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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마음을비우고‘촌락(rural)’이라는단어를생각해보자. 어떤이미지가떠오르는가? 영

국남부의완만하게경사진목초지가떠오르는가, 아니면아메리카대평원의방대한녹

지가떠오르는가? 뉴잉글랜드가을의금빛삼림지대나스칸디나비아의숲이생각나는

가? 로키산맥아니면태양을배경으로한오스트레일리아의아웃백이생각나는가? 여러

분이떠올린촌락경관에는사람이존재하는가? 만약그렇다면그들은무엇을하고있는

가? 일하는사람인가? 아니면관광객인가? 그들의나이는몇살인가? 그들의피부색은

어떤가? 그들은남자인가, 여자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여러분이생각하는촌락경관

에는어떤건물이보이는가? 예스러운오두막이보이는가, 아니면하얗게색칠한농장이

보이는가? 목장이나통나무오두막집이보이는가, 아니면겨우사람이살아갈것같은

다허물어져가는집이보이는가, 아니면현대식건물이보이는가? 그경관속에는어느

정도의경제활동이존재하는가? 아마농업일것이다. 아이들의동화책에서보는것과같

은울타리없는가축농장마당이생각나는가, 아니면공장식양계장이나끝없이펼쳐진

산업화된옥수수밭이생각나는가? 채석, 채광, 임업을생각할지도모르겠다. 그렇다면

공장, 첨단기술연구소, 업무지구는어떠한가? 상가, 은행, 학교, 별장은존재하는가?

여러분의이미지에도로와교통은존재하는가? 범죄나순찰중인경찰은존재하는가? 건

강문제, 알코올중독이나약물남용의문제는보이는가? 여러분의경관에나타나는토

지의주인은누구인가? 그토지는누가관리하는가?

여러분이생각하는‘촌락’의경관은여전히명확한가? 아니면여러분이생각하는것

보다촌락을정의하는것이복잡하다고생각되는가? 촌락은단순하게정의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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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그려낸‘촌락’의경관이무엇이든지간에이는이글을읽는여러분주변사람

들이상상한것과는다를것이다. 하지만우리가촌락성(rurality)을순전히개인적으로만

이해하고있다는것은아니다. 우리의인식은우리가다른사람들과공유하는방대한영

향력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 곧우리가어디서살고있고, 어디서주말을보내며, 어떤

영화를보며, 무슨책을읽는지와같은영향력으로부터자유롭지않다. 우리가학교에서

무엇을배우고신문에서무엇을읽는가도중요하고, 대중매체를통해우리가받아들이는

정치적선전같은지역적·국가적문화전통또한중요하다. 어떤국가들의경우‘촌락’

은보편적으로쓰이는개념이아니지만이국가를방문하는방문객들은이를‘촌락’이라

고인식할수있다. 따라서‘촌락’을의미하는바가모든개개인마다특수하지않다면이

는최소한문화적특수성을띠고있다고할수있다. 아마인구가밀집된영국남동부의촌

락지역사람들이갖는촌락성에대한생각은, 노스다코타의깊고고립된촌락지역사람

들의생각과비교할때매우다를것이다. 뉴질랜드촌락의영농가족과암스테르담으로

부터온도시거주관광객이가지는생각또한다를것이다. 그외에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이렇게‘촌락’이애매하고모호한개념이라면, 우리는어떤의미에서‘촌락연

구’, ‘촌락지리학’또는‘촌락사회학’에대해말할수있다는말일까? 이장에서는우선

여러학문분야에서촌락을얼마나상이하게정의하고있는지를소개하고자한다. 그리

고각접근방법의장점과단점을풀어내고자한다. 마지막으로는이책이촌락성이란개

념을어떻게다룰것인가를논하기로한다. 

촌락을정의하기어려운이유

위와같이‘촌락’이란개념의정의가이같이어렵다면그이유는무엇일까? 도시적인것

과촌락적인것, 도시와시골을구분짓는데에는오랜역사적내력과중요한문화적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 영국의 저명한 영문학자이자 문학가인 레이몬드 윌리암스

(Raymond Williams)는다음과같이말한바있다.

시골(country)과도시(city)는매우강력한단어이며, 인류공동체의경험에있어서이들

이얼마나많은것을상징하는지를상기해본다면이는그리놀라운것은아니다. …인류

가실제로정주(settlement)를택해온역사적과정은놀라울정도로다양한데, 이러한

정주에는강력한감상들이내포되어있고오랫동안일반화되어왔다. 시골과관련해서는

자연적인생활방식이라는관념이내포되어왔다. 여기에는평화, 천진난만함, 소박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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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과같은것들이포함된다. 반면도시에는 (지식, 소통, 빛과같이) 일종의성취의중심이

란관념이내포되어왔다. 한편시골과도시에대해서는강력한적대감도형성되어왔다.

가령도시는소음, 세속, 야망의장소로서, 그리고시골은후진성, 무지함, 한계의장소로

서인식되어왔다. 근본적인생활방식으로서도시적인것과촌락적인것의대립은아주

오래전부터형성되어왔다(Williams, 1973, p. 1). 

이러한문화적전통은매우심오하기때문에도시와촌락을구별하는것은우리가주

변세계에대해질서를부여하는본능적인방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학술적인측면

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가령 사회학자 마크 몰몬트

(Marc Mormont)에따르면‘촌락’이학술적개념으로부상하기시작한것은굵직한사

회적, 경제적변동이전개된 1920년대와 1930년대였다. 이시기에학자들은급속한도시

화와산업화에도불구하고‘촌락’사회의본질적특징이무엇인지를정의하려고시도했

다(Mormont, 1990). 그리고촌락사회에대한정의는대체로특정한도덕지리(moral

geography)를생산·반영했는데, 특히조화, 안정, 절제와같은가치들과연계되었다.

도시－촌락의이분법에이러한가치판단적관념들은그동안학계에서많이사라지긴했

지만여전히이러한구별은연구자들에게유용하게남아있다. 여기에는다음과같은두

가지이유가있다.

첫째, 많은정부들은도시와촌락지역을공식적으로구별하고있으며, 이를토대로한

상이한제도와정책을통해도시와촌락을통치하고있다. 가령영국정부는 2000년 11

월에두편의정책보고서를발행했는데, 하나는‘도시정책’을위한것이었고다른하나

는‘촌락정책’을위한것이었다. 이중후자의대부분은환경식품촌락부가관리하고농

촌청을통해시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둘째, 많은촌락주민들은스스로를‘촌락적생활방식’을따르는‘촌사람’으로생각한

다. 특히실업, 주요농업의쇠퇴, 로컬서비스상실등의문제에직면하는경우이러한자

기정체감이강하게나타난다. 이러한이유로촌락주민들은같은문제를경험하는도시

주민들과연대를형성하지않는대신, 소위‘도시의위협’이라고인지한것에대한저항

의토대로서촌락의연대를강조한다. 이것의한사례로영국을들수있는데, 2002년 9

월에농촌연맹(Countryside Alliance)이조직한거리행진에 40만명이상의촌락주민

들이참여하면서중앙정부가촌락과촌락의이해를무시하고있다고항의한바있다(이

에관한더많은사항은제14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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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두가지측면이의미하는바는, 비록연구자들이촌락과도시에서똑같은사회·

경제적과정을발견할수있다고할지라도, 그과정은상이한정치적환경에서작동하며

그에대한사람들의반응도상이하다는점이다. 결국이러한차이에대한분석은우리로

하여금 과연‘촌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한다. 핼파크리

(Halfacree, 1993)는촌락연구자들이촌락을정의함에있어서크게네가지접근을취

한다고보았는데, (1) 기술적(descriptive) 정의, (2) 사회·문화적정의, (3) 로컬리티로

서의촌락, (4) 사회적재현으로서의촌락이그것이다. 이제이에대해비판적으로검토

해보자.

기술적정의

촌락성에대한기술적정의는, 다양한통계지표를통해측정된사회·공간적특징에의

해촌락과도시를지리적으로뚜렷이구별할수있다는가정을기초로한다. 이것의가장

단순한사례는인구에따른정의로서, 촌락지역에대한대부분의공식적정의가이를사

용한다. 이것은매우논리적인것처럼보인다. 왜냐하면우리모두는읍이나도시의인구

규모가마을이나분산적촌락커뮤니티보다크다는것을이미알고있기때문이다. 그러

나촌락지역의인구가정확하게몇명이상이어야도시라고할수있을까? 표 1.1에서나

타나는바와같이, 촌락과도시에대한공식적정의에있어서촌락의최대인구규모는

국가별로큰편차가있다.

이외의문제들도있다. 우선인구는지역의경계를기준으로산출된다. 가령내가거

주하고있는웨스트웨일즈의애버리스트위스의인구는, 공식적인행정구역을경계로한

제1부 촌락지리학의소개6

국가 촌락의최대인구규모 주

아이슬란드 300 도시행정구역의최소인구규모임

캐나다 1,000 센서스에 따른 정의(아울러 제곱킬로미터당

400명미만의인구밀도여야함)

프랑스 2,000

미국 2,500 센서스에따른정의

영국 10,000 농촌청에따른정의

국제연합(UN) 20,000

일본 30,000 도시행정구역의최소인구규모임

표 1.1 인구규모를토대로한촌락지역에대한공식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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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기껏해야 1만명밖에되지않는다. 이는다른정의들이촌락이라고해도무방할만

큼적은인구다. 그러나커뮤니티의경계는대학캠퍼스바로앞에서끝난다. 따라서시

가지(built－up area) 전체인구를세면실제로 2만명에달한다. 마찬가지로미국의경

우에는도시보다인구가많은촌락지역들이존재하는데, 왜냐하면촌락이훨씬더넓은

영역을차지하기때문이다.

둘째, 단순한인구수는촌락의기능이나주변지역과의관계에대해아무것도설명해

주지못한다. 네브라스카주에서는 1개읍의인구가비록 1,000명일지라도분명주변에

분산된촌락인구에대하여도시중심이라고할수있다. 반면매사추세츠주에서는인구

1,000명이거주하는곳은지역적맥락에서촌락이라고할수있다.

셋째, 오직인구에만기반을둔구별은자의적이고인위적이다. 왜 999명이거주하는

곳은촌락이며, 이보다한명이더많은곳은도시로분류되는가? 추가된한명이어떤차

이를만들겠는가?

촌락성에관한몇몇공식적정의는, 이러한문제점을지적하면서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중심으로의근접성등을포함하는보다정교한모델을개발한바있다. 또한많은

국가에서다양한정부기구들은상이한정의를통합적으로사용하고있다. 가령미국에

서는 농촌정책연구소(R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웹사이트(www.rupri.org)

는미국정부기관들이사용하는 9개의상의한정의를다루고있고, 영국에서는여러정

부기관들이사용하는촌락성에대한정의가 30여개나있다고추정한바있다(ODPM,

2002). 그러나대체로이러한정의들은, 도시지역의특징을나타내는지표를우선적으

로설정한후이에미치지못하는나머지지역을‘촌락’으로정의한다는측면에서사실

상촌락성을‘부정적인’것으로나타낸다. 이러한사례로서미국과영국의센서스와미

국예산관리국에서사용하는정의를들수있다.

●미국센서스는인구지표를사용하여2,500명이상이거주하는지역을도시(city), 마

을(villages), 구(boroughs, 뉴욕주와알래스카주제외), 읍(towns, 뉴잉글랜드지

역의 6개주, 뉴욕주, 위스콘신주제외) 등을도시지역으로정의하는대신그나머

지모든지역을‘촌락’으로분류한다.

●영국센서스는토지이용지표를사용하여‘도시용토지이용’으로분류되는지역이

연속적으로 20헥타르이상나타나는모든지역을도시지역으로정의한다. 이러한

도시용토지이용에는영구적구조물, 도로·철도·운하등의교통망, 주차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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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휴게소과같은교통시설, 채석장및광산구조물, 그리고기타시가지지역으로

둘러싸인공공용지를포함한다. 다른모든지역은‘촌락’으로분류된다.

●미국예산관리국은인구 5만명이상의카운티및그주변에서 (통근패턴, 인구밀도,

인구성장률등의측면에서) 중심카운티와‘밀접한경제적, 사회적관계’를유지하

는인접카운티를대도시권역(metro－ politan area)이라고정의한다. 그외모든지

역은‘비대도시권카운티’(그림 1.1)로분류된다. 미국에서비대도시권카운티는정

책분석및연구에있어서촌락지역에대해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정의이다.

그러나위에서소개한세가지정의는모두같은이유에서비판을받는다. 첫째, 촌락

을도시의반대로설정한다는측면에서이러한정의는이분법적이다. 둘째, 이들은도

시와촌락의로컬리티를형성하는사회적, 경제적과정을보여주는데있어서매우편

협한지표를기반으로한다. 셋째, 이러한정의에서촌락은항상 (도시에대한) 잔여적

범주일수밖에없기때문에촌락은그다양성을인정받지못하고등질적인지역으로다

루어진다.

제1부 촌락지리학의소개8

그림 1.1 미국예산관리국에서대도시지역과비대도시지역을구분한지도

출처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대도시권카운티

비대도시권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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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성지수

클로크(Cloke, 1977) 및클로크와에드워즈(Cloke and Edwards, 1986)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센서스통계를사용하여잉글랜드와웨일즈의지방정부행정구역들에대

한‘촌락성지수(index of rurality)’를산출한바있다. 이것은촌락성정도의차이를식

별할뿐만아니라촌락지역을한두가지의지표로정의하는데서비롯되는문제를극복

하기위한목적에서였다. 특히중요한것은이지표들이단순히 (인구밀도, 인구변화, 전

입및전출, 연령과같은) 인구와관련된지표뿐만아니라 (온수사용, 욕조, 내부화장실

보유여부와같은) 주택어메니티, (농업종사자비율과같은) 고용구조, 통근패턴, 그리

고도시중심과의거리를고려했다는점이다. 그리고이러한지표들은다섯가지범주로

분류하는데에이용되는데, 강한촌락(extreme rural), 중간촌락(intermediate rural),

중간 비촌락(intermediate non－rural), 강한 비촌락(extreme non－rural), 도시

(urban)가이에해당된다(그림 1.2).

촌락성지수는단순한이분법적정의에서크게진전했음에도불구하고이는여전히중

요한문제를안고있다. 우선이지수에사용된지표들은왜선택되었는가? 가령욕조의

보유여부가촌락성에대해무엇을설명해줄수있는가? 둘째, 다양한지표사이의가중

치는어떻게결정되는가? 촌락성을결정함에있어서농업종사자의비율은인구밀도보

다더중요한가? 셋째, 5개범주간의경계는어떻게결정되는가? ‘중간촌락’지역과

‘중간비촌락’지역을구분하는공식은어떻게산출되는가?

또한분류의기준으로지방정부행정구역을사용함으로써나타나는효과는더욱문제

적이다. 그림 1.2에제시된2개의지도를보자. 1971년의지도에서는영국과웨일즈의도

시지역에분산되어있는많은검은색지점들을볼수있다. 그러나 1981년의지도에서는

이러한지점들이사라졌다. 10년사이에영국에갑자기많은촌락이생긴것일까? 아니

다. 1974년지방정부는많은소도시들을주변의촌락지역과통합하여새롭게큰지역들

을탄생시켰다. 바로이러한지역들대부분이 1981년에‘촌락’으로공식화된것이다. 사

실이기간동안에일어났던것은지수를산출하는방식에있어서스케일의문제였을따

름이다.

촌락성을접근하는모든기술적접근은방법론적결함을피할수없다. 그러나핼파크

리(Halfacree, 1993)가지적한바와같이, 보다근본적인문제는‘촌락에대한기술적방

법은촌락적인것을다만기술할따름이지, 결코촌락그자체를정의할수없다’(p. 24)

는데에있다. 기술적정의는단순히촌락이당연히그래야만하는선입관을반영할따름

제1장 촌락을정의하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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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촌락지리학의소개10

그림 1.2 잉글랜드와웨일즈지역의촌락성지수 : (a)는 1971년의센서스, (b)는 1981년의센서스자료에서산출됨

출처 : Cloke, 1977; Cloke and Edwards, 1986

강한촌락

중간촌락

중간비촌락

강한비촌락

도시

강한촌락

중간촌락

중간비촌락

강한비촌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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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왜촌락이그러하거나그러하지않은지를설명할수없다.

사회·문화적정의

기술적정의를통해서는촌락영역을확인할수있는것처럼, 사회·문화적정의를통해

서는촌락사회를확인할수있다. 이접근에서촌락과도시의차이는, 주민들의가치와

행태그리고커뮤니티의사회·문화적특징을토대로한다. 이러한관점으로가장잘알

려진사례는페르디난트퇴니스(Ferdinand T

 

önnies)와루이스워스(Louis Wirth)이다.

퇴니스는 촌락과 도시 간의 사회적 연대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촌락을 게마인샤프트

(Gemeinschaft, 공동체) 그리고도시를게젤샤프트(Gesellschaft, 사회)로대비시켰다

(Tönnies, 1963 참조). 한편워스는도시의삶이역동적이고불안정하며비인간적이며,

도시주민들은직장, 집, 여가를통해다양한접촉을갖는다고보았다. 반면촌락의삶은

안정적이고통합적이며계층화된곳이며, 촌락주민들은같은사람끼리상이한맥락에서

접촉한다고보았다. 다른학자들또한이와유사한이분법을제시했다(표 1.2).

이러한이분법은도시와촌락사회의간극을지나치게강조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

경향에대한반응으로서, 커뮤니티에있어서도시와촌락의특징이상이한정도로나타

난다는점을기반으로하여‘도시－촌락연속체(urban－rural continuum)’라는개념이

고안되기도했다. 그러나파알(Pahl, 1968)의경우‘어떤사람들은도시적이지만도시에

살지않는반면, 어떤사람들은도시에살고있지만도시적이지않다’고주장하면서, 도

시－촌락연속체개념은사회적·공간적환경(milieux)의역동성을지나치게단순화한

다고비판하였다(Phillips and Williams, 1984, p. 13). 이러한사례로파알의연구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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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도시 비도시(또는촌락)

베커(Becker) 세속적 종교적

뒤르켐(Durkheim) 유기적연대 기계적연대

메인(Maine) 접촉 지위

레드필드(Redfield) 도시적 서민적

스펜서(Spencer) 산업적 군사적

퇴니스(Tönnies)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베버(Weber) 합리적 전통적

표 1.2 사회·문화적정의에사용된‘도시－촌락’의이분법사례

출처 : Phillips and Williams, 1984; Reissma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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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트퍼드셔(Hertfordshire)의촌락지역에서도시사회를확인했던한편, 영과윌모

트(Young and Wilmott, 1957)는런던의이스트엔드(East End)에서촌락커뮤니티의

특징을연구하였다. 

로컬리티로서의촌락성

세번째접근은위의두가지접근과달리촌락에서뚜렷한로컬리티가생성되는과정에

초점을둔다. 이접근은 1980년대후반지리학계내부에서일어났던광범위한논쟁의영

향을받았는데, 이는과연로컬구조가얼마나지속적으로사회적·경제적과정의결과

를형성할수있는가를탐구하는데에주목했다. 만약몇몇학자들이주장한것처럼‘로

컬리티효과(locality effect)’가확인될수있는것이라면, 도시와촌락의로컬리티를구

별하는것도가능하지않을까? 따라서관건은과연이를가능케할수있는 (로컬) 구조적

특징을발견할수있는가의여부였다. 핼파크리(Halfacree, 1993)는이러한측면에서,

‘만약촌락로컬리티라는것이그자체로서확인되고탐구될수있는범주라고한다면,

그범주를촌락적으로만드는로컬리티가무엇인가에따라면밀하게정의되어야한다’

(p. 28)고지적했다.

핼파크리는이러한시도로서세가지주요방법을시도했다. 첫째, 핼파크리는촌락공

간은농업과같은 1차산업이나‘경쟁력높은부문’과관련되어있다고보았다. 그러나

그는‘많은도시로컬리티들도이와유사하게분류될수있다’(p. 28)는점을지적했다.

둘째, 핼파크리는 촌락의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촌락과 집합적 소비(collective

consumption)의문제간에는뚜렷한관련성이나타날것이라고보았다. 그러나핼파크

리는‘거리마찰효과의중요성이점차감소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이러한주장에는

논쟁의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p. 28). 셋째, 촌락로컬리티는소비에서의특수한역할

에서확인될수있으며, 이는관광지에서의집합적소비나전입자의주택구입과같은개

인적소비와관련되어있다고보았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도시내부의근린지구나헤

리티지가풍부한지역에서나타나는젠트리피케이션과얼마나다른지는분명하지않다.

결과적으로촌락에대한로컬리티접근은한풀꺾이게되었다. 촌락적이라고할수있

는어떤구조적특징도유일하게또는본질적으로촌락적이라고할수있는것은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똑같은 사회적, 경제적 과정이 소위‘도시’와

‘촌락’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결과 1990년에 들어 호가트

(Hoggart, 1990)는‘촌락을집어치울때’라고표현하면서, 촌락은설명력을상실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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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러운‘카오스적개념’이라고주장했다.

‘촌락’이라는방대한범주는모호한개념으로서, 그목적이기술에있는지아니면이론

적평가에있는지불분명하다. 촌락내부에서의차이는엄청나게클수도있고, 촌락－도

시의유사성은매우높을수있다(Hoggart, 1990, p. 245). 

그렇다면 10여년이지난지금우리가여전히‘촌락’에대해이야기하고있는이유는

무엇일까? 그이유는 (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 학계에서촌락을정의하는어려움이무

엇이라고말할지라도,  스스로를‘촌락적’이라고생각하고‘촌락지역’이라고간주되는

곳에서살아가면서‘촌락적생활양식’을따르면서살고있는수백만명의사람들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인식이다음네번째접근방법의근거이다.

사회적재현으로서의촌락

핼파크리는‘촌락성을정의할수있는대안적인방법이있다’고하면서, ‘이는애초부터

우리에게촌락스케일에서작동하는인과적구조를추상화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이

대안적방법은“촌락”및이것의동의어들은단지사람들이일상대화에서이해하고사용

하는단어이자개념일따름이라는점에근거를둔다’(Halfacree, 1993, p. 29)고말한바

있다. 이처럼사회적재현(social representation) 접근은촌락지역에서독특하게나타

나는사회적특징이나경제적구조를확인하려고하지않는대신에사람들이촌락에대

해생각할때어떠한상징, 기호, 이미지를떠올리는지를탐구하는것에서시작한다. 이

것은실제로촌락성을정의할수있는매우유연하고강력한방법으로서, 사회·경제적

변화가촌락환경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를드러낼수있다. 몰몬트(Mormont, 1990)

가주장한바와같이, 사회·경제적변화를고려한다면기능적으로뚜렷이정의될수있

는단일한‘촌락공간’이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 다만촌락이라불리는영역에대한

많은상상된사회적공간만이존재할따름이다.

따라서이러한접근을따르자면, 촌락성을어떻게정의하는가의문제는‘사람들이스

스로를어떻게촌락적이라고구성하는가’의문제로치환된다. 왜냐하면촌락성은일종

의‘정신적상태’이기때문이다. 보다전문적인용어를사용한다면촌락성은‘사회적구

성물’이며(글상자 1.1 참조), ‘촌락’은촌락주민들이참여하는사회적·도덕적·문화적

가치의세계라고할수있다(Cloke and Milbourne, 1992,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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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접근은촌락지역의통계적특징에대한관심보다는누가그곳에살고있고누

가그곳을방문하는지에대해초점을둔다. 촌락에서거주하고촌락에대한이상적인관

념을가지는것은그사람들의태도, 행동에영향을미친다. 어떤지역이‘촌락’이되는

것은그지역의경제나인구밀도와같은구조적특징의변화때문이라기보다는, 그지역

을이용하거나방문하는사람들이그곳을촌락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텔레

비전, 영화, 문학, 휴가, 일상경험등을통해‘촌락성’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한선입

견을갖고있다. 그리고사람들은이러한‘지식’을사용하여특정지역, 경관, 생활방식,

활동, 사람등을확인함으로써그지역을‘촌락’으로인식한다(글상자 1.2 참조). 한편이

는인과적으로영향을끼치기도한다. 곧, 사람들은자신이촌락에살고있다고생각하면

촌락생활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한당위적관념을갖게되며, 이는결과적으로자신들

의태도와행태에영향을준다. 마찬가지로사람들은자신이당위적이라고생각하는시

골의모습이 (택지개발등에의해) 위협을받는다고느끼면그이미지를보호하려는동

기를갖게된다. 이처럼촌락이란사람들마다상이한방식으로형성되는사회적구성물

인까닭에, 촌락의의미는무엇이며촌락의모습은어떠해야하는가를둘러싼갈등이나

타날수있다.

제1부 촌락지리학의소개14

글상자 1.1 핵심개념

사회적구성 :사람들이자기자신, 장소, 대상물또는관념에대해특정한사회적·문화적·심미적·이데

올로기적 특성을부여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일컫는다. 사회적구성물은 그것이존재한다는

사람들의상상을통해존재한다. 

글상자 1.2 촌락이란무엇인가? 영국촌락지역의관점

2002년 초반 (수렵 및 농업을 옹호하며 전통적인 촌락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촌연맹(Countryside

Alliance)’이라는 영국의 이익단체가 회원들에게‘촌락’이란 무엇이며‘촌락’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

지에대해조사한적이있다. 아래의내용은이에대한응답의일부이다.

●‘촌락, 부락등의작은마을처럼인구가희박한지역으로서, 거주지인근에영화관, 은행, 슈퍼마켓등의

어메니티가없기때문에멀리까지다녀와야하는곳.’

●‘촌락은토지가주로농업을위해이용되는지역을일컫는다. 승마나관광등의활동을위한곳도촌락

에포함되어야한다. 침상마을(dormitory villages)은 (전체인구의절반이상이출근을위해 15마일이

상을이동해야하는주거지를침상마을이라고정의한다면) 촌락이라는범주에서제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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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이사회적으로다양한방식으로구성된다는것을소위‘촌락성에대한담론’이다

양하다고표현할수있다. 여기에서‘담론’이란세계를이해하는방식을의미하기때문

에, 촌락성에대한담론은촌락을이해하는방식자체이다(글상자 1.3 참조). 핼파크리

(Halfacree, 1993, p. 31)가말했듯이, ‘우리가촌락을정의하려는시도는“학술적담론”

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이러한정의는사회적세계를이해하고설명하려는학술적

시도의구성물이기때문이다.’그러나학자들만이담론을생산하는유일한사람은아니

다. 가령프라우스(Frouws, 1998)는네덜란드촌락지역의정부를대상으로하는정책

담론(policy discourse)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 정책에는 이른바 농업－촌락주의

(agri－ruralist) 담론이포함되어있는데, 이는농업의이익을최우선시하면서‘농부야말

로촌락을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공간으로창조하고수호하는핵심적인행위자이다’

(Frouws, 1998, p. 59)라는주장을담고있다. 또한여기에는실용주의(utilitarian) 담론

도포함되어있는데, 이는촌락지역의문제를저개발의결과라고간주하면서촌락지역

을현대시장과사회·경제적구조에포함하기위해서는촌락개발전략이반드시필요

하다는주장을담고있다. 마지막으로이정책에는쾌락주의(hedonist) 담론도반영되어

있는데, 이는시골을여가와레크리에이션공간으로재현하면서‘이상적인시골’을자연

의아름다움과매력이라는측면에서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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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3 핵심개념

담론 :‘담론’이무엇인가에대해서는많은이견이있으며, 많은경우넓은의미에서사용되고있다. 단순

하게말해서담론은우리가사물을바라보는방식을구조화한다. 담론은우리의행동방식에영향을미치

●‘“촌락”이란실제장소일뿐만아니라일종의정신적상태이다. 농업기반의지역에서살고있는사람과

생물들그리고그내부에서의실천과전통을인정하고이해하는것, 바로이것이야말로“촌락적”이라고

할수있다.’

●‘촌락은맑은밤하늘에빛나는별을볼수있는곳, 오염되지않은공기를마실수있는곳, 자연적인서

식처에서살아가는야생동물을볼수있는곳, 자동차소음이없는곳에서잠을잘수있는곳이다. 자연

풍경과수풀과관목울타리가자아내는아름다움이다.’

●‘어린시절부터의뿌리를시골에두고일하면서살아가는것. 야생동물이든가축이든동물에대해감성

적이지않고, 시골을이해하는것.’

●‘“촌락”은낮선차량에교통법규위반스티커를붙이는곳이다.’

이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은www.countryside－alliance.org/policy/whatis/index.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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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아울러평범한사람들이자신의일상생활에서생산및재생산하는이른바촌락성

에대한일상담론(lay discourse)도중요하며예술, 문학, 텔레비전, 영화등의문화적매

체를통해유포되는이른바촌락성에대한대중담론또한중요하다. 이두가지형태의담

론은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왜냐하면일상담론은필연적으로대중담론에의해

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 그역도대개의경우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촌락성과관련된

가장중요한대중담론은이른바‘촌락전원성(rural idyll)’이다(Bunce, 2003). 이는이

상화된촌락성에대한열망을나타내면서, 대개의경우목가적인경관이나‘평화와고

요’로인식되는것들을강조한다. 리틀과오스틴(Little and Austin, 1996) 그리고쇼트

(Short, 1991)는다음과같이기술한다.

촌락생활은단조롭고, 순수하며, 보다진실한사회라는이미지와관련되어있으며, 전통

적가치가남아있고생생한삶이어우러진사회로인식된다. 여가, 우정, 가족관계, 심지

어고용마저도보다참되고진정성있는것으로여겨지며, 기만적이고진실하지못한도

시 생활과 그 혼돈스러운 가치들이 방해할 수 없는 사회라고 인식된다(Little and

Austin, 1996, p. 102).

[시골은] 주식시장이아니라계절에따라살아가는사람들과서두름없는생활양식이존

재하는곳으로그려진다. 사람들은서로에대해더많은시간을할애할수있고, 나름대

로의장소를갖고진정성있는역할을수행하는보다유기적인커뮤니티를형성한다. 시

골은모더니티로부터의피신처이다(Short, 1991, p. 34).

비록‘촌락전원성’이일종의신화이기는하지만, 이는관광객들로하여금촌락을방

제1부 촌락지리학의소개16

는많은관념, 믿음, 이해의총체이다. 많은경우우리는대중매체와교육을통해유포되는특수한담론들

뿐만아니라, 우리가흔히‘상식’이라고일컫는것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더렉그레고리(Derek Gre－

gory)는『인문지리학사전(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에서담론의핵심을세가지측면에

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담론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물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담론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시하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 재생산된다. 둘째, 담론은 우리의

‘당연적세계(taken for granted world)’를생산한다. 담론은세계에대한특정한관점뿐만아니라그내

부에위치하고있는우리자신과타자를자연화한다. 셋째, 담론은언제나부분적이고상황적인지식을생

산하며, 이는우리의환경을반영한다. 담론은권력관계와지식을특징으로하며, 대립과타협에항상노

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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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게끔하며촌락으로의이주자들에게영향을미친다. 이러한사람들이생각하는촌락

전원성의구성요소들은일반적인촌락주민들이삶의경험을통해생산하는일상담론과

뒤엉켜있는데, 이둘은현실속에서결코양립할수없는경우가많다. 왜냐하면일상담

론은매일매일의삶에뿌리를내리고있는까닭에촌락생활에대해냉소적일뿐만아니

라심지어부정적이기까지하기때문이다.

잉글랜드의두마을의촌락성에대해생각해보기 : 사례연구

촌락성의일상담론에대한사례로서 1990년대초반영국남부의촌락커뮤니티에관한

두 편의 문화기술지 연구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햄프셔에 있는 가칭‘칠더레이(Chil－

derley)’라는마을에대한마이클벨(Michael Bell, 1994)의연구이고, 다른하나는서머

싯(Somerset)에위치하고있는익명의마을에대한오웨인존스(Owain Jones, 1995)의

연구이다. 이두마을은큰읍내로의통근권내에위치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적이며,

인구구성또한오랜기간거주해온원주민들과최근의전입자들로이루어져있다는점

에서도공통적이었다.

벨은칠더레이에살고있는새로운전입자들이마을의촌락특성을기존에거주했던

도시와의비교를통해표현한다는점을발견했다. 그리고이러한비교는대체로삶의속

도가다르다는점을특히강조했다.

도시사람들은바쁩니다. 그게바로차이죠. 도시에서는차없이는못살죠. 저희동네에

13년동안같이살던이웃이있었죠. 하지만전그여자와말한마디해본적이없어요.

그여자는집문을나오자마자차에타고, 반대로차에서내린후에는곧바로집안으로

들어가기때문이죠. …거기에비해여기에서의생활은훨씬느리죠(전입자, Bell, 1994,

pp. 91－92에서재인용). 

여기에살다보면옛날로돌아온듯해요. 밤이면꼭문단속을해야한다고느끼게되죠.

우리가처음에여기로이사왔을때, 집뒤가산끝자락임에도불구하고대문을꼭잠가야

한다고생각하곤했었죠(전입자, Bell, 1994, pp. 93에서재인용). 

위의두사례모두에서‘촌락전원성’담론의영향을찾을수있다. 그러나벨이지적하

는바와같이, 시골에대한이상적인열망을강하게가진사람들조차도촌락에대한위와

같은태도에동조하는경향을보였다. 뿐만아니라오랫동안거주해온주민들도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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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들과마찬가지로시골에서의삶의속도가느리다고생각했다. 벨이인용하고있는

18살짜리어느농부의아들은촌락에대해다음과같이진술한다. “무엇보다도보다고요

한생활양식을의미하는것같아요. 글쎄, 저는잘모르겠어요. 극심한생존경쟁으로부

터의탈출과같기도합니다”(Bell, 1994, p. 91에서재인용).

벨과존스가기록하고있는촌락성에대한정의에는몇가지공통점이있다. 우선지리

적맥락이중시된다. 존스가인용하는촌락주민들의면담결과에따르면, 촌락이란‘공

장, 교통혼잡, 상점, 사무실, 빽빽한인공적구조물이거의없는곳’이며‘공장이나가로

등과같은도시시설이없는곳’으로인식되었다(Jones, 1995, p. 43). 농업의유무도많

은사람들에게는중요한부분이었다. 존스의연구에인용된한주민은“여러개의농장과

목초지를갖고있어서행복합니다. 길을따라오르내리는트랙터들도그렇고요. 물론항

상행복한것만은아니지만요!”라고말한다(p. 42).

둘째, 촌락생활은친밀한공동체감과관련되어있다. 사람들은다음과같이자신의경

험을이야기한다.

커뮤니티가규모가작기때문에다른주민들과자연스럽게만나게되죠. 마을회관이나

교회나선술집그리고마을행사등이모두그렇죠(마을주민, Jones, 1995, p. 44). 

여기에서는충분한시간이있어요. 대화를할충분한시간이있죠. 시골에서는어떤상점

을가더라도손님을대할충분한시간이있습니다. 도시에서처럼손님을서둘러대하는

법이없죠(마을주민, Bell, 1994, p. 91). 

셋째, 벨이지적하는바와같이, 많은마을주민들은촌락생활이도시보다는훨씬더

자연과가깝다고인식한다. 주변에서찾아볼수있는동물은이것의상징물이다. 벨의연

구에따르면, 어떤주민은‘시골’이라는어휘는‘수풀, 들판, 농지, 양, 소, 산책, 골짜기,

오소리굴, 여우굴, 토끼, 딱따구리, 사슴’을연상하게한다고말한다(p. 90). 한편존스의

연구에인용된한마을주민은“여기에서는이따금도로를가로지르는소떼로길이막히

기도해요. 양떼, 새, 트랙터의소리를듣고사는거죠.”(p. 42)라고말하면서촌락의자연

적특징을표현한다. 그러나어떤사람들에게있어서촌락생활은단순히자연을보는것

일뿐만아니라자연을이해하는것이기도했다. 계절, 식물, 사냥에대한지식과전통요

리법등을통해진정한촌락주민을구별해낸다. 칠더레이로이사온어떤주민은, 비록

그이전거주지가촌락이었음에도불구하고“제이모께서는저한테항아리에찐토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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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먹을줄모른다며저는절대시골소녀가될수없다고말하곤했죠.”라고응답하기

도했다(p. 104).

그러나벨과존스의연구에따르면, 자신이거주하는마을이이제더이상시골이아니

라고말하거나촌락의정체성을상실했다고응답하는주민들도있었다. 이는대체로농

업이쇠퇴했기때문이었다. 존스의연구에서어떤주민은“마을주민중에서농업에종사

하는사람은이제거의없어요. 20∼30년전촌락과는전혀다르죠.”라고응답하기도하

며, 벨의연구에서는칠더레이는“더이상촌락지역이아니죠. …이제는거의농촌스러

운것이없어요.”라는주민의응답을반복적으로인용한다(p. 96).

요약

‘촌락’이라는어휘는모든사람들이잘알고있다고생각하지만, 사실정의하기가매우

모호하고어렵다. 많은학자들은촌락지역과촌락사회를정의하고그경계를명확히하

려고노력해왔지만, 여러문제에봉착할수밖에없었다. 때로는이러한구분이자의적이

기도했고, 때로는도시와시골의차이를과장하기도했으며, 또때로는촌락내의다양

성을간과하기도했다. 일부지리학자들이 1980년대후반에이를때까지‘촌락’을일종

의분석범주로사용할것을포기해야한다고주장했던것은전혀놀라운일이아니다.

그러나촌락성이라는개념은사람들이자신의정체성과일상생활을사유하는데에여

전히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촌락연구에있어서가장주류적인접근은‘촌락성’

을‘사회적구성물’로파악하는관점이다. 그렇다고해서지리학자들이촌락지역에대

해일정한경계를그리거나사회학자들이촌락사회의본질적특성을파악하려는시도들

을더이상하지않는다는것은아니다. 다만촌락연구자들은특정한장소, 대상, 전통,

실천, 사람들이어떻게‘촌락적’이라고구별되는지그리고이러한방식이사람들의일상

생활에어떤차이를만들어내는지를이해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다.

이책이채택하고있는것은바로이러한관점이다. 이책은영역적으로‘촌락지역’이

라고경계설정된곳에대한지리책이아니다. 그렇다고해서뚜렷하게촌락에서발생하

는사회적과정에만초점을두는것도아니다. 오히려이책이논의하는많은사회적과

정은도시지역과도시사회에서도똑같이나타난다. 다만이책은이러한과정이현재의

촌락성에대한사람들의인식과경험을어떻게형성하는지, 그리고역으로개인이나제

도가촌락성에대한자신의관념을보호하고촉진하기위해어떤대응을하고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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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에초점을둔다. 이에기반을두고이책의본론을크게3부로구성하였다. 첫

번째는현대촌락을형성하는과정을검토하는데, 경제적·사회적·인구학적·환경적

변화과정을순차적으로다룬다. 두번째로는이러한과정에대한반응을탐색하기위해

촌락발전과보존을위한여러정치적대응과전략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세번째로는

촌락의변화가사람들의생활속에서어떻게경험되고있는지를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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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읽을거리

촌락성에대한보다다양한접근방법과촌락성이어떻게개인들에의해‘사회적으로구성되는지’

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는 독자들에게는 핼파크리의 두 논문을 추천한다. 첫째는 Halfacree, K.,

1993,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s and alternative definitions of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volume 9, pages 23－37이며, 둘째는 Halfacree, K.,

1995, ‘Talking about rurality: soci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as expressed by

residents of six English parishes’, Journal of Rural Studies, volume 11, pages 1－20이다.

추가적인 사례 연구로서는 Bell, M., 1994, Childerley: Nature and Morality in a Country

Vill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와 Jones, O., 1995, ‘Lay discourses of the rural: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rural studies’, Journal of Rural Studies, volume 11,

pages 35－49를참고하라. ‘촌락전원성’개념에대한보다상세한문헌으로서Bunce, M., 2003,

‘Reproducing rural idylls’, in P. Cloke ed., Country Visions, Pearson을참고하라.

웹사이트

미국에서 촌락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로서 미국 농촌정책연구소

(www.rupri.org)를참고하라. 영국농촌연맹에서소개하는‘촌락은무엇인가’에대한논의를좀

더알아보려면, www.countryside－alliance.org/policy/whatis/index.html을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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