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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people in Korea recognize the cultural symbolism and the planting patterns 

of ‘Guǐmok’, pagoda tree(Sophora japonica). The species planted in the ‘Guǐjeong’ was empirica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determine which species of pagoda tree or Zelkova tree(Zelkova serrata) was taken through literature surveys,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persons. This ʻGuǐjeongʼ was combined to track how the culture of the ‘Guǐmok’ planting introduced in 

China was ultimately accepted and transformed in Korea.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meaning implicit in the mystery while checking the distribution of the mystery and 

the form of the mystery, the name of the pavilion and its relevance to the contrast medium. Essentially, the trees that gover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nectar plant, regardless of the region, are considered to be a pagoda tree, which is considered an 

internal factor in which the pagoda tree culture was not completely transformed into a zelkova tree. It was recogniz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at the species representing ‘Prime ministers(三公)’ was judged from all the Joseon Dynasty periods, 

based on the builder of Guǐjeong‘s Aho(雅號) and Dangho( 號). It was confirmed that the tree was very likely to be planted 

in place of the painting tree. But now is selectively zelkova tree is in accordance with the preparation of planting site conditions 

and areas on behalf of the Change is very high probability that is planted.

Cultural variables that led to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the ‘Guǐmok’ seem to have been deeply involved in the geographical 

space of China and Korea, Confucian practices of the Choson society, comings and goings and letter bridge, and network 

strength with China through the book spread. In addition, the culture of ‘Guǐmok’ is presumed to have led to cultural custom 

of the upper class, not the whole class, in the Yeongnam region, it can be said that the independent adaptation to act to recognize 

‘Guǐmok’ as a pagoda tree, that is a Sophora japonica, has occurred very strong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al areas 

of Yeongnam and non-Yeongnam is also considered to be an internal factor that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planting of ‘Guǐmok’.

Key words: Acculturation(文化變容), Guǐjeong(槐亭), Guǐmok(槐木), SamGuǐ(三槐), Sophora japonica, Zelkova serrata

국문 록

‘괴(槐)’를 전부지명소로 하는 괴정(槐亭)과 그 주변에 잔존하는 괴목(槐木)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괴정에 존재했던 수목 등을 파악함으로써,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문화변용(文化變容) 실태와 그 변용을 이끈 요인과 사유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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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할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괴정의 분포와 형태 그리고 정자 명칭과 조영자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한편 괴정에 내포된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핵심적으로 괴정 주변의 잔존 수종과는 관련 없이 괴목 식재의 표상성을 지배하는 수목은 지역에 관계없이 회화나무인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는 회화나무 문화가 느티나무로 완전히 변용되지 못하고 수용된 내면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괴정 조영자의 아호나 당호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삼괴’ 또는 ‘삼공’을 표상하는 수종이 회화나무였음은 조선시대 전(全) 시대에 걸쳐 인식되었으나 지역 및 식재지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느티나무가 회화나무를 대신하여 변용 식재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음이 확인되었다. 괴정에 잔존하는 괴목은 느티나무와 

회화나무였으나 전국적으로 괴목을 표상하는 나무는 느티나무가 우월한 점이 밝혀졌다. 이는 일종의 문화변용의 사례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완전한 문화변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에서는 비영남권과 달리 화화나무를 괴목으로 

의식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괴목의 문화변용을 이끈 문화적 변수로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공간, 조선사회의 

유교적 관행 그리고 왕래 및 서신교류, 서적 전파를 통한 중국과의 네트워크 강도 등이 깊이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괴목 문화는 

전 계층이 아닌 상류계층의 문화관습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바 영남권에서는 괴목을 훼나무 즉 회화나무로 인식하고자 

행동화 하는 독자적 적응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영남과 비영남지역이라는 문화권역의 차이 또한 괴목 식재의 내부적 

문화변동 요인으로 간주된다.

주제어: 느티나무, 문화변용, 상징식재, 정자목, 회화나무, 훼나무 

Ⅰ. 서론

정원을 구성하는 경물(景物)들은 자연적 또는 인공적이건 

간에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된 일종의 상징적 

존재로, 우리 선조들은 뜰에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심더

라도 그것에 담긴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하였다[1]. 그러나 특

정 수종에 담긴 의미와 함의(含意) 등의 문화적 아이콘(icon)

이 항상 같았다고 보기 어렵다. Kang(2015)은 중국과 한국의 

나무 중에서 대표적인 문화변용 사례로 살구나무와 은행나무,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측백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향나무와 전

나무를 꼽으면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는 탁월한 조경수목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소중한 유산과 같은 수목임을 지적하였다[2]. 한편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경세가인 다산 정약용의 아언각비(雅

覺非)에괴판(槐板)은 귀목(龜木)이라 한다.”고 하여[3] ‘괴

판’을 느티나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괴판’이 ‘괴’와 

같은지는 또 의문이다1). 회화나무는 학자수(學 樹)로 불리는 

유학(儒學)의 ‘상징수(象徵樹)’이기도 하였다. 회화나무의 한자

어 ‘괴(槐)’를 느릅나무과(Ulmaceae)의 느티나무로 이해되기

도 하였는데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괴목(槐木)의 식물명을 

첫째는 회화나무(홰나무), 둘째는 느티나무라 규정하고 있음에

서도 드러난다[4]. 중국에서 홰나무 괴(槐)는 중국이나 한국에

서 콩과의 회화나무(Sophora japonica)를 모두 지칭하지만 식

물 사회학적으로 홰나무 ‘槐(괴)’자에 대응하는 나무가 회화나

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느티나무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

어 보인다[5]. Kang(2015)은 성리학의 상징수인 회화나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회화나무로, 다른 한편으로는 

느티나무로 서로 다르게 인식되었음을 지적하며 회화나무를 

느티나무로 수용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없음을 덧붙였다

[2]. 한자로 ‘괴(槐)’를 느티나무와 같은 한자인 ‘괴(槐)’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옛 시문에 ‘괴목’이란 말은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될 만하다. Ahn(1989)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

재된 누정명(樓亭名)의 유래 중 관련된 경관구성요소를 지형 

및 동·식물 그리고 자연 현상적 요소로 세분하여 설명한 바 있

다[6]. 무릇 정자에 있어 나무는 가깝고도 유용한 존재일 뿐 아

니라 의미 교감 및 전달이 매우 쉬운 대상임을 피력하면서 식

물과 관련한 정자명의 키워드(Key words)로 소나무(松), 연꽃

(蓮), 대나무(竹), 동백(柏), 숲(林), 단풍(楓) 등을 지적하였

으나 ‘괴(槐)’는 정명(亭名) 유래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를 전부지명소(前部地名素)

로 하여 지명이나 당호( 號)로 쓰는 일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조경학분야에서 수목의 문화변용을 주제로 연구된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특정 정자에 심겨진 괴목의 상징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연구만 발견될 뿐이다[7][8]. 그나

마 인문학적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한역(韓譯)된 많은 

서적들에 두 수목을 혼동해서 해석한 관계로 많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여러 문집의 

번역과정에서 괴(槐)·괴목·괴수(槐樹) 등에 대한 개념 및 용어 

정리의 불충분으로 적지 않은 오역(誤譯)이 다수 발생하고 있

으므로 최소한 문헌 기록만으로는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를 구

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괴’의 개념이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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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괴를 전부지명소로 하는 괴정

(槐亭)과 괴정 주변에 잔존하는 괴목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괴정에 존재했던 수목 등

을 파악함으로써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문화변용(文化變容) 

실태와 그 변용을 이끈 요인과 사유방식(思惟方式)을 추적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주제어인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괴정(槐亭)

‘사전적으로는 괴목이 심겨진 정자’를 ‘협의의 괴정’으로, 정

자가 아니더라도 헌(軒)·대(臺)·당( )·재(齋) 등의 변형된 건

물를 포함한 것을 ‘광의의 괴정’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후자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2) 괴목(槐木)

괴목은 일반적으로 ‘훼’ 즉 회화나무를 지칭하지만 다른 측

면에서는 ‘괴’ 즉 느티나무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

사이다. 본 연구에서의 ‘괴목’은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를 지

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옛 문헌상의 ‘훼(나무)’는 회화나

무로 파악하였다. 

3) 전부지명소나 후부지명소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의 식재 숫자는 본 연구의 전부지명

소(Front place name or Front morphemes)로 설명된다. 괴정

의 정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정과 유사한 용도의 헌·대·당·재 

등이 ‘괴’와 결합하여 뒤에 배치되는 어휘소를 후부지명소

(Back part morphemes)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용례로 ‘삼괴

당(三槐 )’이란 괴정의 전부지명소는 ‘삼(三)’이며 후부지명소

는 ‘당( )’이다.

4) 문화변용(Acculturation)

문화변용이란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

을 통해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원래 지니고 있는 문화와는 다

른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느 한쪽이 호스트 

문화에 맞추는 과정인 동화와는 다른 개념이며[9], Choi(2013)

는 이중문화적 또는 다문화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적응의 결과

라 하였다[9][10].

2. 연구대상과 범위

예비조사를 통해 남한에 소재한 정자 원림 중 ‘槐’란 용어가 

포함된 모든 괴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획득된 괴정

의 조성시기 확인 결과, 조선시대 이전에 조영된 것은 발견되

지 않아 본 연구대상 조영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 조영된 

정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3C에서 19C에 조영된 

괴정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20C에 복원된 괴정도 포함하여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북한지역에 포함된 지

명이나 정자명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검색된 신뢰도 높은 자료

에서 검색된 모든 유형을 포괄하여 참조하였다. 또한 정명(亭

名)은 아니지만 구전이나 서적 등에 이명(異名) 또는 향명(鄕

名)으로 ‘괴(槐)’자가 포함되는 정자를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괴정(槐亭) 이외에도 괴헌정(槐軒亭), 만

괴정(晩槐亭), 괴목정(槐木亭) 등의 괴목이 심겨진 정자가 검

색되었다. 또 괴목 주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본 통시적(通

時的) 측면에서의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자료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남겨진 괴

목과 지명유래 그리고 괴정 주변 수종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괴목 문화변용 또는 문화접변의 요인과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

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 대상의 괴정명 표기는 

“기초지자체명 + 정자나 공간의 당호”로 이명식 명칭을 준용

하였다. 즉 경북 영주시 이산면 영봉로 875-8에 있었던 괴헌고

택의 경우, 사랑채를 일반적으로 괴헌정이라고 지칭함에 따라 

“영주 괴헌정(괴헌고택)”으로 표기하였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

다. 문헌연구는 괴정의 조영자와 조영시기, 조영의미 등을 살폈

고 누정에 게재된 중수기와 누정제영시 그리고 후손의 시문집

을 검토하였다. 또한 괴정의 조영시기가 문헌기록 등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설정자의 출몰연대를 기준으로 하여 생몰

년대의 75% 수준이 되는 년도를 괴정의 조영시기로 삼았다. 

현장연구는 괴정을 중심으로 내외부에 존재하는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등 괴목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규격을 측정하였다. 

수령은 안내판과 문화재 등록기록 그리고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 유추하였다. 위치는 GPS 측정기로 측정하고 수고는 수고

측정기(순토하이트메타, PM5/1520PC)로 측정하였으며 근원 

직경과 흉고둘레 등은 줄자(measuring tape)와 함척(函尺, 

leveling rod) 그리고 윤척(輪尺, caliper) 등을 통해 측정하였

다. 이밖에 기타 식재 수종별로 형상과 종류, 규격 등을 조사하

며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였다. 또한 주요 공간은 구성 

배치 및 식재현황 등을 AUTO CAD 2014로 작도하여 향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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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연구 및 보존관리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후손 및 관리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괴정 조영 시 모습과 변화과

정 등을 청취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전국의 괴정 분포

국내의 현존하는 정자나 괴정의 절대적 수치가 일관적인 관

점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잔존하

는 괴정만을 대상으로 전국적 괴정 분포를 상대적 관점에서 고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괴정이 많이 분포된 광역단체는 경

북이 22개소(3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남 11개

소(15.5%), 충남 9개소(12.7%) 그리고 전남과 전북이 각각 7

개소(9.9%) 순으로 집계되었고 제주도에서는 괴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옛 팔도 구분별도 보았을 때 경

상도가 34개소(57.0%)로 월등히 많았으며 이어 전라도와 충청

도가 각각 14개소(19.8%)의 분포비율을 보였다.

2. 괴정의 당호 형성

1) 식재된 괴목 주수(株數)에 따른 분류

괴정의 당호( 號)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괴정의 명

칭은 기본적으로는 식재된 괴목의 수(數)에 따라 괴정(槐亭), 

쌍괴정(雙槐亭), 삼괴정(三槐亭), 사괴정(四槐亭), 오괴정(五

槐亭), 육괴정(六槐亭), 칠괴정(七槐亭) 그리고 구괴정(九槐

亭)의 당호( 號)가 성립되었다. 즉, 괴목의 식재 수는 누정 명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1∼

9의 숫자 중 숫자 팔(八)을 의미하는 팔괴정(八槐亭) 만큼은 

현존 정자 및 문헌 속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가 드러

난 사료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팔괴정은 ‘팔괘정(八卦亭)’과 유

사한 발음으로 ‘팔궤(八卦)’의 후광효과 및 상징성에 가려진 것

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보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실제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된 괴정으로 

영암의 괴목정, 예천의 괴목정, 고창 괴파정(槐坡亭)과 괴와정

(槐窩亭)은 현지조사 결과 그 실체가 불명하였다. 괴정명의 전

부지명소는 쌍(雙)·삼(三)·사(四)·오(五)·육(六)·칠(七)·구(九) 

등으로 숫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괴정 주변에 몇 

주의 괴목을 식재했는가에 따라 증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able 1). 

전부지명소가 생략되었지만 ‘일괴정(一槐亭)’ 즉 한 그루의 

괴목을 심어 괴정으로 삼은 경우가 32개소(45.1%), 쌍괴(雙槐) 

즉 두 그루의 괴목을 심은 경우는 12개소(16.9%), 세 그루를 

심어 ‘삼괴정’의 명칭을 부여한 경우는 15개소(21.1%), 네 그루

를 심어 ‘사괴정’으로 당호로 한 경우는 4개소(5.6%)로 나타났

다. 그밖에 다섯 그루를 심은 오괴정은 3개소(4.2%), 여섯 그

루와 일곱 그루를 심은 육괴정과 칠괴정은 각각 2개소(2.8%) 

그리고 아홉 그루를 심어 구괴정을 성립한 괴정은 1개소

(1.4%)로 집계되었다.

2) 괴정의 건축형식에 따른 분류

괴정의 후부지명소를 이루는 형태는 정(亭)이 52개소

(73.2%), 당( )이 9개소(12.8%), 재(齋)가 4개소(5.6%), 대

(臺)와 헌(軒)이 각각 3개소(4.2%)로 분류되었다(Table 2). 

Lee(2007)는 국토구역총람(1963)에 실린 전국의 행정구역명 

중 서울 지역과 9개도의 시·구·동명은 제외하고 군·읍·면·리 명

만을 대상으로 한 총 19,529개의 지명을 분석한 바 있다[11]. 

이중 정(亭)은 곡(谷)·산(山)·천(川)·암(巖)·촌(村)·성(城)·전

(田)·동(洞) 그리고 평(坪)에 이어 10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지

명으로 확인되었다. 정을 후음절로 하는 경우는 294개소 선음

절로 하는 경우는 19개소로 도합 313개소로 확인되었으며, 당

( )은 후음절 114개소, 선음절 45개소로 도합 158개 지명의 

지명소가 되어 추상적 개념을 배제한 인공물 중에서는 성(城)·

정(井)·원(院)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지명 요소가 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괴정은 괴헌정(槐軒亭), 괴목정(槐木亭), 만괴정(晩槐亭), 

만괴헌(晩槐軒), 영괴대(靈槐臺), 괴정헌(槐亭軒), 괴정재(槐

亭齋), 괴산재(槐山齋), 괴음재(槐陰齋), 괴파정(槐坡亭) 그리

고 괴와정(槐窩亭)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중 괴목

정은 괴목이 심겨진 정자를 강조하는 양상을 띄면서 정자보다

는 식재된 수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정자가 퇴락되어 사라진 경우에도 괴목이 있는 공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後代)에 구전(口傳)된 경우가 많을 것으

로 추론된다. 또한 정자가 비록 없었을지라도 괴목이나 괴목이 

이룬 숲이 정자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괴목 자체를 괴정으로 

지칭했을 확률 또한 다분해 보인다. 

한 그루 괴목이 잔존하여 형성된 공간은 괴정(槐亭), 괴헌정

(槐軒亭), 괴목정(槐木亭), 만괴정(晩槐亭), 만괴헌(晩槐軒), 

영괴대(靈槐臺), 괴정헌(槐亭軒), 괴정재(槐亭齋), 괴산재(槐

山齋), 괴음재(槐陰齋), 괴파정(槐坡亭), 괴와정(槐窩亭)의 12

개 유형으로 총 32개소(45.1%)로 집계되었다. 한편 괴목 두 그

루를 대식( 植)하거나 또는 잔존하여 형성된 정자는 쌍괴정

(雙槐亭), 쌍괴당(雙槐 ), 쌍괴대(雙槐臺) 등 3개 유형으로 

총 12개소(16.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 그루의 괴목을 삼

각식재(三角植栽)하거나 또는 현존함으로써 ‘삼괴’ 또는 ‘삼공’

의 의미를 표상(表象)한 공간은 삼괴정(三槐亭)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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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ence No. Serial No. Type of Dangho( 號) (No.) Name of Guǐjeong Location Note

1-1-1 01

 Guǐjeong 槐亭(7)

Busan Guǐjeong Busan Gyeongnam Region

1-1-2 02 Yeongdeok Guǐjeong Gyeongbuk 

1-1-3 03 Hapcheon Guǐjeong Gyeongnam

1-1-4 04 Jinan Guǐjeong Jeonbuk Guǐjeonggotaeg(槐亭古 )

1-1-5 05 Yeongju Guǐjeong Gyeongbuk

1-1-6 06 Hampyeong Yongseong-ri Guǐjeong Jeonnam

1-1-7 07 Hampyeong  Wolyari Guǐjeong Jeonnam

1-2-1 08

Guǐheonjeong 槐軒亭(5)

Gunwi Guǐheonjeong Gyeongbuk

1-2-2 09 Yeongju Duwolri Guǐheonjeong Gyeongbuk Guǐheongotaeg(槐軒古 )

1-2-3 10 Yeongju Yongsangri Guǐheonjeong Gyeongbuk

1-2-4 11 Yeongcheon Guǐheonjeong Gyeongbuk

1-2-5 12 Changwon Guǐheonjeong Gyeongnam

1-3-1 13

Guǐmokjeong 槐木亭(10)

Suwon Guǐmokjeong Gyeonggi 

1-3-2 14 Yeoncheon Guǐmokjeong Gyeonggi 

1-3-3 15 Yangyang Guǐmokjeong Gangwon

1-3-4 16 Gyeryong  Guǐmokjeong Chungnam

1-3-5 17 Buyeo Guǐmokjeong Chungnam

1-3-6 18 Jinan Guǐmokjeong Jeonbuk

1-3-7 19 Yeongam Guǐmokjeong Jeonnam
Not Checked

1-3-8 20 Yecheon Guǐmokjeong Gyeongbuk

1-3-9 21 Geoje Guǐmokjeong Gyeongnam

1-3-10 22 Miryang Guǐmokjeong Gyeongnam

1-4-1 23
Manguǐjeong 晩槐亭(2)

Hwasun Manguǐjeong Jeonnam

1-4-2 24 Yeongdeok Manguǐjeong Gyeongbuk

1-5-1 25 Manguǐheon 晩槐軒(1) Yeongdeok Manguǐheon Gyeongbuk

1-6-1 26 Yeongguǐdae 靈槐臺(1) Asan Yeongguǐdae Chungnam

1-7-1 27 Guǐjeongheon 槐亭軒(1) Okcheon Guǐjeongheon Chungbuk

1-7-2 28 Guǐjeongjae 槐亭齋(1) Yeongyang Guǐjeongjae Gyeongbuk

1-7-3 29 Guǐsanjae 槐山齋(1) Haman Guǐsanjae Gyeongnam

1-7-4 30 Guǐumjae 槐陰齋(1) Geochang Guǐumjae Gyeongnam Samjongdang

1-8-1 31 Guǐpajeong 槐坡亭(1) Gochang Guǐpajeong Jeonbuk
Not Checked

1-9-1 32 Gowajeong 槐窩亭(1) Gochang Gowajeong Jeonbuk

2-1-1 33

Ssangguǐjeong 雙槐亭(7)

Geumsan Ssangguǐjeong Chungnam Jeonbuk Area

2-1-2 34 Sejong Ssangguǐjeong Sejong

2-1-3 35 Asan Ssangguǐjeong Chungnam

2-1-4 36 Gimhae Ssangguǐjeong Gyeongnam

2-1-5 37 Sancheong Ssangguǐjeong Gyeongnam

2-1-6 38 Pohang Ssangguǐjeong Gyeongbuk

2-1-7 39 Gochang Ssangguǐjeong Jeonnam

2-2-1 40

 Ssangguǐdang 雙槐 (3)

Boryeong Ssangguǐdang Chungnam

2-2-2 41 Yeongdeok Ssangguǐdang Gyeongbuk

2-2-3 42 Yeongyang  Ssangguǐdang Gyeongbuk

2-3-1 43
 Ssangguǐdae 雙槐臺(2)

Taean Ssangguǐdae Chungnam

2-3-2 44 Changwon Ssangguǐdae Gyeongnam

Table 1. The Location and Type of Goi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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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ence No. Serial No. Type of Dangho( 號) (No.) Name of Guǐjeong Location Note

3-1-1 45

Samguǐjeong 三槐亭(9)

Icheon Samguǐjeong Gyeonggi 

3-1-2 46 Wonju Samguǐjeong Gangwon

3-1-3 47 Goesan Samguǐjeong Chungbuk

3-1-4 48 Gyeongsan Samguǐjeong Gyeongbuk

3-1-5 49 Gyeongju Samguǐjeong Gyeongbuk

3-1-6 50 Andong Samguǐjeong Gyeongbuk

3-1-7 51 Yeongju Samguǐjeong Gyeongbuk

3-1-8 52 Hamyang Samguǐjeong Gyeongnam

3-1-9 53 Jangheung Samguǐjeong Jeonnam

3-2-1 54 Samgyeokjae 三槐齋(1) Gyeongsan Samgyeokjae Gyeongbuk

3-3-1 55
Samjongdang 三槐 (5)

Yeongcheon Samgeodang Gyeongbuk

3-3-2 56 Geochang Samgeodang Gyeongnam Guǐeumjae(槐陰齋)

3-3-2 56

Guǐmokjeong 槐木亭(10)

Geochang Samgeodang Gyeongnam Guǐeumjae(槐陰齋)

3-3-3 57 Yeongdong Samgeodang Chungbuk

3-3-4 58 Gochang Samgeodang Jeonbuk

3-3-5 59 Yecheon Samgeodang Gyeongbuk

4-1-1 60

Saguǐjeong 四槐亭(3)

Seongnam Saguǐjeong Gyeonggi

4-1-2 61 Boeun Saguǐjeong Chungbuk

4-1-3 62 Hampyeong Saguǐjeong Jeonnam

4-2-1 63 Saguǐjeong 四槐 (1) Yecheon Saguǐjeong Gyeongbuk

5-1-1 64 Ohguǐheon 五槐軒(1) Mungyeong Ohguǐheon Gyeongbuk Ohguǐjeong(五槐亭)

5-2-1 65
Ohguǐjeong 五槐亭(2)

Gochang Ohguǐjeong Jeonbuk

5-2-2 66 Imsil Ohguǐjeong Jeonbuk

6-1-1 67
Yugguǐjeong 六槐亭(2)

Icheon Yugguǐjeong Gyeonggi 

6-1-2 68 Yesan Yugguǐjeong Chungnam

7-1-1 69
Chilguǐjeong 七槐亭(2)

Pyeongtaek Chilguǐjeong Gyeonggi 

7-1-2 70 Eunyeol Chilguǐjeong Hwanghae North Korea

9-1-1 71 Guguǐjeong 九槐亭(1) Asan Gugotjeong Chungnam

Table 1 Continue

Back Part of Place-Name No. of Place Percent(%)

Jeong(亭) 52 73.2

Dang( ) 9 12.8

Jae(齋) 4 5.6

Dae(臺) 3 4.2

Heon(軒) 3 4.2

Total 71 100.0

Table 2. A Form Type of Guǐjeong seen in the Back Part of 

Place-Name 

삼괴재(三槐齋), 삼괴당(三槐 )으로 총 15개소(21.1%)가 파

악되었다. 이와 같이 세 그루의 괴목을 식재한 것은 관직(官

職) 그 자체를 나무에 비유함으로서 태사(太師)·태부(太傅)·태

보(太保)를 ‘삼공(三公)’ 또는 ‘삼괴(三槐)’라고도 부른 중국 

주나라의 전통적 식재 상징성이 개재(介在)된 결과로 사료된

다. 또 네그루의 괴목을 괴정 주변의 모서리 등에 식재 또는 잔

존하여 당호로 삼은 괴정은 총 4개소(5.6%)로 사괴정(四槐亭)

과 사괴당(四槐 )의 이름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다섯 그루의 

괴목을 열식(列植) 또는 잔존한 것으로 해석되는 공간은 오괴

정(五槐亭)과 오괴헌(五槐軒)으로 총 3개소(4.2%)로 집계되

었다. 그밖에 육괴정(六槐亭)과 칠괴정(七槐亭) 각 2개소가 있

었으며 구괴정은 아산 구괴정(九槐亭)이 유일했다(Figure 1). 

단일 정명으로는 Figure 2와 같이 괴목정(槐木亭) 10개소

(14.1%), 삼괴정(三槐亭) 9개소(12.7%), 괴정(槐亭)과 쌍괴정

(雙槐亭)이 각 7개소(9.9%), 괴헌정(槐軒亭)과 삼괴당(三槐

)이 각 5개소(7.0%), 쌍괴당(雙槐 )과 사괴정(四槐亭) 3개

소(4.2%) 등이 보편적인 괴정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만

괴정(晩槐亭), 쌍괴대(雙槐臺), 오괴정(五槐亭), 육괴정(六槐

亭), 칠괴정(七槐亭)이 각각 2개소(2.8%)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만괴헌(晩槐軒), 영괴대(靈槐臺), 괴정헌(槐亭軒), 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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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ongdeok Guǐjeong   b. Gunwi 

Guǐheonjeong
  c. Yeongju Guǐjeong   d. Yeongju 

Guǐheongotaeg

e. Yeongcheon

Uǐheonjeong
  f. Changwon 

Guǐheonjeong
  g. Yeongyang

Guǐjeongjae
  h. Haman

Guǐsanjae
  i. Sejong

Ssangguǐjeong
  j. Asan

Ssangguǐjeong

k. Sancheong

Ssangguǐjeong
  l. Gochang

Ssangguǐjeong
  m. Yeongdeok

Ssangguǐdang
  n. Taean

Ssangguǐdae
  o. Gyeongsan

Samguǐjeong
  p. Gyeongju

Samguǐjeong

q. Andong 

Samguǐjeong
  r. Hamyang

Samguǐjeong 
  s. Jangheung 

Samguǐjeong
  t. Gyeongsan 

Samguǐjae
  u. Geochang Guǐumjae

(Samjongdang)
  v. Yeongdong

Samguǐdang

w. Mungyeong 

Oguǐheon(Ogoejeong)
  x. Gochang Ohguǐjeong   y. Imsil Ohguǐjeong   z. Icheon Yugguǐjeong   α. Asan Guguǐjeong

Figure 1. The Guǐjeong's Tablet and Letters Carved on the Rocks 

Figure 2. The Dangho(堂號) Type of Guǐjeong

(槐亭齋), 괴산재(槐山齋), 괴음재(槐陰齋), 괴파정(槐坡亭), 

괴와정(槐窩亭), 삼괴재(三槐齋), 사괴당(四槐 ), 오괴헌(五

槐軒), 구괴정(九槐亭) 등이 각각 1개소(1.4%)로 나타났다.

3. 괴정의 조영 특성

1) 조영자와 조영시기

괴정 조영자와 조영시기를 분석한 결과, 괴정 조영은 14C부

터 20C에 걸쳐 끊임없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잔존하는 괴목의 수는 초기 조영시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 71개소 연구대상 중 조성 연대가 확인된 51개소의 괴

정 조성시기 분석 결과, 18C에 건립한 괴정이 12개소(23.5%)

로 가장 많았고, 19C 10개소(19.6%)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16C 8개소(15.7%), 17C와 20C 각 7개소(13.7%), 15C 6개소

(11.8%) 그리고 14C 1개소(2.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17C

에 촌락분화과정2)을 거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18C와 19C에 

주로 많이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영자와 당호와의 관련성

연구 대상으로 삼은 총 71개 괴정의 조영자와 조영시기를 조

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특이한 점은 다른 누정과 달

리 괴정의 조영자 또는 관련자의 아호를 당호로 삼는 경우가 

많은 점이 발견되었다. 즉, 영덕 괴정은 ‘괴정 남준형(槐亭 南

峻衡)’을, 군위 괴헌정은 ‘괴헌 윤숙(槐軒 尹淑)’을, 영주 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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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of Goijeong
Builder(Stakeholder) Establishment 

Time

Relative to 

Aho(雅號)Aho(雅號) Name(Age of Birth and Death)

1-1-1 Busan Guǐjeong Unknown Unknown Around 1400 ◐

1-1-2 Yeongdeok Guǐjeong Guǐjeong(槐亭) Nam, Joon Hyung(南峻衡, 1703～1778) Around 1750 ●

1-1-3 Hapcheon Guǐ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1-1-4 Jinan Guǐjeong Geunggudang(肯構 ) Kim, Jung-Jung(金重鼎, 1602～1700) 1637 ◌
1-1-5 Yeongju Guǐjeong Jungkwanjae(靜觀齋) Park, Hyo-Won(朴孝元, 1698～1782) Around 1750 ◌
1-1-6 Hampyeong Yongseong-ri Guǐjeong Unknown Lee, Doo-Sam(李斗三, 1677～1728) Around1700 ◐

1-1-7 Hampyeong Wolyari Guǐjeong Wolbong(月峯) Jeong, Hee-Deuk(鄭希得, 1575～1640) and His Sons Around 1620 ◌
1-2-1 Gunwi Guǐheonjeong Guǐheon(槐軒) Yun, Sook(尹淑, ?～?) 1709 ●

1-2-2 Yeongju Duwolri Guǐheonjeong Guǐheon(槐軒) Kim, Yung(金瑩, 1765～1840) 1799 ●

1-2-3 Yeongju Yongsangri Guǐheonjeong Guǐheon(槐軒) Cho,i Sha-Hou(崔士厚) 1985 ●

1-2-4 Yeongcheon Guǐheonjeong Unknown Park, Yong-JIn(朴榮進) Unknown ◐

1-2-5 Changwon Guǐheonjeong Guǐheon(槐軒) Ahn, Nyum(安恬, 1666～1727) Around 1707 ●

1-3-1 Suwon Guǐmokjeong Unknown Unknown Before 1796 ◐

1-3-2 Yeoncheon Guǐmok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1-3-3 Yangyang Guǐmokjeong Unknown Unknown Before 17C ◐

1-3-4 Gyeryong Guǐmokjeong Unknown Unknown After 14C(1393) ◐

1-3-5 Buyeo Guǐmok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1-3-6 Jinan Guǐmokjeong Unknown Uiseongjeongssi(義城丁氏) Unknown ◐

1-3-9 Geoje Gokjong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1-3-10 Miryang Gomok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1-4-1 Hwasun Mangajeong Unknown Lee, Kyung-Ho(李京鎬, 1820～?) 1927  ◐

1-5-1 Yeongdeok Manguǐheon Manguǐheon(晩槐軒) Shin, Jae-Soo(申在洙, 1798～1855) Around 1837  ●

1-6-1 Asan Yeongguǐdae King Jungjo(正祖, 1752-1800) 1795

1-7-1 Okcheon Guǐjeongheon Guǐjeong(槐庭) Oh, Sang-Gyu(吳相奎, 1858～1922) 1856  ●

1-7-2 Yeongyang Guǐjeongjae Unknown Kim, Kyeong-Jin(金磬振, Unknown) 1861  ◐

1-7-3 Haman Guǐsanjae Unknown Unknown 1889 ◌
1-7-4 Geochang Guǐumjae Unknown Unknown Unknown ◐

2-1-1 Geumsan Sangguǐ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2-1-2 Sejong Ssangguǐ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2-1-3 Asan Ssangguǐjeong Ssangguǐjeong(雙槐亭) Chiang, YI-KueI(姜一珪, 1684～1772) 1740  ●

2-1-4 Gimhae Ssangguǐjeong Ssangguǐdang(雙槐 ) Ahn, Hyuk-Joong(安赫重, 1774～1855) Around 1828 ●

2-1-5 Sancheong Ssangguǐjeong The Families of the Ahndong-Kwon(安東權氏 宗中) 1942

2-1-6 Pohang Ssangguǐjeong Unknown Jang, Pyo(張彪) 1409 ◐

2-1-7 Gochang Ssangguǐjeong Unknown Park, Seung-Hyun(朴升鉉) 1867 ◐

2-2-1 Boryeong Ssangguǐdang Ssangguǐdang(雙槐 ) Cho, Sung-Han(趙晟漢, 1628～1686) 1660 ●

2-2-2 Yeongdeok Ssangguǐdang Ssangguǐdang(雙槐 ) Kwon, Dae-Kyum(權大謙, 1659～1729) Before 1700 ●

2-2-3 Yeongyang  Ssangguǐdang Yeomwa(恬窩) Jo, Si-Bak(趙是壁, 1670～1753) 1710 ◌
2-3-1 Taean Ssangguǐdae Unknown Lee, Ki-Seok(李基奭, ?~?) 1902 ◐

2-3-2 Changwon Ssangguǐdae Eoeun( 隱) Kim, Kwan-Hyun(金寬鉉, 1737～1798) Around 1770 ◌
3-1-1 Icheon Samguǐjeong Yuljeong(栗亭) Lee, Kwan-Ui(李寬義, 1409～1491) Around 1463 ◌
3-1-2 Wonju Samgoe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3-1-3 Goesan Samguǐ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3-1-4 Gyeongsan Samguǐjeong Samguǐjeong(三槐亭) Kim Si Myung(金時鳴) 1838 ●

3-1-5 Gyeongju Samguǐjeong Descendant of Cheong-anissi(淸安李氏) 1815

Table 3. An Erection Characteristics of Guǐjeong viewed by Bilder or 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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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of Goijeong
Builder(Stakeholder) Establishment 

Time

Relative to 

Aho(雅號)Aho(雅號) Name(Age of Birth and Death)

3-1-6 Andong Samguǐjeong Descendant of Nam-yanghongssi(南陽洪氏) Around 1980

3-1-7 Yeongju Samguǐjeong Unknown Unknown 15C ◐

3-1-8 Hamyang Samguǐjeong 
Ilnodang Gujolam

(逸 九拙菴)

Yang-Gwon(梁灌, 1437～1507)

Yang-Hui(梁喜, 1515～1580)
Around 1500 ◌

3-1-9 Jangheung Samguǐjeong Descendant of Jangheungwissi(長 魏氏 門中) 1898

3-2-1 Gyeongsan Samgyeokjae Unknown Jung Tae-Bo(鄭泰甫) and Jung Tae-Woon(鄭泰運)
Medium term of 

18C
◐

3-3-1 Yeongcheon Samgeodang Samjongdang(三槐 ) Ahn, Sea-Jing(安世徵, 1639～1702) Around 1681 ●

3-3-2 Geochang Samgeodang Samjongdang(三槐 ) Kwon, Si-Min(權時敏, 1464～1523) Around 1504 ●

3-3-3 Yeongdong Samgeodang Samjongdang(三槐 ) Nam, Ji-Eun(南知 , 1507～?) Around 1540 ●

3-3-4 Gochang Samgeodang Unknown Kim, Jong-Hae(金鐘海, ?-?) Unknown ◐

3-3-5 Yecheon Samgeodang Unknown Unknown

4-1-1 Seongnam Saguǐjeong Saguǐjeong(四槐亭) Lee, Oh(李墺, ?-?) Around 1530 ●

4-1-2 Boeun Saguǐjeong Songchonnusan Kim, Sung-Won(?-?) 1592 ◌
4-1-3 Hampyeong Saguǐjeong Hyou(孝友) Lee, Seub(李慴, 1439～?) Around 1470 ◌
4-2-1 Yecheon Saguǐjeong Saguǐdang(四槐 ) Gwon, Eung-Lyeong(邊應寧, 1518～1586) Around 1563 ●

5-1-1 Mungyeong Ohguǐheon His disciples(後學) 1964

5-2-1 Gochang Ohguǐjeong Guǐjeong(槐亭) Ahn Geug-Tae(安國台) Around 1700 ●

5-2-2 Imsil Ohguǐjeong Donam(遯庵) Oh, Yang-Son(吳梁孫) 1545 ◌
6-1-1 Icheon Yugguǐjeong Namdang(南塘) Eom, Yong-Sun(嚴用 , ?～?) Around 1519 ◌
6-1-2 Yesan Yugguǐ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7-1-1 Pyeongtaek Chilguǐjeong Unknown Unknown Before 1891 ◐

7-1-2 Eunyeol Chilguǐjeong Unknown Unknown Unknown ◐

9-1-1 Asan Guguǐjeong
Dongpo·Gobul

(東浦·古佛) 
Maeng Sa-seong(孟思誠, 1360～1438) Around 1430 ◌

●: Elated to the Patron of the Contracter,  ◐: Not Verified, 

◌: Not Related to Contractor's Aho,        Blank: Excluded in Relation to Descendants or After Cares

Table 3 Continue

고택은 ‘괴헌 김영(槐軒 金瑩)’을 상징하거나 현시한 조영물로 

드러났다. 

호(號)는 스스로 지었든지 다른 사람이 주었던지 반드시 의

미와 연유가 있었다3). 그 의미와 연유는 그 본인의 생애와 유

관했고 인생관의 표현이다[14]. 또한 호는 유교 문화권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본인 스스로 부여할 수 있어 자유로운 정

서가 반영된 피명사상(避名思想)의 산물이기도 하였다[15].

자연식생으로 괴목이 자생하는 것의 영향을 받아 괴정을 건

립하거나 괴목을 ‘아호’로 하는 경우 또는 아호를 상징하는 괴

목을 심어 ‘괴정’으로 삼은 경우는 인생관을 포함한 상징성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괴정이란 당호를 부여함으로써 머문 거

처의 이름으로 생존 시에는 물론 사후에도 불리게 됨으로서 자

신의 인생관이나 소망을 함축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괴정’을 함유한 호는 괴목 식재가 지닌 인생관

이나 바람 등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자 하는 정서적 산물로 보

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괴정명이 조영자의 아호

와 관련 있는 정명으로 확인된 것은 총 19개소(31.7%)로 확인

되었으며, 아호와 관련 없는 괴정은 총 13개소(21.7%)로 판명

되었다. 그리고 총 28개소는 자료 부족으로 조영자의 아호 등

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6개소는 조영자 본인이 

아닌 후손 또는 후학과 관련된 정명으로 배제하였다. 조사대상 

괴정 60개소 중 조영자와 그의 아호가 확인된 괴정은 32개소

(53.3%)로 조영자의 아호와 관련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특

징이라 할 만 하다. 이는 괴목의 상징성이나 아름다움과 같이 

자신도 의미 있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괴목과 관련된 

‘아호’를 통해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공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공적 공간인 공정(公亭)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

능한 현상으로 대부분 사적 용도로 건립된 사정(私亭)인 괴정

의 정자명이 갖는 특성이라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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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 Analysis of the Origin of Guǐjeong’ Name

a: Planting Guǐmok, 

b: Place where there is a Guǐmok, 

c: In Accordance with One's Own Pen Names, 

d: Glorification of the Virtue of One's Predecessor, 

e: Desire for Wealth and Office Status, 

f: Toward Filial Piety and Fraternity, 

g: Originate from the Nomenclature  

a. Yeongnam Area b. Non-Youngnam Area

Figure 4. A Comparison of Species in Yeongnam and 

Non-Youngnam Area

3) 괴정의 조영 사유

앞서 괴정의 조영자와 아호 등을 분석한 바와 같이 괴정의 

조영 사유는 괴목 식재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괴정명의 유래를 추적한 결과 괴정 건립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

족한 괴정 3개소를 제외하고 총 64개소 괴정의 조영 요인을 분

석하였다. 조영 사유가 2개인 경우는 총 4개소로 중복하여 분

석 처리하였다. 괴정 당호의 설정 이유를 고찰한 결과 Figure 3

과 같이 과목을 식재함, 괴목이 심겨진 곳에 입지함, 본인의 아

호를 당호로 함, 선현의 유덕을 칭송 추념함, 부귀와 벼슬[三

公]의 지위를 희구함, 효우애(孝友愛)를 지향함, g: 지명에서 

유래 등 총 7개로 유형화되었다.  

괴정의 조영 사유로는 괴정이 존재하는 곳에 입지함으로서 

괴정명을 갖게 된 경우가 20개소(29.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괴목정과 같이 실제로 정자가 있었다기

보다는 괴목 그 자체가 정자 역할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러한 사유의 괴정은 거의 괴목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는 부여의 괴목정이나 계룡의 괴목정 그리고 세종

의 괴목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보숲으로써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Kim et al.(2011)은 지역의 자연환경 

조건을 총화(總和)한 잠재자연식생 요소를 포함한 식물사회를 

‘유적림(遺跡林)’이란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16]. 또 그들의 

설(說)에 따르면 그 결과, 잔존한 느티나무는 입지의 자연환경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한 지표적(指標的)인 극상수종이다. 따라

서 괴목정으로 남은 느티나무 노거목이나 느티나무 숲이야말

로 대표적 유적림의 일부로 판단된다. 

그 다음 조영요인으로 과목을 당명( 名)의 소재로 한 괴정

의 경우로 17개소(25.0%)가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조영자 본

인의 아호를 당호로 채택한 경우가 12개소(17.7%)로 나타났다. 

또한 후손(後孫)이나 후학(後學)이 선현(先賢)의 유덕(遺德)

을 칭송하거나 추념(追念)한 경우가 9개소(13.2%)로 나타났

다. 또 김해 쌍괴정이나 함평 사괴정과 같이 효우애(孝友愛)를 

지향한 경우가 5개소(7.4%) 그리고 부귀와 벼슬(三公) 등 지

위(地位)를 희구한 경우가 4개소(5.9%), 지명에서 유래한 경

우가 1개소(1.5%)로 나타났다. 

4. 괴정에 잔존하는 수종의 특성

Table 4는 괴정에 식재된 괴목의 수종 및 규격을 정리한 것

이다. 괴정 수종은 현존 남겨진 노거목을 중심으로 수종을 동

정한 것이며 괴목의 크기는 수령과 수고 그리고 흉고둘레를 측

정한 기록이다. 또한 괴정 조성시기별 괴목의 수종을 비교 분

석함으로서 경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식재 괴목의 수종과 주수

괴정 괴목의 수종 분석 결과 느티나무가 괴정 주변에서 확인

된 경우가 35개소(61.4%)였으며 회화나무가 심겨진 괴정은 22

개소(38.6%)로 밝혀졌다. 회화나무와 느티나무가 함께 확인된 

괴정은 화순 만괴정, 함안 괴산재 그리고 칠인정이라 불리는 

포항 쌍괴정과 임실 오괴정 등 4개소(7.0%)이었다. 화순 만괴

정은 수령 250년의 회화나무 한 그루와 수령 200년의 느티나무 

세 그루가 확인되었고, 함안 괴산재에는 수령 250년의 회화나

무 한 그루와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확

인되었다. 또한 포항 쌍괴정에서는 정자 내부에 쌍괴수라 불리

는 수령 30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두 그루와 정자 담장 외

부에 식재된 수령 400년으로 추정되는 회화나무 두 그루가 관

찰되었다. 또 임실 오괴정에서는 정자 아래 느티나무 노거수 

한 그루와 정자 인근의 수령 약 30년의 회화나무 세 그루, 수령 

약 50년의 회화나무 두 그루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결과만 미루어 볼 때 괴정을 표상(表象)하는 상징수는 회화나

무 보다 약 1.6배 많은 느티나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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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o.
Establishment Year

(Planting Year)
Species No. of Tree Tree Age

Size
Note

Length(m) DBH(cm)

1-1-1 1400s S 2
600 20 650

620 20 620

1-1-2 Around 1750 S

1-1-3 Unknown Z 1 200 23 620

1-1-4 1637 Z 1 70 16.5 120 Old Trees Died

1-1-5 Around 1750 S 1 30 5.5 80

1-1-6 Around1700 Z 4 320

16 310

16 360

17.5 367

16.5 430

1-1-7 Around1620 G 1 600 Dead Tree

1-2-1 1709

1-2-2 1799 Unknown Goe HeonKōtai

1-2-3 1985 S 2
300 15.0 304

350 7.0 350

1-2-4 Unknown

1-2-5 Around 1707 S 1 600 13.5 492

1-3-1 Around 1700 Z 3

360 16.5 270

Before 1796300 16.8 280

300 17.2 240

1-3-2 Unknown Z 1 70 10 77

1-3-3 Around 1650 Z 4

350 18.0 512

17C Before First Half
120

15.0 209

13.0 194

12.5 189

1-3-4 Around 1350 Z 3

400 20 578

Since 1393390 20 540

350 19 408

1-3-5 Unknown Z 4

500 7 408

315 16 377

315 16 283

315 15 289

1-3-6 Unknown Z 1 670 16 812

1-3-7 Unknown Z

1-3-8 Unknown Unknown

1-3-9 Unknown Unknown

1-3-10 Early 1700s Z 1 280 16.0 412

1-4-1 1927

S 1 250 18.5 230

Ignored
Z 3 200 20.0

310

218

188

1-4-2 1968 S 3

30 4.5 60

30 4.5 54

30 4.5 52

1-5-1 Around 1837

Table 4. A Species and Sizes of the Guǐmok Planted in Guǐjeong



노재현․한상엽․최승희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7권 제4호)

9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10

Serial No.
Establishment Year

(Planting Year)
Species No. of Tree Tree Age

Size
Note

Length(m) DBH(cm)

1-6-1 1795 Z 3

150 12 210

Originally S.80 11.5 160

60 9.4 140

1-7-1 1856 S 1 300 15.0 224

1-7-2 1861 S 1 30 3.2 68

1-7-3 1889
S 1 250 18.5 223

Z 1 250 20.5 345

1-7-4 Around 1500 S 2
150 15 349

90 13 223

1-8-1 Unknown

1-9-1 Unknown

2-1-1 Unknown Z 2
540 35 1,072 2 Trunk is in 

Contact(連理木)350 28 512

2-1-2 Unknown Z 20 100 10 215 Liner Planting

2-1-3 1740 Z 1 250
15 502

14.5 377

2-1-4 Around 1828 S 2
200 12 146.5

40 3.5 45

2-1-5 1942 S 1 40 8 68

2-1-6 1409

Z 2 300
25 430 

26 424

S 2 400
20 393

20 386

2-1-7 1867 Z 2
260 18 420

150 16.5 329

2-2-1 1660 S

2-2-2 Before 1700 S 2
500 15 550

250 15 410

2-2-3 1710 S
1 300 9 367

1 5 1.5 10.5

2-3-1 1902 Z 1
40 10 50 Old Trees Died

50 11 65

2-3-2 Around 1770 Z 1 50 11.2 159

3-1-1 Around 1463 Z 2 540
16 450

14 420

3-1-2 Unknown Z 3 230

13 166

8 108

12 61

3-1-3 Unknown Z 2
900

25 800

29 940

250 20 180

3-1-4 1838 S 3 450

16.5 424

17.0 187

17.5 484

Table 4.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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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o.
Establishment Year

(Planting Year)
Species No. of Tree Tree Age

Size
Note

Length(m) DBH(cm)

3-1-5 1815 S 3

12 8 50

Recently12 7 45

12 7 41

3-1-6 Around 1985

3-1-7 Around 1450 Z 3 600

15 628 

15C15 440

20 408

3-1-8 Around 1500 S 1 40 10 170

3-1-9 1898 Z 1 690 18 390

3-2-1 Around 1750 S 3

250 16 178

18C Medium Term250 16 169

250 14 120

3-3-1 Around 1681 S 1 350 5 280

3-3-2 Around 1504 S 2
150 15 349

100 13 223

3-3-3 Around 1540 Z 1 600 18 870

3-3-4 Unknown

3-3-5 1420 S 1 300 15 420

4-1-1 Around 1530 Z 1 400 25 361

4-1-2 1592
Z 2

150 16 314

150 15 283

G 1 480 30 660

4-1-3 Around 1470 Z 3

350 20 460

200 15 320

200 15 190

4-2-1 1563 Z 1 500 14 520

5-1-1 1964 Z 5 450

13.5 720

11 377

11 298

11 370

11.5 524

5-2-1 Around 1750

Z 1 260 15 295 18C

C
2 250 16.2 327

250 14 265

5-2-2 1545

Z

5

400 16. 6 390

S

30 6.0 34

30 5.5 39

30 6.0 45

50 6.5 62

50 5.3 60

6-1-1 Unknown Z 3

500 14 1,004

500 15 720

150 15 470

Table 4.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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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o.
Establishment Year

(Planting Year)
Species No. of Tree Tree Age

Size
Note

Length(m) DBH(cm)

6-1-2 Unknown Z 1

300 24 310

30 22 300

300 22 285

300 28 280

250 18 266

250 19 259

7-1-1 Around 1850 Z Before 1891

7-1-2 Unknown Unknown

9-1-1 Around 1430 Z 3

550 7 160

200 17 280

290 18 108

S: Sophora japonica, Z: Zelkova serrata, G: Ginkgo biloba, C: Celtis sinensis 

Table 4. Continue

그러나 경북과 경남 즉 영남권의 괴정 중 식재 수종이 확인

된 총 26곳의 괴정 중 회화나무가 식재된 곳은 느티나무와 회

화나무가 같이 존재하는 포항 쌍괴정과 함안 괴산재를 포함하

여 20여 곳(79.2%)이며, 비영남권 총 33개소 괴정에서는 느티

나무가 존재하는 괴정이 29곳(87.9%)을 차지하는데 반해 회화

나무가 심겨진 곳은 고작 4곳(15.2%)으로 나타나 영남권의 수

종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4). 이는 영남 유학 특히 영

남학파(嶺南學派)의 예학사상(禮學思想)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사대상 괴정의 수종, 주수 그리고 수령과 수고 및 흉고둘

레 측정 결과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한 그루의 괴목

이 정 이름이 표방된 (일)괴정의 경우, 부산 괴정은 두 그루의 

회화나무가 잔존하며 합천 · 진안 · 영주 괴정은 각각 한 그루

의 느티나무가 잔존하였고, 함평 용성리 괴정은 네 그루의 느

티나무가 잔존하고 있었다. 영주 괴헌정은 두 그루의 회화나무

가 잔존하며, 창원 괴헌정은 한 그루의 회화나무가 수원 괴목

정은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잔존한다. 수원 괴목정과 계룡의 

괴목정은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산의 영괴대는 ｢온양영괴대도｣를 통해 확인한 바 괴

목 세 그루를 심어 형성된 지명에 부합되도록 일제강점기 이후 

보식(補植)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조성시기 심은 회

화나무가 아닌 느티나무인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한편 두 

그루로 형성된 쌍괴정의 경우 두 그루가 잔존하는 경우는 금산 

쌍괴정, 김해 쌍괴정, 포항 쌍괴정, 고창 쌍괴정, 영덕 쌍괴정에

서 확인되었고 기타 쌍괴정에서는 한 그루의 괴목만이 현존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세 그루의 괴목으로 이루어진 

삼괴정 등에서는 원주 삼괴정, 경산 삼괴정, 경주 삼괴정 그리

고 영주 삼괴정, 경산 삼괴재에서 ‘삼괴’를 형상하는 세 그루가 

전형적으로 존재하나 나머지 괴정에서는 두 그루 또는 한 그루 

만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네그루의 과목을 심었

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괴정에서는 함평 사괴정은 세 그루가 잔

존하고, 보은 사괴정에서는 두 그루 만 잔존하며 나머지는 모

두 한 그루 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괴정에서는 

문경 오괴정은 느티나무 다섯 그루가 생존하고 있으며, 임실 

오괴정은 회화나무 다섯 그루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생존하고 

있다. 육괴정 이상도 실제로 정자명에 부합되는 수의 괴목이 

심겨진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 괴정 수목으로 추정되는 회화나무나 느티

나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쇠하여 고사하였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훼손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전관리 및 괴정

의 상징성이나 장소성에 부합되는 괴목 식재를 위한 노력이 경

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식재 괴목의 규격

괴정에 존재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수종별 수령을 분석한 결

과 회화나무는 평균 수령이 226.4년, 느티나무는 315.6년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평균 수고는 회화나무는 11.7m, 느티나무 

16.6m이었으며, 평균 흉고둘레는 회화나무는 237.8cm, 느티나

무가 366.1cm으로 계상되어 수고, 수령 그리고 흉고둘레 측정 

항목에 있어 느티나무가 회화나무의 측정치를 훨씬 상회하는 

노거수로 밝혀졌다. 한편 수령 100년 이상의 수령으로 판별된 

사례만 대상으로 수종별 수령을 분석한 결과, 회화나무는 평균

수령이 360.4년, 느티나무는 평균 343.3년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평균 수고는 느티나무가 17.0m인데 비하여 회화나무는 

15.6m이었으며, 평균 흉고둘레는 느티나무가 390.9cm인데 비

하여 회화나무는 356.0cm으로 계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

된 회화나무 보다 수령 면에서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던 점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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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ge 

   

b. Height

   

c. DBH

Figure 5. An Analysis of the Size of the Tree Planted in the Guǐjeong

Figure 6. The Change of the Species of Guǐmok in each Period(Blue: Zelkova Tree, Red: Pagoda Tree)

일한 결과로서 최소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일반적인 관리

조건에서는 동일한 연륜이 쌓이더라도 느티나무가 회화나무 

보다 지속성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마을 인근 곡간부의 자

생수종으로 획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거수로 성장할 수 있

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Figure 5). 

3) 괴목의 시대별 수종 변화

Figure 6은 조선시대 이후 근대기까지(14C-20C) 연구대상

에 포함된 괴정 내 괴목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다. 1세기를 50년

씩 구분하여 괴목의 식재 사례를 살펴보면 느티나무는 15C 상

반기와 17C 하반기에 8건으로 가장 건수가 높았으나 이 시기 

회화나무는 2건과 6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회화나무는 19C 

상반기에 9건으로 가장 많은 식재 수를 보였으나 이 시기 느티

나무는 1건으로, 15C 상반기와 17C 하반기의 양상이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느티나무는 전 시기에 걸쳐 비교적 고른 건수

를 보였으나 회화나무는 14C 상반기·16C 하반기 그리고 17C 

상반기·18C 하반기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괴정의 회화

나무는 17C 상반기 이후 18C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나타나 조

선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에 증가되는 양상을 보

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식재와 관

련한 괴목의 문화변용을 이끈 문화적 변수로는 중국과 한국이

라는 지리적 공간, 그리고 조선사회의 유교적 관행 그리고 왕

래 및 서신교류, 서적 전파를 통한 중국과의 네트워크 강도 등

이 깊이 개재된 것으로 판단된다[17]. 또한 괴목 식재문화는 

전 계층이 아닌 상류계층의 문화관습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추

정되는바 영남권에서는 과목을 훼나무 즉 회화나무로 인식하

고자 행동화 하는 독자적 적응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영남과 비영남지역이라는 문화권의 차이 또한 괴목 

식재의 문화변용의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한 내부 요인으

로 간주할 수 있음도 그에 연유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괴정에 잔존하는 괴목의 문화적 상징성과 경향이 

국내에서 어떠한 인식과 방식으로 통용되어 왔는가를 고찰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괴’를 전부지명소로 

하는 괴정과 주변에 잔존하는 괴목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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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괴정에 존재했던 수목 등을 

파악함으로써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문화변용 실태와 그 변

용을 이끈 요인과 사유방식을 추적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정의 분포는 전국적인 양상을 띠지만 느티나무의 잔

존 양상과는 달리 영남권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괴목에 잔존하는 회화나무 문화는 영남 유교문화와 궤를 같

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괴목정’이란 정명을 갖는 공간은 

대부분 정자가 없이 괴목으로 취급한 느티나무가 비보숲 또는 

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성립되고 지속적이며 정형화된 괴정 유

형의 하나로 간주된다. 

둘째, 괴정의 후부지명소를 이루는 형태는 정, 당, 재, 대와 

헌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전부지명소가 생략되었지만 

(일)괴정, 쌍괴정, 삼괴정, 사괴정, 오괴정, 육괴정과 칠괴정, 구

괴정 순으로 나타났다. 괴정은 다시 괴헌정, 괴목정, 만괴정, 만

괴헌, 영괴대, 괴정헌, 괴정재, 괴산재, 괴음재, 괴파정 그리고 

괴와정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중 괴목정은 괴목이 

심겨진 정자를 강조하는 양상을 띠면서 정자 보다는 식재된 수

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한편 단일 정명으로는 괴목

정, 삼괴정, 괴정과 쌍괴정, 괴헌정과 삼괴당, 쌍괴당과 사괴정 

등이 보편적인 괴정 명칭으로 드러났다. 

셋째, 괴정 조영 또는 괴목의 의미 사유를 분석한 결과, 괴정 

이외에는 ‘삼괴’를 상징하는 삼괴정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

났다. 또 본인의 아호를 ‘괴’와 관련하여 당호하고 선현의 유덕

을 칭송 추념하며 부귀와 벼슬(三公)의 지위를 희구하거나 효

우애를 지향한 점 등이 괴목 식재의 사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잔존 수종과는 관련 없이 괴목 식재의 표상성을 지배하는 수목

은 지역에 관계없이 회화나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회화나

무 문화가 느티나무로 완전히 변용되지 못하고 수용된 내면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넷째, 괴정을 건립하거나 과목을 심어 ‘아호’로 하는 경우나 

또는 아호를 상징하는 과목을 심어 ‘괴정’으로 삼은 경우는 인

생관을 포함한 상징성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괴정의 명칭, 괴

목의 식재의도 그리고 괴정 조영자의 아호나 당호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삼괴’ 또는 ‘삼공’을 표상하는 수종이 회화나무였음

은 조선시대 전(全) 시대에 걸쳐 인식되었으나 지역 및 식재지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느티나무가 회화나무를 대신하여 변

용 식재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괴정 주변의 식재 양상은 시기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이는 바  이는 50년 단위로 구분하여 식재 횟수를 관망할 

때 문화변동의 사례로, 비영남권에서는 회화나무가 국내에서는 

일부 느티나무로 대체식재 되었다는 뚜렷한 경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조영 초기에 심겨졌던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가 식재 이후 노쇠 및 환경여건에 대한 적응성과 

관리력 등에 따라 쇠락해지고 고사한 경우, 이를 대체한 수종

은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획득 가능성이 높은 느티나

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변용의 주된 변

동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괴정에 잔존하는 괴목은 느티나무와 회화나무였으

나 전국적으로 과목을 표상하는 나무는 느티나무가 우월한 점

이 밝혀졌다. 이는 일종의 문화변용의 사례로 간주할 수 있으

나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완전한 문화변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에서는 비영남권과 달리 화화나무를 

괴목으로 의식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일곱째, 괴목의 문화변용을 이끈 문화적 변수로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공간, 그리고 조선사회의 유교적 관행 그

리고 왕래 및 서신교류, 서적 전파를 통한 중국과의 네트워크 

강도 등이 깊이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괴목 문화는 전 

계층이 아닌 상류계층의 문화관습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

되는바 영남권에서는 과목을 훼나무 즉 회화나무로 인식하고

자 행동화 하는 독자적 적응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영남과 비영남지역이라는 문화권역의 차이 또한 괴목 

식재의 문화변용의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한 내부 요인으

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괴목의 문화변용 사례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

기 위해  괴를 전부지명소로 하는 정자의 자료 확보에 주력하

였으나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

서 다루지 못한 ‘괴’자가 포함된 정명의 정자나 공간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자료 축적이 요

망된다. 특히 전국적 정자 대비 괴정의 사례 수 등 개념적 타당

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함은 아쉬운 부

분이다. 또한 각 괴정에 누정기 등의 기문 분석은 지면 관계상 

충실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회화나무와 느티

나무의 문화변용의 과정을 보다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

리인 및 종중 등 관련인 즉 사람의 이야기에 충실하였어야 했

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관리의 실체 불분명 등의 한계점을 가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실제 괴정으로 불리는 공간

에 남겨진 수종 분석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괴정의 함의

를 밝히고자 충실하였고 본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몇몇 괴목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높으므로 보존

대책과 함께 보호수로서 지정을 위한 가치 검토를 제안한다.

주 1) 같은 책에는 늣회나무라는 말이 있어 이로 미루어 '늣회'가 변하여 

느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늣'을 '늣기다'는 옛 말의 줄임말로 

본다면, 둥그스름한 느티나무의 바깥 모양새가 회나무와 같은 느낌

이 오는 나무란 뜻이 된다[4]. 그렇다면 아언각비에서는 선비수로 

지칭하는 회화나무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또한 의문이다.

주 2) 영주 괴헌정은‘槐軒 崔士厚’를, 창원 괴헌정은 ‘槐軒 安恬’을, 옥천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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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은 ‘槐庭 吳相奎’를, 영덕 만괴헌은 ‘晩槐軒 申在洙’를, 아산 쌍괴

정은 ‘雙槐亭 姜一珪’를, 김해 쌍괴정은 ‘雙槐  安赫重’을, 보령 쌍괴

당은 ‘雙槐  趙晟漢’을, 영덕 쌍괴당은 ‘雙槐  權大謙’의 아호와 같

은 당명이다. 또한 경산 삼괴정은 ‘三槐亭 金時鳴’을, 영천 삼괴당은 

‘三槐  安世徵’을, 거창 삼괴당은 ‘三槐  權時敏’을, 영동 삼괴당은 

‘三槐  南知 ’을 그리고 성남 사괴정은 ‘四槐亭 李墺’를 예천 사괴

당은 ‘四槐  邊應寧’을 그리고 고창 오괴정은 ‘槐亭 安國台’를 顯現

한 괴정이다.

주 3) Lee(1993)에 따르면 17세기 후반 논지의 확대와 생산력 증가 촌락

민 조직의 변화과정 그리고 사족 중심적인  주도력에 의한 동족마을

의 분화가 가속화되었다[12]. 즉 조선 중기 이후 종법사상(宗法思

想)과 씨족조직(氏族組織)의 광범위한 보급은 16세기와 17세기에 

다수의 동성촌락이 출현하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 

이전까지는 토성집단이 한 지방에 모여 살아도 명확한 씨족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데 반하여, 이 시기부터는 종법에 따라 가묘(家廟)를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문중재산인 족전(族田)을 형성하며, 

종중조직을 체계화하여 동성촌락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명문사족들은 그 관직에서 얻은 

공신전(功臣田) 등의 사전(賜田)이나 직전(職田)이 있는 지역에 분

가, 분촌하여 파(派)를 이루고 동성촌락을 형성한 경우가 다반사였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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