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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최원회**

The Study on Regional Identity of Cheongyang-gun

Wonhoe Choi*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지역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영역적 형상, 상징적 형상 및 제도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자 했는데, 이는 지역은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 즉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의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신지역지리학적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청양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 연구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청양군 지역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최근의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소외되고 충청남도

중앙적 위치 및 고산지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전통적 촌락지역의 원형적 속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와 과제에 관해서도 고찰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양군의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영역적 형상은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과 관련된 지역적 속성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징적 형상은

청양군의 역사, 청양 지명유래, 청양군의 지역이미지, 청양군의 군정구호 및 읍·면정구호, 청양군의 상징류 등과 관련된 지역적

속성에서 나타나고, 이들 중 일부는 영역적 형상과 연계되어 있다. 제도화 양상은 기념물, 박물관, 경관, 제례, 공연, 구호, 상징조형

물, 노래, 헌장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제도화 양상의 주체적 역할은 군청, 읍면사무소, 박물관, 상업적 기능체, 농업생산자, 

사회단체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둘째,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 및 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변화는 오지성과 낙후지성의

극복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제는 산서지역과 산동지역 간의 역사적 분리의식의 극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청양군, 지역정체성, 지역적 속성, 영역적 형상, 상징적 형상, 제도화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identity of Cheongyang-gun in terms of components like as territorial
shape, symbolic shape and institutionalization using various regional attribute.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identity of Cheongyang-gun on the basis of viewpoints of new regional geography that the region is constructed
socially by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identity like as territorial shape, symbolic shape and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selected Cheongyang-gun as the case region on the basis of judgement that the study on regional
identity of traditional rural region is urgent. Cheongyang-gun has the original prototype of traditional rural region
because of lagge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central location in Chungcheongnam-do and high mountain
landform. Besides, this study analyzed recent changes and tasks of regional identity of Cheongyang-gu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oncerning the regional identity of Cheongyang-gun the territorial shape appears
in regional attributes like as the location and the territory of Cheongyang-gun. The symbolic shape appears in
regional attributes like as history, place name origin, various regional image, county office administration slogan
and symbol, and the regional attributes like as regional image, county office administration slogan and symbol
are connected with the territorial shape partially and overall. The institutionalization aspect appears in the form
of monument, museum, landscape, cult, performance, slogan, symbolic sculpture, song, charter and so on. The 
subjective role of institutionalization aspect is performed by county office, museum, commercial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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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agricultural producer, social organization, and so on. Secondly, concerning the recent change
and the task of Cheongyang-gun, the recent change appears in the form of subjugation of wildness and 
backwardness, and the task appears in the form of subjugation of the historical separation sense between the
west of mountain region and the east of mountain region. 
Key Words : Cheongyang-gun, Regional identity, Regional attribute, Territorial shape, Symbolic shape, 

Institutionaliz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

최근 신지역지리학적 지역(地域)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은 본래적

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즉, 지역은 사회적 구

성체(社會的 構成體)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사회

적 구성은 영역적 형상(領域的 形象)과 상징적 형상(象

徵的 形象)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정체성(地域正體性)의 

형성(形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역정체성의 형성은 

다시 제도화 과정(制度化 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

이 곧 지역의 구성과정(構成過程)이다. 부연하면, 지역

은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쳐 성립되는데, 지역정

체성은 인지공간(認知空間)으로서 영역적 형상이 발달

하고, 주민의 의식공간(意識空間)으로서 상징적 형상이 

성립되며,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는 사회공간

(社會空間)으로서 제도가 출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

히, 지역정체성 연구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장소(場所)

의 개념을 중요시하는데,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환경, 인공환경 및 사회적 관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

를 복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지역지리학적 지역연구가 활

발해지면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모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 연구가 그 중의 

하나이다. 촌락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지역정체성이 상대

적으로 더 잘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화와 공업

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역정체성이 훼손되거나 변

화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이 시

급하며, 촌락지역 중에서도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촌락지역의 원형적 속성을 더 많이 유

지하고 있는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을 연구하

는 것이 더 시급하다. 또한, 전통적 촌락지역 중에서도 

최소 지역단위인 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우선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보면, 최근에 전통

적 촌락지역 중 최소 지역단위인 면 지역에 해당하는 충

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적 촌락지

역의 지역정체성’을 연구하여 면 단위의 전통적 촌락지

역에서도 고유한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한 최원회(2016)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필자는 전통적 촌락지역 중 면 단위 지역보다 상위

의 군 단위지역의 지역정체성을 연구할 필요를 절감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고유

성이나 독특성의 측면에서 지역정체성의 형성 및 유지

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군 단위 전통적 촌락지역의 사례

로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을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領域), 역사, 지명유래(地名由

來), 이미지, 군정구호(郡政口號)·읍면정구호(邑面政

口號), 상징류(象徵類) 등의 지역적 속성들을 영역적 형

상, 상징적 형상 및 제도화와 같은 지역정체성 구성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의 내역과 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분석하기

에 앞서 지역정체성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

였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청양군의 지리적 특성을 

개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관

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군 단위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을 연구하는 데

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외에 2000년대에 들어서 정체상

태에 있는 태안반도의 촌락지리 연구에 일조하는 데에

도 의의가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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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의 고찰

지역정체성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지역정체성 

연구의 출현 배경, 지역정체성의 기본적 의미, 지역정체

성 형성의 제도화 과정과 주체, 지역정체성의 사회적 공

간성, 지역정체성의 상징적 형상 중 역사성, 지역정체성

의 일반적 구성요소 등의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1) 지역정체성 연구의 출현 배경과 기본적 의미

1970년대 이후 인본주의, 현상학, 구조화이론 등의 영

향을 받은 신지역지리학의 한 흐름으로 지역정체성 연

구가 출현했다(Knight, 1982; Passi, 1986; 1991; 2003; Sayer, 

1989; Scott, 2001; Forsberg, 2002; Raagmaa, 2002). 신지

역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자본주의적 과정의 국지적 반응

체, 사회적 동질감이 확인되는 정체성의 장,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매개체 등으로 간주하는데, 지역정체성 연구는 

지역을 사회적 동질감이 확인되는 정체성의 장으로 보

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정 장소에서 

문화가 생산 및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며, 또한 

장소의 개발이나 상징화 작업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적 

실천에 주목한다(이영민, 1999:4-5). 지역정체성은 개인

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집단개념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

며, 동질성과 차별성에 바탕을 둔다(최재헌, 2005:12).

(2) 지역정체성 형성의 제도화 과정과 주체

지역정체성은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와 

같은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이 곧 지역의 구성과정이

다. 여기에서 제도화란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

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임병조, 2009:89). 지역정체

성은 인지공간으로서 영역적 형상이 발달하고, 주민의 

의식공간으로서 상징적 형상이 성립되며, 이들의 역할

과 중요성을 강화하는 사회공간으로서 제도가 출현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지역정체성의 형성에서 영역적 형상

의 발달과정은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고 공간구조에서 

독특한 단위로 규정되는 과정이다. 영역은 지역을 구성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정

은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사회적 현상이 지방화되는 것

과 관련이 깊으며, 권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

징적 형상의 성립과정에는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한 구

조가 만들어진다. 상징적 형상은 지역의 역사나 전통과 

관련이 깊으며, 사회적 인식의 재생산을 촉진한다. 상징

적 형상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가치나 역할, 특권, 또는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기능을 한다. 영

역 이데올로기, 국가주의나 지역주의, 공동의 문화유산

에 대한 사고 등과 같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

념, 가치, 이데올로기 또는 의미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임병조, 2009:93).

오늘날의 지역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

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오늘

날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역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임

병조, 2009:89).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제도, 즉 형성주체로는 관공서,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이 

있다(임병조, 2009:100). 지역정체성의 주체, 매개체로

서 언론매체, 특히 지역신문의 역할·기능이 중요하다

(이영민, 1999:1).

(3) 지역정체성의 사회적 공간성

신지역지리학의 핵심은 “지역은 사회적 구성체”라는 

신념이다. 이에 의하면, 지역은 고유하고 특이한데, 이

러한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은 본래적이지 않고 사회

적으로 형성된 것이다(Cresswell, 2013:71). 인문주의적 

시각에서 지역정체성은 개인의 자각과 자의식, 타인과

의 연대감 등에 의해 인간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 사회

적 행동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조에 의해 

다시 조건화 된다. 제도적 입장에서 지역정체성은 한 지

역의 사회적·경제적 활동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과정이며, 그 지역이 가지는 

제도적인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지역이 자연 및 

인문적 환경에 의해 조건화된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의

해 형성된다고 하면, 지역정체성은 결국 사회적·공간

적인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지역정

체성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자연·인문·제도의 틀, 

그리고 의미성으로 구성된다. 지역정체성은 주민들이 

장소에 대해 부여받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일

종의 향토애이다(최재헌, 2005:11).

(4) 지역정체성의 상징적 형상 중 역사성

지역정체성은 시간에 따른 다차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연속

되어 있는 과거경관의 복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차원에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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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요소와 함께 지역차원에

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을 장소 또는 제도적 산물로서 

어떻게 파악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정체성은 집합

적 이미지와 함께 과거로부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지역정체성이 가지는 다층성

과 다차원성, 누적성의 특징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지

역의 역사성이란 경관으로 해석해 보면, 특정 시점에서

의 행위자의 집합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을 상징

하지만, 역사성이 유지되는 것은 합의된 정체성을 유

지·발전시키는 주민들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

다(최재헌, 2005:4-13).

(5) 지역정체성의 일반적 구성요소

특정 지역사회는 외부사회와의 차별성을 통해 지역정

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독특한 역사적·

사회문화적·경제적·물리환경적 요소들로 구성된 복

합적인 상징적 의미를 지역주민들이 내재화하고 재해석

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구성·재구성하게 된다. 어떤 

지역사회에서나 공유하고 있는 장소와 과거에 대한 기

억을 통해 공통의 정체성과 이미지, 상징을 만들고자 하

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홍성흡, 2001:56). 지역정체성

은 독특한 경제활동과 사회집단의 특성 혹은 특징적 역

사문화경관 같은 지역요소들로 구성된다(이영민, 1999:1). 

지역정체성은 자연, 경관, 인공환경, 문화와 인종, 방언, 

경제발전과 쇠퇴, 핵심·주변관계, 주변화, 집단고정관

념, 역사, 이상적 사회상 등의 다양한 이미지 구성요소에 

의해 설명된다(최재헌, 2005:11).

(6) 이론적 배경의 종합고찰 

1970년대 이후 인본주의, 현상학, 구조화이론 등의 영

향을 받은 신지역지리학의 한 흐름으로 지역정체성 연

구가 출현했고, 그의 핵심은 “지역은 사회적 구성체”라

는 신념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정체성은 한 지역의 사

회적·경제적 활동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으

로 형성되며,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이 곧 지역의 구성

과정이다. 지역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제도화 과정을 통

하여 형성되며, 제도화란 영역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을 통

한 지역정체성 형성은 내부적으로는 독특한 역사적·사

회문화적·경제적·물리환경적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

적인 상징적 의미를 지역주민들이 내재화하고 재해석함

으로써 이루어지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지역정체성의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정체성은 시간 차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시간

적 변화와 지속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정체성은 자연, 경관, 인공환경, 문화와 인종, 방언, 

경제발전과 쇠퇴, 핵심·주변관계, 주변화, 집단고정관

념, 역사, 이상적 사회상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체성 연구는 지리학 분야와 지리

학 이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1) 지리학 분야의 지역정체성 연구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 연구는 주제별

로 보면, 지역정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 연구와 지역정체

성의 형성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지역정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 연구로는 이영민(1999), 최재헌(2005), 

임병조·류제헌(2007), 박승규(2013) 등이 있고, 지역정

체성의 형성 연구로는 심승희(1995), 홍성흡(2001), 홍금

수(2004), 임병조(2009), 조아라(2009), 조일환(2013), 최

원회(2016) 등이 있다. 

① 지역정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 연구

이영민(1999)은 한국의 지역사회는 근대화 및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에의 종속성 심화와 세계자본에의 

식민화 가능성 증대라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

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생

활공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이 요망되며, 그러한 전략

개발의 바탕이 되는 것이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라고 간

주하고, 지역정체성의 형성 메커니즘 분석에 귀중한 자

료가 지역신문이라고 제안했다. 최재헌(2005)은 지역개

념과 관련하여 전통적 지역개념이 경계설정에 바탕을 

둔 지역화에 따른 명확한 지역개념을 바탕으로 한 폐쇄

적 개념이라면, 세계화와 함께 등장한 지역개념에서는 

개방성이 강조되고,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과의 관

계설정이 중요시 되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개념으로 

공간스케일, 네트워크, 장소, 공간개념 등을 제시했다. 

지역정체성 개념과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의 의미를 인본

주의적 시각, 후기구조주의적 시각, 제도조직적 시각에

서 논의하였으며, 지역정체성의 성격을 유동성과 창조

성, 관광활동과 연결된 장소판촉과의 관련성, 문화경제

성, 다층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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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조·류제헌(2007)은 지역정체성을 지역동일성이

라 칭하고 지역동일성은 포스트모던 시대 지역의 주요 

속성, 즉 다양성, 주관성, 역동성, 가변성을 탐구하고 설

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지역동일성의 구축은 영역

적 경계,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 즉 제도화 

과정을 필요로 하며, 지역동일성은 외부세계와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관념이

며, 주민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학술단체, 언론, 교육제

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제

도화 개념은 지역동일성의 구성과정을 분석하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승규

(2013)는 지역정체성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 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인

간, 정체성의 기원,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 변화하는 

정체성과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으로의 변이, 동일성과 차

이의 반복을 거듭하는 정체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② 지역정체성의 형성 연구

심승희(1995)는 전주시 한옥보존지구와 역사유적을 

사례로 전통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이 역사경관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지 분석하고, 역사경관은 현대의 도시

경관 속에서 사회적 선택에 의해 남아 있게 된 보존대상

으로서 지역의 현대적 모습을 반영하며, 곧 현재의 경관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홍성흡(2001)은 일본 구

주(九州) 탕포원정(湯布院町)을 대상으로 지역정체성이 

형성되고 분화되는 양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지역

정체성은 외부적으로는 차이성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

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지역사회의 

독특한 역사·사회·문화·경제·물리환경적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 상징적 의미를 지역주민들이 내재화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재구성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홍금수(2004)는 안성지방 지역정체성의 분열과 그 원

인을 조사하고,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안성군, 양성

군 및 죽산군을 대상으로 단행된 안성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은 표면적으로 소지역의식을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별성과 분절된 정체성이 뿌

리 깊게 남아 있었고, 이러한 향토에 대한 애착, 즉 향촌

의식은 진산에 대한 상징관, 역사적 조형물, 면명칭 변

경, 관광지역 분립, 상호명의 분포 등 여러 측면에서 다

양하게 표출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촌의식은 근대

성에 매몰된 유토피아적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많

지 않은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자본과 권력에 의해 비인

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극복하고, 인본주의로 충만한 

장소를 회복하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

하고 있다. 임병조(2009)는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에 관해 홍성신문에 투영된 내포 만들기를 사례로 연구

하고, 지역정체성은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지

역신문은 제도화 과정에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 요소라

는 전제하에 연구한 결과, 내포에선 제도화 과정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군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의 구성으로 나

아가지는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아라(2009)는 일본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방도시

가 관광을 통해 새롭게 창조됨을 밝히고, 지역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문화관광지의 지

역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으며, 

문화관광지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개념들을 재해석, 제

도화, 재인식 단계로 제안하고 있다. 조일환(2013)은 화

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지역정체성의 혼란을 연구하

고, 화성시의 부정적 이미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고, 주민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조사하고,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인근 

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도시들과 마찰이 발생하면서 지역정체성이 표류되고, 한

번 구축된 지역이미지는 변화하기 매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최원회(2016)는 제도화 이론에 의거하여 홍성군 결

성면을 사례로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적 정체성을 파악

하고,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영역적 형상

과 상징적 형상,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체로서의 제도적 요

소, 지역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를 파악했다.

③ 지리학 분야의 지역정체성 연구의 종합적 특성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정체성 연구는 지역정

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 연구와 지역정체성의 형성 연구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역정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근대화 및 세계화 과정의 일상

생활과 생활공간에서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메카니즘 

분석에서 지역신문의 활용(이영민, 1999), 세계화에 따

른 지역개념에 의거한 지역정체성의 의미에 관한 장소

판촉 관련성, 문화경제성, 다층성과 다원성 측면에서의 

논의(최재헌, 2005), 포스트모던시대의 지역탐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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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서의 지역동일성 형성에 있어서 제도화 과정의 

필요성(임병조·류제헌, 2007), 정체성의 현재진행형 상

태로의 규정과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토대로 한 

정체성과 공간과의 관계(박승규, 2013) 등과 같은 주제

들을 사례로 전개되었고, 지역정체성의 형성 연구는 지

역정체성의 상징물로서의 역사경관의 역동성(심승희, 

1995),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의 지역정치로의 개념화와 

지역정체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홍성흡, 2001), 

지역정체성 분열 지역에서 향촌의식에 의한 인본주의적 

장소 회복(홍금수, 2004), 지역정체성의 제도화 과정에

서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에 의한 지역 구성(임병조, 

2009), 정체성의 정치를 통한 지역의 재해석과 경제적 

동기에 의한 정체성의 제도화(조아라, 2009), 부정적 지

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근 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과

정에서 지역정체성의 표류(조일환, 2013), 전통적 촌락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최원회, 2016) 등과 같은 주제들

을 사례로 전개되었다.

(2) 지리학 이외 분야의 지역정체성 연구 

우리나라의 지리학 이외 분야에서 지역정체성 연구는 

주제별로 보면, 지역정체성의 형성 연구, 지역정체성의 활

용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역정체성의 형성 연

구로는 최병목(1999), 김주원(2003), 윤택림(2008), 박세

훈·이영아(2010), 김기탁(2011), 오재환(2011), 이아름·

박소현(2013), 심재권·황정희(2014) 등이 있고, 지역정체

성의 활용 연구로는 양병창(2008), 김학용(2014) 등이 있다.

① 지역정체성의 형성 연구

최병목(1999)은 인천이 포용력, 선구적 개척정신, 세

계의 관문도시 등의 이미지를 가진 포용력 있는 합중시

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임을 밝히고, 세계도시로 거듭 나

기 위해서 ‘세계 속의 도시’와 ‘동북아 거점도시’라는 지

역정체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주원(2003)은 

지역정체성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 

및 문화적 자원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

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고, 

지역정체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윤택림(2008)은 

과천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정체성을 좋은 환경을 가진 

부자 동네로 공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출신지역으로 인

해 과천 이외의 다른 지역정체성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에 따라 토박이와 이주민들의 지역정체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역정체성의 형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박세훈·이영아(2010)는 가리봉 지역은 구로공단 노동

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공간적으로 낙후되고 고립된 곳

이었으나, 조선족들이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상업적 서

비스 거점으로 변화시켰다고 밝히고, 가리봉동 지역 조

선족들의 활발한 상업적 활동은 지역의 활성화를 부추

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김기탁(2011)은 지역정체성이 강할수록 해당 지역 연

고팀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되고, 지역 연고팀에 대한 정

체성이 강할수록 재관람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고, 프

로스포츠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재환(2011)은 그동안 부산학은 학

제적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 및 도시발전전략을 제시해 

왔지만, 시민과의 소통부재 등으로 부산학을 통한 지역

정체성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시민중심형 부

산학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아름·박소

현(2013)은 부산 원도심 내에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공공환경개

선사업이 지역민의 삶에 중심을 둔 생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부산의 지역정체성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더

욱 깊어지고 확장되었다고 보고 있다. 심재권·황정희

(2014)는 지역정체성 형성에 지역학 수업 만족도, 출신지

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및 정보습득정도가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② 지역정체성의 활용 연구

양병창(2008)은 대전·충남지역의 변화양상을 지역민

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임으로써 좀 더 다양한 지역정체

성이 구축된다면, 지역에 대한 몰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김학용(2014)은 문화적 갈등이 많을수록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고, 문화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정

체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체

계적인 제도적 차원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면, 문화적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지리학 이외 분야의 지역정체성 연구의 종합적 특성

우리나라 지리학 이외 분야의 지역정체성 연구는 지

역정체성의 형성과 지역정체성의 활용의 두 가지  측면

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역정체성의 형성 연구는 세계도

시와 같은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른 기존 지역정체성의 

보완(최병목, 1999), 주민·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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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양군 일대의 지형과 인문환경 

출처 : 권혁재, 1995:270-271.

* 좌측 그림에서 점묘 부분은 해발고도 100m 이상 지대임.

업을 통한 자연적 및 역사·문화적 자원의 이미지화(김

주원, 2003), 토박이와 이주민의 지역정체성 통합(윤택

림, 2008), 이주노동자(조선족)들의 상업적 서비스 거점

화(박세훈·이영아, 2010), 지역연고제 프로스포츠에 대

한 정체성 강화(김기탁, 2011), 주민생활재생 중심의 공

공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아름·박소현, 2013), 천안학, 

부산학 등과 같은 지역학 정립이나 학습(오재환, 2011; 

심재권·황정희, 2014) 등과 같은 주제들을 사례로 전개

되었고, 지역정체성의 활용 연구는 지역에 대한 몰입도 

향상(양병창, 2008), 지역 내 문화적 갈등 해소(김학용, 

2014) 등과 같은 주제들을 사례로 전개되었다.

(3) 선행연구의 종합검토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체성 연구는 지리학 분야와 지리

학 이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세부적으로 지리학 

분야에서는 지역정체성의 이론 및 방법론과 지역정체성

의 형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리학 이외 

분야에서는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지역정체성의 활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지역정체성 연구의 본령인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지역정

체성의 활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지역정체성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

지역을 사례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지역을 사례로 한 연구이며,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촌락지역을 사례로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촌락지역의 원형적 속성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촌락지역’을 사례로 한 연구는 

최원회(2016)의 연구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

서,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 연구’가 시급하다. 

3. 연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연구지역인 청양군에는 차령산맥(車嶺山脈)의 여맥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있는 가운데 칠갑산(七甲山, 

559.9m)을 비롯하여 성태산(星台山, 631m), 월산(月山, 

575m), 구봉산(九峯山, 433m), 비봉산(飛鳳山, 361m), 

우산(牛山, 230.4m) 등의 구릉성 산지가 탁월하고, 산간

에는 곳곳에 분지가 발달되어 있다. 하천 연변의 넓은 

들로는 금강(錦江) 유역의 장수평들, 무한천(無限川) 유

역의 가남평야(佳南平野), 지천(之川) 유역의 고리평(古

里坪) 등이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88-589). 청양

읍 시가지와 정산면 시가지는 해발고도 100m 내외의 평

야나 분지의 연변에 입지해 있는데, 이러한 평야나 분지

에는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예로부터 

취락이 입지하여 주거지와 농경지가 형성되어 왔다. 청

양읍 시가지는 고리평과 가남평야에 기반하여 발생유지 

되어 왔고, 정산면 시가지는 정산분지(定山盆地)에 기반

하여 발생유지 되어 왔다(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 

청양군의 지형 특성과 관련하여 주요 토지이용 구성을 

보면, 전체 면적 479.21km
2
 중 임야가 66.3%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논(14.8%), 밭(7.3%)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청양군 홈페이지).

청양군은 촌락지역 중에서도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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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양군의 지형과 인문환경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좌); 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앞부록(우).

을 거의 받지 않아서 전통적 촌락지역의 원형적 속성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다. 부연하면, 청양군(청양군 홈페이

지)의 연도별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양군의 인구는 

1961-2015년간에 한정해서 볼 때, 1964년에 107,228명으

로 최대수에 이르렀다가 196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2년 32,537명에 이르기까지 47년간 단 1년도 빠짐없이 

감소상태를 지속하다가 2013년 이후 매우 미세한 인구증

가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청양군은 2015년 기준으

로 인구 33,038명으로 충남의 16개 시군 중 인구 순위에 

있어서 최하위에 해당되어 인구과소지역(人口過疎地域)

으로 간주된다. 청양군의 1960년대 이후 지속적 인구감소

와 최근의 인구과소는 이 지역이 도시화와 공업화에서 소

외된 상태에서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고, 농업

조차도 번성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양군의 인구감소와 산업의 지체는 역설적으

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변화가 지체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청양군의 충청

남도 중앙적 위치 특성과 고산지적 특성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변화 지체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청양군의 인구감소와 산업의 

지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변화 지체, 충청남도 중앙

적 위치 특성과 고산지적 특성 등은 청양군의 유구한 역

사와 더불어 청양군 지역 사람들이 매우 고유하고 독특

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II.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분석

본 장에서는 우선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이 지역의 위

치와 영역, 역사, 지명유래, 이미지, 군정구호·읍면정구

호, 상징류 등의 지역적 속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는 전제 하에 청양군의 지역적 속성들에서 나타나는 지

역정체성을 영역적 형상, 상징적 형상 및 제도화와 같은 

지역정체성 구성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외에, 본 장에서

는 청양군 지역정체성 중 영역성의 핵심이면서 잠재해 

있어 과제로 간주되는 ‘산서지역과 산동지역 간의 역사

적 분리의식’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지역적 속성별 분석

1)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으로 나타난 지역정체성

(1) 위치와 영역의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위치와 영역에 기

반하는데, 현재의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이 확정된 것은 

1914년에 기존의 청양군에 기존의 정산군과 홍주군의 

일부가 통합되어 새로운 청양군이 출현하면서부터이었

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88-589). 충청남도의 중앙부

에 위치한 현재의 청양군은 북쪽으로 홍성군·예산군, 

서쪽으로 공주시, 남쪽의 부여군과 각각 접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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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의 위치와 행정구역 구성

출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좌); 청양군 홈페이지(우).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양읍(靑陽邑)과 운곡면(雲谷面), 대

치면(大峙面), 정산면(定山面), 목면(木面), 청남면(靑南

面), 장평면(長坪面), 남양면(南陽面), 화성면(化城面) 및 

비봉면(飛鳳面)의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청양군 홈

페이지).

(2) 위치와 영역의 지역정체성 분석

청양군 사람들은 충청남도에서의 중앙적 위치, 인접

지역, 행정구역 구성을 중심으로 위치와 영역의 지역정

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은 청양군

의 지역정체성 중 영역적 형상의 핵심이고, 상징적 형상

의 물리적 기반이고, 제도화 과정의 첫 단계이다. 

2) 청양군의 역사로 나타난 지역정체성

(1) 역사적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역사는 영역 또는 행정구역 변천 등의 연혁

과 유물·유적에서 나타나며, 이들을 통해서 지역정체

성이 드러나고 있다.

청양군은 삼한시대에는 마한(馬韓)에 속한 지역으로 

구로국(狗盧國)과 사로국(駟盧國)이 있었고, 백제시대

에는 열기현(悅己縣), 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 및 사시

량현(沙尸良縣)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라시대에는 청

정현(靑正縣) 또는 청무현(靑武縣), 열성현(悅城縣) 및 

신량현(新良縣)이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청양

현(靑陽縣), 정산현(定山縣) 및 려양현(驪陽縣)이 설치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청양현과 정산현이 

통합되었다가 분리되었고, 1895년에는 청양현과 정산현

이 각각 청양군(靑陽郡)과 정산군(定山郡)으로 개칭되

었다. 1914년에는 청양군에 정산군과 홍주군의 일부가 

통합되어 청양군이 되었다. 1979년에는 청양면이 읍으

로 승격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88-589; 청양군 홈페

이지).

청양군에는 신석기시대 이래 최근까지의 여러 유물·

유적이 분포해 있는데, 신석기시대 유적은 정산면 일대

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은 목면, 운곡면 등에서 각각 나타

나고 있다(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156-158), 특히 운

곡면 후덕리 고인돌은 청양군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사

람이 거주했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

다. 백제시대 유적으로는 청양읍 소재의 우산성(牛山城)

과 정산면 소재의 계봉산성(鷄鳳山城)이 있고, 통일신라

시대 유적으로는 대치면 소재의 장곡사(長谷寺)가 있으

며,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유적으로는 청양

읍 소재의 장승리고분군이 있다. 이외에, 고려시대 초기

의 정산서정리구층석탑(定山西亭里九層石塔)이 있다

(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160-174). 

또한, 청양군에는 조선시대 이후 최근까지의 유적들

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표절사(表節祠), 두

촌사(杜村祠), 유의각(遺衣閣) 등의 사당, 청양향교(靑

陽鄕校), 정산향교(定山鄕校) 등의 향교가 대표적이며, 

백련지(白蓮池)·자오교(子午橋)·만향정(晩香亭)도 유

명하다(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160-174). 청양군의 

역사적 지역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 관련 기념물들 가

운데 정산고군청지기념비(定山古郡廳址記念碑)는 조선

시대(1664-1914년) 정산현 및 정산군의 치소(治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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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사시대의 운곡면 후덕리 고인돌 ② 백제통일신라시대의 장승리고분군 ③ 고려시대의 정산서정리구층석탑 

④ 조선시대의 청양향교 ⑤ 조선시대의 정산향교 ⑥ 조선시대의 백련지․자오교․만향정

그림 4. 청양군의 역사적 지역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적

출처 : ① 2016년 4월 9일 필자 촬영; ② 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159; ③ 청양군 홈페이지; ④~⑥ 2016년 3월 20일 필자 촬영.

에 세워진 것이다.

이외에도, 청양군에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및 현대

에 걸친 인물 관련 기념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청양

읍‧정산면 시가지, 면 중심지 가촌을 비롯해서 곳곳에 서 

있는데, 기념비, 선정비, 공적비, 시혜비, 기적비, 송덕

비, 전적비, 동상·석상, 부조, 기록화, 안내판 등으로 다

양하다. 기념물들 가운데는 특히 조선후기 의병운동 및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그 중에서

도 조선후기 의병운동에 앞장섰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기념물은 칠갑산의 칠갑광장 일대에 기념비, 동상, 부조, 

기록화 등의 형태로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한편,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에는 2016년 10월에 ‘청양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 건립됐는데, 이 박물관은 백제

문화의 정체성을 되살린다는 취지 하에 토기가마 전시

실 및 체험장, 역사관, 민속유물실, 금광체험장 등을 설

치하고 있으며, 찬란했던 백제의 생활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백제문화체험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 역사적 지역정체성 분석

청양군 사람들은 신석기시대 이래 최근까지의 유구한 

역사 전개과정에서 남겨진 유물·유적과 출현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지역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청양군

의 역사에서 ‘영역 및 행정구역 변천사와 같은 연혁’과 

‘유물·유적’은 상징적 형상이면서 전형적인 영역적 형

상으로서의 ‘위치와 영역’을 규정한다. 조선시대 이래 현

대에 걸친 시기의 인물 관련 기념물들은 상징적 형상이

면서 상징적 형상의 제도화 양상이다. 청양백제문화체

험박물관은 청양군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의 제

도화의 양상이다. 이러한 상징적 형상과 그의 제도화 양

상은 청양군 사람들의 역사적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청양군의 지명유래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1) 지명유래의 지역정체성

고려시대에 ‘청양’(靑陽)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이

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양 지명은 청양군의 역사만큼

이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고, 청

양군 사람들의 청양 지명을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은 청양 

지명의 해석 또는 의미부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백제시대의 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이 신라시대에 청

정현(靑正縣) 또는 청무현(靑武縣)으로 바뀌었고, 고려

초기에 기존의 청정현 또는 청무현을 청양현(靑陽縣)으

로 고칠 때, ‘청양’(靑陽)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했는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 225 -

① 정산면사무소내의 조선시대 

정산고군청지기념비
② 청양군청내의 기념비 ③ 장평면사무소내의 기념비

④ 청남면 가촌 경계부의 기념비 ⑤ 청남면 가촌의 기념비 ⑥ 화성면 가촌의 기념비

그림 5. 청양군의 역사적 지역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 관련 기념비

출처 : ① 2016년 3월 20일 필자 촬영; ② 2016년 3월 22일 필자 촬영; ③ 2016년 3월 24일 필자 촬영; ④~⑤ 2016년 4월 5일 필자 촬영; 

⑥ 2016년 4월 10일 필자 촬영.

데, 이러한 청양 지명의 유래를 매우 잘 압축한 것은 “옛

날엔 고량부리현, 지금은 청양이라네” 라는 이한식의 시

구(詩句)이다(이한식, 2004:51). 그러면, 고려 초기에 등

장한 청양현의 청양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청양 지명

의 원류(原流)를 밝히는 것은 청양군 지역의 지역정체성

과 관련해 청양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하다.

청양 지명은 본래 고대에 중국에서 기원한 것인데,
2)
 

고려 초기에 청양 지역의 지명으로 채용됐다. 즉, 중국

에서 청양 지명은 “동쪽에 있는 생명력이 왕성한 양춘의 

땅”이라는 청양개동의식(靑陽開動意識)이나 청양문화

의식(靑陽文化意識)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청양개동의식이나 청양문화의식이 고려 

초기에 청양 지역에 지명으로 채용되었다(청양문화원, 

2003b:ⅶ-ⅷ). 

(2) 지명유래의 지역정체성 분석

청양군 사람들은 청양 지명유래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쪽에 있는 생명력이 왕성한 양춘의 

땅”이라는 청양개동의식에 근거한 ‘청양’ 지명유래는 청

양군의 역사와 더불어서 주요한 상징적 형상이면서 전

형적인 영역적 형상으로서의 ‘위치와 영역’을 규정한다. 

4) 청양군의 이미지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청양군 내외 사람들의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는 

칠갑산, 청양고추·구기자가 주요 요소를 이루고, 이외

에 청양십경(靑陽十景), 충청남도의 중앙부, 충절(忠節)

의 고장, 청정지역(淸淨地域)·오지(奧地)·낙후지역

(落後地域)·인구과소지역 등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청양군의 이미지는 지

역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미지적 지역정체성

① 칠갑산 관련 지역이미지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 중 제일은 “청양군에는 명산(名

山)이자 성산(聖山)인 칠갑산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칠갑산은 청양군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국토지리정보

원, 2010:594), 청양군의 1읍 9면 중 정산면, 대치면 및 

장평면에 면하여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양 사람들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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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

갑산노래공원의 ‘성스러운 산 칠갑산의 유래비’

출처 :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양’이라는 지명 앞에 습관적으로 ‘칠갑산’이라는 지명을 

붙이는데, 예를 들면 ‘칠갑산 청양골’(이완구, 1993:245)

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청양 사람들은 칠갑산이 ‘맑

은 생수, 푸른 건강, 밝은 참삶’을 준다는 의미에서 ‘칠갑

산덕’(七甲山德)(이우재, 2004:52)이라는 표현도 한다. 

또한, 청양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는 ‘산서지역(山

西地域)과 산동지역(山東地域)’이라는 지역구분도 칠갑

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칠갑산은 ‘청양 지

명’ 만큼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극적(極的)으로 내포하

고 있는데, 이러한 칠갑산의 지역정체성은 칠갑산의 상

징성(象徵性)과 지명유래, 고산유곡성(高山幽谷性), 장

승문화(長承文化), 콩밭매는 아낙네상 등을 통해서 구체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칠갑산의 상징성과 지명유래

칠갑산의 상징성은 칠갑산의 지명유래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칠갑산의 지명유래에서 드러나는 상징성은 한

마디로 ‘성스러운 산’, 즉 ‘성산’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칠

갑산의 상징성과 지명유래를 가장 압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조형물이 칠갑산노래공원에 있는데, ‘성스러운 산 

칠갑산의 유래비’가 그것이다. 이 유래비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하늘과 산악을 지극히 숭앙하

여 왔다. 백제는 이 산을 사비성의 진산(鎭山)으로 성스

럽게 여겨 이 산을 향하여 제천의식을 행하였다. 그래서 

산 이름을 만물의 7대 근원(地水火風空見識) 七자와 싹

이 난다(草木初生之莩始也)는 뜻의 甲자로 생명의 시원

(始源) 七甲山이라 경칭하여 왔다. 또 일곱 장수가 나올 

명당이 있는 산이라고도 전한다. …… 이제 우리는 백제

인의 얼과 혼이 서린 이 칠갑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다시 

우러러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성산’으로 집약되는 칠갑산의 상징성과 지

명유래에 대해 여러 자료들에서 기술하고 있다.
3) 

청양군 사람들은 청양십경 중 제1경으로 칠갑산도립

공원을 선정하고, 그의 주요 상징성 및 지명유래로 “칠

갑산에는 일곱 개의 명당자리가 있다. …… 백제인의 얼

과 혼이 서린 칠갑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다시 우러러 보

아야 할 것”(청양군 홈페이지)이라고 부기하고 있는데, 

이는 ‘성산’으로 집약되는 칠갑산의 상징성과 지명유래

에 대한 청양군 사람들의 관점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 칠갑산의 고산유곡성

칠갑산의 고산유곡성은 칠갑산이 ‘높은 산지’(고산)들

과 ‘깊은 계곡’(유곡)들로 이루어진 곳임을 의미하는데, 

칠갑산 정상부(561m)를 비롯한 여러 산봉우리들과 지천

구곡(之川九曲)
4)
이 그것들이다. 지천구곡을 부분마다 

이름을 달리하면서 흐르는 하천이 지천(之川)이다. 특

히, 칠갑산의 고산유곡성 중 유곡성을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은 ‘칠갑산 99계곡’(청양문화원, 1993b:1), ‘칠갑유

곡’(청양문화원, 2003a:표지), ‘구구곡’(이완구, 1993:242)

인데, 이는 칠갑산에 깊고 긴 계곡이 많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높은 산지들이 계곡수 만큼이나 

많음을 의미한다. “청양지방은 원래 ‘충남의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산간계곡과 작은 분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한 방울의 물도 다른 군에서 흘러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는 언급은 칠갑산의 고산유곡성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

다(김태권, 2004:21). 청양군 지명 중의 하나인 장곡(長

谷)도 칠갑산 일대에 ‘길고 깊은 계곡’(유곡)이 있음을 상

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장곡을 둘러싼 길은 고

산’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청양군의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고산 이미지는 ‘충남

의 알프스’라는 호칭으로 압축되고 있다. 특히, ‘높은 산

지’ 이미지는 칠갑산 정상부를 관통하는 대치고개(大峙)

의 이미지와 겹쳐 있다. 청양군을 ‘충남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것은 청양군 내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데,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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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전경 지천구곡

그림 7.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의 전형적 고산유곡인 지천구곡

출처 : 청양군 홈페이지.

① 칠갑산99계곡 ② 칠갑유곡

그림 8.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의 고산유곡성

출처: ① 청양문화원, 1993:표지･1; ② 청양문화원, 2003a:표지.

* ① 1993년 당시 청양군의 상징물인 철쭉, 느티나무 및 까치가 칠갑산 99계곡과 푸른 창공 사이에 살고 있는 평화스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현재 청양군의 군새는 원앙으로 바뀌어 있다. 그림에서 ⓐ~ⓔ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칠갑산99계곡, ⓑ 군꽃인 철쭉꽃이 

만개한 상태, ⓒ 군나무인 느티나무를 나타냄, ⓓ 청양의 맑은 하늘을 나타냄, ⓔ 군새 까치가 늘푸른 창공을 나는 모습, ② 좌측 

하단에 표지의 그림이 ‘七甲幽谷’(칠갑유곡)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들면, 칠갑산을 동쪽에서 이고 있는 대치면의 면정구호

가 ‘대자연의 섭리가 살아 숨쉬는 충남의 알프스 대치면’

이라든가(http://www.cheongyang.go.kr), 오동춘의 시 

‘칠갑산에 살리라’에 ‘충남의 알프스로 이름 높은 청양땅

에’라는 자구가 있다든가(오동춘, 1993:261), 천장호 출

렁다리 인근에 ‘알프스마을’이 있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

다. 청양군을 ‘충남의 알프스’라고 부르는 것은 청양군 

외부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청양군은 

‘충청남도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다른 군에 견

주어 지대가 높다”(뿌리깊은나무, 1983:242)라거나 “칠

갑산도립공원은 사람의 발길이 별로 닿지 않은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산세로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고 있다”(동

아일보, 1992년 9월 16일자)라는 것이 그의 사례들이다.

‘칠갑산 높은 산지, 지천구곡 깊은 계곡’ 이미지는 ‘청

양군민헌장’에 있는 “칠갑산이 드높고 지천구곡이 끝없

을 때”라는 자구와 ‘청양군민의 노래’에 있는 “칠갑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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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동지도｣ (청양) ② ｢1872년 지방지도｣ (청양) ③ ｢해동지도｣ (청양)

그림 9.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고지도에 나타난 칠갑산의 고산유곡성

출처 : ① 국토지리정보원, 2010:595; ② 국토지리정보원, 2010:599; ③ 국토지리정보원, 2010:605.

* 그림 ①과 ②에 모두 ‘칠갑산’과 ‘대치’가 나타나 있는데, 그림 ①은 청양 쪽에서 칠갑산과 대치를 바라본 것이고, 그림 ②는 정산 

쪽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림 ③에서 작천(鵲川)으로 불리는 부분의 지천이 심하게 곡류(曲流)하고 있다. 

그림 10.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장승제

출처 : 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앞부록.

이 솟아 지천 흐르니”라는 자구에서도 압축적으로 잘 나

타나고 있다. 칠갑산의 고산유곡성은 18세기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와 19세기에 제작된 ｢1872년 지방

지도｣(1872年 地方地圖)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지

도들에는 ‘고산을 의미하는 칠갑산 및 대치’와 ‘유곡을 의

미하는 지천구곡 중 작천 일대’가 잘 나타나 있다.

㉢ 칠갑산의 장승문화

장승은 본래, 한국의 마을 또는 절의 입구나 길가에 

세운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을 지칭한다. 칠갑산 일대

의 산기슭, 고갯마루, 절과 마을 입구 등 곳곳에는 아직

도 여러 형태의 장승들이 서있는데, 이들 장승들의 기능

은 여러 가지로 얘기되지만, 크게 보면 무엇보다도 ‘성스

러운 산, 칠갑산’과 ‘삶의 터전, 청양땅’을 액귀로부터 수

호하기 위한 것이고, 작게 보면 장승들이 서있는 곳의 

악운을 축출하고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칠갑산 일대에서는 장승이 서있는 곳이면 때마다 크

고 작은 ‘장승제’(長承祭)가 치러져 왔고, 장승제는 산신

제(山神祭), 동화제(洞火祭), 마을굿 등과 함께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다(임두순, 2004:32). 

칠갑산 일대에는 대치면 대치리, 정산면 송학리·용

두리·천장리 등에 유명한 전통적 장승마을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승마을들의 입구에는 남상(男像)과 여상(女像)

이 짝을 이룬 장승들이 나란히 또는 마주보고 서있다(임

두순, 2004:32).
 

칠갑산 일대에는 관광지, 휴게소 등에도 

여러 형태의 장승들이 서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칠갑산 대치터널 아래 정산 방면 도로 연변의 ‘칠갑

산알프스휴게소’에 서있는 장승인데, 이 장승은 칠갑산

장승공원의 ‘칠갑산대장군’과 ‘칠갑산여장군’ 만큼 크지

는 않지만 크기가 적지 않으며, 여장군의 명칭을 ‘칠갑산

여장군’으로 하지 않고 칠갑산의 별명인 ‘알프스’를 사용

하여 ‘알프스여장군’(알프스女將軍)으로 칭하고 있다. 

이 장승은 남상과 여상이 각각 1개씩으로 약간 떨어진 

상태로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서있고, 체근(體根)이 

크고 작은 력(礫)들로 덮혀 있으며, 장승에 솟대, 생솔가

지, 금줄, 횐줄 등은 함께 설치되지는 않았다. 

청양군은 ‘장승’에 대한 각종 전설과 유래가 많은 곳으

로 백여 년 전부터 장승제를 지내오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승문화의 변형·왜곡·퇴락이 심화되자 청

양군은 청양군을 전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 1999년 5월 ‘칠갑

산장승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칠갑산 북서쪽 산기슭의 

대치면 장곡리 일대에 테마공원 형태의 칠갑산장승공원

을 조성했다. 이 장승공원에는 전국 최대(높이 11.5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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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대장군(七甲山大將軍)(좌)과 알프스여장군(알프스女將軍)(우)

출처 :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 칠갑산 대치터널 아래 정산 방면 도로 연변 칠갑산알프스휴게소에 위치.

그림 12.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 노래공원의 칠갑산 노래비 ‘생명의 숲’에 있는 ‘칠갑산’ 노래(좌)와 

‘콩밭 매는 아낙네’ 사진(우)

출처 :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칠갑산대장군(七甲山大將軍)과 칠갑산여장군(七甲山女

將軍)이 있고, 국내·외 장승 350여 개가 재현되어 있다. 

특히, 칠갑산대장군과 칠갑산여장군은 칠갑산의 기운으

로 나라와 청양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새롭게 도약

하려는 청양군의 미래와 청양인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

다(청양군 홈페이지).

㉣ 칠갑산의 ‘칠갑산 노래비’ 및 ‘콩밭 매는 아낙네상’

1989년에 ‘콩밭 매는 아낙네’를 주인공으로 한 ‘칠갑산’ 

노래가 전국적으로 애창되면서 청양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청양과 칠갑산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칠

갑산을 중심으로 한 청양군 일대는 가난 속에서도 가족

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모성애가 매우 강한 

어머니와 홀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효심을 가진 딸이 살

던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조운파(趙雲波, 본명 조대

원 [ 趙大元 ] )가 작사·작곡하고, 주병선이 1989년에 부

른 ‘칠갑산’은 청양을 대표할 만한 노래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청양군지편찬위원회, 1995:49-50).

콩밭 매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설

움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심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

집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소리만 어린 

가슴속을 태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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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낙네(홀어머

니)와 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아낙네는 가난 

속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베적삼이 흠뻑 젖도록 콩

밭을 매면서 설움 많은 눈물을 포기마다 심고 있고, 딸은 

홀어머니를 뒤로 하고 시집가는 날 칠갑산 산마루에서 

산새소리 울음소리로 어린 가슴속을 태웠다”는 내용이

다. 즉, “아낙네가 칠갑산에서 홀로 화전 콩밭을 일구며 

딸을 키우다가 딸이 과년하게 되면서 어느 날 딸을 부잣

집 후실로 보내면서 아낙네가 어머니로서 애틋함을 겪

는다”는 내용이다.
5)

콩밭 매는 아낙네의 마음은 최만희의 ‘칠갑산 1’이라는 

시에서 “아낙의 순박이며”이라는 자구로 함축적으로 나

타나고 있기도 하다(최만희, 2004:65). 부연하면, ‘칠갑산’ 

노래의 주인공은 ‘콩밭 매는 아낙네’인데, 이 아낙네의 생

활터전은 ‘콩밭’이었다. 이는 과거 산간에서 화입이나 야

산개발에 의한 삼림개척 후 척박한 밭에서 비료 없이 지

력을 이용하여 농사에 바로 임할 수 있는 적합한 농경형

태의 하나가 ‘콩 농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척박한 

화전 콩밭에서 아낙네 혼자 밭을 일구는 것은 매우 어려

웠던 일이었다. 또한, 어린 딸을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려

고 양반 부잣집 후실로 시집보내는 홀어머니의 슬픔은 

역설적으로 무심함에 이르고 있었다. ‘칠갑산’ 노래는 멀

지 않은 옛날에 화전민들의 애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칠갑산 노래가 1989년 당시 크게 유행했던 것은 이 노

래가 한국인 정서의 저변을 흐르고 있던 고토적 고향의

식(故土的 故鄕意識), 대지적 모성애 의식(大地的 母性

愛 意識), 국악적 기질(國樂的 氣質) 등을 강렬하게 자극

한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고, 이주과정에서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를 고향에 두고 오면서 고향과 어머니에 대

해 갖고 있던 애틋함을 이 노래가 자극했던 것으로 본다. 

칠갑산 노래가 유행된 이후 이 노래의 콩밭 매는 아낙네

가 칠갑산 화전민들의 애환 어린 삶을 잘 상징한다는 점

에 착안하여 칠갑산에 칠갑산노래공원이 조성되었고, 

칠갑산노래공원에 ‘칠갑산노래비’와 그 노래 속의 주인

공을 표현한 ‘콩밭 매는 아낙네상’이 세워졌고, 이후 청

양읍을 비롯한 청양군 내 곳곳에도 ‘칠갑산 노래비’와  

‘콩밭 매는 아낙네상’이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콩밭 매는 아낙네상은 칠갑산의 여러 상징의 하나로 자

리 잡고 있다.

칠갑산노래공원에서 콩밭 매는 아낙네상은 칠갑광장 

윗부분과 그 인근의 칠갑산 산마루 두 곳에 설치되어 있

고, 칠갑산 노래비는 칠갑광장 윗부분에 세워져 있다. 

칠갑산노래공원의 콩밭 매는 아낙네상은 콩밭 매는 아

낙네의 처지와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같은 장소에 

이 콩밭 매는 아낙네상과 더불어 세워져 있는 칠갑산 노

래비는 칠갑산 노래의 의미를 조형화하고, 칠갑산 노래

의 작사자 및 작곡자와 가사를 명기하고 있다. 칠갑산의 

‘콩밭 매는 아낙네상’은 ‘칠갑산의 성스러운 산’ 이미지와

는 다소 연관이 적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 칠갑산노래공

원에는 ‘콩밭 매는 아낙네상’과 ‘성스러운 산 칠갑산 유래

비’가 같은 장소에 함께 서있다.

이외에도, 칠갑산에는 칠갑산 노래공원의 칠갑산 산

마루에 ‘황소상’도 있는데, 이는 화전의 거친 콩밭을 갈

던 황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콩밭 매는 아낙네상’을 보

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양군의 곳곳에는 ‘칠갑

산’과 ‘콩밭 매는 아낙네상’을 활용한 상호(商號)도 보이

는데, 이는 ‘칠갑산’ 노래는 물론 그 노래 속의 ‘콩밭’과 

‘콩밭 매는 아낙네’가 청양군 사람들의 의식과 일상생활

에 스며들어 있음을 나타낸다. 

② 청양고추·구기자 관련 지역이미지 

청양고추와 청양구기자는 청양군 내외부 사람들이 청

양군을 인식하는 주요한 대상 중의 하나이다. 청양군 내

외부 사람들이 청양군을 흔히 ‘청양고추와 청양구기자

의 고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

운 일이 아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청양하면, “아! 그 

매운 고추 청양”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청양을 설명할 정

도로 청양고추는 유명하다(김태권, 2004:22). 또한, 청양

구기자도 생산지 및 집산지로 유명하다. 청양군의 전국

적인 특산물로 청양군의 자랑인 청양고추·구기자는 청

양군의 지역정체성을 차원은 다르지만 칠갑산만큼이나 

잘 드러내고 있다. 청양고추·구기자의 지역정체성은 

그들의 명칭유래와 재배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청양군 곳곳에서 마을·박물관·타운·전시관, 생산·

판매시설, 조형물, 이미지·상징물, 홍보물·구호, 축

제·문화제 등의 다양한 경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양고추·구기자의 명칭유래

‘청양초’(靑陽椒)라고도 불리는 청양고추는 일반적으

로 강렬한 매운 맛에 이어 약간의 단맛이 나는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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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칠갑산노래공원 ② 칠갑산노래공원 ③ 칠갑산노래공원

④ 칠갑산노래공원 ⑤ 청양목재문화체험관 ⑥ 장평면 미당리 계양교

그림 13.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 내외의 ‘콩밭 매는 아낙네상’

출처 : ①~⑤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⑥ 2016년 3월 24일 필자 촬영.

① ② ③

그림 14.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 노래비

출처 : ①~②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③ 2016년 4월 11일 필자 촬영.

* ① 칠갑산 노래공원의 칠갑산 노래비 ‘생명의 숲’, ② 칠갑산 노래공원 아래 칠갑산 산마루의 칠갑산 노래비, ③ 청양읍 시가지의 

칠갑산 노래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그런데, ‘청양고추’는 품종으

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 즉, ‘청양고추’는 ‘풋고추

로 작으면서 매운 맛이 나는 품종으로서의 청양고추’와 

‘청양에서 나는 고추’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

다. 이와 같이, ‘청양고추’에서 ‘청양’은 품종명과 지명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어서 사용과정에서 일부 혼돈이 있

고, ‘청양에서 나는 고추’에서 ‘청양’ 지명도 경상북도 청

송군(靑松郡)의 ‘청’(靑) 자와 영양군(英陽郡)의 ‘양’(陽) 

자가 합성된 데서 유래되었다는 주장, 경상북도 청송군

(靑松郡)의 ‘청’(靑) 자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의 ‘양’

(陽) 자가 합성된 데서 유래되었다는 주장, 충청남도 청

양군(靑陽郡) 지명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 등으로 다양

하다. ‘청양고추’에서 청양의 의미가 품종명과 지명을 동

시에 의미하고, 지명 의미도 다양하지만, 청양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양고추는 ‘청양군에서 유래된 매운 품종’임

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청양사람들에게 있어서 ‘청양

고추’에서 ‘청양’은 품종명이면서 지명이고, 지명은 ‘청양

군’을 의미한다(김태권, 2004:22-23).
6)
 이러한 청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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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15.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칠갑산: 칠갑산 내외의 ‘콩밭 매는 아낙네상’ 관련 경관

출처 : ①, ③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② 2016년 4월 9일 필자 촬영.

* ① 칠갑산 노래공원 아래 칠갑산 산마루의 황소상, ② 운곡면 중심지 가촌의 ‘콩밭토속음식점’과 ‘콩밭매는 아낙네야’ 가든 광고판, 

③ 칠갑산 대치고개 36번 국도 연변의 ‘칠갑산 두메산골’ 식당의 ‘아낙네 청국장’ 광고판.

들의 청양고추에 대한 인식은 칠갑산을 비롯한 산지지

형이 큰 일교차와 배수가 양호한 사면과 사질토를 요하

는 고추 재배에 적합하다는 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청양구기자는 청양고추와 함께 청양군의 또 다른 자

랑인데, 이는 많은 일반인들이 구기자를 하수오 및 인삼

과 함께 명약으로 알고 있는 가운데, 이런 명약으로서의 

구기자
7)
가 청양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집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청양군 홈페이지). 부연하

면, 청양구기자가 유명한 것, 즉 청양이 구기자 생산지로 

유명한 것은 명약으로서의 구기자가 ‘청양개동의 땅’이

면서 ‘성산 칠갑산이 있는’ 청양에서 생산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청양고추·구기자와 관련된 다양한 경관

청양고추·구기자가 청양군의 자랑으로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이나 청양군에는 청양

고추·구기자와 관련된 다양한 경관들이 여러 장소 등

에 나타나고 있다. 청양군에서 청양고추·구기자 관련 

경관이 나타나는 장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천장호출렁다리, 청양군청, 청양문화예술회관, 청양

공설운동장, 우산성,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청양특화시

장, 화성면사무소, 고추문화마을, 고추박물관, 구기자타

운 등과 같은 특정 기능체, 장평면 분향리, 대치면 주정

리, 청남면 청소리, 운곡면 신대리 등의 중심지 가촌, 계

양교, 도림온천교, 칠갑대교, 금정교 등의 교량, 청양읍 

입구 지천 연변 도로변, 운곡면 신대리 가촌 입구 도로

변, 화성면 구재리 기타 도로변, 청양읍내 시가지 도로변 등.

청양고추·구기자와 관련된 다양한 경관들은 청양고

추구기자축제에서도 나타나고, 청양군 홈페이지, 청양

군 홍보책자, 택시 광고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양고추·구기자 관련 경관은 청양고추와 청양구기자

가 함께 또는 따로 나타나고 있고, 형태는 실물, 조형물, 

광고물,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청양양공설운동

장 입구의 청양고추·구기자 조형물은 청양군에서 규모

가 가장 큰 것이다. 

③ 청양십경 관련 지역이미지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청양십경’이 있는데, 칠갑산도립공원, 장곡사(長谷寺), 

천장호출렁다리, 칠갑산천문대, 우산성, 칠갑산장승공

원, 지천구곡, 다락골줄무덤, 고운식물원 및 모덕사(慕

德祠)가 그것들이다. 청양십경 중 칠갑산도립공원, 장곡

사, 천장호출렁다리, 칠갑산천문대, 칠갑산장승공원 및 

지천구곡의 6개는 칠갑산에 있고, 청양십경 중 제1경이 

칠갑산도립공원이어서, 칠갑산이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원천이자 요체임을 알 수 있다(청양군 홈페이지).
8)

④ 충절의 고장 관련 지역이미지

청양군 내외의 사람들은 청양군에서 조선후기와 일제

시대에 우국지사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청양군

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청양군 사람들의 

‘충절의 고장’에 대한 자긍심은 청양군민헌장의 “… 충절

의 고장임을 자긍하면서 … 공명정대한 청양인의 … ”라

는 자구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양군 출신의 

많은 우국지사들 가운데 특히, 조선후기의 면암 최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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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양군청 내 ② 대치면 주정리 가촌 ③ 청양문화예술회관 내

④ 청양문화예술회관 내 ⑤ 장평면 미당리 계양교 ⑥ 장평면 도림리 도림온천교

⑦ 장평면 분향리 가촌 ⑧ 대치면 주정리 가촌 도로변 ⑨ 청양읍 입구 지천 연변

⑩ 칠갑대교 ⑪ 칠갑대교 ⑫ 청양공설운동장 입구

그림 16.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원천인 청양고추․구기자: 청양고추․구기자 경관 (1)

출처 : ②, ⑨ 2016년 3월 20일 필자 촬영; ①, ③~④ 2016년 3월 22일 필자 촬영; ⑤~⑦ 2016년 3월 24일 필자 촬영; ⑧ 2016년 3월 

29일 필자 촬영; ⑩~⑫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선생(勉庵 崔益鉉 先生, 1833-1906년)과 안병찬 선생(安

炳瓚 先生, 1854-1929년)
9)
은 청양군이 충절의 고장임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청양군은 곧고 충성스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속도 

모두 나라에 충성하는 일과 이어져 있다. 예를 들면, 칠

갑산을 중심으로 정산면 송학리·남천리, 남양면 온암

리, 청양읍 정누리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동화제는 부

락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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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장호출렁다리 ② 천장호출렁다리 ③ 천장호출렁다리

④ 청양읍 시가지 ⑤ 운곡면 중심지 가촌 입구 도로변 ⑥ 청남면 중심지 가촌

⑦ 청양고추구기자축제 ⑧ 청양고추구기자축제 ⑨ 칠갑문화제

그림 17.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청양고추․구기자: 청양고추․구기자 경관 (2)

출처 : ①~③, ⑨ 청양군 홈페이지; ④ 2016년 3월 23일 필자 촬영; ⑤ 2016년 4월 9일 필자 촬영; ⑥ 2016년 4월 5일 필자 촬영; ⑦~⑧ 

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앞부록.

① 천장호출렁다리 등 ② 청양군의 마스코트 기본형 ③ 청양군 대표 QR코드

그림 18.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청양고추․구기자: 청양고추․구기자 경관 (3)

출처 : ① 청양군, 2016:뒷표지; ②~③ 청양군 홈페이지.

음 모든 액운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불을 질러 평안을 비

는 것이지만, 본래는 임진왜란 때 왜적에 대항하기 위한 

화전(火戰)으로 시작된 것이다(이현숙, 1993:273-274). 

청양군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인식은 청양군 및 칠갑산

과 관련된 여러 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한식(2004:57)이 ‘내사랑 청양아’라는 시에서 쓴 “면암 

최익현 선생님 대마도에서 일본을 압도했다”라는 구절, 

최만희(2004:65)가 ‘칠갑산 1’이라는 시에서 쓴 “솔향기 

매울시고 님의 뜻 높을시고 … 오직 한길 충의(忠義) 뜻

은 천장호 호수를 담아 만 년 두고 푸르겠네.”라는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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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양읍 우산성 입구 ② 청양읍 시외버스터미날 앞 ③ 남양면 금정리 금정교

④ 청양특화시장 ⑤ 화성면사무소 입구 ⑥ 고추문화마을 내의 청양고추박물관

⑦ 운곡면 신대리 가촌의 식당 ⑧ 청양읍 군량리 고추문화마을 ⑨ 청남면 청소리 가촌의 버스정류소

⑩ 화성면 구재리 버스정류소

그림 19.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청양고추․구기자: 청양고추 경관

출처 : ①~② 2016년 3월 22일 필자 촬영; ③, ⑤, ⑩ 2016년 4월 10일 필자 촬영; ④, ⑥, ⑧ 청양군 홈페이지; ⑦ 2016년 4월 9일 필자 

촬영; ⑨ 2016년 4월 5일 필자 촬영.

과 ‘칠갑산 2’라는 시에서 쓴 “푸른 솔 솔잎마다 의(義)좋

은 바람 맺혀”라는 구절, 이현숙(1993:270)이 쓴 수필의 

제목 ‘꼬장꼬장한 청양 사람들’이라는 자구 등이 그것들

이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는 이 지역이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는 기념물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고, 관련 행사들

이 때마다 시행되고 있다. 기념물들 가운데는 조선후기 

의병운동 및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

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후기 의병운동에 앞장섰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기념물이 많다. 면암 최익현 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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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②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③ 운곡면 신대리 가촌 주변 도로변

④ 운곡면 신대리 가촌 도로변 ⑤ 청양읍 청양문화예술회관 ⑥ 청양읍 구기자로 만든 청와대짬뽕 음식점

⑦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입구 ⑧ 구기자타운 내 향토상품전시판매장 ⑨ 운곡면 신대리 가촌 도로변

⑩ 운곡면 신대리 가촌 ⑪ 운곡면 신대리 가촌 ⑫ 운곡면 신대리 가촌

그림 20.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청양고추․구기자: 청양구기자 경관

출처 : ①~②, ⑤~⑧ 2016년 3월 22일 필자 촬영; ③~④, ⑨~⑫ 2016년 4월 9일 필자 촬영. 

기념물은 칠갑산의 칠갑산노래공원 내 칠갑광장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데, ‘면암최익현선생상(勉庵崔益鉉先生像)’

이 4개의 동제부조 및 2개의 벽면기록화와 더불어 서있

고, 인근에 ‘면암(勉庵)’ 동상 앞에서’라는 제하의 비(碑)

도 서있다. 이외에도, 정산면을 비롯한 곳곳에 의병운동 

및 만세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독립유공자 묘소 안

내판도 세워져 있다. 청양군에서 일어났던 의병운동 및 

독립운동은 때마다 기념식 이외에 만세운동, 추모제, 추

모공연 등으로 재현되고 있는데, 특히 면암 선생의 경우 

매년 기념식과 더불어 추모제와 추모공연이 열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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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칠갑산 노래공원 아래 칠갑광장 ② 칠갑산 노래공원 아래 칠갑산산마루 ③ 청남면사무소

그림 21.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충절의 고장’: 면암최익현선생상, 면암 동상 앞에서 비 및 면암 최익현 선생 서거 

110주년 추모공연 한설에 핀 매화 포스터 

출처 : ①~②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③ 2016년 4월 9일 필자 촬영.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22. 청양군의 이미지적 지역정체성의 한 요소인 ‘충절의 고장’: 의병운동 및 독립운동 기념비

출처 : ①~③ 2016년 3월 20일 필자 촬영; ④ 2016년 4월 10일 필자 촬영; ⑤ 2016년 4월 5일 필자 촬영; ⑥ 2016년 4월 9일 필자 촬영.

* ① 정산면사무소 내 정산3․1만세운동기념탑, ② 목면 안심리 본의천 연변의 독립유공자묘소안내판, ③ 정산면 광생리 36번 국도변의 독립유

공자묘소안내판, ④ 화성면 가촌의 병오홍주의병전적비, ⑤ 청남면 가촌의 항일칠투사기적비, ⑥ 운곡면 가촌의 운곡삼일만세운동기념비.

다. 면암 선생의 추모제는 모덕사에서 ‘최익현 선생 항일

의거 기념추모제’라는 명칭으로 열리고 있다.
 
면암 선생

의 추모제가 열리는 4월에는 매년 ‘추모공연’도 열린다. 

정산면에서는 매년 3·1독립만세운동이 재현되고 있다.

⑤ 청정지역·오지·낙후지역·인구과소지역 관련 지역

이미지

청양군은 칠갑산 일대에 구기자를 비롯한 각종 약초

의 재배지, 삼림욕장, 맑은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어 ‘청

정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청양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는 ‘청양군민헌장’에 나와 있는 “우리 청양은 푸르

고 깨끗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 푸른 생명 앞에 떠오르

는 밝은 태양이 바로 청양의 정기이다.” 라는 자구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양군에 대한 청정지역 인

식은 청양군이 우리나라에서 구기자의 최대 생산지이면

서 집산지라는 점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 샘물 상품

의 생산지라는 점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청양군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이어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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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편한 ‘오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칠

갑산 대치고개 자락의 한 음식점의 상호가 ‘칠갑산두메

산골’인데, 이 상호는 청양군 일대가 ‘오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칠갑산 청양골’(이완구, 1993:245)이라

는 호칭도 청양군 일대가 오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청양군이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이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에서 소외되고 순수농업지대로 남

게 되어 지역생산액과 주민소득이 낮은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과소지역으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청양군민의 노래’의 후렴구에 ‘군민 십이만’이

라는 자구가 나오는데(청양군 홈페이지), 이는 ‘청양군

민의 노래’ 제정 시에 청양군의 인구가 12만 정도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청양군(청양군 홈페이지)의 연

도별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양군은 2015년 12월 기

준으로 인구 3만3천여명의 ‘인구과소지역’으로, 충남의 

16개 시군 중 인구 순위에 있어서 최하위에 해당된다. 

지난 2016년 4월 13일에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기존의 부여·청양 선거구가 공주 선거구와 통합

된 것이 청양군의 인구가 과소함을 반증하는 결정적 사

례이다. 

⑥ 충청남도의 중앙부 관련 지역이미지

청양군 사람들은 청양군이 지리적으로 ‘충남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충남의 한복판’(백형기, 1993:65), ‘충청남도의 중앙’(칠

갑산노래공원의 ‘성스러운 산 칠갑산 노래비’), ‘우리의 

위치는 충청남도의 중심지’(청양군청 내의 ‘청양군민헌

장비’)라는 자구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이미지적 지역정체성 분석

청양군 사람들은 칠갑산, 청양고추·구기자, 청양십경, 

충청남도의 중앙부, 충절의 고장, 청정지역·오지·낙후

지역·인구과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미지적 지역정체

성을 나타나고 있다. 칠갑산 관련 지역이미지는 칠갑산

의 상징성과 지명유래, 고산유곡성, 장승문화, 칠갑산 노

래비와 콩밭 매는 아낙네상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칠갑산 자체가 청양군의 주요한 영역적 형상이면서 상징

적 형상이고, 칠갑산의 성산 관련 상징성 및 지명유래 사

항들도 청양군의 주요한 상징적 형상이다. 칠갑산노래공

원의 ‘성스러운 산 칠갑산의 유래비’는 칠갑산의 성산적

(聖山的) 상징적 형상이면서 동시에 그의 제도화 양상이

다. 청양군이 청양십경 중 제1경으로 칠갑산도립공원을 

선정하고, 그의 주요 속성으로 “일곱 개의 명당자리가 있

는 칠갑산도립공원”이라고 부기한 것은 칠갑산의 성산적 

상징적 형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칠갑산의 고산유곡성 

및 장승문화는 칠갑산의 성산적 상징적 형상을 보완하는 

것이고, 칠갑산의 ‘칠갑산 노래비’ 및 그와 관련된 ‘콩밭 

매는 아낙네상’은 칠갑산의 성산적 상징적 형상과는 또 

다른 상징적 형상이다. ‘칠갑산’과 ‘칠갑산 노래의 콩밭 

매는 아낙네상’을 활용한 상호는 상징적 형상이면서 동

시에 그의 제도화 과정의 한 양상으로 간주된다.

청양고추·구기자 관련 지역이미지와 관련하여 청양

고추·구기자의 명칭유래는 청양고추·구기자의 상징

적 형상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결과로 청양고

추·구기자는 청양군 지역의 주요한 상징적 형상이 되

었다. 청양군의 주요한 상징적 형상 중 청양고추·구기

자는 청양 지명이나, 성산 칠갑산과 같은 상징적 형상과

는 또 다른 것이다. 생산지, 박물관, 전시관, 관광지, 상

가, 도로변 등 많은 장소 등과 홈페이지, 청양군 홍보책

자, 택시 광고 등에 실물, 조형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청양고추·구기자와 관련된 다양한 경관은 상

징적 형상이면서 그의 제도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청양십경 관련 지역이미지와 관련하여 청양십경은 청

양군 지역정체성의 포괄적 상징적 형상이고, 동시에 청

양십경은 청양군이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의 양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충절의 고장 관련 

지역이미지는 상징적 형상에 해당되며, 충절의 고장임

을 알리는 기념물, 기념추모제, 추모공연은 상징적 형상

의 제도화 양상에 해당된다. 청정지역·오지·낙후지

역·인구과소지역 관련 지역이미지는 모두 상징적 형상

에 해당되며, 이 중 청정지역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의 

상징적 형상에 해당되고, 오지‧낙후지역‧인구과소지역이

미지는 부정적 이미지의 상징적 형상에 해당된다. 충청

남도의 중앙부 관련 지역이미지는 영역적 형상 및 상징

적 형상에 해당되며, 이 이미지를 기념비 등에 재현한 

양상은 제도화 양상에 해당된다.

5) 청양군의 군정구호와 읍·면정구호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1) 군정구호와 읍·면정구호의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군정구호는 청양군의 지역적 정체성의 일단

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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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청양!! 청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공부해도 일류가 될 수 있다.”,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

는 청양!”, “위대한 청양, 군민만족시대를 열자!”, “하늘

빛·땅빛·물빛 모두 아름다운 청양”, “우리는 전통문화

를 선양하고 청양을 아름답게 가꾼다”, “군민과 함께하

는 행복한 청정청양”, “청정청양”, “백세청양”,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양”, “아이 낳고 교육하기 좋은 청양”, “인구

증가, 부자농촌”, “부자농촌 부자청양”, “장학금 200억 달

성”, “청양에서 공부해도 일류가 될 수 있다. 장학금 200

억 원 달성”,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200억 모금 달

성”, “밝은 미래를 열자”, “물길 100리 꽃길 100리 청양”,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Cheongyang A Good 

Place to Live with Nature),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 

푸를 靑 볕 陽”, “제2의 인생은 부자농촌 청양에서!!”

위와 같은 청양군의 군정구호의 내용을 주제별로 보

면, 대체로 군민사기진작, 미래지향, 인구증가, 부자농

촌, 장수지역, 인재양성, 은퇴자 거주지, 자연환경찬양, 

전통문화선양 등으로 정리된다. 여러 군정구호들 중에

서 ‘위대한 청양!!’은 청양군 사람들에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며, “청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는 청양

군의 최근의 급변하는 발전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청양군의 군정구호들은 ‘위대한 청

양!!’, ‘밝은 미래를 열자’ 등과 같은 관념적 구호에서부터 

‘백세청양’,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양’, ‘인구증가, 부자

농촌’, ‘장학금 200억 달성’ 등과 같은 실천적 구호까지 

매우 체계적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청양군의 10개 읍·면별로도 읍·면정구호가 설정되

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청양군 홈페이지).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청양읍”, “국내 구기

자 최대 생산 청정지역 운곡면”, “대자연의 섭리가 살아 

숨 쉬는 충남의 알프스 대치면”, “미풍양속이 살아 숨 쉬

는 고장 정산면”, “순수한 인심, 청양군의 관문 목면”, “청

양군 최대 곡창지대 청남면”, “유서 깊은 문화재의 고장 

장평면”, “충신과 열사의 고장 남양면”, “충신과 열사의 

고장 화성면”, “내포지역의 관문, 범죄 없는 마을 비봉면”

청양군의 읍·면정구호의 내용을 주제별로 보면, 대

체로 순수한 인심, 범죄 없는 마을, 청양군의 관문, 내포

지역의 관문 등으로 정리된다.

청양군의 군정구호와 읍·면정구호는 청양군 홈페이

지 및 청양군이 발행한 홍보책자에 게재되어 있고, 청양

군청,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청양읍 및 정산면 시가

지와 면 중심지 가촌의 도로 연변 등에 현수막, 입간판, 

조형물, 상징물, 깃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2) 군정구호와 읍·면정구호의 지역정체성 분석

청양군 사람들은 군민사기진작, 미래지향, 인구증가, 

부자농촌, 장수지역, 인재양성, 은퇴자 거주지, 자연환경

찬양, 전통문화선양 등을 중심으로 군정구호의 지역정

체성을, 순수한 인심, 범죄 없는 마을, 청양군의 관문, 

내포지역의 관문 등을 중심으로 읍·면정구호의 지역정

체성을 각각 나타나고 있다. 청양군의 군정구호는 영역

적 형상 및 상징적 형상의 제도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

는 제도적 양상인데, 청양군의 군정구호 중 자연환경찬

양, 전통문화선양 등은 순수한 상징적 형상이면서 그의 

제도화 양상에 해당되고, 군민사기 진작, 미래지향, 인구

증가, 부자농촌, 장수지역, 인재양성, 은퇴자 거주지 등

은 상징적 형상이면서 그의 제도화 양상에 해당된다.

특히, 청양군의 군정구호 중 ‘인구증가’는 ‘법정 행정구

역이라는 영역적 형상의 유지’, 즉 ‘영역적 형상의 해체

(행정구역의 축소, 인접시군과의 행정구역 통폐합) 방지’

를 위한 매우 극단적인 상징적 형상의 제도화 양상이기

도 하다. 청양군에서 ‘영역적 형상의 해체’ 양상은 인구

의 절대 수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국회

의원 선거구의 인접 시군지역과의 통합(1차 부여군과의 

통합, 2차 공주시와의 통합) 등 여러 측면으로 파급되고 

있기도 하다.

청양군의 읍·면정구호 중 “순수한 인심, 청양군의 관

문 목면”과 “내포지역의 관문, 범죄 없는 마을 비봉면”은 

영역적 형상(청양군의 관문, 내포지역의 관문) 및 상징적 

형상(순수한 인심, 범죄 없는 마을)을 포괄한 제도화 양상

이고, 나머지는 상징적 형상만의 제도화 양상에 해당된다.

6) 청양군의 상징류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1) 상징류의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은 상징류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청양군의 상징류로는 심벌마크·상징물·마스

코트·공동브랜드·QR코드·상징조형물, 청양군민의 

노래, 청양군민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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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양군청 내 ② 청양군청 내 ③ 청양군청 내 

④ 청양읍 시가지 ⑤ 청양문화예술회관 입구 ⑥ 칠갑대교

⑦ 정산면 인근 36번 국도변 ⑧ 청양군청 입구 ⑨ 청양군청 내

그림 23. 청양군 군정구호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1)

출처 : ① 청양군 홈페이지; ②~④, ⑦ 2016년 3월 20일 필자 촬영; ⑤, ⑧~⑨ 2016년 3월 22일 필자 촬영; ⑥ 2016년 6월 23일 필자 

촬영.

 

그림 24. 청양군 군정구호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2)

출처 : 청양군, 2015a:표지(좌); 청양군, 2015b:3(우).

① 청양군의 심벌마크

청양군의 심벌마크는 전체적으로는 청양군의 영문 명

칭, ‘Cheongyang’의 첫글자 ‘C’를 조형(造形)의 기본으로 

하여 “21세기 생명의 땅! 청정청양”의 수려한 자연환경

을 표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칠갑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녹색), “깨끗한 물과 훈훈한 인심”(청색), “특

산물과 청양의 미래”(적색)를 표현 하였다. 심벌마크의 

3개 동심원은 “청양의 역사, 미래 및 생명”을 나타낸다

(청양군 홈페이지). 청양군의 심벌마크는 청양군기, 

읍·면사무소 표석, 도로명 주소 안내판, 군·읍·면의 

홍보물 등에 표시되어 있다. 

② 청양군의 상징물

청양군의 상징물은 상징꽃, 상징나무 및 상징새의 3가

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철쭉, 느티나무 및 원앙이 그것들

이다. 철쭉은 정열과 명예로 충절과 선비의 정신을 나타

내며, 철쭉의 강인한 자생력은 청양군민의 끈기에 비유

되며, 철쭉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우는 

모습은 희망찬 청양의 미래를 담고 있다. 느티나무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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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벌마크                청양군기

그림 25. 청양군의 상징류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심벌

마크

출처 : 청양군 홈페이지.

  

   

 

                    마스코트                            공동브랜드                          QR코드

그림 26. 청양군의 상징류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마스코트․공동브랜드․QR코드

출처 : 청양군 홈페이지.

명이 길고 수세가 왕성하여 청양군의 역사와 전통의 발

전을 상징한다. 느티나무가 인간에게 그늘과 대화의 장

소를 제공하는 모습은 사랑과 베풂을 실천하는 청양인

의 미덕과 민주화합의 의지를 나타내며, 농경사회의 두

레를 실천하는 군민의 협동을 의미한다. 원앙은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

으로 삶의 기품이 배어나는 청양인의 기상과 화합, 번영

을 상징한다(청양군 홈페이지). 

③ 청양군의 마스코트·공동브랜드·QR코드

청양군의 마스코트는 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를 시대

적 흐름과 마스코트의 특성을 살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의인화하고, 마케팅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

한 것이다. 청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인 

고추, 구기자, 멜론, 토마토, 밤, 맥문동, 표고 및 버섯의 

7가지 품목을 ‘칠갑마루’라고 명명하고, 이를 이미지화 

했는데, ‘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가 그것이다. 칠갑

마루 이미지는 청양은 무지개 빛깔과 같은 다양성을 가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무지개색의 띠를 하트모양으로 

디자인하여 소비자들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

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청양군의 QR코드는 청양군

의 상징, 칠갑동자 및 청고추(靑苦椒)·홍고추(紅苦椒)

를 표시한 것으로, 칠갑동자의 모자에 ‘홍고추’가  표시

되어 있다(청양군 홈페이지).

④ 청양군의 상징조형물

㉠ ‘청양누리탑’과 ‘청양사랑 조형물’

청양군의 곳곳에 서 있는 상징조형물은 대부분 칠갑

산 및 청양고추·청양구기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들

과 관련된 상징조형물은 앞부분(그림 25와 26의 청양군

의 이미지에 나타난 지역정체성)에서 실물, 조형물, 이

미지 등의 경관 형태로 개관한 바 있다. 칠갑산 및 청양

고추·구기자를 제외한 상징조형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는 청양누리탑과 청양사랑 조형물이 있는데, 청양누리

탑은 2015년에 청양군 개군(開郡)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고, 청양사랑 조형물은 2009년에 청양군의 

평화·화목과 미래 모습을 담아 세운 것이다. 

㉡ ‘황금복 거북’과 ‘황룡’

청양군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물(靈物)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치면 장곡리의 장곡지구 

테마학습장에 설치된 ‘황금복 거북’
10)

과 정산면 천장리

의 천장호 주변에 설치된 ‘황룡’이 그것들이다. ‘황금복 

거북’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이외에 군내의 곳곳에서 

조형물, 현수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양

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나타나고 있다. 황룡을 대상

으로는 ‘용 울음소리’ 시연행사도 시도되고 있다(대전일

보, 2016년 4월 4일자).

⑤ 청양군민의 노래와 청양군민헌장

‘청양군민의 노래’는 “청양군은 차령산맥 기슭의 아름

다운 터에 자리 잡아 칠갑산이 높이 솟아 있고, 지천이 

흐르면서 고리섬들(고리평)과 장수평들에 곡식이 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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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청양군의 상징류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상징

조형물 중 황금복 거북과 황룡

출처 : 대전일보, 2016년 3월 22일자.

그림 27. 청양군의 상징류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청양군의 상징

조형물 중 청양누리탑

출처 : 2016년 3월 22일 필자 촬영.

* 청양군청 입구 로터리 중앙부에 위치.

고 금반석 위아래에 자원이 많은 곳이고, 겨레얼 밝힌 

햇불, 높은 뜻 굳은 절개 씩씩한 기상이 전해오는 곳이므

로, 12만 군민이 길이 빛내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

다(청양문화원, 2004a:5). 청양군민헌장은 “청양군이 청

정지역이라는 점, 청양군에 높은 산지 칠갑산과 깊은 계

곡 지천구곡이 있다는 점, 청양군이 충남의 중심지라는 

점, 청양군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점, 청양사람은 공명정

대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더불어 4가지의 생활지표

를 제시하고 있다(청양군지편찬위원회, 2005:앞부록).

(2) 상징류의 지역정체성 분석

청양군 사람들은 심벌마크·상징물·마스코트·공동

브랜드·QR코드·상징조형물, 청양군민의 노래, 청양

군민헌장 등을 중심으로 상징류의 지역정체성을 나타나

고 있다. 청양군의 상징류 중 심벌마크·상징물·마스

코트·공동브랜드·QR코드·상징조형물은 대부분 상

징적 형상 및 제도화 양상에 해당된다. ‘청양군민의 노

래’에서 ‘청양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제시한 “청양군은 

차령산맥 기슭의 아름다운 터에 자리 잡아 칠갑산이 높

이 솟아 있고, 지천이 흐르면서 고리섬들과 장수평들에 

곡식이 흔하고 금반석 위아래에 자원이 많은 곳”은 영역

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동시에 명시한 것이고, ‘청양군

민의 역사적 소명과 자세’로 제시한 “겨레얼 밝힌 햇불, 

높은 뜻 굳은 절개 씩씩한 기상이 전해오는 곳이므로, 

12만 군민이 길이 빛내자”는 상징적 형상을 명시한 것이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명

시한 ‘청양군민의 노래’는 제도화 양상이다. 청양군민헌

장 중 “청양군에 높은 산지 칠갑산과 깊은 계곡 지천구

곡이 있다는 점, 청양군이 충남의 중심지라는 점”은 영

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명시한 것이고, “청양군이 

청정지역이라는 점, 청양군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점, 청

양사람은 공명정대하다는 점”은 상징적 형상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

을 명시한 ‘청양군민헌장’은 제도화 양상이다.

청양군의 상징류는 세부적으로 보면, 영역적 형상은 

‘청양군민의 노래’와 ‘청양군민헌장’에 한정해서 나타나

는데, 충남의 중심지, 차령산맥, 칠갑산, 지천(지천구곡), 

고리섬들, 장수평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징적 형상

은 상징류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특산물(고추·구기자), 

상징물(철쭉·느티나무·원앙), 영물(황금복거북·황룡), 

문화재(국보·보물), 이상(생명·청정·역사·미래·인

심·평화·화목·사랑·충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도화 양상은 상징류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특

산물, 상징물, 영물, 문화재, 이상, 노래, 헌장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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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와 과제

1)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 오지성과 

낙후지성의 극복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중 변화가 필요한 문제적 부분

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지성(奧地

性)과 낙후지성(落後地性)은 크게 시급한 변화가 필요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지역의 오지성과 낙

후지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정책들은 오지성에 기인한 폐쇄적 상태에서 

개방적 상태로의 변화, 그리고 낙후지성에 기인한 소극

적 상태에서 적극적 상태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양군의 최근 지역정체성의 여러 

가지 변화는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는 형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

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개방적 상태로의 변화

① 수도권 및 대전권 도시들과의 교류 확대

청양군은 여러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1995년 자매결연)·강동구(2002)·서초구(2003)·마

포구(2009)·금천구(2011)·동대문구(2013), 경기도의 

군포시(2003)·안산시(2005), 대전광역시 동구(2006) 등 

9개 시·구가 있다(청양군 홈페이지). 이들 자매결연도

시들은 대전광역시 동구를 제외하면, 전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어, 청양군이 특히 수도권 도시

들과의 교류를 전향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체육행사지원을 통한 국내외 홍보

청양군은 군의 이름을 국내와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

리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2011년 이후 아프리카 케냐 출

신 마라톤 선수인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세, 한국명 

오주한)를 청양군체육회에 소속시켜 지원해 오고 있다

(중도일보, 2016년 3월 21일자). 에루페는 그간 2016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비롯해 국내에서 열린 여러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청양군의 이름을 국내외에 알

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대전일보, 2016년 6월 22일자).

(2) 적극적 상태로의 변화

① 만성적 인구감소의 반전 시도

청양군은 1964년부터 지속된 인구감소를 최근에 이르

기까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감수하고 있었다. 청양

군 홈페이지(청양군 홈페이지)의 연도별 인구통계 자료

에 의하면, 청양군의 인구는 1964년에 107,228명으로 최

대 수에 이르렀다가 1965년부터는 매년 감소하여 2012

년엔 32,537명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청양군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2004년에 시행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과정에서 부여군과의 선거구 합병을 유발했고, 

2016년에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준비 과정에서 

공주시와의 선거구 합병을 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양군은 최근 이러한 만성적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서 2013년에 ‘인구증가’를 군정 주요 시책의 하나

로 설정하고, ‘2020 인구증가 프로젝트’
11)
를 강력하게 시

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만성적 인구감소 

상태가 미세하나마 인구증가 상태로 반전되었고, 이런 

상태는 2016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② 부자농촌 만들기

청양군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 인구감소와 병행된 

만성적 빈촌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농업발전을 통한 지

역발전을 도모해 왔지만,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

움을 겪어왔다. 이러던 중 2013년부터는 ‘부자농촌’을 군

정 주요 시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부자농촌 만들기 프로

젝트’를 강력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행

복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 육성, 경쟁력 강

화, 생산기반 구축, 6차산업화,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외

소득 창출의 6대 전략을 설정하고, 활기찬 농업, 활력 있

는 농촌 및 활동적인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3농3활 프로

젝트’를 시행해 오고 있다(청양군 홈페이지).

③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장학기금 200억 조성과 대학 

유치

청양군은 1960년대 이후 만성적 빈촌상태 속에서 군

내 고등학교의 질적 저하로 중학교 졸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외지로 진학해 왔고, 이러한 지역의 인재유출은 지

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속수무책이었

다. 청양군은 2011년에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교

육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양

에서 공부해도 일류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장학재단은 출범 5

년 만에 당초 목표 200억 원을 1년여 단축해 달성했다. 

이로써, 청양군은 적은 인구와 열악한 교육현실, 가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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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청양군 홈페

이지). 또한, 청양군은 인재유출이 대학과 같은 고등교

육기관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대학 유치를 시

도하던 중 1998년에 충남도립대학교를 유치하여 고등교

육인구의 잔류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

기를 만들고 있다.

④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의 유인과 지원

청양군은 최근 들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를 유인

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

여 지역의 인구기반과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즉, 청양군의 2013년 이후의 인구증가 상태로의 극적 반

전은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읍면지역의 농가로 상당수 

유입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데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을 이루

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읍 지역 

서비스업의 노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들은 주로 남성으로 농업 및 중소규모 제

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과제: 산서지역과 산동

지역 간 역사적 분리의식의 극복

청양군의 지역정체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은 최근에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 외부는 물

론 내부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산서지역과 산동지역 간 역사적 

분리의식’인데, 이는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로부터 고산지형으로서의 칠갑산에 인접한 두 지역, 

즉 칠갑산 서쪽의 ‘청양읍을 중심으로 한 산서지역’과 칠

갑산 동쪽의 ‘정산면을 중심으로 한 산동지역’이 칠갑산

에 의해 분리된 가운데 두 지역은 기본적으로 각각 산지

로 둘러싸인 곡간평야의 하천 연변에 입지해서, 주변 산

지를 기반으로 한 밭농사와 곡간평야와 하천을 기반으

로 한 논농사를 원천으로 하여 취락이 발생하고 성장했

다. 칠갑산의 지형적 장애에 따라 발생한 산서지역 및 

산동지역은 역사시대 내내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산서지역 및 산동지역의 행정구

역이 각각 시기에 따라 ‘청양현과 정산현’ 및 ‘청양군과 

정산군’으로 매우 명확히 분리되어, 산서지역은 중심지

로서 청양읍치(靑陽邑治)를, 산동지역은 중심지로서 정

산읍치(定山邑治)를 각각 형성하고 있었다(국립중앙도

서관, 2014:26, 42, 83-85, 105-107). 청양읍치 및 정산읍

치는 통치성(統治城)
12)

을 발생적 기원지(發生的 起源

地)(국립중앙도서관, 2014:192-193, 202-203)로 하는 정

통읍치(正統邑治)였다. 

조선시대 내내 통치성을 발생기원으로 하여 독자적 

읍치를 형성하고 있던 산서지역의 청양군과 산동지역의 

정산군은 일제(日帝) 강점기 초(1914년)에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통합되어 청양군으로 되었고, 최근에 이르기

까지 100여 년에 걸쳐서 산서지역의 청양읍과 산동지역

의 정산면에 각각 근대적 시가지가 형성되어 왔고, 청양

읍 시가지는 정산면 시가지보다 상위의 중심지로 성장

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제 강점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

까지 ‘청양읍 시가지 중심의 산서지역’과 ‘정산면 시가지 

중심의 산동지역’은 ‘칠갑산이라는 지형적 장애요인’과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대등한 위계의 상이한 독립적 행

정구역이었다는 역사적 분리의식(歷史的 分離意識)’에 

의거하여 청양군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보다는 인접

한 중심지와 더 많은 상호작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

다. 즉, 산서지역과 산동지역은 역사적 분리의식을 내재

한 가운데 산서지역은 인근의 중심지인 보령(保寧)과, 

그리고 산동지역은 인근의 중심지인 공주(公州)와 각각 

상호작용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일제 강점기 동안 산서지역 및 산동지역 간에 

근대적 교통로인 36번 국도가 칠갑산을 넘어 개설되고, 

해방 이후 칠갑산을 관통하는 대치터널이 개통되고, 최

근 도로의 선형개량과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칠갑산에 

의한 지형적 장애성이 상당히 극복되어 인접 도시와의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1914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 100여 년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분리의식이 잔존해 있어서, 두 지역 간의 완전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산서지역 및 산동지역 간

의 역사적 분리의식은 군 행정구역에서 면 행정구역으

로 격하를 당한 정산면 일대에서 보다 현저히 드러나고 

있고, 정산면 주민들의 역사적 분리의식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존치, 복원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3)

산서지역과 산동지역이 20세기 초 강제로 통폐합된 

이래 100여 년이 경과했지만, 역사적 분리의식이 잔존하

고 있는 것은, 고려·조선시대 1천여 년에 걸쳐서 행정

구역이 현(縣)이나 군(郡)의 동일 수준으로 독립되어 있

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전반적

으로 낙후된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선 두 지역 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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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양현                                                   ② 정산현

그림 29. 1720년대 청양현 및 정산현의 행정구역 및 읍치

출처 : ① 국립중앙도서관, 2014:26; ② 국립중앙도서관, 2014:42.

 

                    ① 청양현                                                    ② 정산현

그림 30. 1720년대 청양현 및 정산현의 읍치 및 통치성

출처 : ① 국립중앙도서관, 2014:203; ② 국립중앙도서관, 2014:193.

적 분리의식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리고, 이러한 노력은 1천여 년 유지되던 행정구역을 일

제에 의해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격하상태로 

통합당한 정산면 주민들이 자신들의 역사적·문화적·

지리적 정체성을 최소한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향토에 대한 애

착으로서의 향촌의식(鄕村意識)은 인간 본성의 하나로

서 영역유지본능, 즉 영역성(領域性)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기본적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3.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종합고찰 

지역은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쳐 성립되는데, 

지역정체성은 인지공간으로서 영역적 형상이 발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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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식공간으로서 상징적 형상이 성립되며, 이들

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는 사회공간으로서 제도가 

출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정은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고 공간구조에서 독특한 단위로 

규정되는 과정이다. 상징적 형상의 성립과정에는 지역

을 상징하는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상징적 형상은 

지역의 역사나 전통과 관련이 깊으며, 사회적 인식의 재

생산을 촉진한다. 여기에는 영역 이데올로기, 국가주의

나 지역주의,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고 등과 같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또

는 의미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제도의 출현 

과정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의해 표준화되고 통

제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양식이나 시설 등이 출현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중매체, 교육기관, 

공공시설, 각종 민간단체, 정치·경제·행정·법률 등과 

관련된 기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의 역할은 영역적 형상

이나 상징적 형상을 드러내고, 강화하며, 공식화하는 것

이다. 또한, 집단적 사고체계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생산

함으로써 지역의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는데 있어 결정

적 역할을 한다. 요컨대, 상징적 형상은 영역적 형상 내

에 존재하며,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은 제도화에 의

해 공고화 된다.

위와 같은 지역정체성 이론에 의거하여 청양군의 위

치와 영역, 역사, 지명유래, 이미지, 군정구호, 상징류 등

의 지역적 속성들에서 나타나는 지역정체성을 영역적 

형상, 상징적 형상 및 제도화 양상의 측면에서 분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적 형상: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 청양 지명유래, 

칠갑산 자체, 충청남도의 중앙부, 읍·면정구호의 

일부(청양군의 관문, 내포지역의 관문), 청양군의 상

징류의 일부(‘청양군민의 노래 및 청양군군민헌장’의 

충남의 중심지, 차령산맥, 칠갑산, 지천, 고리평, 장

수평들)

∙상징적 형상: 청양군의 역사(연혁과 유물·유적), 청

양군의 조선시대 이래 현대에 걸친 시기의 인물 관

련 기념물들(기념비, 선정비, 공적비, 시혜비, 기적

비, 송덕비, 전적비, 동상·석상, 부조, 기록화, 안내

판 등의 형태), 청양 지명유래, 칠갑산(그 자체와 지

역 이미지로서 칠갑산의 성산적 상징성 및 지명유

래, 칠갑산노래공원의 ‘성스러운 산 칠갑산의 유래

비’, 칠갑산의 고산유곡성과 장승문화, 칠갑산 노래

비, 칠갑산의 ‘콩밭 매는 아낙네상’, ‘칠갑산’과 ‘콩밭 

매는 아낙네상’을 활용한 상호), 청양고추·구기자

(그 자체와 지역 이미지로서 청양고추·구기자의 명

칭유래, 청양고추·구기자 관련 경관), 청양십경(지

역 이미지), 충절의 고장 청양(지역 이미지), 청정지

역·오지·낙후지역·인구과소지역(지역 이미지), 

충청남도의 중앙부(지역 이미지), 청양군의 군정구

호 및 읍·면정구호, 청양군의 상징류(‘심벌마크·

상징물·마스코트·공동브랜드·QR코드·상징조

형물’ 및 ‘청양군민의노래·청양군민헌장의 일부’)

∙제도화 양상: 청양군의 조선시대 이래 현대에 걸친 

시기의 인물 관련 기념물들, 청양백제문화체험박물

관, 칠갑산노래공원의 ‘성스러운 산 칠갑산의 유래

비’, 칠갑산 노래비, 칠갑산의 ‘콩밭 매는 아낙네상’, 

‘칠갑산’과 ‘콩밭 매는 아낙네상’을 활용한 상호, 청양

고추·구기자 관련 경관(실물, 조형물, 이미지 등의 

형태), 청양십경, 충절의 고장 청양 관련 기념물·기

념추모제·추모공연, 충청남도의 중앙부 이미지 재

현 기념비, 청양군의 군정구호와 읍·면정구호, 청

양군의 심벌마크·상징물·마스코트·공동브랜드·QR

코드·상징조형물, 청양군민의 노래, 청양군민헌장

요컨대,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에 있어서 영역적 형상

은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과 관련된 지역적 속성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징적 형상은 청양군의 역사, 청양 지

명유래, 청양군의 지역이미지(칠갑산, 청양고추·구기

자, 청양십경, 충절의 고장 청양, 청정지역·오지·낙후

지역·인구과소지역, 충청남도의 중앙부), 청양군의 군

정구호 및 읍·면정구호, 청양군의 상징류와 관련된 지

역적 속성들에서 나타나고, 이들 중 일부인 칠갑산, 충청

남도의 중앙부, 청양군의 읍·면정구호, 청양군의 상징

류 등은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역적 형상과 연계되어 있다.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의 제도화 양상은 기념물, 박

물관, 경관, 제례, 공연, 구호, 상징조형물, 노래, 헌장 등

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제도화 양상의 주체적 역할

은 군청, 읍면사무소, 박물관, 상업적 기능체, 농업생산

자, 사회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다.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는 ‘오지성 극복을 위

한 개방적 상태로의 변화’와 ‘낙후지성 극복을 위한 적극

적 상태로의 변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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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성에 기인한 폐쇄적 상태에서 개방적 상태로의 변

화는 서천공주고속도로가 군내를 지나면서 청양나들목

이 개설되어 있고, 각종의 국도, 지방도, 군도가 개설되

어 있어서 외지로부터의 교통접근도가 크게 개선된 기

반 위에서 수도권 및 대전권 도시들과의 교류 확대, 체육

행사지원을 통한 국내외 홍보 등의 대외관계를 통해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청양군의 낙후지성에 기인한 소극

적 상태에서 적극적 상태로의 변화는 만성적 인구감소

의 반전 시도, 부자농촌 만들기,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장학기금 200억 조성과 대학 유치, 결혼이주자 및 이주

노동자 지원 등의 시책을 통해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과제는 ‘산서지역과 산동지역 간 

역사적 분리의식의 극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연하면, 일

천여 년간 서로 다른 군현으로 분리되어 있던 청양과 정산

의 행정구역이 일제강점기 초에 청양군으로 통합된 이래 

청양읍 일대의 산서지역과 정산면 일대의 산동지역 간의 

역사적 분리의식은 격하상태로 통합되었던 산동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산동지역에서 유적의 존치, 복원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두 지역 간의 역사적 

분리의식은 향촌의식과 영역성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잠

재적으로 내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극복 방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사적·지리적 다

양성에 기반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III. 요약 및 결론

최근 신지역지리학적 지역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역은 사회적 구성체이다. 그리고, 이러

한 지역의 사회적 구성은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정체성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

고, 지역정체성의 형성은 다시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지역지리학적 지역연

구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고

찰 및 사례연구 모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 형태의 지역정체성 연구의 대부분

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촌락지역을 대상

으로 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촌락지역은 지역정

체성이 본질적으로 도시지역과 다른 상태에서 상대적으

로 더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정체성이 훼손되거나 변화되고 있

기도 하다. 따라서,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며, 촌락지역 중에서도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촌락지역 지역정체성의 원형

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

성을 연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촌락지역의 사례로 

‘충청남도 청양군’을 선정하고,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의 위치와 영역, 역사, 지명

유래, 이미지, 군정구호, 상징류 등의 지역적 속성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적 속성들을 영역적 형상, 상

징적 형상 및 제도화와 같은 지역정체성 구성요소 측면

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의 지

역정체성 분석을 위해 지역정체성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대상 지역

의 지리적 특성을 개관했다. 청양군 지역의 지역정체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답사를 광범위

하게 진행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양군 지역정체성

의 최근 변화와 과제에 관해서도 고찰했다. 

우선,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을 영역적 형상, 상징적 형

상 및 제도화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영역적 형상은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 청양 지명유래, 

칠갑산 자체, 충청남도의 중앙부, 청양군의 읍·면정구

호의 일부, 청양군의 상징류의 일부 등의 지역속성들에

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청양군의 위치와 영역’

과 관련되어 있다. 상징적 형상은 청양군의 역사, 인물 

관련 기념물, 청양 지명유래, 청양군의 지역이미지, 청양

군의 군정구호 및 읍·면정구호, 청양군의 상징류 등의 

지역적 속성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인 칠

갑산과 충청남도의 중앙부와 같은 지역이미지, 청양군

의 읍·면정구호, 청양군의 상징류 등은 전부 또는 일부

가 영역적 형상과 연계되어 있다.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의 제도화 양상은 기념물, 박물관, 경관, 제례, 공연, 

구호, 상징조형물, 노래, 헌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러한 제도화 양상의 주체적 역할은 군청, 읍면사

무소, 박물관, 상업적 기능체, 농업생산자, 사회단체 등

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를 고찰한 결과, 

지역정체성의 최근 변화는 오지성과 낙후지성의 극복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지성 극복은 폐쇄적 상태의 개방

적 상태로의 변화로, 그리고 낙후지성 극복은 소극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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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적극적 상태로의 변화로 각각 구현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청양군 지역정체성의 과제로

서 잠재해 있는 ‘산서지역과 산동지역 간의 분리의식’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양군의 지역정체성의 영역적 형상 및 

상징적 형상과 제도화 양상의 세부적 측면은 어느 정도 

조사·분석되었지만, 제도화의 구체적 과정이나 공공기

관,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제도화의 일부 주체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

긴다.

註

1) 2000년대에 들어 태안반도 촌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로 전종한(2003)과 최원회(2012; 2013a; 2013b; 

2016)의 연구 이외엔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태안반도

의 일부인 청양군을 대상으로 촌락지역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정체성 분석을 시도한 본 연

구는 그 의의가 적지 않다.

2) 청양 지명유래를 ｢미아(彌雅)｣, ｢사기(史記)｣, “진시

황기(秦始皇記)”, ｢오제기(五帝記)｣, ｢통지(通志)｣, “씨

족략(氏族略)” 등의 중국 문헌을 통해서 보면, “청

양이란 계절로 봄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氣)가 청

(靑)하고 따뜻한 양춘(陽春)을 말한다(｢미아｣)”, 

“청양은 천자(天子)의 동당(東堂)을 가리키는데, 

천자는 맹춘(孟春)이 되면 동당에 거처하기 때문이

다(｢미아｣)”, “청양이란 동쪽을 뜻하기도 하는데, 

봄이 되면, 모든 생물이 싹이 트고 생동한다고 해

서 청양개동(靑陽開動)이라고 했다(｢한서｣ “예악지”)”, 

“황제(黃帝)의 아들 현은(玄嚚)이 청양에 살았다

(｢사기｣ “오제기”)”, “청양씨(靑陽氏)가 있는데, 바

로 황제의 아들이라 하였다(｢통지｣ “씨족략”)”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정리하면, 중국에서는 2,200

년 전에 이미 ‘청양’이란 지명이 있었고, ‘청양’이란 

동방(東方), 양춘(陽春), 생명력(生命力)을 상징하

고 있어서, 황제의 아들들이 청양에 살기도 했고, 

‘청양씨’란 성씨를 갖기도 했으며, 지명과 궁궐명으

로도 사용했다는 것이다(청양문화원, 2003:ⅶ-ⅷ에

서 재인용).

3) 여러 자료들에서 기술하고 있는 칠갑산의 상징성

과 지명유래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칠

갑산은 백제시대에 신성시되고 숭앙의 대상이 되

었던 산이라 한다. 칠갑산은 삼국시대의 시가(詩歌) 

가운데 서기 28년(신라 유리왕 5년)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도솔가(兜率歌)｣에 ‘칠악산(漆嶽山)’으

로 등장한다. 그 뒤 백제 도읍이 부여로 옮겨지고 

산천숭배사상으로 명산대천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 국가의 큰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칠악산의 이름

을 북두(北斗)의 일곱 성인인 칠원성군(七元聖君), 

또는 칠성(七星)을 뜻하는 ‘칠(七)’과 천지시운의 

원리가 되는 육십갑자(六十甲子)의 으뜸이 되는 

‘갑’(甲) 자를 써서 ‘칠갑산(七甲山)’이라 부르고, 

백제의 주요 제천행사(祭天行事)를 칠갑산에서 올

렸다는 것이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95). ‘칠갑’

이란 이름은 우주만물생성의 원리인 ‘칠(七)’자와 

천체운행의 원리가 되는 육십갑자(六十甲子)의 으

뜸을 상징하는 ‘갑(甲)’에서 연유되었다(청양군 홈

페이지). 백제는 이 산을 사비성 정북방의 진산(鎭

山)으로 성스럽게 여겨 제천의식(祭天儀式)을 행하

였다. 그래서. 산 이름을 만물생성의 7대 근원 칠

(七)자와 싹이 난다는 뜻의 ‘갑’(甲)자로 생명의 시

원(始源) 칠갑산(七甲山)이라 경칭(敬稱)하여 왔

다. 또한, 일곱 장수가 나올 명당이 있는 산이라고

도 전한다(위키백과 한국어판 홈페이지). 칠갑산은 

백제의 진산(鎭山)으로 알려져 있다(청양군 홈페이

지). 칠갑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일곱 군

데로 뻗어 있고 또한 금강의 상류인 지천천(之川

川)과 잉화천(仍火川)을 보고 일곱 군데의 명당자

리가 있다고 하여 칠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본래의 명칭은 칠악산(七岳山)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칠갑산에는 일곱 

개의 명당자리가 있다(청양군 홈페이지). 7개소의 

지기(地氣)가 뭉쳐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칠갑산으

로 불리는 이 산중의 기(氣) 중에서 장곡사(長谷寺) 

부지가 가장 활발한 기의 중심이다(동아일보, 1992

년 9월 16일자). 칠갑산은 …… 백마봉, 안장봉, 장

승봉이 병풍처럼 장곡(長谷)을 이루는 서기(瑞氣)

의 장엄이, 향산(香山)의 신비가 어우러져 있다. 영

산칠갑(靈山七甲)의 찬란한 빛과 구구곡수(九九谷

水)의 명경지수(明鏡止水)가 흐르니 …… (이완구, 

1993:242).”

4) 지천구곡은 ‘아흔아홉 굽이’에 숨은 ‘아홉 가지 경

승(景勝)’을 의미하는데, 지천구곡을 만든 지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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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면 지천구곡로를 따라 흐른다. 지천은 칠갑산 

남측에서 발원해 장곡사 아래 계곡을 흘러 들판으

로 나오기까지 9개의 경승을 이루는데, 이를 지천

구곡이라 한다. 지천구곡은 지형적으로는 협곡, 여

울, 절벽, 백사장, 자갈밭, 초원 등이 어우러져 있

는 곳이다. 지천구곡 중 최고 명승은 대치면 탄정

리(炭井里) 일대와 장평면 지천리(之川里) 일대에 

있다(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5). ‘지천’은 청양군

의 대치면의 칠갑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대치천(大

峙川)을 합류하고 동남쪽으로 흘러 ‘어을항천(於乙

項川)’과 ‘작천(鵲川)’을 지나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

면의 경계를 흐르다가 청남면 인양리에서 ‘금강천

(金江川)’으로 금강(錦江)에 합류된다(한국문화유

산답사회, 1995; 국토지리정보원, 2010:605). ｢한

국지명총람｣에 따르면, 지천(之川)은 가지내, 지천

(枝川), 까치내 또는 작천(鵲川)으로도 불리는데, 

가지내와 지천(枝川)은 ‘금강의 가지’에 해당한다

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가지내를 한자화한 것이 지

천(枝川)이며, 가지내의 발음이 변화하여 ‘까치내’

가 되었고, 까치내가 다시 한자화(漢字化)하여 작

천(鵲川)이 되었다고도 한다(국토지리정보원, 2010:605).

5) 우선, ‘칠갑산’ 노래의 작사·작곡자 조운파가 이 노

래를 만든 배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동아

일보, 1991년 12월 21일자). ‘칠갑산’ 노래는 화전

민의 ‘그늘진 삶’을 그린 것으로, 우리 가락과 토속

어로 애절함을 물씬 풍기고 있다. 칠갑산은 ‘칠갑

산’ 노래를 작사·작곡한 조운파가 사춘기를 보낸 곳

으로, 1977년 고향에서 추석을 보내고 천안으로 가

는 차창에서 칠갑산을 다시 만나면서 “악산(惡山)

에 불을 질러서 콩밭을 일구는 우리 화전민들, 콩

밭은 삶의 터전이 아니던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홀어머니와 민며느리, 콩밭과 베적삼, 칠갑산과 화

전민 같은 질박한 우리 토속어가 떠오르면서 그는 

즉흥적으로 이 노래를 작사·작곡했다. 한편, ‘칠갑

산’ 노래에서 ‘콩밭 매는 아낙네’의 사연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네이버 블로그에서 발

췌). “한 어머니와 딸이 칠갑산 자락에 오두막에 살

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시절이라 힘겹게 살고 

있었죠. 가뭄이라도 들라 치면 그 힘겨움은 더욱 

더 심해지고요. 어느 날 어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내 딸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하려면 부잣집에 첩이

라도 시집을 보내야겠다고요. 적당한 양반을 알아

봐서 시집을 보내기로 하고 날이 지나 이제 가야할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마가 온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딸을 첩으로 보내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

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어머니

는 아침 일찍 콩밭을 매러 나갑니다. 아직 서리도 

걷히지 않은 콩밭을 매고 있습니다. 베적삼이 흠뻑 

젖어도 개의치 않죠.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도록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멀리 딸이 탄 가마가 집 앞 

오솔길을 지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딸도 어머

니를 보고 손이라도 흔들고 싶지만 어머니는 끝내 

얼굴을 돌리지 못하고 무심히 콩밭만 매고 있습니

다. 딸도 알겠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무심함을 

한층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이 산새소리였습니다.” 

6) “청양고추는 청양군에서 유래된 매운맛 품종”이라

는 ‘청양고추가 생기게 된 과정’에 관한 김태권

(2004:22-23)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묘

회사 직원이 청양고추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

(김태권)를 찾아왔을 때 많은 양의 고추를 구하여 

주었지만, 좋은 것으로 30여 개를 선발해 갈 때 필

자가 청양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 고추가 좋은 종

자로 선발되면 ‘청양(靑陽)고추’라고 명명해 줄 것

을 요구했다. ‘푸를 청’ ‘볕 양’ 여건 좋은 곳에서 

잘 재배한 고추를 푸른 하늘 아래 따스한 햇빛으로 

말린 고추, 이 얼마나 좋은가하고 설명했더니, 그

분은 기꺼이 약속을 했고, 그 후 운 좋게 ‘청양고추’

라는 이름의 품종이 생겨났는데, 겉모양만 좋은 것

이 아니라 매운 것도 전국 최고가 되었으며, 지역

의 명칭과 고추 품종의 명칭이 같은 고추는 청양고

추밖에 없는 유명한 고추가 되어 1970년대에 하반

기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청양고추로 선발 고정한 

중앙종묘에서 1983년에는 정식으로 농림부에 품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7) 구기자는 가시가 ‘헛개나무’(구 [枸])와 비슷하고, 

줄기는 ‘버드나무’(기[杞])와 비슷하여, 헛개나무와 

버드나무의 한자어 두 개를 합하여 ‘구기(枸杞)’라

고 불렀다고 한다. 구기자는 하수오(何首烏), 인삼

(人蔘)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여겨진다. 구기자의 

효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

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옛 노(魯) 나라에 전

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높은 관리가 민정을 살피던 

중 나이 어린 소녀가 회초리를 들고서 이빨이 다 

빠지고 흰 수염이 난 노인을 쫓아다니는 이상한 광



최원회

- 250 -

경을 보고 소녀에게 호통을 치니 소녀는 자기가 

300살이요, 그 노인은 나의 증손자라 하였다. 소녀

는 구기자를 먹어서 그렇다 대답하고 구기자 먹는 

법을 관리에게 알려주니, 관리가 집으로 돌아와 구

기자를 먹어보니 정말로 들은 대로 효험이 있었다.”

8) 청양십경의 주요 내역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청양군 홈페이지). “일곱 개의 명당자리가 

있는 칠갑산도립공원(제1경), 칠갑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장곡사(제2경), 용과 호랑이의 전설

이 있는 칠갑산의 명소, 천장호출렁다리(제3경), 

국내 최대 구경의 304mm 굴절망원경을 갖춘 칠갑

산천문대(제4경), 청양사람들의 가슴 같은 산, 우

산성(제5경), 전국 최대의 국내외 장승 350여 개가 

재현되어 있는 테마공원, 장승공원(제6경), 흐르는 

물굽이가 기묘하고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지천구곡

(제7경),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의 주요 성지, 다

락골줄무덤(제8경), 총 8,600여 종의 다양한 수목

과 꽃들을 식재한 고운식물원(제9경),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과 유물관, 모덕사

(제10경)”

9) 최익현 선생은 44세 때 일명 ‘도끼상소’로 불리는 

‘오불가장리의소(五不可丈利義疏)’로 흑산도에 유

배되었다가 다음해 귀가했으며, 68세 때 청양군 목

면 송암리로 이사해서 의병을 지휘하다가 체포되

어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서 감옥에 투옥된 후, 그

곳에서 단식으로 항거하다가 마침내 1906년 11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기가 74세였다. 사

후의 최초 안장지가 본가 부근의 무동산(舞童山) 

기슭이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의 영정 및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모덕사는 목면 송암리에 있다(이현

숙, 1993:273; 청양군 홈페이지). 안병찬 선생은 

1895년 당시 홍주에서 기의(起義)하여 의병대장으

로 활동하다가 피검되었는데, 그의 무덤과 비는 화

성면 신정리에 있다. 안병찬 선생은 옥중에서 자결

을 꾀하던 중 목에서 흐르는 피를 찍어 다음과 같은 

혈시(血詩)를 썼다. “자사는 어려운 환경을 잊지 않

고/ 용사는 목숨바칠 것 잊지 않네/ 차라리 머리없

는 귀신될 망정/ 머리깍은 사람은 아니되련다./ 의

리에 죽으니 무엇을 한하겠는가/ 다만 노친이 당

상에 계시는데/ 봉양 못해서 한스럽다.”(이현숙 

1993:273).

10) 황금복 거북이는 대치면 장곡리 장곡지구 테마학

습장의 아래에 있는데, 이곳은 신령스런 거북이 

알을 품고 있는 ‘영구포란형지세(靈龜抱卵形地

勢)’를 취하고 있다. 이곳에는 “칠갑산을 배경으

로 백제시대 한 선비가 거북 알을 나눠받는 꿈을 

꾼 후 대대손손 장수했다”는 ‘거북 바위의 전설’도 

전해내려 오고 있다.

11) 이 프로잭트는 2013년에 ‘청양대도약’을 위한 6대 

비전 선포시 채택되었으며,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6대 전략 모델화 비전’을 제시하고, 신성장동력사

업으로 2020년까지 인구 2,500명을 증가시켜서 

총인구 35,000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대 전략 모델화 비전’에서 6대 전략은 귀

농귀촌, 출산장려, 기업유치, 교육‧복지, 장학금 

200억 및 일자리 창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농귀

촌, 출산장려 및 기업유치는 인구증가를 위한 것

이고, 교육‧복지, 장학금 200억 및 일자리 창출은 

인구유지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인구증가를 위해 

행정추진단, 군민운동, 출향군민‧사회단체 및 산

학연관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강화

시키고 있다(청양군 홈페이지). 

12) 통치성은 중심기능체가 있던 곳이고, 읍치는 통치

성에서 중심기능체가 나와서 통치성이 입지한 산

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동헌(東軒), 객사(客舍) 

등의 중심기능체가 입지한 곳이다(국립중앙도서

관, 2014:171-179). 청양현의 경우 통치성인 우

산성(牛山城)에 있던 중심기능체를 고려 중기 이

후 우산성 남쪽의 읍내리(邑內里)로 옮겨서 우산

을 풍수상의 주산으로 삼고 읍치를 구성했다(국립

중앙도서관, 2014:202-203). 정산현의 경우 통

치성인 두릉산성(豆陵山城)에 있던 중심기능체를 

고려 중기 이후 바로 아래의 백곡리(白谷里) 일대

로 옮겨 읍치를 형성했고, 이후 불명시기에 백곡

리 읍치는 서정리(西亭里) 일대로 이동했다(국립

중앙도서관, 2014:192-193).

13) 예를 들면, 정산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고려시대 

초기의 정산서정리구층석탑(定山西亭里九層石塔, 

보물 제18호)을 보존하거나 조선시대의 정산향교

(定山鄕校)를 정산읍치가 있던 정산면사무소 인

근에 존치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춘추석존대제(春

秋釋尊大祭) 등 향교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거나 

조선시대에 정산군청이 있던 현재의 정산면사무

소 구내에 정산고군청지기념비(定山古郡廳址紀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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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를 설치하거나 조선시대에 정산읍치에 있던 백

련지(白蓮池), 자오교(子午橋), 만향정(晩香亭) 유

적을 현재의 정산면사무소 구내에 복원하거나 정

산3·1만세운동기념탑을 정산면사무소 구내에 설

치하는 것이 그것들이다. 

14) 이에 관해서는 홍금수(2004)의 연구에서 구체적

으로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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