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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search the locations and comprehensive functions of Chinese unique Banwoldang(half-moon 

shaped pond) appeared at the traditional Chinese villages. Based on the research, the time of Banwoldang being introduced 

into Chinese traditional culture could date back to Yuan Dynasty and villages that have Banwoldang mainly distributed in 

the south of the Yangtze River of China where wealthy and high class have lived. Bamwoldangs were mostly built at the 

front of the village clan halls for the prosperity of the whole clan, The main reason of Banwoldang construction  was to 

complete Feng Shui functions and its goal from the point of Feng Shui in Chinese ancient villages was replenishing the power 

of location, including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passing the imperial examination for villagers, multiplying riches, minimizing 

the fire accident and perfecting the geomantic pattern ‘leaning against the hill and facing the water(背山臨水)’ of villages. 

Other functions of Banwoldang were found as the place for the community meeting, fish farming and protection of village 

from enemy.

In this research, the reasons of Banwoldang location and values of its various functions were found. But Banwoldang is 

disappearing rapidly at the Chinese modern villages because there is no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Banwoldang is one of 

unique elements of Chinese culture that must be preserved, so its meaning and value should be lasted well as the Chinese 

traditional cultur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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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전통마을에만 반원형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 반월당(半月塘)의 위치와 종합적 기능에 해 연구한 것이다. 

연구에서 밝힌 결과는 반월당이 중국 전통 마을에 나타난 시기는 원(元)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 현재 반월당은 기후가 

온난하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중국 양자강(揚子江)이남 지역의 전통마을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었다. 반월당은 부분 풍수적 목적으로 가족 사당 앞에 조성되었다. 이는 사당을 보호하는 것이 전체 가족을 수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의 주요한 풍수적 기능으로는 과거급제, 재물을 모으는 것, 불길을 억누르는 것 그리고 배산임수(背山

臨水)형 풍수구조를 보완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밖의 기능은 마을 공동체적 행사와 휴식, 양어, 

방어 기능 등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전통마을에서 반월당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가치를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현 식의 마을에서는 

이를 등한시 여겨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월당은 중국의 독특한 전통문화 가운데 하나로서 보전해야 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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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인바 그 의미와 가치는 중국의 전통 문화로서 계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반월당, 중국 전통마을, 풍수, 마을 씨족 사당

Ⅰ. 서론

마을은 장기적으로 고정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농

업 인구로 구성된 공간단위이며, 전통마을은 현재까지 보전되

어 온 지역이 유지되고 있고 마을의 환경, 건축, 역사적 맥락과 

전통적 분위기가 비교적 잘 보존된 마을로 정의된다(王靈芝, 

2006). 중국 전통마을은 중국 수천 년 농경문화의 산실이다. 해

방 후 중국은 파사구(破四 )운동1), 문화 혁명 등 일련의 변

혁기를 거쳐, 외개방 후 경제 글로벌화의 향을 받아 많은 

농촌 관리자들은 서양의 문화가 현 적이고 선진적인 반면 동

양문화는 낙후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 다. 

또한 한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통마을이 빈곤과 미

개의 상징으로 여겨져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많은 곳이 훼손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전통

적 가치의 쇠퇴에 따른 역할 상실로 인해 점차 도시로 이주하

게 되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의 개발의 광풍 속에 중국의 전

통마을은 현재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중국 민간 문예가협

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 230만개 마을 중 자연환경이 양

호하게 보존되어 있고, 마을 단위의 연례행사, 고건축물 및 무

형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마을은 2005년 5,000개에서 

현재 3,000개로 급감하 다고 보고된바2)
, 중국 전통마을의 보

호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2012년 4월, 중국 강서성(江西省)에서 제1

회 전국 전통마을 보호회를 개최하 는데, 중국 각 지역에서 

모인 200여명의 전문가들은 전통마을의 보호와 개발 그리고 문

화 전승문제에 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

시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전통마을의 원경은 군집적인 고전미

에 의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근거리에서 보면 세부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없으며, 둘째,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재해와 전쟁으

로 많은 중국 전통마을 경관문화들이 제 로 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羅翠蘭, 2012). 그동안 중국에

서는 농촌의 공간적 범위가 꾸준히 감소하 고 농촌인구의 도

시 유입현상도 심화되어 왔다. 이에 상응하여 농경활동과 전통

적 가치를 토 로 유지되어 온 전통마을의 경관도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일단 소멸되어 버린 전통마을의 역사적 경관은 복원하

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호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라져가고 있는 중국의 독특한 전통문화 중의 하나인 

반원형의 지당(池塘)인 반월당(半月塘)은 중국 전통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경관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에 들어서면서 전근 적 유산에 해 ‘중국 인민들의 

삶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 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정부와 뒤

따랐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중국 전통마을에 독특하게 존재하

던 반월당의 상당수가 사라지게 되었다3). 

반월당에 관한 기존 연구는 중국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

으며, 다만 공묘와 관학 앞 ‘반지(泮池)'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

어 진행되어 왔다. 중국 반월당의 시원인 반지는 황궁과 지방

관학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후 에는 사찰, 마을, 그리고 

주택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 전통마을의 반월

당의 속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중

국에서 반지에 관한 연구는 张亚祥(1998), 张亚祥과 劉磊

(2001)의 연구가 있는데, 전자의 연구는 반지의 유형에 한 

계통을 추적하 고, 후자는 반지의 유래와 변천과정을 짚어본 

것이다. 국내의 연구로는 Jung et al.(2011)이 유일하며, 아직까

지 중국 전통마을의 반월당에 한 종합적 연구는 미미한 상황

이다(Wang, 2013).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전통마을에 독특하게 나

타나는 반월당에 관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입지와 풍수

적 기능 및 반월당이 나타나게 된 경위를 구명하고 아울러 그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 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중국 각 지역에 반월당이 입지하고 있는 전통마을의 분포는 

불균일하게 나타나지만 체로 중국 양자강 이남에 집중 되어 

있으며, 반월당이 존재하는 전통마을은 호남성(湖南省), 강서

성(江西省), 절강성(浙江省), 안휘성(安徽省), 광동성(廣東省)

과 복건성(福建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구릉지 에 입지하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들이며, 역사적으로 이상적인 거주지로 회

자되며 상류층과 부유층들이 주로 살던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북방지역에 비해 전란의 경험이 드물

고, 현재 까지도 전통적 요소가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

는 양자강 이남의 6개 전통마을을 선정하 다(Table 1 참조).

본 연구는 중국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반월당의 복합적 기능

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반월당을 조성한 경위를 고찰할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랐다.

첫째, 현장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문헌조사가 선행되었다. 이

의 방법으로는 중국에서 출간된 전통마을에 관한 개설서와 인

터넷 검색을 통하여 반월당이 있는 중국의 전통마을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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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행정구역 마을명 비고

강서성(江西省)
상요시 무원현 치봉촌(豸峰村)

경덕진시 부량현 창계촌(滄溪村)

안휘성(安徽省) 황산시 이현 굉촌(宏村)

광동성(廣東省) 매주시 매현
교향촌
(僑鄉村)

사전배촌(寺前排村) 객가마을

고전촌(高田村) 객가마을

당두촌(塘肚村) 객가마을

Table 1. Studied Chinese Traditional Villages where Banwoldang 

Locate

고, 여기서 연구 상이 되는 전통마을에 한 자연환경, 마

을의 배치, 건조물 등에 한 정보를 구득하 다. 특히 지방지

와 다수의 족보(族譜) 등 문헌은 본 연구에 기초적인 정보와 

방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현장조사는 2012년 7월 12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장조사 시에는 주로 문헌자료와의 비교, 사진 

촬 , 간이 측량 등의 방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각 마을의 촌민

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방에서 출간된 문헌자료를 수집하 고, 

창계촌(沧溪村)과 신엽촌(新葉村)에서는 위원회 관계자 및 마

을 주민의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셋째, 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종합하여 반월당의 입

지, 용도 및 주변 경관요소 등을 도출하는데 주력하 다. 

Ⅲ. 결과 및 고찰

1. 중국 반월당 개황

중국 반월당의 시원은 지방관학인 공묘의 반지(泮池)이다. 

일반적으로 반지는 공묘의 첫 번째 문인 ‘ 성문(棂星门)’의 내

외에 위치하며 지방관학의 상징으로 기능을 하 다. 관학과 공

묘 반지의 형상 및 구조가 어느 시기에 민간에 전해 졌는지에 

해서는 사료에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국내에서 수행된 Jung 

et al.(2011)에서 도출된 개연적인 결과 외에 관련 연구가 미미

하기 때문에 고증에 한계가 있다. 

반월당이 중국 전통마을에 나타난 시기는 략 원(元)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는 관학·공묘의 반지가 조성된 시

점과 일치한다. 중국 절강성 건덕시(建德 ) 신엽촌(新葉村) 

엽(葉)씨 3세조는 원(元) 경인년(庚寅年)인 1290년에 마을 중

심에 엽(葉)씨 사당인 유서당(有序 )을 지었으며 유서당 남

쪽의 남당(南塘)을 반달형으로 축조하 다. 그 이유는 반궁(泮

宮) 문 앞의 반원형 지당을 모방하기 위함이었고, 후  자손들

이 모두 반궁(泮宮)에 들어와 벼슬길에 오르기를 희망하는 것

이었다(李友彬，2010).

일반적으로 반지가 존재하는 지방관학이나 공묘는 전국 각

지에 분포되어 있으나, 현재 반월당이 남아 있는 전통마을은 

중국 양자강이남 지역에 집중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양자강 이남에 위치한 강소성과 절강성은 예로부터 관

료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명․청 시 에는 이 지역들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관료의 특성상 관학에서 

수학했던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은퇴한 뒤 가족 공동

체 거주지로서의 마을을 형성시키면서 관학 고유의 요소인 반

지를 마을 조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가문의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마을에(Jiang, 2011) 반월당의 양식이 착근되

는 계기가 되었다. 즉, 원 부터 마을에 가문의 사당이 건립 되

면서, 공자 사당이 있는 관학의 반지를 모방한 반월당이 조성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월당은 가문의 학풍과 세

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마을의 정신적·공간적 중심지의 위계로

서 오랫동안 역할을 하 다고 본다. 

둘째, 양자강 이남의 휘주(徽州) 지역4)으로 명․청 시 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업 활동을 하 다. 부를 축적한 휘

주 상인들은 고향에 사당과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기여를 

하 다. 중국의 전통마을인 굉촌(宏村)의 반월당인 월소(月沼)

는 그러한 배경에서 축조되었다(Figure 1 참조).  월소는 마을

의 풍수적 구성요소로 해석되고 있으나 사당 앞에 위치한 반월

당의 유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왕씨 사당주변으로 

집된 군소주택의 구획에 맞추어 지당을 축조하 기 때문에 

월소의 형태는 정확한 반원형이 아니며, 반월당이 있는 사당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정형적인 축선배치도 발견되지는 않는다

(Jung et al., 2011). 사실 월소는 공간적 활용 측면보다는 내재

된 상징성에 더욱 주목된다. 월소 축조에 관한 다음의 일화는 

반월당이 중국 전통조경에서 어떠한 위상과 함의로써 조성되

었는지는 잘 시사해 준다.

명  초기에 이르러서 굉촌의 족장은 월소 앞에 있는 사당인 

‘악서당( 敘 )’을 건립하기 위해 당시 국사(國師)로 이름나 

있던 풍수가인 하가달(何可達)을 초청하 다고 한다. 이때 하

가달은 전체 마을의 지형을 조사 및 측량하여 결국 마을 중심

에 있는 샘구멍을 확 하기로 결정하 고, 이 계획이 실현된다

면 지당 좌우의 산봉우리가 지당에 비쳐 반드시 마을에 과거 

급제하는 인재가 끊임없을 것이라 하 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은 결핍과 미완성을 뜻하는 반월보다는 왕씨 가문이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만월형을 고수하고자 하 다. 이러한 결

정을 들은 족장의 부인은 그런 주장에 반 하 다. 그 이유는 

꽃은 피면 시들고 만월은 기울게 되는데 피지 않은 꽃이나 차

지 않은 달이 되어야 원히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 이

었다5). 그녀의 제의는 결국 인정을 받아 지당은 반월형으로 확

장되었고, 이것을 표상하여 ‘월소’라는 명칭으로 불러졌다고 전

한다(余治淮 and 余濟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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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anwoldang at  Wolso(月沼) at Goengchon(宏村)
(Photo : Jung Woo-jin)

비슷한 예로, 양자강 이남 주강(珠江) 유역의 광동성과 복건

성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혈연관계에 기초한 집성촌의 성

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객가인(客家人)6)들은 혈

연적 관념이 강하여 보통 위룡옥(圍龍屋)
7)
 혹은 위촌(圍村)

8)

에서 생활하 으며 반월당은 이들 주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경관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광동성 심천시(深圳 )의 

만세거(大萬世居)의 반월당도 같은 예로 파악된다(Figure 2 

참조).

Figure 2. Banwoldang in front of Daemansegeo (大萬世居) at 

Wichon (圍村)
(Photo: http://tupian.baike.com/a0_84_41_0130000056040 4128083417823 

240_jpg.html)

셋째, 중국 남방의 기후환경은 습하고 강우량이 많다. 마을

의 형성 초기에 늘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거나 홍수를 막는 경

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것 또한 마을의 반월당의 발전에 큰 

향을 미친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북방은 전쟁이 비교적 많

기에 반월당을 조성했어도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남방은 북방보다 반월당

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을마다 반월당의 규모, 형태, 위치, 기능과 의미하는 

바는 거의 유사하지만 입지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Figure 2 참조). 우선 치봉촌에는 서원 내에 반월당이 위치하

고 굉촌의 경우 규모에 있어서 비교적 크며 사당 앞에 조성

되었다. 창계촌에는 마을 입구에 그리고 교향촌에서는 위룡 앞

에 조성되었는데, 모든 마을에서 반월당의 기능은 (1)마을의 

경관요소, (2)생활 용수, (3)비보를 위한 장치 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특히 위치에 관계없이 네 마을 모두 풍수적 용도로 

반월당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후 에 가미된 설일 수도 있으나 

체로 반월형 형태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비보 풍수적 요소

가 결합된 형식을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 지당에 

보통 연을 심어 군자에 비유하지만, 조사된 사례 부분이 연

을 심지 않고 수면을 개방하고 있었다. 이는 반원형이 갖는 강

한 형태와 그의 상징성이 감소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사료된다.

반월당의 크기는 직경이 4.5m에서 43m까지 공간에 따라 다

르게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이용 방식은 

마을 공동체의 회의장소나 휴식장소, 양어장, 방화수, 논밭의 

관개용 등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마을 용도 위치 직경

치봉촌
(豸峰村)

풍수적
달을 상징함

서원 내 4.5m
반지를 상징함

경관적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굉촌
(宏村)

풍수적
달을 상징함

사당 앞 43m
불길을 진압함

생활상
마을 방화수

휴식과 행사 장소
경관적 月沼風荷

창계촌
(滄溪村)

풍수적
달을 상징함

마을 입구 16~17m
불길을 진압함

경관적
单桂雙柳半月池, 
三步金階五鳳樓

교향촌
(僑鄕村)

풍수적

배산임수 구조를 
완성함

위룡옥 앞 28~29m

화태와 같이 조화와 
원만함을 상징하는 
완전한 원이 됨

생활상

양어

논밭을 관개함

방어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ied Banwoldangs

2. 반월당의 풍수적 기능

1) 요 수(腰帶水)

중국의 일반적인 풍수이론에는 집을 지을 때 문 앞에 새로

운 지당을 축조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 그러나 집 문 앞과 조

금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 반월당 만큼은 허용된다9)
. 집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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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반월당이 있으면 재물과 양식이 수 천 개의 창고를 가득 

쌓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10). 반월당이 풍수에서 길상을 상

징하는 것은 반월당의 이미지가 부귀를 상징하는 요 수에서 

변천한 것을 방증한다. 요 수는 물 또는 수로가 허리띠 모양

으로 거주지를 둘러싸는 형태를 말한다. 허리띠 모양의 물길이 

길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전통마을에서 주택 전면에 있는 요 형의 수 요소는 

자연스럽게 맞은 편 장애물과의 거리를 이격시키는 동시에 전

면의 시야를 트이게 만들어 마을의 폐쇄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전근  시 의 주거환경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했으

며 생활에 유리한 환경을 찾는 행위를 통해 최 한 재해에 

비해야만 했다. 특히 홍수가 일어나면, 흐르는 급류의 원심력은 

요 수 호형의 외안을 침식시킨다. 이때 요 수의 내안은 안전

한 위치가 될 수 있으므로 피난처로 인식되었다.

셋째, 사당 앞에 반월당을 조성하는 것은 사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계요소가 되겠지만 주택의 경우, 반월당의 구조로 

인해 행인들이 지당의 외측으로 보행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

한 기능으로 변별된다. 이 경우 지당 안쪽에 있는 주택의 사생

활이 보호되는데, 이러한 목적이 강조되면 반월당 앞에 벽이  

세워지기도 한다. 

넷째, 요 는 보통 관리를 상징한다(Figure 3 참조). 풍수학

에서 말하는 요 수는 줄곧 공명과 부귀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자손들이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내재된 독특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통마을 입구 혹은 

사당 앞에 반월당을 조성하는 관습은 마을 구성원들 가운데 요

수의 향을 받아 과거급제자가 많이 배출되고 큰 재물을 모

으게 하려는 열망이 가시화된 결과 다고 본다. 따라서 요 수

의 형상을 모방한 반월당은 중국인들의 전래되었던 문화관습 

즉, 요 수가 주는 초월적 힘이 마을 주민들에게 미친다는 믿

음에 의해 마을의 사당이나 입구 같은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a. 요 수

 

b: 중국 관복에서 나타난 요

Figure 3. Example of Yodaesu(腰帶水)
(Photo: google map, b: The Elegant Gathering in the Apricot Garden, 

the collection fr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2) 연지(硯池)

중국 풍수이론에 의하면 어떤 기지(基址)에 ‘귀기(貴器: 풍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물상)’가 있으면 그곳에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 길상을 가져다준다고 전한다. 여기서 귀기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문무귀기(文武

貴器)라고 하며 이것은 문재(文才)와 무재(武才)로 나뉜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마을에 귀기가 있으면 반드시 문재와 무재가 

두루 배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은 다시 문귀기(文

贵器)와 무귀기(武贵器)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중국의 

문방사우인 붓, 먹, 종이, 벼루가 바로 문귀기에서 가장 흔하고 

풍수에서 많이 활용하는 종류이다.

중국 전통마을에서는 마을 주위에서 고 의 붓걸이 모양을 

한 산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붓걸이 모양의 산이 있으

면 무형의 붓이 얹혀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을 터를 

선택할 때 택지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

면, 붓걸이 모양의 산만으로는 문귀기를 구현하는 풍수적 효과

가 부족하기 때문에 벼루모양의 지당을 조성하여 마을의 문귀

기를 보완하 다. 이러한 것들이 풍수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비

보의 구성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마을에

서 문인이 나오는 상징경관을 두루 구비하고자 하 던 믿음이 

풍수적 사고와 복합되는 양상을 시사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 붓걸이 산 b: 붓  c: 먹

d: 종이 e: 연지

Figure 4. Feng Shui Scenery Composed with Brush, Ink Stick, 

Paper and Inkstone Shapes at Hwangchon(篁村)

한편 전통마을에서 벼루를 모방하여 조성한 지당도 위와 같

은 독특한 사고가 적용되어 조성된다. 보통 이를 ‘연지(硯池)’

라 불 으며 그중 반원형의 연지가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일

례로, 중국 강서성 무원현(婺源縣) 황촌(篁村)의 반월당은 현

지답사 결과, 줄곧 마을주민들에게 연지라 불려왔고 연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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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는 전형적인 모양의 붓걸이 산이 나타난다. 또한 황촌 사

당 앞의 산비탈에는 수고가 제법 되는 주목이 있는데, 마을 주

민의 말에 의하면, 마을의 사당 2층에서 붓걸이 산 방향으로 바

라보면 이 주목이 마치 붓처럼 붓걸이 산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한다. 그런가 하면, 연지와 붓걸이 산 사이에는 또 

넓은 논밭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논밭이 종이를 상징한다 

믿고 있다. 그리고 논밭사이에 곧게 뻗은 논두 이 있어 먹을 

갈 때 사용하는 벼루를 형상하고, 연지 안의 물은 먹물을 상징

한다는 해석도 믿어지고 있는바 마을은 문방사우의 풍수적 요

소를 모두 구비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Figure 4 참조). 

사실 이러한 자연적 지형지세와 소수의 인위적 경물을 문방

구류의 종류로 비유하여 배치한 결과로 나타나는 풍수적 효과

는 미지수로 남는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붓, 먹, 종이, 벼루인 

문방사우를 모두 갖춘 독특한 풍수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러한 조합이 길상함을 상징하는 구성으로 이어져 온 것만은 분

명하다. 

3) 금형지(金形池)

동양의 음양오행은 자연계의 각종 사물과 현상의 발전·변화

를 모두 다섯 가지 기운의 작용으로 해석한다.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다섯 가지 속성을 말하고 형

파(形派) 풍수학에서는 오행을 원(圆), 직(直), 곡(曲), 예(锐), 

방(方)의 다섯 가지 형태에 응하여 ‘오성형체(五星形体)’라

고 부른다(Figure 5 참조). 여기서 금성(金星; 金性)은 반원형

의 둥근 형상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반원형의 물

은 ‘금성수’라 불리기도 하며 요 수와 같이 길상한 풍수구조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중국 자금성 앞의 ‘금수하(金水河)’가 

바로 ‘금’의 속성을 상징하는 물로 축조되었다(Figure 6 참조). 

또한 ‘금’은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을에 반월당을 조성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부에 한 열망이 반 되어 있다고 본다.

Figure 5. Osungheongchedo
(Photo : 一丁 et al, 1996)

 Figure 6. Geumsuha at Forbidden City 
(Photo : http://baike.cnbridge.cn/index.php? 

doc-view-647.html)

4）주작지(朱雀池)

중국 고  풍수의 핵심은 바로 장풍취기(藏风聚氣)할 수 있

는 곳, 배산임수(背山臨水)가 구비된 지역 그리고 하늘의 별자

리 모양과 상응하는 사상(四象)의 장소를 찾는 것이다. 주지하

듯, 사상의 신물은 청룡(青龍), 백호(白虎), 주작(朱雀)과 현무

(玄武)를 가리키며 각각은 다시 동서남북 네 방향을 표한다. 

주목할 점은 중국 전통마을의 반월당의 위치는 부분 건물의 

전면 혹은 마을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배현무, 동청룡, 서백호

가 둘러싸인 곳 남쪽에 위치하는 지당은 마을에 장풍취기하는  

장치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당은 특히 반원형의 형

태로 설계되었는데, 건물의 전면, 즉 주작의 방향[南方]에 위치

하 기에 주작지(朱雀池)라는 별호가 붙는다. 주작지는 풍수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유도된다(Jung et al., 2011).

첫째, 주작지는 주택의 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다. 

풍수에서 물은 기의 확산을 막아 기운이 주택 내에 머물게 한

다. 그러므로 주택 앞에 지당을 설치하는 것은 ‘장풍취기’를 유

도하는 풍수구조이며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택환

경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 주작지는 재산이 축적되는 물상을 상징한다. 주택 앞

의 물은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지기가 모이게 하

는 효과를 유도하는데, 특히 주택 앞의 반월당은 배후의 산을 

등지고 좌우에 청룡과 백호의 지세를 구비한 주택에서 열려 있

는 전면부의 취약한 부분을 비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런데 

주택 앞에 장풍취기의 장치가 되는 물을 반월형의 형태로 가두

어 놓는 것은 관학공묘의 반지를 모방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된 요 수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반 된 결과로 판단된다.

더불어 중국인들은 축기(蓄氣)를 축재(蓄財)와 연관하여 인

식하는 경향이 강한바, 이 때문에 집 앞에 반월당이 있으면 돈

이 모인다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Jung et al., 2011). 이를 방증하듯, 신엽촌(新葉村)의 사당 

앞쪽 반월당 곁에는 엽전모양으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다. 이것

은 반월당에 투 된 재물에 한 염원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목으로 사료된다(Figure 7 참조).

Figure 7. Coin shaped Paving Near Banwoldang at Sinyeopchon

(新葉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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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월당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화재를 방지하는 관념적 

장치가 된다. 목재가 사용된 건물 부재의 특성과 소방도구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하 고, 이러한 점은 전통

마을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화재

의 발생이 화기가 왕성한 곳에 들어선 마을의 풍수적 입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 다. 즉, 주작 방향은 불의 속성에 해당

되므로 건물의 주작 방향에 반월당을 설치함으로써 불을 진압

하여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중국 절강성의 전통마을인 신엽촌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신엽촌의 마을 사당인 유서당(有序 ) 전면에 있

는 반월당은 잠재되어 있는 화재의 위험을 제어할 목적으로 축

조되었다. 이 지당은 신엽촌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고 한다. 그런데 신엽촌의 조산인 도봉산(道峰山)이 삼각형 모

양이기 때문에 ‘화형(火形)’에 속하고 화기가 왕성했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화재위험에 비할 목적으로 원래의 지당을 확장

하고 모양을 반월형으로 개축하기에 이른다. 물론 반월형 지당

의 고인 물은 마을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방화수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 지당이 도봉산을 반월당에 거꾸로 비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수극화(水克

火)하는 원리로써 화기를 지당의 힘에 의해 제어하는 상을 물

상적으로 표현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Figure 8 참조). 더

군다나 매년 음력 3월 3일, 마을 주민들은 반월당의 주위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것은 여분의 화(火)를 놓아 백성들을 해

하지 않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전한다(李友彬，2010). 

사실 반월당에서 풍수적인 제화(制火)작용을 유도한 사례는 

사료 및 마을의 기록 자료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각

에서는 지당을 파서 화를 진압하는 방법으로 달[陰]을 표하

는 반월형이 선택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揭鸣浩, 

2006), 이러한 추측은 여전히 증명할 수 없는 한계점으로 남는다.

Figure 8. Reflected Dobongsan in Banwoldang at Sanyeopchon 

3. 반월당의 기타 기능

1) 마을 공동의 행사 및 휴식의 장소

중국 전통마을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 한다. 마을의 반월당

이 위치하는 공간은 마을에서 회의나 의식을 행하는 장소 다. 

예를 들어 신엽촌(新葉村)의 사당 주변, 이를테면 사당의 정문 

앞에는 현관, 섬돌, 공터, 반월당 등이 일종의 공공장소를 형성

하 다(Figure 9 참조). 

이러한 장소에서는 마을 소사를 논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

이면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반 되어 가장 높은 어른이 섬돌위

에 서있고, 주민들은 섬돌 아래의 반월당 주변에 가득 들어차

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 다고 한다. 그밖에 장례를 치르는 

집이 있으면 반드시 관을 들고 지당을 한 바퀴 돌아야 하며 상

주는 수면을 향해 절을 해야 하는 등 지당은 마을 사람들의 일

상생활에 있어 정신적 토 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李友

彬, 2010).

Figure 9. Banwoldang in front of Shrine at Sinyeopchon(新葉村)

또한 마을 입구에 설치된 반월당 주변은 마을 행사를 치루는 

중요한 공공장소로 기능을 한다. 월지촌(月池村)을 예로 들면 

진사(進士)에 급제한 남성이 마을에 돌아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혼례 치를 때 모두 마을 입구의 상징적인 문인 오

사문(烏紗門)을 통과하고 다시 반월당을 따라 각자의 목적지

에 가게 된다(Figure 10 참조). 이러한 의식행태는 관학 공묘에

서 과거 급제자가 반원형의 반지를 도는 의식과 상통하다. 비

록 의미는 다르지만 반월당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성스러운 물

과 관련된 중국인의 의식구조를 엿볼 수 있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 밖에 일부 반월당의 옆에는 하마석(下馬石)이 설치된다. 

즉, 마을을 내방하는 문무관원은 모두 지당 변에 이르러 말 또

는 가마에서 내려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반월당은 마을 족장

이 방문 한 관원을 접 하거나 성지를 받는 곳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에 조성된 반월당 주변의 공간은 마을을 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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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또는 마을 의식행위의 중심지 기능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Figure 10. Osamun at Wolgichon(月池村)

2) 양어의 장소

마을의 반월당에서는 여타의 지당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길 다. 하지만 반월당이 갖는 신성성 때문에 이 물고기를 내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반월당에서 물고기를 기

르는 목적은 략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특히나 붉은 색을 좋아하는 중국에서 붉은 색의 잉어

는 행운과 부귀를 뜻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붉은 잉어를 기

르고 감상하기를 즐겼는데, 일부 마을의 반월당에는 붉은 색의 

잉어를 길러 볼거리를 제공하 다. 사실상 이러한 물고기는  

먹지 못하고 마을의 행운과 부귀를 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물고기는 지당의 물에 활기를 주는 동적 요소가 된

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못에 살아 있는 생물이 없다면 그 물은 

생기를 잃은 것이 되고 이것은 곧 길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

다. 마찬가지로 마을의 반월당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에 물고기를 길 다. 이로서 물이 순환하게 됨으로써 ‘사수(死

水)’가 ‘활수(活水)’로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마을에 생

기를 주는 요소로 여겨졌다. 

셋째, 모든 마을에서 반월당에 기르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 

다만 안휘성 이현(黟縣)의 전통 마을인 관록촌(關麓村)에서는 

제사지낼 때에만 족장의 허가를 받아 사당 앞 반월당의 물고기

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사를 지낸 후의 물고기는 다시 주

민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데 반월당 내의 물고기가 중요한 의례

에 쓰이는 음식으로 활용된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방어기능

반월당의 방어기능은 주로 객가인의 위룡옥(圍龍屋)에서 구

현된다. 부분의 위룡옥은 모두 폐쇄적인 타원형 구조이고 주

위에는 높은 벽이 에워싸고 있다. 외부 사람들이 위룡옥 내부

에 진입하려면 반월당 한쪽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외부

의 적이 침입하면 옥내의 마을 주민들은 화통, 총포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적을 건물에 인접한 동선으로만 접근하게끔 제한하

는 배치가 반월당에서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은 지

당의 크기만큼 이격되어 위룡옥의 중심 건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므로 반월당에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공간 배치

를 구현하 다고 볼 수 있었다(Figure 11 참조).

Figure 11. Banwoldang for Protection of Yiryongok(圍龍屋)
(Photo: http://mzqxc.meizhou.gov.cn/tsjm/wlw/2012-02-22/1329876810d9019.html)

Ⅳ. 결론

반월당은 중국 전통마을에만 조성된 독특한 문화로 그 의미

와 가치가 중요한 유산이다. 본 연구는 중국 전통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반월당의 입지 및 조성배경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중국의 전통마을에 조성된 반월당은 공묘와 관학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점차 마을 조성 계획에 적용되었다. 비

록 많은 전쟁과 근 화로 인해 다수의 전통 마을이 사라졌지

만 중국 특유의 경관요소로 여겨지는 반월당은 많은 마을에서 

남아있다. 중국 전통마을에 반월당을 조성한 가장 주요한 이유

는 반월당에 내재된 길상한 속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전통마을의 반월당은 주로 부유층이 많이 살았던 

양자강이남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부분 공묘 반지를 모

방한 지당이 과거급제를 상징한다는 믿음에 의해 축조된 것이

었다. 위치는 씨족 단위로 형성된 마을 중심부의 사당 앞이나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었다.   

셋째, 마을 단위의 규모로 설치된 또는 주택 앞에 마련된 반

월당은 장풍취기의 풍수적 기능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고 있었

다. 이것은 부족한 지세를 보충한다는 비보 의미뿐만 아니라 

좋은 지기를 갈무리하는 축기의 형세가 곧 재물을 축적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선별된 반월당의 풍수

적 기능은 요 수(腰帶水), 연지(硯池), 금형지(金形池), 주작

지(朱雀池)로 구분되었으며, 공묘에서 시원된 공명의 의미와 

복합되어 재물과 관련한 길한 상징물로 반월당이 축조되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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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반월당은 학식과 부의 의미가 구현된 상징체이기도 했

지만 마을의 공간적,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지당에서 의도되는 것보다 다양한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로 활

용되었는데, 1)반월당 근처에 마련된 공터는 마을 공동체의 집

합공간이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공공의 휴식

의 장소로 활용되었고, 2)반월당에서 양어의 행위가 종종 이루

어졌는데 주로 붉은 잉어를 기르는 부귀의 추구, 연못 수질의 

정화와 역동성을 주는 동적요소나 마을의식에 사용되는 제수

용을 얻기 위해 길러졌고, 3)마을 씨족사회를 외부침입으로부

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 외에 방화, 관개용의 기능도 부여되었다.

끝으로 중국의 국토가  넓어 전국을 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으로 앞으로 중국전통문화를 계승 발

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반월당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국가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주 1) 파사구(破四 )운동은 오래된 사상, 풍속, 습관을 파괴 및 제거하

는 것을 가리키며 1966년 6월 1일 중국 인민일보사에서 "천년간 
착취계급이 조성한 일체의 인민의 서구사상, 문화, 풍속, 습관을 
타파하자" 라는 구호가 제출되었다.

 주 2) http://news.cntv.cn/2013/06/30/ ARTI1372586594619789.shtml

 주 3) 반월당이라는 명칭은 명  저술된『양택십서(陽 十書)』의 “片钱

半月塘, 财谷百千 仓. 凡宅 ,门前不许 新塘,主绝无子,谓之血盆照

镜。门稍远可 半月塘.”에 기술된 용어를 따랐다.

 주 4) 휘주(徽州)는 중국의 과거 행정구역 중 하나이다. 1987년 휘주 지
역은 황산시(黃山 )로 개명되어 관할 현들은 과거 휘주의 구역
과는 차이가 있다.

 주 5) 花開則謝, 月圓則虧

 주 6) 객가인(客家人), 객가민계(客家民系)라고도 불리는데 한족에 속한다.

 주 7) 위룡옥(圍龍屋)은 객가인들이 외적과 짐승을 방어하기 위해 같은 
종족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위해 형성된 독특한 형 민
가 건축물이다.

 주 8) 위촌(圍村)은 방어의 목적으로 벽돌로 돌러쌓은 건축물로서 한 종
족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전통 중국 마을이다. 광동성(广东省) 남
부에 많이 나타난다.

 주 9) 陽宅十書: 凡宅,门前不许 新塘,主绝无子,谓之血盆照镜。门稍远

可 半月塘.

 주 10) 陽宅十書: 片钱半月塘, 财谷百千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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