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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백 년 부터 농 마을 주민들이 조성해 온 통마을숲인 당산숲은 한국을 표하는 통 문화경 이

며국가 문화자산이다.이제문화콘텐츠는지역성과 세계성을 같이 갖추어야 하며,한국고유의 로컬문

화콘텐츠 생산이 필요한 시 이다.문화유산은 진정성 유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리체계를 갖추어야 그 가

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 많은 당산숲이 방치되거나 소멸 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청도군 신원리의

4개 자연마을은 당산숲을 보호, 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당산제를 지낸다.이 연구는 신원리 4개 마을의

당산숲ㆍ비보숲과이것에연결되어있는농경지,하천을포함하여‘농업경 생태 보 지역’으로설정함으로

써,제도 리체계를부여하고자 하 다.이러한농업경 생태 보 지역은한국 농 이 갖고 있는 로컬

문화콘텐츠로서,국가문화자산인 당산숲의 상을 제고하고 농 마을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글로컬문화콘텐츠 전통마을숲 당산숲 문화경관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Abstract

Dangsanforestsaretraditionalvillageforestswhichhavebeenestablishedbylocalresidents.

TheyrepresentuniqueculturallandscapeofKoreawithahistoryofmorethanseveralhundred

years.Itisnecessaryforaculturalcontentstohavelocalityandglobalitysoastorepresent

Korea.Culturalheritagecanretaintheirvaluewhentheyarefullysustainedtheirauthenticity

and managementscheme.Although many Dangsan forestshavebeen on thevergeof

disappearance,thefourvillagesinSinwon-rihaveretainedDangsanforestswithDangsanritual.

Inthisstudy,adesignationof‘Conservationareaofagriculturallandscapeecology’including

Dangsanforests,Biboforests,ricepaddyfield,andstream inSinwon-riwassuggested.This

‘Conservationareaofagriculturallandscapeecology’canbedevelopedtouniqueglocalcultural

contentofruralKorea,andwillcontributetoenhancethevalueoftheDangsanforest’s,and

revitalizationofrural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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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백 년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통마을숲인

당산숲은한국을 표하는 통문화경 으로서국가

문화자산이다.농 마을 주민들이 수 백년 간 (代)를

이어 보호, 리해 온 당산숲은 당산제(山祭)를 통해

실생활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는

다[1].이러한 당산숲은 일제강 기,6.25사변 등 사회혼

란기에크게훼손되고,그후에도방치,훼손되어왔는데,

근래에 여러 문가들에 의해 그 요성이 논의되고 있

다. 통령자문 농어업ㆍ농어 특별 책 원회(농특 )

는 통마을숲을‘농 경 의핵심경 ’으로규정하 고

(2005),김학범은 “우리의 통문화를 변하고 있는

통마을숲은자연유산과문화유산의특징을함께지니고

있는복합유산으로서잘가꾸어져후손에게자랑스러운

국가유산으로,나아가세계유산으로길이보 되어야한

다”고 하 다[2].그러나,이러한 요성 논의에도 불구

하고 당산숲의 가치에 한 사회 인식은 단히 부족

하며훼손,소실이계속되고있다.많은당산숲이가치가

부여되지않은채어떠한보호장치도없이방치,훼손되

고있는데,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인성산일출 이있는

제주도성산리의경우유네스코세계유산마을로지정되

었음에도불구하고,그이후에마을당숲이소실된사례

가 있다.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유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리체계를갖추어야그가치를인정받을수

있다.베니스헌장(1964)등세계문화유산과 련한국제

논의에서,진정성과함께가장 요시하는것은문화

유산의향유권이다음세 에도지속가능하게이어질수

있도록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3].

새마을운동의발상지로 알려진경상북도 청도군은많

은마을에서당산제가폐지되었으나,청도군신원리의4

개자연마을(골,본동,통 ,삼계)은모두당산제를지

내며 당산숲을 보호, 리하고 있다.선진외국의 경우,

자국의농 경 을보 하기 하여한국당산숲과같은

농 의 생태 통문화자산을 문화콘텐츠화하여 보 ,

리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공동농업정책 ‘생태

보호구역’을 설정하여,농가가 그들 농장 주변의 나무,

생울타리,수변림(水邊林)등을 보 하여야만 보조 을

지 하고 있고,일본은 마을 뒷산인 里山을 문화콘텐츠

화하여里山의아름다움을국제 으로홍보하면서

자원화하고 있다.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EU의 공

동농업정책을 벤치마킹하여,아름답거나 보 가치가 있

는 지역을 ‘다원 자원 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농 자

원 리법’을추진하고있으나(2013),이러한논의의 상

으로서가장핵심 인농 자원즉,한국농 만이갖고

있는 경 생태 통자원인 당산숲의 실체에 한 인식

부재로 인해 당산숲에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제 문화콘텐츠는 로컬리티(지역성)와 로벌리

티(세계성)를같이갖추어야하며,한국고유의 로컬문

화콘텐츠 생산이 필요하다[4].당산숲은 한국 농 만이

보여 수있는 로컬문화콘텐츠로서의잠재력을갖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이 연구의목 은농 마을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를

한방법을찾고자하는것으로서,당산숲을유지, 리

하고 있는 청도군 신원리 4개 마을의 당산숲ㆍ비보숲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농경지,하천을 엮어 ‘농업경 생

태보 지역’으로설정하 으며이를통하여 리체계의

제도화를 시도하 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동향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의 원형(originalform+archet-

type) 는문화 요소를발굴하고그속에담긴의미와

가치 즉,원형성,잠재성 활용성을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새로운문화의창조과정이다.콘텐츠는디지털

기술외에아날로그콘텐츠도가능하고문화 인소재를

기획,포장하고상품화시킨것도좋은콘텐츠가될수있

다.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라하나의소재로다양한상

품을 개발,보 하는 원소스 멀티유스(OSMU:One

SourceMulti-Use)의시 가도래하 기때문에문화콘

텐츠는원천소스가 요하다.소재를개발하여원천소스

로 만들어 놓으면 추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상품으로 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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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문화유산을 상으로한문화콘텐츠연구가활

발히진행되고있다.국내천연기념물식물 63건이자

연성지에해당되었으며,생물다양성,문화성,경 미

가치와함께 자원으로서의가치를지니고있었다

[6].특정장소가가지고있는자원을바탕으로잠재력이

가장 큰 가치를 핵심가치(corevalue)를 설정하고,그것

을 구체화,상징화시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장소가치

개념에서의 이스 랜딩 평가 방안[7],당()과 연

계시킨 제주도 지오름 안 탐방로 모색을 사례로 한

문화콘텐츠로서의 당산숲 인식 증진 방법론 고찰[8],명

승문화재의경 자원발굴을 한조망지 분석[9],문

화콘텐츠 특수성을 반 한 문화기술 분류체계 연구[10]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생태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사례

당산숲과유사한 특성을가진생태문화유산의 문화콘

텐츠화를 한 다양한 국내외 추진 사례가 있다[표 1].

유네스코(UNESCO)는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 ,문화다

양성보호를 해SNS(sacrednaturalsites)즉,자연성

지(自然聖地)개념을 도입하고,IUCN(국제자연보 연

맹)과함께6원칙ㆍ44지침으로이루어진‘자연성지 리

지침(2008)’을작성하 다.자연성지는특정민족이나공

동체에게특별한 요성을갖는육상,해상의구역

으로, 세계의많은자연성지들은보호지역으로지정되

고생물다양성보 에 요한역할을하고있다[6].당산

숲은 생물다양성 보 , 통문화경 보호를 담보할 잠

재력이있는것으로한국의자연성지가될수있다.일본

은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commonagricultural

policy)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마을 뒷산에 해당하

는 ‘里山(satoyama)’에 해 일본 통문화ㆍ생물다양성

보 창고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홍보해 온 결과 유엔환

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 약(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제14차회의(2010.5.10～21)에서

「PARIS DECLARATION ON THE SATOYAMA

INITIATIVE」(사토야마이니셔티 에 한 리선언,

2010)라는 안건을 채택시킴으로써,里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제 으로 인정받으며 자원화하고 있다

[11].한국의당산숲은일본의里山보다높은가치를깆

는 것으로 생각된다.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

계 요농업유산시스템(GloballyImportantAgricultural

HeritageSystems,2002),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제도,

환경부의 ‘생태경 보 지역’설정[12]등도 그러한 사

례라고 할 수 있다.유럽연합(EU)의 ‘생태보호구역

(ecologicalfocusarea)’설정(2013) 한국 농림축산식

품부의 ‘다원 자원 리지역’추진도 같은 맥락이다[표

5].

추진체 문화콘텐츠화 명칭 용 상 내용

유네스코
(UNESCO)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
한 영적(靈的) 중요성을 갖는 육
상, 해상의 구역

유엔환경
계획

(UNEP)

Paris Declaration
on the Satoyama
Initiative(2010)

일본의 里山(satoyama)에 대해 
일본 전통문화ㆍ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의 모범으로서 선언 

국제연합식
량농업기구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G I AHS , 
2002)

지역주민과 그 주변환경의 관계
성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에서 탄
생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
양성을 현저히 보유하고 있는 토
지이용시스템 및 경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지정 문화재) 

'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제309호, 2008),
'대관령 옛길'(명승 제74호, 
2010) 등

환경부
'생태경관 보전지역' 
설정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
역 등

표 1. 생태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국내외 추진 사례

3. 당산숲 관련 연구동향

그동안 통마을숲의가치를제고하기 한연구와노

력이조경학,지리학,임학,생태학,민속학등다양한분

야에서 계속되어 왔다[13-16]. 통마을숲 연구는 비보

숲의 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비보숲의 문헌

명칭은 비보수(裨補藪)이다.숲은 조산(造山)이 지니는

상징성,신앙성과는 달리 합리 이고 효율 인 비보가

가능하다.따라서 비보숲은 방풍,보온,홍수 방지,휴양

소역할을겸하는다기능 인비보수단이다[17].당산숲

에 한연구는‘스토리가있는우리마을당산숲’,‘당산

숲 탐방길’등 농 진흥청에서 많이 수행되었다[18][19].

우리나라농어 의 통마을숲은당산숲과비보숲의조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내륙의 농 통마을숲은 마을

내에당산숲이하나만있거나,당산숲1+비보숲(당산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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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조로되어있다.즉,첫번째는숲이한개로써하천

변에당산숲이하나만있는형태이다.두번째는숲이두

개로써 하나는 하천변의 당산숲이고,다른 하나는 하천

변에있는띠형의비보숲 는두번째당산숲이있는형

태이다.해안가의 경우도 나타나는 양상은 내륙과 비슷

하다. 통마을숲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숲 이외에 비보

의목 으로조성된숲은비보숲이다[20].당산숲은마을

주민들이 당산제(山祭)를 지내는 숲 이며 토속신이

살아있는마을의성역으로,주로음력정월 보름 녁

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animism)

인 통생활문화이다[21].천연기념물 지정 당산숲ㆍ

비보숲의 명칭 부여 지정 물량 실태가 보고되었고

[22],문화재청에서는천연기념물제309호인 부산구포

동 팽나무 를 부산 구포동 당숲 으로 명칭을 변경,

지정하 다[23].국립산림과학원(2012)에서는 ‘한국정원

의 세계화,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

엄을개최하면서,‘마을의정원,한국 통마을숲의유형’

이라는자료를발표하 는데,이는 통마을숲을비보숲

의 에서 바라본 것이다[24].

재,규모가큰일부당산숲은문화재청에의해천연

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규모가 작거나 알려지

지않은많은당산숲은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방치,훼

손되거나소멸될 기에놓여있다.이연구에서는작은

규모의당산숲을 상으로농경지와연계된 리체계를

고찰하 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조사 상지는당산제를지내는마을로서,당산제를지

내는 마을주민 외에는 구에게도 의미,가치가 인식되

지않고있는곳을선정하여그의미를부각시킬수있는

마을을 선정하고자 하 다.2013년 부터 우선 남지

역을 상으로 이러한 마을을 발굴하고자 하 는데,경

북 청도군에 한 당산숲 황조사시 많은 마을에서 당

산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운문면 신원리 4개

마을은 모두 당산제를 지내고 있었으며 물리 환경도

갖추어져있어조사 상지로선정하게되었다.청도군은

경상북도의 제일 남쪽에 있고,신원리는 청도군의 가장

동쪽에 치하고 있어 운문재를 넘으면 바로 동해안 지

역인울산 역시언양읍에이를수있는곳이다[그림1].

그림 1. 조사대상지인 신원리 4개 마을 위치도

신원리는 운문 수몰수변구역으로서,바로 아랫마을

인 오진리 등 7개 리는 1996년 공된 운문 으로 인해

수몰되었다.큰 산들에 둘러싸인 형 인 산간마을인

신원리는 골,본동,통 ,삼계등4개의자연마을로이

루어져있다. 골바로 에는천년사찰운문사(雲門寺)

가있고,운문사뒤에있는운문산(雲門山)은2010년,환

경부에 의해 ‘운문산 생태경 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1].

2. 연구방법

문화유산,문화자원을활용한문화콘텐츠는바로보존

을 제로 한 가치(기능,능력)의 확 과정이며,따라서

문화유산의문화콘텐츠개발은문화유산에 한가치의

발견과 가치화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가치의 발견

과가치화의과정은가치의재인식에서시작하여가치의

환,가치의재창조,가치의극 화,가치의융합이라는

선순환구조로이루어져있다[25][26].이연구는당산숲

의 지속가능한 보 , 리를 해서는 당산숲의 ‘문화콘

텐츠화’를 통한 상ㆍ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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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에,그 수단으로서 ‘당산숲에 한 제도 리체계

부여’라는 방법론을 모색하 다.이를 해 생태문화유

산의 문화콘텐츠화를 통해 제도 인 리체계 구축

가치를제고시키고있는국내외노력,추진사례를고찰

하고[11][27-29],고찰 결과를 이 연구 조사 상지에

용하고자 하 다.

2013년 7월 장답사를 통해 조사 상지로 선정된

신원리 4개 마을 당산숲에 한 실태를 조사하 는데,

장답사시에는 신원리 이장(김종목)등 주민면담을 통

해4개마을 황과당산숲,당산제에 한고증을구하

다.2013년8월12～15일에당산숲의물리 실태조사

에서는 4개 마을의 당산숲,비보숲과 농경지 황을 조

사하 다.조사항목은 마을 황,당산숲,비보숲의 치,

형상,규모,임상,당산나무수종, 리 황등이었다.당

산숲의 치,크기 수목의흉고직경은실측하고농경

지 등의마을공간 구성요소와 함께 1/5,000지형도에 표

시하 다.마을 당산제는 2014년 정월 14～15일(양력 2

월 13～14일)에 참 하 다.농 경 인 당산숲에 한

문화콘텐츠로서의가치부여를 해특히,EU의공동농

업정책 ‘생태보호구역’설정의 내용을 국내에 응용하

고자 하 고,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 자원 리

지역’지정에 한 안을 제시하 다.

IV. 청도군 신원리 당산숲 현황

1. 마을 현황

신원리는 골의 가구 수가 50호,본동은 가장 많은

115호,통 60호,삼계65호등총290호로이루어져있

다[표2].신원리4개자연마을은큰산으로둘러싸인산

간마을로서 농지가 으며,특히 통 주민들은 산림과

맑은계곡물이흐르는자연환경을활용하여 객을

상으로한팬션을많이운 하고있다.농업이주업인농

지역에서도당산제가끊긴곳이많은데,농사보다

객을 상으로한상업활동이주된경제활동인마을에

서 당산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다른농 마을보다 은층이많은데이들이당산

제를지낸다는것은,굳이농사를짓는농 지역이아니

더라도한국 통문화로서의당산제와당산숲이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통 의 경우,

당산제에서 제 이 소지를 올리면서 비는 내용은,농사

에 한 내용이 없고 마을의 안녕,개개 팬션 업의 번

창,주민의 건강 축원 등이다.

법정리 자연마을 가구 수 특징

신원리

절골 50호
산간마을로서 농지가 적고, 팬
션 운영 등 상업활동을 하는 
주민이 많으나, 당산제가 잘 
유지되고 있음

본동 115호

통점 60호

삼계 65호

표 2. 신원리 자연마을 현황 (청도군청, 2013년)

2. 당산숲의 물리적 현황

신원리당산숲의물리 황을보면,운문사바로

에 있는 골에는 작은 당산숲(낙엽활엽수림)이 산기슭

과가까운쪽에있고,사찰농경지인논을수해로부터보

호하기 해 자연제방에 조성한 비보숲(낙엽활엽수림)

이있다.운문사입구에는사찰을외부시야로부터차폐

하기 한 사찰 비보숲(소나무림)이 있고,내부에 사찰

당산나무인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천연기념물 제180

호)가 있다.본동은 마을 입구 쪽에 작은 당산숲(낙엽활

엽수림)이 있고,마을과 농경지를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한 비보숲(낙엽활엽수림)이 하천변 제방에 길게 조성

되어 있다.통 은 마을도로변에서 60여 m올라간 산기

슭에 소나무가 우 하는 작은 당산숲이 있다.삼계마을

당산숲은하천변에소나무와굴참나무로이루어져있고

숲 안에 당집이 있다[표 3].

마을 유형 규모 :길이×폭(m)

절골

당산숲＋비보숲
당산숲: 23×14
비보숲: 950×5

사찰 비보숲
사찰 당산나무

비보숲: 322×82(아래), 570×80(위)
1그루(처진소나무)

본동 당산숲＋비보숲
당산숲:31×16
비보숲:650×11

통점 당산숲 35×30

삼계 당산숲 55×43(소나무림), 130×43(굴참나무림)

표 3. 신원리 당산숲ㆍ비보숲의 물리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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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산숲ㆍ비보숲 현황도

b: 당산숲 전경 c: 사찰 논과 비보숲 원경

d: 당산나무 e: 사찰 비보숲 f: 처진소나무

그림 2. 절골마을 당산숲ㆍ비보숲 현황

2.1 절골

골의 당산숲은 23×14m의 작은 규모에 이 걸린

당산나무(말채나무,흉고직경70㎝)와느티나무세그루

(평균흉고직경 61㎝)가 지면에서 약 2.5m놀이의 작은

동산 에있다. 재는당산숲과산기슭이분리되어있

는데,당산숲이주로마을 산기슭이시작되는부분에

치한다는것을볼때,당산숲과산기슭은이어져있었

으나 마을 길을 내면서 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비

보숲은 낙엽활엽수림으로서 사찰 농경지(논)를 수해로

부터 보호하기 한 것으로 논이 있는 하천가 자연제방

경사면에 950m거리에 걸쳐 한 로 열식되어 있다.비

보숲 간지 에서 40m길이의 구간 안에 있는 나무를

실측하 는데,느티나무 세 그루(평균흉고직경 95㎝)와

둥이 붙어 있는 팽나무 한 그루(두 갈래의 둥은 각

각73,75㎝)등네그루가있었다.제방경사면의길이는

약 5m이고 약 50×60㎝ 크기의 자연석이 체 경사면을

덮고 있다.비보숲 실태조사시,이곳의 환경감시인인 산

감(山監)으로서,사찰 농경지를 리한다는 주민(정민

철)을 면담하 는데,“사찰 농경지는 사찰 소유의 땅이

고,마을주민이 논농사를 지어 수확한 의 7할은 경작

자가 갖고 나머지 3할은 에 갖다 다”고 한다.운문

사는신라진흥왕21년(560년)에한신승에의해창건된

유서깊은사찰로서,사찰소유땅과 련한기록에의하

면 937년에 고려 태조 왕건이 많은 토지를 운문사에 하

사하 다[30].운문사 입구에 있는 사찰 비보숲은[그림

2a][그림 2c][그림 2e]소나무림으로서 아래 쪽은 322m

길이에 폭 82m(시작 부분 80, 간 부분 135,끝 부분

30m의 평균)이다. 간 지 의 10×10m방형구 안에 있

는 소나무는 8주(평균흉고직경 50㎝)인데,이곳 부분

의 소나무는 일제강 기 말에 비행기 연료용 송진을 채

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를 입어 기에 ‘V자형’상처가

깊게 남아 있다. 쪽 소나무림은 570m길이에 폭 80m

(복 암오르는길이있는부분에서실측한것으로서,사

찰 통도로의하천쪽숲폭40,산기슭쪽숲폭40m의

합)규모이다. ,아래 소나무림 사이의 약 270m길이

구간에는 소나무림이 없고,느티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있다.운문사 웅 앞에 있는 사찰 당산나무인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에서는,매년 삼월삼짇날에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이 처진소나무에 ‘막걸리 공양의식’을 하

며보호, 리하고있다[31].이것은‘부안내소사석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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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산숲ㆍ비보숲 현황도

b: 당산숲 전경 c: 당산나무

d: 비보숲 원경 e: 비보숲 잔해

그림 3. 본동마을 당산숲ㆍ비보숲 현황

당산제’에서 내소사 스님과 석포리 입암마을 주민들이

정월 14일에 먼 내소사 경내에 있는 ‘할머니 당산나

무’(느티나무)에서당산제를지낸후,마을로내려와 ‘할

아버지 당산나무’(느티나무)에서도 당산제를 지내는 경

우와 비슷한 사례이다[32].

2.2 본동

본동 당산숲은 31×16m의 작은 규모에 당산나무인 느

티나무(흉고직경85㎝)와 둥에서두갈래(흉고직경70,

75㎝)로갈라져있는느티나무1주로되어있고,하천

a: 당산숲 현황도

b: 당산숲 원경 c: 당산숲 내부

그림 4. 통점마을 당산숲 현황

도로와논사이에 치하고있다.마을하류쪽에있는비

보숲은 경작지가 있는 쪽 하천제방 경사면에 650×11m

규모로 1열로 열식되어 있다.상류인 ‘방지 교 문명분

교’앞하천양편에는약100여m에걸쳐느티나무거목

들이 지어남아있는데,이것은원래하류쪽과하나로

이어져 있던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며 마을집과 가까운

비보숲나무들이훼손되면서남은비보숲잔해로추론된

다[그림 3a].하류쪽 끝 28m구간에는 느티나무 4주(평

균흉고직경 52㎝),팽나무 1주(흉고직경 90㎝)등 5주가

있다.

2.3 통점

마을도로변 산기슭에 있는 통 당산숲은 약

30×30m규모에 이 걸려 있는 당산나무 등 15주(평

균흉고직경51㎝)의소나무로이루어져있다[그림4].주

변은 흉고직경 10㎝ 내외의 어린 참나무림이다.당산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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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산숲 현황도

b: 당산숲 앞 c: 당집

그림 5. 삼계마을 당산숲 현황

은 작년에 비해 변화가 있었다.운문 수몰수변구역으

로서수자원공사에서지원 을받아제단석2개설치

당산나무 앞을 약간 토하고 당산제 지낼 나무평상을

만들었는데[그림 6e][그림 6f],당산숲은 임의로 형질변

경이 되서는 안되는 것이다[19].

2.4 삼계

삼계마을 당산숲은 삼계1교 바로 신원천(新院川)

하천변에 55×43m규모의 소나무림과 그 에 붙어있는

130×43m(시작 부분 33, 간의 사잇길 부분 폭 52m의

평균)규모의 굴참나무림이 합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5a].소나무림의 소나무는 21주(평균흉고직경 45

㎝)이고 도로변에 당집(성황당 )이 있다.당집 에

설치된‘삼계리서낭당유래’안내 에는‘삼계리서낭당

재건 원회 일동’의 이름으로 “삼계리 부락은 자연재해

와역사 변란의재앙을막기 해서낭신을모신서낭

당을 세워 오랜 세월 동안 부락의 안녕을 기원해 왔다.

1970년새마을사업의일환으로향인홍 기지도자는

라한서낭당의모습을일신시켜이자리에옮겨세웠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서낭당이 도괴 상태에 이르

러삼계리부락민들은서낭당재건 원회를구성동참자

의 헌성 을 모아 2007년 4월 6일 이 자리에 정 입주

상량하고 삼계리 서낭당을 재건하여 후세에 길이 남긴

다”라고 쓰여 있다.굴참나무림의 10×10m방형구 안에

있는 굴참나무는 5주(평균흉고직경 39㎝)이다.

3. 당산숲문화 현황

당산숲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통문화일 것이다. 골 당산제는 제주 내외가

차량으로제물을운반한후정월14일밤12시정각에거

행되었고,마을청년회 총무(서태만)가 동석하 다.통

은 제주(안휴 )내외와 부녀자들이 마을회 에서 제물

을 비한후,당산에올라가정월14일밤10시에,먼

‘당산할배’라고부르는당산나무에서제를올린후,당산

숲 쪽경계에있는제단석에서도산신제를지낸다.삼

계는정월15일아침7시에당집에서당산제가거행되었

고,본동은 인근 사찰에서 행하는데,시간상 당산제를

지낸 흔 만을 확인하 다[그림 6c].통 과 삼계는 당

산제를지낸후,정월15일 아침 8시에 지신밟기행사를

한다.통 은 아침 7시 반에 풍물패가 마을회 에 집결

하고,먼 당산숲에 올라가 풍물을 치며 를 올린 후

[그림6f],지신밟기를해달라고미리신청한집(27호)을

찾아가풍물을치면서복을빌어주는데,20여명의주민

들로 이루어진 풍물패의 반 정도는 부녀자들이다[그

림 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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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마을 날짜(음력),시간 비고
절골 정월 14일, 저녁 12시 제물을 차량으로 운반

본동 정월 14일, 저녁 12시 사찰(운학사)에서 대행

통점
정월 14일, 저녁 10시 및
10월 14일, 저녁 10시

정월 14일 당산제 후 15
일 아침 8시에 지신밟기

삼계 정월 15일, 아침 7시 당산제 후 지신밟기

표 4. 신원리 마을 당산제 현황

a: 절골 당산제 제물 운반 b: 절골 당산제 

c: 본동 당산제 흔적 d: 삼계 당산제 

e: 통점 당산제 f: 통점 지신밟기 1 g: 통점 지신밟기 2 

그림 6. 신원리 4개 마을 당산숲문화(당산제)

V.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고찰

1. 당산숲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통문화유산이가치를 인정받기 해서는그것이진

정성(authenticity),완 성(integrity)을 갖추어야 하며,

사람들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속가능(sustainability)하

게 향유할 수 있도록 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베니스

헌장,1964).진정성은재질,기법등에서원래유산이보

유한변하지 않는 가치의정도를말하며 ‘진짜’,‘진실’이

라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완 성은유산의가치를보

여 수있는충분한제반요소를보유해야한다는것이다.

당산숲은 소 한 통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훼

손되지않도록 리ㆍ활용되어야하나,한국 실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간과,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규모가 큰

일부 당산숲은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

정, 리되고있으나,우리농 이보유하고있는국가

문화자산인수많은당산숲은 부분방치되어있다.가

치에 한인식부재와그에따른 리체계미비로훼손

되거나오ㆍ남용되어존재기반이약화되고있다.사례

로,‘부산 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인 좌수 성지(左水營

城址)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당산숲이지만 마

을놀이터로 오용되고 있다[33].

당산숲 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육지에서의 ‘당산숲’이 있는 공간을 제주도

에서는 보통 ‘당’()으로 통용하고 있는데[34],육지와

달리‘당’은제주부녀자들생활의일부분으로서‘실생활

에살아있는문화경 ’이고제주도민이라면 구나알고

있는친숙한곳이다.이들당의 요성을인식한제주특

별자치도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송당리의 ‘송당본향

당’(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9-1호)등과 같이 문

화재로지정해보호하고있는데,그수를늘려야할필요

가 있다.이러한 제도는 육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당산숲이 한국 통문화유산으

로서의가치를인정받기 해서는당산숲의실상과가치

에 한일반의인식수 이제주도와같은정도로높아

져야 할 것이다.국가지정 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서,

2009년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으로등재된‘제주칠머리

당 등굿’은마을의해녀,어업종사자에국한되지않고

일반인들도참여하는문화콘텐츠로 심을받으며‘등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35].

한편제주도성산리는세계자연유산으로지정되어 있

는성산일출 이있는유산지구마을이지만[36],마을속

칭 ‘통밧알’이라는 곳에 있는 ‘돈지일뤠할망당‘은 문화재

지정 등의 보호장치 없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유자에

의해당숲자체가멸실되었다[그림7].이제당산숲의보

, 리는마을주민의힘만으로는가능하지않으며,문

화재지정등을통한제도 리의뒷받침이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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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숲 전경(2012) b: 당숲 내부 c: 당숲의 멸실(2013)

그림 7. 제주도 성산리 당숲 멸실 사례

2.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앞의 연구방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화유산,문화

자원을활용한문화콘텐츠개발방법론에따라,[그림8]

과 같은 논리로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고찰하 다.

그림 8. 문화유산(당산숲)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체계

2.1 신원리 당산숲 가치의 재인식

문화유산으로서당산숲의가치를지닌신원리 당산숲

은 유럽연합의 ‘생태보호구역(ecologicalfocusarea)’설

정과유사한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다원 자원 리지

역’지정으로 재인식될 것이다[표 5].즉,유럽연합(EU)

의 공동농업정책(CAP;commonagriculturalpolicy)에

따라, 국,독일등유럽선진국가의농업정책에서가장

요시하는것 하나는자국의농업경 ㆍ농 경 의

보 이다.농업경 ㆍ농 경 이 아름답게 보 되어야

국토생태계가 건 하게 유지될 수 있고,그들의 통문

화보 ,식량안보 유지,농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기 때문이다.EU는 차기 공동농업정책

(2014-2020) ‘생태보호구역(ecologicalfocusarea)’을

설정(2013)하여,농가가 그들 농장 주변의 나무,생울타

리,수변림(水邊林)등을보 하여야만그에해당한보조

을농가에지 할수있도록하고있다[27].한국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아름답거나보 가치가있는지역을‘다원 자원 리지

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2013).

추진체 문화콘텐츠화 명칭 용 상 내용

유럽연합
(EU)

생태보호지역
(ecological focus
area) 설정(2013)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농장주는 
연못, 슾지, 수변림, 경관림 등을 
보전, 관리하여야만 정부의 보조
금을 받을 수 있음 

농림축산
식품부

(가칭)‘농촌자원관리
법’ 추진
(2013)

아름답거나 보전가치가 잇는 지역
을 ‘다원적자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표 5.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고찰

2.2 당산숲 공간을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

이연구에서신원리당산숲에 한가치화과정,가치

의 재창조는,EU의 ‘생태보호구역’,한국 농림축산식품

부의 ‘다원 자원 리지역’에 선정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상지로서의당산숲 상을논한것이다.즉,신원

리 당산숲 공간을 신원리 ‘농업경 생태 보 지역’으로

설정, 리하고자 하는 것이다[표 8].

EU는 그들 각국의 농업경 ㆍ농 경 을 보 하기

해농장주변의hedges(생울타리),trees(수목),fallow

land(휴경지), landscape features(특색있는 경 ),

biotopes(소생물권),bufferstrips(수변림,水邊)林)등을

‘생태보호구역’으로설정하고농장주가이것들을보 하

면그에해당한보조 을농가에지 할수있도록하는

직 지불제(directpayments)를 시행하고 있는데,이러

한 통 인 경 생태자원을 한국에 용시킨다면,

landscapefeatures,trees,biotopes등은 당산숲에 해당

되며,hedges,trees,bufferstrips등은비보숲과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당산숲과 농경지가

있는 마을로서,경 생태 으로 특히 우수한 곳을 농림

부지정‘농업경 생태보 지역’으로설정하여보호,

리할 필요가 있다.신원리 ‘농업경 생태 보 지역’은 4

개 마을의 당산숲ㆍ비보숲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농

경지,하천,마을집을 ‘농업경 생태 핵심보 구역’으로

하고,마을 사이의 도로ㆍ하천ㆍ하천변 농경지를 ‘농업

경 생태 이보 구역’으로 분류해 설정할 수 있다[표

6][그림9].환경부는,생태경 보 지역을‘생태경 핵

심보 구역’,‘생태경 완충보 구역’,‘생태경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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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나 어 지정하고 있다.

명칭 분류 상 지역 상 범

신원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농업경관생태 
핵심보전구역

4개 마을
-당산숲ㆍ비보숲
-농경지, 하천
-마을집

농업경관생태 
전이보전구역

마을 연결축
-마을 사이 도로
-하천
-하천변 농경지

표 6. 신원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설정

그림 9.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농업경관생

태 보전지역’ 설정ㆍ관리

한,EU에서는 fallowland가 ‘생태보호구역’에 포함

되지만,한국에서는당산숲ㆍ비보숲과연결되어있는경

작지(논,밭)가 ‘농업경 생태 보 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특히 ‘농업경 생태 보 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논은 규모가 작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라고 하

더라도 ‘ 보 농지’로 지정해 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농어 정비법제2조에의하면집단화된농지규모

가20,000㎡미만인한계농지는작물생산성이낮아다른

목 으로이용하도록권장하고있는등농지로서의가치

가낮게평가되고있으나,이런농지가소실되어다른용

도로 이용될 경우 당산숲만 가지고 ‘농업경 생태 보

지역’이라고할수는없기때문이다.작은규모의논일지

라도보 해야하는이유는특히, 골,본동의 황에서

살펴볼수있다[그림2][그림3]의 황도 사진].한편,

EU에서는개별농가단 로보조 을지 하지만,한국

은당산숲을보 , 리하고있는마을단 로보조 지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7].

표 7. 농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 

분야 항목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내용)

안 내용

경관
자원

경관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방안

당산숲과 농경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 의
무화

자원관리
지역지정

아름답거나 보전가
치가 있는 지역을 
‘다원적자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

당산숲과 농경지가 
있는 마을로서, 경
관생태적으로 특히 
우수한 곳을 농림
부 지정 ‘농업경
관생태 보전지역’
으로 지정

유산
자원

유형자원
국가 농업유산 지
정, 지방 유산지정
제 명시

중요 당산숲을 국
가ㆍ지방 농업유산
으로 지정

무형자원
무형유산의 국가등
록제, 콘텐츠 발굴 
육성방안 명시

정월대보름 행사 
및 당산제의 문화
콘텐츠화

환경
생태자원

환경보전
기준

농경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성분 안
전기준 설정

‘농업경관생태 보
전지역’으로 지정
된 곳의 논은 규모
가 작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
일지라도, ‘절대
보전농지’로 지정

총론
자원관리
프로그램

직불금을 작물에서 
환경  경관  유산
자원 분야로 확대
하는 방안

‘농업경관생태 보
전지역’으로 지정
된 마을에 대해 직
불금 지급

2.3 가치의 확대 및 글로컬문화콘텐츠로서의 위상 제고

재 운문사 당산나무인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에

서행하는‘막걸리공양의식’은사찰단독의행사로진행

되고있다[그림2f].이행사는마을과사찰이함께하는

문화행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부안

내소사석포리당산제’는마을과사찰이함께지내고있

으며,이와 같은 형태는 당산숲의 인식 증진 가치 확

에 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당산숲이 국의 feng-shuiforest(풍수림,風

水林),일본의 satoyama(里山),shintoshrineforest(신

사림,神祠林)등과같이세계인이주목하는 로컬문화

콘텐츠로서의가치를인정받기 해서는먼 국내에서

당산숲의특성이올바로알려지고후세 에물려주어야

할훌륭한문화유산이라는인식이사회메카니즘으로자

리잡아야한다.그존재가알려지지않고방치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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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원리 4개 마을의 당산숲이 농경지와 엮어져

‘농업경 생태보 지역’으로지정되면일반시민의인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표 8].이러한 ‘농업경

생태보 지역’의모습은한국농 마을에서만볼수있

는 문화경 , 로컬문화콘텐츠로서,제도 인 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당산숲도 일본의 里山 등과 같

이국제 으로알려져 상을높일수있으며,농 경

보 ,농 마을활력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

된다.

과정 일반 문화유산 신원리 당산숲

보존을 전
제로 한
가치의 확
대 과정 

1) 가치의 발견, 재
인식

당산숲 가치의 재인식-작은 규모로 
인해 주목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
는 신원리 4개 마을 당산숲의 잠재
적 가치 인식

2) 가치화 과정, 가
치의 재창조

당산숲 가치의 재창조-당산숲과 농
경지의 연계 및 4개 마을을 연계하
여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으로 
설정, 관리함으로써 가치 제고 

3) 가치의 극대화·
융합

당산숲 가치의 극대화·융합-문화
적 원천소스로서의 당산숲 개발과 
OSMU로 고부가가치 창출, 신원리 
당산숲과 운문사 비보숲, 처진소나
무의 문화적 연계

표 8. 일반 문화유산과 신원리 당산숲의 문화콘텐츠화 비교

VI. 결론

재 당산숲이 가진 가치와는 상 없이 보호 받지 못

한 채 방치,훼손되거나 소멸 기를 맞고 있는 곳이 많

이있다.이연구는청도군신원리4개마을에소재된작

은규모의당산숲을농경지와연계된 리체계로발 시

켜문화콘텐츠화를시도하 다. 통생활문화인당산제

가유지되고있는청도군신원리4개마을당산숲ㆍ비보

숲의특성을살펴보고,이것에연결되어있는농경지,하

천을포함한‘농업경 생태보 지역’으로설정함으로써,

제도 리체계를부여하고자하 다.존재가알려지지

않고방치되어있는신원리의당산숲이농경지를포함한

농업경 생태 보 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산숲의 가치와

농 경 의 요성에 한 인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이러한 ‘농업경 생태 보 지역’의 모습은

한국농 마을에서만볼수있는문화경 , 로컬문화

콘텐츠로서,제도 인 리를 통해 농 경 보 ,농

마을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는 문

화콘텐츠의가치화과정을통해신원리당산숲의가치를

확립하고문화자원을보존하고자했으며,가치의극 화

를 한원천소스논리개발,제도 용등이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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