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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waterways in Oeam villages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roles of waterways in traditional villages in the two countrie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in traditional 
villages in Japan. As a comparison target of Oeam Village in Korea, a study was conducted on Matsushiro, Obata, 
and Akatsuki in Japan. The study focused on reviewing the ancient literature, and through field surveys, the role of 
the waterway and connection system of the target site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old appearance and current 
status. As a result, it could be seen that there are four types of waterways in Oeam Village, Korea, and Matsushiro 
in Japan is divided into three types and Obata and Akatsuki are divided into two types. However,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that waterways are used for gardens everywhere, and in Oeam Village in Korea, the waterway itself 
is used as an element of the garden, which is difficult to see in Japan's target site.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original form because damage or deformation is being made over time. Japan also intends to preserve the 
entire village through ordinances on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villages, but it is a reality that continuous transformation 
is taking place because it does not target waterways. Although the waterway of Oeam Village is also damaged and 
deformed, there are no clear measures for this, so it seems that a preservation plan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is necessary for systematic waterway management.

Key Words: Traditional Village, Waterway, Garden, Purpose, Connecting Method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외암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수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본의 전통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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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마을이란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져 온 유형, 무형의 문화

적고유성을간직하고있는마을로서오늘날소실되지않고보

존되어온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정원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본다는 것은 역사적인 정원공간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라고 생각된다. 전통마을은 우리나의 자연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 발전, 수정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회성을 반영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정원의 조성에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고

금과 동서를 막론하고, 정원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정원의 경우에도 물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러한 물의 이용을 두고 다나카

(田中, 1967)는 일본정원은토목기술에따라 “자연에 의존해서

정원을만드는시대”와 “자연을조형하여정원을만드는시대”

가 있었다고 말한다. 즉, 나라(奈良)시대와 헤이안(平安)시대

에는 물의 유무에 따라 정원의 입지가 결정되었으나, 에도(江

戸)시대부터는 토목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환경(水環境)을

개변(改變)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원은 반드시 환경구조

에 종속적일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자 여러 곳의 죠카마

치(城下町)에서는 정원을 적극적으로 정주지 내에 만들게 되

었는데, 특히 물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용수로를 설치하여 먼

곳으로부터물을끌어들여넓은지천을가진정원을조성할수

있게되었다. 이렇게 일본의에도시대에는조성된수많은조카

마치(城下町)는 다이묘(大名)의 거성(居城)을 중심으로 발달

한 도시로, 성의 주변에 무가들의 저택이 형성되어, 그 저택안

에는정원이조성되어있었으며, 정원에는 연못이조성된경우

가 많았다. 연못의 물은 저택의 앞에 위치한 수로에서 취수하

여, 정원의 연못까지 물길을 만들었으며, 연못의 물을 다시 수

로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로의 물을 사용하고, 수로에

다시반환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정원의

물을 수로에 반환하지 않고, 옆의 저택의 정원으로 직접 흐르

게하는수로시스템을가진조카마치도많은수는아니지만존

재하고 있다.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수로시스템인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러한 수로시스템을 가진 곳으로는 나가노

시의 마쓰시로(長野市松代町), 군마현의 간라쵸 오바타(群馬

県甘楽郡甘楽町小幡), 후쿠오카현의 아마기시 아키즈끼(甘木

市秋月)을 들 수 있다(佐々木, 2001). 나가사키현의 쿠니미쵸

고시로(県国見町神代)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비되

어있지않고현재에는물이흐르고있지않아본연구의대상

지로는 선정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아산시의외암마을에서정원을연결하는수로가

존재하고 있어 일본의 정원과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이 외암

마을의 정원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Ⅱ. 연구의 목적 및 연구사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수로시스템의 유지는 쉽지 않은 경

우가 많다. 한 곳의 수로가 훼손되거나 철거되면 하류에는 물

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로망의 중요성과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수로시

스템이존재하고있는곳은한국과일본의사례를모두합해도

많지 않지만, 이러한 수로에는 각각 특징이 있으며, 각 마을을

비교하는것으로각각의특징과상이점을명료하게할수있을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두나라의전통마을에조성된수로의역할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목적으로하였다. 한국의 외암마
을의 비교대상으로 일본의 마쓰시로, 오바타, 아끼즈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고문헌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예전의 모습과 현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상지의 수로의 역할과 연결시
스템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외암마을의 수로는 4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의 마쓰시로는 3가지유형, 오바타와 아끼즈끼는 2가지의 유형으로구분되는 것을 알 수있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정원을 위하여 수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의 외암마을에서는 수로 자체만으로 정원의 요소로
사용하고있는일본의대상지에서는 보기 어려운특징이있었다. 하지만, 시간의경과에따른훼손이나 변형이이루어지고
있어, 그 원형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전통마을의 보존에 대한 조례를 통해 마을 전체를 보존하고자
하고 있지만, 수로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외암마을의 수로도 훼손과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므로, 체계적인 수로의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보존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전통마을, 수로, 정원, 사용용도, 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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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본연구에는상기와같이정원과정원을연결하는타

입의 수로의 시스템에 착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본의

3곳의 조카마치에 존재하는 수로와 한국의 외암마을의 수로를

비교 검토하여, 각각의 특징, 상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본

연구의목표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결과가한일정원의특

성을파악하고, 현존하는 수로와정원의가치를파악하여역사

적 환경에 대한 향후 복원계획 및 관리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

어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승희와 김용기(2000)는 우리나라 민속마을 중 특이한 수

공간의형태를지닌외암리마을을대상으로마을수공간의형

성과 상류주택의 정원을 통해서 외암리 민속마을 수공간의 특

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공수로는 1750년대에 외암선생의

둘째 아들 이이병(李頤炳)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화기를 제압

하기 위한 엽승으로 쓰였고, 물의 실용적인 사용을 위해 조성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마을 발달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는데, 외암사당과 종손댁주변(1단계, 400년전), 참판댁

과 송화댁, 영암댁(2단계, 300년 전), 교수댁, 신창댁, 감찰댁,

조실댁(3단계, 200여 년 전)의 순서로 형성되었고, 4단계는 오

늘날과 유사한 마을 모습으로 약 100년 전이라고 고찰하고 있

다. 인공수로는약 300년전에 형성되어송화댁과영암댁에 흘

러 들어갔고, 3단계에 교수댁과 감찰댁, 신창댁 등에서 수로를

끌어들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성종상

과 이은성(2005)은 외암마을의 수공간과 장소의 상호작용 및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수공간의 형성과 그에 따른 장소적 의미

가어떠한특성을보이고있는가를규명하고자하였으며, 수공

간의형성에있어서는풍수는상징적인차원이상의의미는없

어 보이며, 상류주택의 조경용도와 농경치수가 일차적인 목적

으로조성되었을것이다. 정동섭(2010)은 외암마을의공간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군체, 단위주호의 공간위계에 따른

수공간의 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을 공간구조를 녹지영역,

수변영역, 생활가로영역, 공동시설, 우물등을중심으로반가와

민가의주거지로구분하였으며, 수공간체계는외암천및소하

천의자연하천과주거지내부를통과하는인공수로, 그리고 주

거지 생활영역을 형성하는 우물로 구분하였다. 수공간의 이용

특성을 영역성(경계, 공간구분), 안전성(기반시설, 동선체계),

쾌적성(생활공간, 커뮤니티공간), 경관(친수공간)으로 구분하

였다.

한편, 수로와 정원에 관한 일본의 연구로는 우선 일본의 마

쓰시로에 관해서는 최초의 수로망의 연구조사보고서는 동경대

학교공학부의오오타니(大谷幸夫)와니시무라(西村幸夫)가작

성한 나가노시 교육위원회에 의한 정원도시마쓰시로 전통적

건조군보존대책조사보고서(1982)이다. 도로의 중앙을 흐르는

수로, 택지의 뒤편에서 흐르는 수로,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수로가복잡하게연결되어있다는것을밝혀낸것이다. 정원에

서 정원으로 흐르는 수로의 이름을 센스이로(泉水路)라고 이

름지은 것도 이 보고서이다. 다음으로는 신슈대학의 공학부건

축학과 松本直司에 의한 나가노현 마쓰시로 수로활성화에 대

한보고서(1985)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1984년에전통환경보존

구역에지정된곳게대한센스이로의조사를실시하였다. 다음

으로는 사사키에 의한 조카마치 마쓰시로의 에도시대에 조성

된 센스이로의 형성과정과 그 용도(2001)에서 마쓰시로의 중

심부에 있는 센스이로의 형성과 변형과정을 당시 그려졌던 수

도도면을사용하여밝혀낸것이다. 한편, 오바타에관한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에 지정된 당시의 조사보고서(1983)가 있으

며, 조카마치의 그림과 수로, 정원 등이정리되어 있다. 아끼즈

끼(秋月)에 관한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지정된 당시의

보존대책조사계획보고서(1980)가있으며, 조카마치의그림과수

로, 정원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후쿠오카 아키즈끼(秋月)지방

의 정원에 관하여(1999)에서는 정원의 타입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Ⅲ.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문헌을 통한 문헌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조사를병행하여각마을의수공간의형태를파악하였다. 또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공수

로의 물길을 추정하고 인공수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로가 어떠한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지, 수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4개의 마을의 인공수로의 특성을 파악

한 후, 각 마을의 인공수로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비슷한 시

기에 조성된 양국의 인공수로의 시스템적 역할과 특성을 비교

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1. 한국의 외암 마을

외암마을은 아산시에서 남측으로 8km 떨어진 설화산(雪火

山)을 주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형적인 반촌(班村)으로, 동

구밖에시냇물과너른들판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배산임수

의유형으로상당히풍요로운물질적기반을확보하고있다(충

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7). 외암마을의 주거지 남쪽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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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로 흐르는 자연하천과 마을을 관통하여 흐르는 인공수로

가조성되어있는것이이마을의가장큰특징인데, 설화산계

곡에서내려온물줄기가마을주거지의남쪽경계를따라흐른

다. 이공수로는설화산에서발원하여마을남쪽외곽도로를따

라흘러나가는계류의상류에서분기하여마을안의여러가옥

들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외암마을의 인공수로의 형성과정은 이 마을의 상류주택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의 인공

수로가 관통하는 주택은 마을의 주요 상류주택으로 상류주택

의 형성 전후로 인공수로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한것이다. 외암마을에서집터의형성연대가확실한주택은종

손댁과 참판댁, 영암댁, 교수댁이고, 나머지 상류주택의 경우

100∼200년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외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사당과 종손댁은 약 400년 전에 조성되

었다고 추측되고 있으며, 참판댁과 영암댁의 집터는 약 300년

쯤 되었다고 추측된다. 교수댁은 약 200년으로 추측되고 있다.

송화댁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마을의 발달과정으로 추측해

보면마을끝에위치하고있어종손댁과영암댁의형성연대사

이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남승희와 김용기, 2000).

인공수로와 상류주택 중 어떤 것이 먼저 조성되었는지는 정

확하게알수없으나, 상류주택과인공수로가상호유기적으로

발달되어온 것은 분명하다. 인공수로의 형성과정을 보면, 우선

송화댁과영암댁으로흘러들어갔고, 후에형성된상류주택들이

이 수로를 주택내부로 끌어들여 인공수로가 오늘날과 같은 형

태가 되었을 것이다. 마을발달과정에서 인공수로가 형성된 송

화댁과 영암댁 내부로 흘러들어갔으며, 그 다음으로 교수댁과

감찰댁, 신창댁등에서수로를끌어들여오늘날과같은모습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의지형은마을입구가낮고, 동쪽으로갈수록높아지는

서저동고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택이 남서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 때문에 수로는 전체적으로 동에서 서

로흐르고있다. 따라서인공수로를끌어들인상류주택은인공

수로가 동북이나 동남으로 입수하고 있으며, 출수도 서쪽으로

나가고있다. 주택 내 인공수로의 이용은 채원에 물을 대는 농

업용수로이용되기도하고, 사랑마을의정원을꾸미는데사용

되기도 하였으며,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 생활용수로도 사용되

기도 하였다.

외암리의 수로는 크게 4가지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그림 1, 그림 2). 그 패턴은 첫 번째, 가옥에서 가옥으로,

두 번째, 좁은 길의 옆으로 흐르는 물길, 세 번째, 중앙도로 옆

으로 흐르는 물길, 네 번째, 정원용으로 사용되며 정원의 주요

한구성요소이다. 특히 외암마을의수로의특징중의하나로는

수로가정원의구성요소중하나로사용된점이다. 특히송화댁

의 수로는 굴곡이 많고 곡선이 큰 수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정원용연못의대용으로수로가사용된것으로파악된

다(홍광표 등, 2015).

2. 일본의 마쓰시로(松代)

마쓰시로(松代)는 나가노시(長野市)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으며, 서쪽에서 북쪽으로 치

쿠마가와(千曲川)가 흐르고 있으며, 북동에서 남서로 아마가자

리야마(尼飾山), 미나가미야마(皆神山), 노로시야마(ノロシ山),

죠잔(象山) 등의 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분지의 형태이다.

마쓰시로(松代)에 성을 축조하는 것은 타케다 신겐(武田信

玄)이고, 1560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1622년에는 사나다 노

부유끼(真田信之)가 마쓰시로로 들어와 조카마치가 정비되었

그림 1. 외암리의 수로의 패턴

패턴� 1.� 가옥에서�가옥으로 패턴� 2.�좁은�길의�옆길

패턴� 3.�중앙도로의�옆길 패턴� 4.� 정원의�구성요소

그림 2. 외암리 수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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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확충되었다고 한다. 성의 동측과 남측에는 상급무사들을

위한 토노마치(殿町)와 키요스마치(清洲町)가 배치되어 있고,

그 남쪽과 동쪽에는 협가도가 갈고리형태로 지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이 지역에는 무사가옥들이 남아 있다.

마쓰시로(松代)의 수로는 카와, 세기, 센스이로(泉水路)의 3

타입으로구분된다. 카와는도로의옆을흐르는수로이고, 수량

이 비교적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세기는 도로옆이아닌가옥

의뒤나가옥의경계선을연결하는수로이고수량은많지않았

다고전해진다. 센스이로는각가정의정원을연결하는수로로,

에도시대에는 세면이나 식기세척에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림 3).

이러한 수로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조카마치의 형성의 시

기라고전해지고있지만, 이를입증할자료는발견되지않았다.

다이에이지(大英寺)의 용수에서 상급무사들을 위한 토노마치

(殿町)로 물을 끌어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센스이로에 관

해서는 사나다(真田)가문의 도면이 25장 정도 남아있어 그 연

구에의해다음과같은것이밝혀졌다. 우선, 토노마치(殿町)에

서 목관에 의해 도로 옆으로 직선으로 뻗은 수로와 지표를 곡

선으로 흐르는 수로의 2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전자는 상수로,

후자는 센스이로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다이칸쵸(代官町)에

서는 각 가옥으로 각각 도로의 수로에서 물을 유입시키고, 그

수로로 물을다시반환하는 패턴을가지고 있었다고전해진다.

그리고 각 가옥에서는 수류(水溜)라고 적혀진 연못이 있었으

며, 연못에서부터 도로의 수로까지 독립된 수로가 연결되었던

그림이 남아있으므로, 현재의 센스이로(泉水路)가 다이칸쵸

(代官町)에서도 형성된것으로생각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조

카마치의동부를나타낸그림에서는 4건의가옥이그려져있으

며, 각각의 정원의 연못을 센스이로(泉水路)가 연결하고 있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센스이

로(泉水路)는 마쓰시로의 무가가옥 일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4).

조카마치의그림에서는나가노현역사관에있는 1792년의신

양송성회도(信陽松城絵図)와 사나다보물관(真田宝物館)에 있

는 어가주옥부회도(御家中屋敷絵図)에 수로가 상세하게 그려

져 있다. 모두 도로 옆을 흐르는 수로와 현재의 세기라고 불리

는 수로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남아있는센스이로(泉水路)는 대부분 조카마치남부의

타케야마쵸(竹山町), 다이칸쵸(代官町), 바바쵸(馬場町), 오모

테시바쵸(表柴町)에 위치하고 있다. 즉, 중하급무사마을이고,

조카마치 전체의 일부에만 존재한다. 이 구역에서는, 전술한 3

종류에 구분되는 수로망이 있다. 도로 옆을 흐르는 카와, 센스

이로(泉水路), 가옥의 뒤편에 흐르는 세기이다. 예전의 수로망

이모두남아있지는않지만, 현재의수로망을고려한다면, 당시

에는수많은수로가존재했을것으로사료되며, 수많은수로가

복잡하게 수로망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급무

사들의 가옥에는호리로 되어 있는 큰 수로만이 남아 있다. 연

못이 남아있는 가옥이 2건 있지만, 센스이로(泉水路)가 연못

부근에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다(사사키, 2001).

3. 일본의 오바타(小幡)

오바타(小幡)는 군마현(群馬県)타카사키시(高崎市)에서 남

그림 3. 마쓰시로(松代)의 수로망

패턴� 1.� 카와(대로�옆의�수로) 패턴� 2.� 세기(가옥에서�가옥으로)

패턴� 3.� 정원으로�입수

그림 4. 마쓰시로의 수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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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속에 위치한 조카마치이다.

남측에는 쿠마쿠라야마(熊倉山) 등의 산이 위치해 있으며, 조

카마치의 서측에는 오가와(雄川)가 남서에서 북동으로 흐르고

있다. 동측에는 얕은동산이있으며, 북측은 펼쳐져있다. 북측

으로 경사진 곳에 이 조카마치가 형성되어 있다.

오바타에 조카마치를 조성한 것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

던 오다(織田)이다. 1629년에는 오바타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나누고수로를조성했다고전해진다. 마을의 구성은표문을중

심으로 2개로나눠지고있으며, 상류인북측에는진야(거관)를

중심으로 하여무가의저택이모여있는장소이며, 전야내라고

불렸다. 대문에서남쪽은길의좌우로일반가옥들이늘어서있

는 지역이다. 이렇듯 무가의 집들이 있는 마을과 일반인들의

마을이명확하게구분되어있었으며, 대문의남북으로두마을

이 인접해 있는 것이 이 마을의 특징이다(그림 5).

이 마을의 수도는 오가와제끼(雄川堰) 용수를 이용하고 있

다. 농업에 사용되고있었던 이용수의 개설에대한기원은 알

려져 있지 않으며, 오다(織田)씨의 이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용수로는 雄川과는 반대로 마을의 동측으로 흐르고, 오오세기

(大堰)라고 불리고 있다. 그리고 무가들의가옥을흐르고있는

수로는 코세기(小堰)이라고 불려, 진야내의 무가들의 가옥의

사이를 몇가닥의 수로가 지나가고 있다.

1767년의 쇼주간라쿠군오바타고히키와타시에즈우쯔시(上州

甘楽郡小幡御引渡絵図写)와 오바타항진야나이에즈(小幡藩陣屋

内絵図)에 이러한양상이그려져있다(그림 6, 그림 7). 전자는

도로 옆에 수로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후자에는 코세기(小

堰)가 증가해 도로변만이 아니고, 가옥에서 가옥으로 직접 물

이흐르는수로가그려져있다. 코세기(小堰)의 수로는별도의

계통을 가지지 않고, 도로옆의 수로에서부터 가옥으로 입수되

거나, 가옥에서 도로변의 수로로 물이 흘리고 있었다. 이러한

수로의이용은, 상수나 그 외의생활용수를공급하고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로와 연못과의 연결은 수로에서 물을 입수하여,

수로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수로는 정원에서

정원으로 흐르고 있지만, 직접 연못과 연못을 연결한 것은 아

니다. 즉, 상수로 사용한 후에 연못으로 흘려보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가옥들의 지역에서는, 길옆에 오오세기(大堰)

가 흐르고 있지만, 코세기(小堰)와같은수로는발견되지않았그림 5. 오바타(小幡)의 수로형상도

그림 6. 오바타항진야나이에즈(小幡藩陣屋内絵図)의 수로도

그림 7. 오바타항진나이스이로(小幡陣屋内水路)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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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수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수로에 대하여 그림과 현황을 비교해 보면,

오오세기(大堰)는 변화가 없지만, 코세기(小堰)는 부분적으로

흐름이 바뀌어 있거나, 없어진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이 잔존하

고 있다(그림 8).

현재 남아있는 그림이나 문헌에는 정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

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 당시에 가옥 내로 유입된 수로

가 어떻게 정원용수와 생활용수로 분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

육위원회의 인터뷰에 의하면 2가지 유형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고 추측된다. 하나는 직결형이고, 다른 하나는 분지형이다.

직결형은코세기에서분지하여물을끌어들이는것이아니라,

코세기이정원을통과하는유형으로오오타(太田) 가옥의정원

과번주의정원인라쿠산엔이이에해당된다. 이 유형은코세기

의물을직접정원수로사용했다는것이특징인데, 이러한유형

의 정원용수 공급체계는 특정의 권력을 가진 자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분지형은 코세기에서 분지하여 또 다

른 수로를 통해서 정원에 물을 끌어들이는 유형인데, 무사가옥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정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옥 내로 들어오는 수로에는 분지점과 합류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각 가옥 내로 코세기의 물이 직접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로를 차단하고, 오염 등의 문제가 수로망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물이 가옥으로 들어

오기직전에도로옆을흐르는수로와분리시켜가옥을통과한

직후에도로옆을흐르는수로와다시합류하도록하였던것이

다. 이러한 분지와 합류는 도로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 수로망

전체를관리하기에용이하였던것으로보인다. 또한, 가옥내에

들어온수로를다시한번분지하여정원용수와생활용수로나

누어사용함으로써수질을관리한것이라고도볼수있다(홍광

표와 이혁재, 2015).

한편, 정원용수로 분지된 수로는 미세지형을 세밀하게 조사

한후작은높이차이까지도잘살려내어정원내에폭포와같

은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분지하기 전의 수위를 높게 함

으로써 분지 후의 고저차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일본의 아끼즈키(秋月)

1600년의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 이후, 치쿠젠은 구로다

나가마사가다스리게된다. 숙부인쿠로다나오유키가아키즈키

에 거처를 정했으나, 사망한 후 1623년부터 나가마사의 셋째

아들구로다나가오키가아키즈키를다스렸다. 그는 이듬해집

안의 저택을 세력권으로 하여 오늘날 마을의 원형을 구축하였

다. 이후 아키즈키는 조카마치로서 발전하였고, 아키즈키는 동

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노토리가와(野鳥川)가 산간부에서 평

야로 나가는 곳에 있는 산으로 굳어진 분지형태의 장소이고,

번주의거관은동쪽안쪽의약간높은곳에있으며, 그 서쪽아

래가 무가의 저택, 그리고 그 아래가 일반 가옥들이다.

조카마치의 그림으로는 3장이 알려져 있다. 칸에넨깐아끼즈

끼이에나까야시끼우쯔리즈(寛永年間秋月家中屋敷割り図)는

복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 그름에서는 강과 큰 수로는 기록

되어있지만, 수도와같은세밀한수로는그려져있지않다. 메

이와고넨아끼즈끼고죠시타에즈(明和五年秋月御城下絵図,

1768)에는 조카마치의 전체를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에는 세

밀하게수로가표현되어있다. 그리고분세이니년아끼즈끼고죠

시타에즈(文政二年秋月御城下絵図, 1819)에도 같은 그림이 있

으며, 수로가 표현되어 있다. 이 2장을 비교해 본 결과, 1768년

과 1819년의 수로망은 거의 동일하다(그림 9, 그림 10).

이 수로망은노토리가와(野鳥川)이나덴진가와(天神川)에서

취수하여마을로흐르게하고있다. 무가가옥들에는수로는도

로변이나 가옥 내의 경계를 흐르고 있다. 일반가옥지역에서는

도로의 중앙이 아닌 남쪽의 일반가옥쪽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북측에는, 도로옆이아닌일반가옥의뒤편으로동쪽에서

서쪽으로흐르는별도의수로가설치되어있으며, 가옥에서가

옥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수로는 일반가옥의 뒤편에 있

는 것으로부터, 정원이 조성되기 쉬운 장소이며, 그 장소에 수

로가 종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시대 이후, 많은 무가 가옥들은 밭으로 바뀌었지만,

일반가옥들은 마을로 남겨졌다. 수로의 현황에 대해서는 분세

이(文政)의 그림과 비교해 본 결과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나,

세밀한 수로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분세이(文政)의 그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로가 존재하고 있었

거나, 무가가옥의지역에새로운수로많았던것으로부터, 논으

로바뀌는과정에서많은수로가설치되지않았을까하는추측

을 할 수 있다.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수로는 일반가옥들이 모여있는 곳

에서만흐르고있다. 이 수로는 분세이(文政)의 그림과비교해

도 거의 변화가 없다. 수로와 연못과의 연결은 한채의집에서

패턴� 1.� 오오세기(도로�옆) 패턴� 2.�코세기(가옥�내)

그림 8. 오바타의 수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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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가연못으로물을끌어들이고, 가옥내에서수로로반환하

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무가들의 가옥들은 거의 농지화가 진

행되어남아있는가옥들의정원은도로옆의수로에서물을끌

어들이고 있으며, 물은 그 수로로 다시 반환시키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그림 11).

Ⅴ. 비교 고찰

외암리, 마쓰시로, 오바타, 아키즈키의수로를비교하면오바

타와 아키즈끼에서는 에도시대의 수로망이 거의 남아 있는데

비하여, 마쓰시로에서는 성 주위의 길이 바뀌어 큰 수로만이

남아있다. 센스이로(泉水路)와 같은 세밀한 수로가 남아있지

만, 급수원에 가까운 조카마치의 남부에 한정된다.

외암리의 수로는 크게 4가지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그패턴은 1. 가옥에서가옥으로, 2. 좁은길의옆으로흐

르는 물길, 3. 중앙도로 옆으로 흐르는 물길, 4. 정원용으로 사

용되며 정원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한편, 마쓰시로의 수로의 패턴은 3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패턴은 1. 중앙도로옆의 수로(카와), 2. 가옥에서

가옥으로 흐르는 물길(새기), 3. 정원에서 정원으로 흐르는 물

(센스이로)이다.

그리고오바타의수로는하나는직결형이고, 다른하나는분

지형으로구분할수있다. 직결형은코세기에서분지하여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코세기이 정원을 통과하는 유형으로,

코세기의물을직접정원수로사용했다는것이특징이다. 반면

에, 분지형은 코세기에서 분지하여 또 다른 수로를 통해서 정

원에물을끌어들이는유형인데, 무사가옥지구에서볼수있는

대부분의 정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9. 분세이니년아끼즈끼고죠시타에즈(文政二年秋月御城下絵図)
의 수로

그림 10. 아끼즈끼마찌야지쿠(秋月町屋地区)의 수로 현황

패턴� 1.� 도로의�옆 패턴� 2.�가옥의�뒤편이나�가옥�내

그림 11. 아카즈끼의 수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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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의패턴에대하여한국과일본의특징을비교해보면거

의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도로나 길 옆으로 흐르는

메인 수로가 있고, 가옥에서 가옥으로 흐르는 수로가 있으며,

정원용으로 사용된 수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외암리와 마쓰시

로, 오바타, 아키즈끼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요소로, 너무나 흡

사한패턴을가지고있다. 하지만, 마쓰시로보다외암리의수로

가 한가지 기능을 더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수로가정원의 구

성요소 중 하나로 사용된 점이다. 특히 교수댁의 수로는 굴곡

이 많고 곡선이큰 수로의형태를 가지고있는데, 이는 정원용

연못의 대용으로 수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쓰시로에

서도 수로는 정원의 한 요소이기도 하나, 외암리의 수로처럼

경관적인 요소를 강조하지는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정원과정원을연결하는수로는마쓰시로와오바타에서는이

러한 수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가가옥에서만 발견되고 있

지만, 아키즈끼에서는 일반가옥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연못과

연못을 직접 연결하는 수로가 있는 곳은 마쓰시로뿐이고, 오바

타와 아키즈끼는 정원과 수로에서 연못으로 물을 취수하고 다

시반환하고있는차이가있다. 그리고, 오바타와아키즈끼에서

는 수로가 상수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지만, 마쓰시로에서는

도로에상수로라고할수있는카와가흐르고있고, 센스이로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수로와 별도의 시스템의

수로를가지고있는곳은마쓰시로단한군데있다. 하지만, 현

재 센스이로가 남아있는 지역은 한정적이고, 카와와 세기가 그

려져 있는 조카마치의 그림은 남아있지만, 센스이로는 그려져

있지 않고 현황도만 새롭게 그려져 있는 상태이다(표 1).

Ⅵ. 결론

물길을비교해보면한국의외암마을과일본의세개의조카

마치에서 특히 다른 곳이 마츠시로이다. 3계통의 수로망을 가

지고 있으며, 그것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상태가 현황에 남

아있는것은사회변화에대해선인들이힘들여수로망을남기

고온모습이엿보인다. 아키즈끼에서는전통적건조물군보존

지구 보존계획이 수립되어 정원과 정원을 연결하는 물길도 보

존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마쓰시로를 대상으로 한 나가

노시 전통환경 보존 조례에서는 수로 보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 오바타에서도 조카마치나 코세기(小堰)의 보전

이 아직 강조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조카마치의 정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일본의 수로는 매우 계획적인 용수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외

암리의 수로는 물론이고, 정원 역시 치밀한 계획의 결과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조카마치의수로는그역할이분명하게분류되는

특성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 특성에맞게수로를계획했다는

것을알수있었다. 반면에, 외암리의경우에는 4개의패턴으로

구분할수있지만, 물리적인특성에따른분류이고, 4개지패턴

의 수로가 정확하게 언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

가 없다. 특히 정원의 조성시기와 수로의 조성시기에 차이가

있는 점으로부터 초기의 수로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많은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수로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가

없는것이현실이므로, 수로의조성시기가각각어떠한지, 어떠

한목적으로조성하였는지, 현재 조성된정원과의관계는어떠

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현

재의상태도계속적으로훼손이이루어지고있는데,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수로에 대한 보존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외암리의 수로는

우리나라에서는보기힘든사례이며, 유지관리및보존에대한

명확한대책은없는상태이므로, 체계적인수로의관리를위해

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보존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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