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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낙안읍성

순천 낙안읍성는 세종실록에 의하면 1397년

(태조6년) 김빈길이 백성을 동원해 토성을 쌓은 

것이 낙안읍성의 전신이 되어 1424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돌로 다시 쌓아 성의 규모가 넓혀졌

다고 한다. 낙안읍성은 현존하는 읍성 가운데에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읍성 중 하나이며, 조선 

전기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낙안읍성 

전체는 낙안읍성과 낙안객사를 포함하여 총 3개

의 문화재가 지정되었으며 낙안읍성 소재 민속

문화재 가옥들은 총 9채로 지정되었다. 순천 낙

안읍성 소재 가옥들은 특색 있는 평면구조와 더

불어 남해안 지역에서 보이는 건축적인 특성이 

보이고 있어 좋은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

다.

① 순천 낙안읍성 이방댁 (順天 樂安邑城 吏房宅)

낙안성 안의 옛 감옥이 있던 자리에 이웃한 

‘향리의 집’이었으며 성 안의 집들 중에서 가장 

멋을 부린 집이기도 하다. 안채와 아래채가 ‘ㄱ’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서남향집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당이고 오른쪽으로 안채가, 맞

민속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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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편으로 아래채가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부엌, 안방, 안마루, 건넌방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방과 안마루의 기둥 사이는 조

선시대 때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넓이를 준수하

고 있는데, 부엌 칸은 오히려 넓게 잡아놓았다. 

방과 안마루 앞에는 개방된 작은 툇마루가 있

다. 아래채는 창고와 축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

나 일부가 개조되었다. 조선시대에 ‘초가삼간’이

라 부르던 집의 규모이다.

② 순천 낙안읍성 들마루집 (順天 樂安邑城 들마

루집)

작은 초가집으로 대문을 들어서면 북쪽으로 

안채가 있고 서쪽으로 돼지막이 있다. 안채는 

온돌방 2개와 큰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향

집이다. 방문은 큰방·작은방의 크기가 다르며, 

큰방의 문 옆에는 머리창이 하나 더 달려있다. 

이것은 남해안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

이다. 방문 앞에는 크기나 형태가 맞지 않는 미

묘한 모습의 뜰마루가 있다. 부엌은 뒷벽을 뒤 

툇간의 기둥을 따라 쳤기 때문에 한결 넓어졌

다. 그리고 벽의 윗부분에 뚫어 놓은 살창으로 

빛이 들어와 비교적 밝은 편이다. 부엌의 동쪽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고 나머지의 넓은 터는 채

소밭이다. 훈련된 목수에 의해 지어진 제법 짜

임새 있는 모양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순천 낙안읍성 뙤창집(順天 樂安邑城 뙤窓집)

낙안성 남문을 통해 들어간 남내리의 길가에 

위치한 초가집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안마

당이고, 마당 깊숙한 곳에 안채가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채의 앞쪽으로는 헛간채가 

있고 서남쪽의 담 모서리에 화장실이 있다.

안채는 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배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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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서쪽과 뒷면의 벽을 맞담으로 쌓았을 뿐 

앞면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방 앞에는 툇마

루를 달았고 후대에 작은방의 옆으로 헛간을 추

가로 설치하였다. 부엌에는 부엌신인 조왕신이 

모셔져 있고 부엌과 헛간채의 사이에는 잘 정돈

된 장독대가 있다. 토담집 특유의 수수하고 소

박함을 보여주는 집이다.

④ 순천 낙안읍성 마루방집 (順天 樂安邑城 마루

방집)

낙안성의 동서를 잇는 큰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초가집이다. 반듯하고 넓은 대지에 자리한 

이 집은 대문을 들어서면 깊숙한 자리에 안채가 

있고, 대문 바로 옆 서쪽에 화장실이 있다.

안채는 서쪽부터 부엌·안방·마루·작은방

으로 배열되어 있고 부엌과 안방의 사이에 흙으

로 벽을 만들어 놓았다. 그 중간쯤에는 조왕신

을 모시던 자리와 광솔불을 켜던 선반을 설치한 

자리가 있다. 앞쪽벽의 윗부분에는 빛이 통할 

수 있는 봉창들이 있어 부엌이 좀 밝다.

안방에는 앉았을 때 눈높이에 맞는 창문이 달

려있어 채광과 함께 통풍도 되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하였다. 마루는 작은방을 넓게하기 위

해 좁게 만들었다. 작은방 앞에는 ‘ㄱ’자로 꺾인 

돌담을 쌓아 흙바닥의 돌담 안쪽을 헛간으로 이

용하고 있다. 장독대는 부엌 앞쪽으로 담을 의

지하여 아담하게 꾸몄다.

특색 있는 평면구조와 일부 건축구조에서 특

수한 면을 보이고 있어 좋은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⑤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順天 樂安邑

城 대나무 서까래집)

낙안성의 동문과 서문을 잇는 큰 도로의 서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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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큰 길로부터 북쪽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위치한 초가집이다.

부엌 1칸, 방이 2칸인 아주 작은 집이다. 담장

을 쌓다가 터놓은 부분이 대문인데, 대문을 들

어서면 제법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 깊숙한 곳

에 안채가 남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부엌·큰

방·작은방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방 앞에

는 툇마루가 있고 큰방 뒤로 작은 벽장이 있다.

작은방의 옆쪽으로는 ‘ㄱ’자로 꺾인 돌담을 쌓

아 그 사이의 공간을 헛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부엌의 앞에는 우물이 설치되어 있고 넓은 마당

의 한 곳을 채마밭과 텃밭으로 쓰고 있다.

⑥ 순천 낙안읍성 ㄱ자집 (順天 樂安邑城 ㄱ字집)

크고 작은 점포들이 많이 있는 낙안읍성의 동

문 길가에 위치한 집으로 여러 점포들 중에서도 

비교적 옛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큰길가에 

위치한 점포 옆의 대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안채가 있다.

안채는 부엌·방·헛간의 순으로 배열되었으

며, ‘ㄱ’자로 꺾여서 다시 작은방을 두어 점포와 

연결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ㄱ’자의 평면을 

이루는 이 집은 이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

의 집이다.

방 쪽 벽으로 붙어있는 부엌의 부뚜막은 연기

가 굴뚝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쪽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이다. 또한 부엌 앞

쪽의 장독대를 두텁게 쌓은 낮은 벽으로 감싸 

놓은 것 역시 남해안 지방과 성 안의 여러 집에

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원래는 기와지붕

이었으나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옛 모습을 지닌 점포라는 점과 낙안읍성 지역

에서 보기 드문 ‘ㄱ’자형 평면이라는 점에서 가

치가 있는 집이다.

순천 낙안읍성 향리댁 전경 순천 낙안읍성 주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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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순천 낙안읍성 주막집 (順天 樂安邑城 酒幕집)

낙안읍성 남문의 가운데로 뻗어 있는 큰 길에 

접해있는 첫 번째 초가집이다. 담장을 쌓지 않

고 비워둠으로써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문

간을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田’자 모양의 집이 

자리 잡고 있다. 낙안성 안의 유일한 ‘田’자형 집

인데, 땅이 좁아서 택한 평면이라 여겨진다.

방 2개, 점포, 부엌으로 구성이 된 이 집은 대

문간의 첫 칸이 방이고 다음 칸이 부엌이다. 방

의 뒤로는 점포로 사용되던 마루방이 있고 그 

옆에 안방이 있다. 방의 앞쪽으로는 각각 툇마

루를 달아 개방하였다. 벽은 흙벽인데 부엌의 

옆 벽면은 돌로 쌓았다. 벽의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긴 판자를 매어놓아 작은집

에서 쓸모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⑧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 (順天 樂安邑城 西

門城壁집)

낙안성의 서문이 있던 자리를 나가면 오른쪽

으로 도는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초가집이

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당이 있고 동쪽 끝

은 성벽으로 막혀 있어 따로 담을 쌓지 않았다.

마당의 북쪽으로 ‘一’자형의 안채가 자리 잡고 

있다. 왼쪽부터 부엌·안방·안마루·윗방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앞쪽으로는 툇마루가 설

치되어 있는데, 안방 쪽은 뒤로도 툇마루를 놓

았다. 부엌은 앞과 뒤로 넓히면서 큰 공간을 이

루고 있다. 부뚜막은 안방 쪽의 벽에 설치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널판 벽을 설치하여 위에 벽

장문을 달고 찬장처럼 사용하였다. 윗방의 옆으

로 헛간이 있는데 토담으로 쌓은 부분은 나중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대문의 오른쪽으로는 돼

지막·헛간·화장실로 구성된 헛간채가 있다.

⑨ 순천 낙안읍성 향리댁 (順天 樂安邑城 鄕吏宅)

낙안성 남문의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기와

집으로 앞으로는 성벽을, 뒤로는 길을 두고 있

다. 성 안에서 가장 단아하고 건실한 구조를 지

녔던 초가집으로 ‘향리가 살았던 집’이라고 한

다.

대문으로 들어선 정면에 위치한 안채는 부

엌·방·창고방·건넌방으로 배열된 ‘一’자 집

이다. 앞쪽으로는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

넌방의 오른쪽에도 툇마루가 있다. 다만, 안방

과 창고방의 뒤로 난 툇간은 마루를 깔지 않은 

흙바닥으로서 보관 장소로 활용하였다. 이는 추

수 등의 수입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의미한

다. 방은 흙벽인데 반해 창고방은 널판 벽을 설

치한 후 문짝을 달았다. 장독대는 부엌 앞에 있

고 대문 옆 구석에 화장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