53점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다른 두 가지 지표는 비교적 차이가 작았다. 세 가지 지표 중에
서 '차원적인 조합성 평가'의 지표는 일반인들은 2.95점, 전문가
들은 2.45점으로, 이는 일반인들은 보다 직관적인 이미지로 기
본적인 경관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풍부한 차원을 가
진 동족 경관의 형성과정과 구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３.４ 종합분석 결과

Fig. 10. Ranking table of ordinary people's score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평가에서 가장 점
수가 높은 지표는 '경관 미적 공시성'이다. 가장 점수가 낮은 것
은 2.5점으로 '역사 지속성'과 '갱신성'이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은 자오싱 촌락이 중국 동족 촌락의 경관 문화 요소로

서, 가장 완전한 촌락으로 보존 되었지만 최근 2년 동안 상업적
인 개발로 인해 촌락 전체가 관광지로 변하고, 촌락의 상업적 
분위기가 너무 심해서 일반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즉 동족 경관에 대하여 미적인 감각을 가지지
만 동족 촌락의 문화적인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1. Ranking table of experts'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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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반인들
의 점수와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점수
가 가장 높은 것은 '경관 심미적 공시성'이고, 가장 낮은 것도 '
역사적 연속성'이다.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평가 차이가 크지 
않아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의 최고 점수는 3.80점으로 
일반인들의 4점 보다 높지 않아 최종 점수는 비교적 ‘만족스러
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최하 점수 2개 지표인 '역사
적 연속성'과 '갱신성'의 전문가의 점수는 각각 2.73, 2.76으로 일
반인들의 2.5보다 다소 높았다. 전문가들이 두 가지 지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 다른 
지표 점수는 2.73-3.80사이로 점수가 높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
면 자오싱 촌락의 동족 경관문맥의 지속성이 그리 좋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동족 
건축물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업화의 충격으로 현지 주민

들은 원래의 생산, 생활 방식을 바꾸었고, 밖에 나가 일하는 촌
락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광에 종사하게 되었다. 농경 생
활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농경 문명을 바탕으로 하

는 대부분의 경관문맥을 유지하지 못해서 점수는 모두 낮은 편

이다. 모든 지표에서 4점(비교적 만족)에 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전문가들은 낮은 '경관 다양성'(2.73), '갱신성'(2.76), 
'경관 문화의 공시성'(2.81) 등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3점(보통) 
보다 낮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자오싱 촌락에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촌락의 구
조는 동족 전통적인 풍수 관념에 따라 확장 되지 않았고, 구체
적인 경관 갱신에 있어 전통적인 동족 생산 생활 장면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경관들이 동족 전통 문화에 따라 갱신되지 못하여 

많은 동족 건축의 갱신은 표면적인 기호만 남게 되었다. 또한 
많은 동족 경관이 서로 통일되고 조화로운 관계가 부족하기 때

문에 후속적인 경관 보호와 건설에서 의식적으로 다양성속의 

통일성을 강화해야 한다.

4. 결 론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자오싱 촌락의 경관문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관광이나 상업 활동으로 인해 자오싱 촌락의 전통적인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집을 짓고 
촌락의 풍수 구조를 바꾸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오싱 촌락의 
동족 경관문맥이 계속 유지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개의 3급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가 일반

인들은 3.08이며, 전문가들은 3.19로 자오싱 촌락 경관문맥에 대
한 전체적인 평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43개 3급 지표 중에서 4점을 넘는 지표는 일반인들은 6개에 
불과하고, 전문가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
족스럽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3점 이하의 지표를 보면 일반인은 20개의 지표로 전체 
지표의 46.5%를 차지하는데, 전문가는 16개로 전체 지표의 

37.2%를 차지하여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오싱 촌락은 고루, 풍우교, 연극 무대 등 동족 전통 건축을 

보존하고 독특한 동족 문화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많은 경관문맥이 파괴되
어 동족 전통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오싱 촌락의 상업 발전과 관련된 지표가 가장 점수가 낮았

다. 2급 지표인 '갱신성'은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2.50점과 
2.76점에 그쳤고, 상업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3급 지표인 '상
업 경관 공간 평가'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2.18점과 2.11
점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상업화에 우
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문화 보존에 있어서 보호와 발
전은 양날의 칼이고 보호를 강조하면 발전에 영향을 주고 반대

도 마찬가지이다. 자오싱 촌락에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천호 동채(仟戶 侗寨)'라는 관광 브랜드를 만드
는 데 총력을 기울여 촌락 전체가 하나의 큰 관광 시장이 되었

고 거의 모든 주민들이 관광이나 관광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게 

되어 전통적인 동족 생산 활동이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지속성
을 위해서는 동족 경관문맥 보호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

하고, 상업 개발과 생산적 경관 보호의 모순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자오싱 동족 촌락경관의 문맥을 계속 유지 하고 

보호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인 문맥을 보호하고 동족 전통 촌락의 구조를 

회복하는 동시에 풍수 구조를 보완하고 연못, 도로를 건설하며 
나아가 풍수림을 보전하고 복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와 발전을 제안한다. 촌락을 전통적인 동족 생태 

문화 보존 구역과 상업화 관광 지역으로 나누면 동족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생태 문화 보존 구역에서 방해 받지 

않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계단식 밭과 물고기를 재
배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상업
화 된 지역에서 현재의 촌락 상업 보행자 거리를 지속시켜 관광

객들을 상업화 된 지역에 집중시킬 수 있다. 동시에 두 시스템
을 연극 무대, 살단 등 부분과 연결시켜 서로 발전하고 공동으
로 추진하는 문맥 지속 모델 실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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