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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산과 인간은 어떤 關係를 맺고 있는가? 

“산은 베품이다. 능히 氣를 베풀고 퍼지게 하여 

萬物을 생성하게 한다"1l는 『說文解字』의 ‘산’은 

동양적 山 觀念을 잘 말해주고 있다. 

萬物을 生成하는 氣는 산에서 發源하고 산의 服

을 통하여 흐른다고 風水는 보았다 2) 地氣는 바람 

을 타면 흩어지니 山으로 藏風히여 地氣를 갈무리 

한다고도 하였다 3) 

우리나라는 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전 국토 

의 4분의 3에 이르고 산이 空間의 知覺이나 景觀

등에 미친 영향은 至大하니 만큼， 산과 인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地理學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本考는 산과 인간의 相互關係에 대한 A文的 연 

구의 하나로 우리 민족은 산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는지， 산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 

지를 風水思想으로 밝히려 하며 다음을 연구의 목 

적으로 삼는다. 

一. 인간과 산의 相關性을 풍수사상으로 조명한 

다. 

一. 산을 중심으로 한 天地A 調和의 휩L跳을 살 

핀다. 

一. 우리 민족이 지녀온 山觀의 傳統과 意味를 

밝힌다. 

풍수는 원래부터 우리민족이 지니고 있던 地氣

의 감지능력， 즉 됨生的 風水地理를 지니고 있던 

*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整理한 것임. 指導敎授이신 崔昌祚선생님께 感謝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過程 후業 . 

1) “山宣也， 謂能宣散氣， 生萬物也" If'說文解字.!I.

2)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p.33. 
3) “氣乘風則散~古A聚之使不散" If'짧훌經.!I : <서울대 규장각 상백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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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중국의 이론체계가 유입되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4) 그러나 중국적 이론체계에 대한 일말의 불 

안감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論者는 ‘한국풍수의 

龍論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그 실마리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풍수 

는 중국풍수에 비해 산을 중시하고5) 形局論은 우 

리풍수의 한 典型"6)이라는 데에 유의하여 한국풍 

수적 山論의 端績와 가능성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 

이다. 

2. 뿔뽑山은 天地의 骨

풍수의 초기경전인 『춤烏經』은 “盤古 混倫에 氣

가 싹터 크게 質朴하더니 陰陽으로 나뒤어 맑음과 

흐림이 되더라"7)는 天地開關으로 첫머리를 시작한 

다. 

盤古는 중국의 古代坤話에 나온다. 

“天地가 아직 分離되지 않았을 무렵， 우주는 거 

대한 계란 형상으로 暗黑과 j昆패의 도가니였다 8) 

元氣가 싹트기 시작하여 드디어 天地가 나뒤어지 

니 乾坤이 바로잡히고， 陰이 열리고 陽이 응하니 

元氣가 퍼졌으며， 그것이 품어 中和되어 사람이 

되었다. 그 처음이 盤古이다. 그의 임종이 가까와 

질 무렵에 盤古의 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 

다. 호흡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으며 ~왼쪽 눈은 

태양이，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으며， 四댔는 四極

이 되고， 五體는 五歡이 되었다. 血浪은 江河로， 

節服은 地理로털은 草木으로 ~이는 金石으로 

~땀은 흘러 비와 못이 되었으며， 톰의 벌레는 바 

람에 접하자 뭇 백성이 되었다 9) 

盤古는 天地萬物의 祖로 元氣를 形象化한 것이 

다. 인도에도 盤古의 빼話와 유사한 내용이 전한 

다. Adaam{阿達摩)라는 이름으로， 그가 죽자 머 

리는 하늘이 되고 뼈는 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10) 

풍수는 이러한 산을 昆밟山이라고 보았으니 『廳龍

經』에서 “곤륜산은 天地의 뼈대"11) 라고 한 바가 

그것이다. 

“곤륜산은 天地의 중심 "12)으로 모든 산은 곤륜 

에서 부터 시작한다. 위에서 ‘盤古의 範服은 地理’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地理는 地服이다. 盤古의 

四願는 곤륜산에서 갈려나간 4줄기의 技服을 의미 

한다Jr聽龍經』에서 말하기를 곤륜산에서 四뼈가 

뻗어나와 四世界가 되었다고 하였다 13) 

뭇 산이 곤륜산으로부터 발원했다는 생각은 조 

선조의 실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보편적인 상식이었 

다고 생각된다 14) 

4)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p.66. 
5) 최창조， 1990,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풍수사상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2회 학술회의 발표문， p.94. 
6) 최창조， 1991, “한국 풍수사상의 역사와 지리학 정신문화연구， 14권 1호(통권42호)， p.149. 
7) “盤古混‘倫， 氣簡大朴， 分陰分陽， 薦淸짧i뽑" Ii좁烏經.n <규장각 도서번호 2329>. 
8) 훌쩌 著 ; 鄭錫元 譯， 1988, 中國의 古代빼話， 文藝出版社， p.35. 
9) “元氣짧쫓， â훨흉滋始， J흉分天地， 輩立乾坤， 행陰感陽， 分布元氣， 乃짱中和， 是寫A也， 首生盤古， 重死化身， 氣

成風雲， 聲짧雷露， 左眼鳳日， 右眼烏月， 四股五體， 薦四極五폼， 血波鳥江河， 觸服馬地理， JIJLI쇠烏田土， 髮￥Z寫

星辰， 皮毛寫草木， 臨骨鳥金石， 精隨鳥珠玉，fF流罵雨澤， 身之諸蟲， 困風所感， 化寫쫓mt "(五運歷年記).

10) 何新 著 ; 洪熹 譯， 1990, 빼의 起源， 東文選， p.230. 
11) “훨짧山 是 天地骨" Ii戀龍經.n r統論篇J.

12) “昆밟之묘~蓋天地之中也" Ii進南子Jl r地形訓上J.

13) “昆뿜山 是 天地骨~四股分出， 四世界" Ii據龍經.n r統論篇」 한편， IiA子須知』에서는 3줄기의 큰 갈래(南條 

幹龍服絡， 中條幹龍服絡， 北條龍服絡服絡)로 본다. 

14) 李圭景은 『五洲何文長쫓散鎬.n r白頭山辦證說」에서， “천하에 세줄기의 大幹龍이 있는데， 모두 곤륜에서 시작 
한다. 三條로 나뒤어 중국으로 들어가니， 北條는 河海에서 나와 흘러 薰藏이 되고 義藏에서 나온 餘氣가 백 

두산이 된다. 백두산에서부터 조선의 뭇산이 된다"(天下有三大幹龍， 皆始於뚫짧， 分派三條以入中國， 北條出

河海流鳥훌훌蘇之分餘氣寫白頭山， 自 白頭山薦朝蘇諸山)고 하였고， 李重煥은 『擇里志』에서 “곤륜의 한 技服이 

동쪽으로 의무려산이 되었고 여기서 다시 크게 束氣되어 요동의 들이 되며， 들을 지나 다시 솟아나니 백두산 

이 된다고 하였으며， 鄭東愈는 『畵永編』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산의 조상은 곤륜산이다. 그중에서 
오직 세줄기가 나뉘어 중국에 들어왔으니 ~이것이 이른바 三幹이다”고 하였다.(Ii畵永編.Jl : 남만성譯， 1971, 
ζ西문고 77, p.13) m 



풍수서인 『짧玉쏟』에는 “龍은 크게 셋으로 나뒤 

어， 南龍은 恨山으로 부터 일어난 長江과 南海 사 

이에 끼언 것이고， 中龍은 西鎭에서 일어난 黃河

와 長江사이에 끼인 것이며， 北龍은 昆짧으로 부 

터 출발하여 압록과 황하 사이에 끼어 이어져 白

頭山에서 宗을 일으킨 조선 풍수의 祖宗이 되는 

龍服이다. 그래서 뭇산은 볕밟의 子孫이라고 한 

다라고 하였다 15) 

곤륜에서 뻗은 服에서 우리나라의 산은 연원한 

다. 

3. 하늘16)01 산으로 

盤古의 開關이후 天地는 陰陽으로 나뉘고， 나뉘 

면 다시 合一하는 것이 天地의 이치라 陰陽은 顧

和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하늘의 陽氣가 산에 스미 

고 이어 A間化되기 시작한다. 

우리민족은 그 合-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징적 

으로 표현하였다. 

“하늘에 桓因이 있었다. 아들 桓雄이 인간 세상 

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三危太伯을 굽어보니 과 

연 널리 인간을 이롭게할만한 곳인지라~桓雄은 

太伯山頂의 *빼樓樹 아래로 下降하여 坤市라 일컬 

었다이때， 곰이 ~熊女가 되고~桓雄이 임시로 

사람으로 변해 熊女와 혼인하니 낳은 이가 樓君

왕검이다 

樓君빼話의 構造를 풍수적으로 解釋하면 하늘 

(환인， 환웅〈太陽坤))이 太伯山의 熊女(곰 · 

산의 地氣를 A格化)와 合하여 樓君(A間化)이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하늘이 산으로， 그 

리고 인간으로’의 구조는 이후의 始祖 坤話에도 반 

복된다. 즉， 고구려의 解幕漸는 熊빼山에， 신라의 

혁거세는 陽山에 17) 辰韓의 六村長은 짧잃筆， 兄

山， 伊山(皆比山) , 花山， 明活山， 金剛山에 18) 가야 

의 首露王은 龜릅筆에 임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首露王 빼話는 하늘이 龜블筆의 地氣를 입어 A間

化하는 구조로서， 龜답輩은 풍수 형국론으로 볼 

때 거북 形局의 산(龜山)이니 樓君빼話보다 풍수 

적으로 더 구체적인 표현이다 19) 古代A들은 그러 

한 산을 天山이라고 불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太陽의 밝은 기운이 스민 산을 白山이라고 하였 

다. 

1) 우리나라의 白山

조선은 땅이 동방의 끝에 있어 해가 남달리 밝 

기 때문이라고 하거니와 山經에 말하기를 곤륜의 

한 가닥이 ~백두산이 되니 이 산은 조선산맥의 

한아비다 20) 李뼈光은 『좋뿔類說』에서 “昆앓이 盤

15) “~諸山 뿜짧之 子孫" Ii'짧玉쭈.n， 卷六一 r尋龍歌J， 경인문화사， 한국풍수지리총서. 

16) 天의 개념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할 것. 
金忠烈， 1974, “論 天” 인문논집， 제 19 집， 고려대. 

金基相， 1988, “天 擺念에 관한 體系的인 考察 장안논총 제8집， 장안실업전문대학. 
17) r三國遺事.n r紀異， 高句麗J.

熊(곰)은 흡과 관련된 말이다. 따라서 熊빼山이란 S꾀의 뜻이요 樓君坤話의 太伯山에 해당한다. 

柳東植， 1989, 韓國 꼬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p.37. 
18) r三國遺事.n， 卷1， r新羅始祖藏居世王J.
19) 論者가 龜답筆의 형상을 거북 形局이라고 해석한 근거는 1. 龜답라는 봉우리 이름 및 龜읍歌(거북아， 거북 

아， 머리를 내멀어라-)의 龜와 2. 일연이 주해한 ‘是筆響之稱 若十朋代之狀故굽也’에서 열이 무리지어 엎드 

린 형상(朋을 類로 해석함)이라고 한 점등이며， 현장답사0992. 2. 8)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을 아래와 

같이 발훼한다. 

〈龜답-봉우리 이름인데 마치 열이 무리지어 엎드린 형상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에서 이상한 

기운일 일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들려왔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므로 여기에 내려왔다. 너희들은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 

다〉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한줄기 자주색 빛이 하늘로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황금알 여섯개가 있었다. 이어 아기로 변하니 그가 首露이다> r三國遺事』 卷2， 「罵

洛國記J.

20) “~地在東表， 日先明故， 티朝蘇， 山經굽昆앓一技寫白頭山， 寫朝蘇服之祖" r大東與地全圖.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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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의 머리라면 白頭山은 발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21) 이에 반해 정약용은 自主的인 思考로 “白山

즉 白頭山은 東北 諸山의 祖宗이자 東方의 뿔밟 

山”이라고 하였다 22) 

白頭山은 不威山이라 불렀다. 不威이라는 말은 

〈밝은〉의 譯音으로 光明 또는 빼明이라고 하기도 

하고， (不 : 火， 빛) (威 : 퓨 : 임금) 이라고 보아 

빛의 天빼의 山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23) 

우리나라의 특징은 수많은 天山， 白山 계열의 

산이 있는 것이다. 天山은 白山24) 이다. 天山은 日

月五星의 氣運이 스며있는 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분화되지 않은 初期的 山 觀念이고， 白山은 해의 

陽氣가 스며 있는 산으로 구체성을 띤 개념이다. 

붉계열의 산은 한걸산(太白山， 長白山， 빼白山， 

威白山， 大朴山 등)과 결산(白山， 朴山， 白雲山，

되馬山， 白塵山， 昆盧山， 小白山 등)이고， 天 계열 

의 산은 天첼山， 天佛山， 天寶山， 天方山， 天白山，

天皇山 등이다.잉)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天山이 존 

재한다Ii'新增東國興地勝훨』의 「山川」條에 나타난 

白山， 天山 계열의 산을 보면26) 대체로 지역적으 

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상대적으로는 山經의 iE 

服보다 B頭大幹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림 1)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하늘성이 땅에 구현되어 

하늘과 산과 마을이 一體가 된다. 

우리의 上古 先民들은 이주할 때마다 최고의 主

輩을 골라 이를 붉꾀(白山)라 불러 숭앙할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작은 빼山(堂山)을 쌓고 察天하 

였다. 高山에도 天빼이 내려오듯이 造山에도 天빼 

21) “述異記日， 盤古民天地萬物之祖， 其.死也， 頭罵五돔， 텀鳥日 月， 服홈寫江海， 毛髮寫草木， 一코， 頭鳥東옮， n훌鳥 

中폼， 左뽑鳥南폼， 右賢寫北돔， 足寫西돔， 奈謂， 此特就中國而言， 若티頭鳥昆짧， 足짧白頭山可也 李B후光 『좋 

輩類說』 卷2， 地理部 「山J<규장각 도서번호 7117). 
22) 丁若鋼， 我추B용훌城考. 

23) 金得橋， 1987, 白頭山과 北方끓界， 思社冊， p.15. 
24) ‘白’자는 補明을 의미하는 古語〈석〉의 寫音字로서 무릇 이 명칭을 가진 산은 古빼道 시대에 신앙대상이 되던 

산악(白雲， 白華， 白돕， 白馬， 白塵 등)이며， <붉〉은 朴， 발(八， 앓， 代， 薦) , 부루， 題盧， 夫老， 飛來， 風流 둥 
으로 借字한 것이다. (崔南善， “樓君古記훨釋 이은봉 편， 1986, 단군신화 연구， 온누리， p.26) 

25) 李泳澤， 1986, 한국의 지명， 도서출판 태평양， pp.45-53. 
26) r新增東國與地勝훨』의 天山， 8 山계열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漢城府 白歡山， 開城府 天慶山.

京幾 : 楊根那 陽白山， 水原都護府 興天山， 安城那 白雲山， 振威縣 天德山， 金浦縣 白石山 天燈山， 陽城縣 天

德山 白雲山， 楊州밸 天慶山， 天寶山， 城州救 白雲山， 永平縣 白雲山， 抱川縣 天寶山， 長端都護府 白폼， 豊德
那 白馬山.

忠淸道 : 忠州쨌 天燈L1J ， 淸風那 白夜山， 판陽휩ß 小白山， 延豊휩ß 朴達山， 永春縣 小되山 白阿갑山， 提川那 朴

;達山， 永同縣 朴達山， 黃j間縣 白華山， 定山縣 大朴삼山， 泰安홈ß 白華山， 演山縣 天寶山， 좁陽縣 白月山， 大興

縣 白月山， 保寧縣 白月山.

慶尙道 : 機張縣 白雲山， 安東大都護府 太白山 天燈山， 榮川那 白륨山， 豊基那 小白山， 奉化縣 太白山， 那威縣

朴達山， 龍宮縣 天德山， 仁同縣 天生城山， 尙州쨌 天輩山 白華山 善山都護府 白馬山， 威陽那 白嚴山 白雲山，

安陰縣 白雲山， 昌原都護府 白月山.

全羅道 : 珍山那 天JtE山 ， i天構縣 앓伊山， 朴只山， 長城縣 白嚴山， 務安縣 含朴山， 長興都護府 天冠山， f훌朱縣 

되雲山， 長水縣 되華山， 光陽縣 白鍵山， 興陽縣 天燈山， 同福縣 白也山， 和順縣 天雲山， 삼城縣 天德山.

黃海道 : 黃州救 天柱山， 天률山， 載寧那 白活山 天鷹山， 씁山那 白雲山， 信川那 天奉山， 新漢縣 天蓋山， 延安

都護府 天拜山， 白天那 天登山， 江陰縣 天빼山. 

江原道 : 三階都護府 太白山， 平海那 白밟山， 打城都 天따L山， 節珍縣 白嚴山， 했삼縣 朴山， 原州쨌 白雲山 白
德山， ~옳陽都護府 天寶山 天慶山， 鐵原都護府 白農山， 金城縣 白亦山， 寧越 앓山. 
!或鏡道 : I或興府 大白亦山 小白亦山 白雲山， 永興府 太博山， 定平都護府 홉白山， 白雲山 風流山， 文天那 天佛

山， 端天那 天鳳山， 甲山都護府 天鳳山 白德山 白頭山， 鏡城都護府 祖白山 白山 白塵山， 吉城縣 長白山， 明川

縣 白塵山 會寧都護府 白頭山， 鍾城都護府 小白山， 慶興홈ß護府 白몸山. 

平安道 : 永柔縣 天寶山， 義州쨌 白馬山 天慶山， 鐵山都 白梁山， 湖州都護府 天慶山， 雲山那 白훨山， 熙天휩ß 

白山， 成川都護府 白題山， f介Jl I那 白雲山， 굶山縣 朴達山， 股山縣 天聖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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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깃든다고 보았다 27) 

5굉。 

그림 1. 天山의 分布

* 주) 26의 新增東國與地勝賢의 天山系 山을 大東與地圖
에서 찾아 標示하였고， 그외 『大東與地圖』에 나타나 있 

는 주요 白山도 첨가하여 地圖化함. 

* 바탕圖는 李抽炯이， 1860년경 大東與地全圖에서의 山，
水經을 作圖한 것 (李拍炯， 1990. u"大東與地圖의 冊究.lI，
뜰拍堂， p.33)을 사용하였다. 

2) 한민족의 三빼山28) 

山은 坤의 거주처라고 여기니 이름하여 빼山이 

다. 하늘이란 형체를 일컬음이고 하늘의 妙用을 

坤이라고 했으니29) 빼은 하늘의 의미가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온 개념이다. 따라서 빼山은 天山이 

보다 A間化된 표현이다. 

단군신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天抽이 A間化’한 

것과， “아사달로 돌아와 山빼이 되었다는 것이 

다. 신라의 脫解王도 죽어서 東돕(Itt含山) 山빼이 

되었다고 하였다이 여기에서 三빼山 관념이 시작 

된다. 하늘이 산에 내려와 인간이 되고， 죽어 다시 

산으로 깃들어 나라와 마을의 수호신이 되니 하늘 

과 산과 사람은 相關的이라는 관념이 생긴다. 

三빼山은 三빼31)이 있는 산이다. 三빼은 天빼， 

地빼， A빼 혹은 桓因， 桓雄 樓君이라 이르기도 하 

고， 山坤， 塵育을 담당하는 塵빼， 民倚에서는 A格

化하여 삼신할머니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청동기 시대에 오면 天빼은 地上에 하강하여 인 

간으로 化하고， 고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天빼에 

서 山빼으로 분화한다 32) 前者는 하늘이 A間化한 

다는 의미를 지니는 天坤의 단계다. 山빼으로 되 

어 깃든다는 의미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하늘 

과 산과 인간’의 관계로 構造化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 있어서 산은 하늘을 願播하는 폼으로 중요 

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적으 

로 신라의 佛國士 思想과 五臺山 信째， ~짧勳 思想

27) 趙호薰， 1963, “累石瓚， 빼樹， 堂집 신앙연구 文理論集(文學部篇) 제7집， 高大文理大， p.50. 
28) 우리나라의 三빼山 觀과 중국의 그것과는 바탕이 다르다. 중국의 三빼山 觀은 道敎的 理想獅을 내용성으로 

하는 逢棄， i盧1""' ， 方文山이며 우리나라의 삼신산은 원래 마을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生氣의 원천이었다. 

이것이 중국의 영향으로 실학자들은 金剛山을 逢葉， 智異山을 方文， 漢擊버을 讀洲라고 하기도 하였으나(이 

수광의 『좋輩類說』 卷2 地理部 「山j， 이중환의 『擇里地.lI r r 居總論」 ‘山水’， 李圭景의 『五洲術文長쫓散鎬』 
「漢擊山辦證說j)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自生的인 三빼山 觀을 論한다. 

29) “하늘이란 형체를 가리키고， 乾이란 하늘의 性情을 말한다， 그 主宰하는 것으로 말하면 帝라하고， 그 功用으 
로 말하면 鬼빼이라 하며， 그 妙用으로 말하면 빼이라한다.(以形體謂之天， 以主宰謂之帝， 以功用謂之鬼빼， 以

妙用謂之빼)"f周易全義大全』 乾출f 程傳.

30) f三國遺事.lI， 紀異， 第四 「脫解王j.

31) 三位一體 빼은 인류 초기의 문화와 종교사상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관념이다. 다만 의미구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32) 金榮振， 1984, 한국 자연신앙의 연구，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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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유된 미록산 묘청의 八聖展에서 보이는 

불교， 도교의 抽이 산에 임하는 등의 수많은 史實

로 되풀이되어 坤山 관념이 된다. 

한편， 풍수는 三빼山을 生氣를 보내 주는 엄외로 

마을마다 있다고 본다 33) 그 生氣의 원천은 白頭山

이다. 그래서 백두산을 三빼山이라고도 한다.찌) 다 

시말하면 백두산을 머리로 하여 마을마다 山의 服

으로 이어진 生氣의 원천을 三빼山이라고 본다. 

3) 佛山

우리민족이 지닌 빼山 관념의 또 다른 특정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佛山 관념이다. 전국 도처의 

산에서 나타나는 불교와 관계된 산이름35)만 보아 

도 우리나라의 산이 얼마나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지를 잘 말해준다. 

불교가 1, 2세기 경부터 i*狀的으로 중국에 i度

來하자， 중국인의 산악숭배 현상에는 새로운 양상 

이 첨가되었다. 이른바 산악을 諸佛홈陸의 本地，

또는 示現의 靈場으로 숭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文珠의 五臺山， 普賢

의 d뺑眉山， 觀音의 普院山 등이다 36) 

신라인들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佛國演土라 

고 생각했다. 塞陽의 洛山은 觀音홈흉 률身의 住

표 1. 文했의 示現과 風水 形 比較

文珠의 형상 風水의 形氣

萬燈形 燈形

金鼓形 鼓形

金鍾形 鍾形

金細形 金又形

좁運花形 運花形

金鳳形 鳳形

金烏形 烏形

馬塵師子形 馬形

師子形

￡훌塵鳳形 짧形 

좁龍形 좁龍形 

되象形 白象形

牛塵師子形 牛形

師子形

좁뾰形 뾰形 

處이고37) 五臺山은 文珠홈陸의 住處이다.잃) 

앞서 빼山은 빼과 山이 一體化된 觀念이라고 했 

으되 佛山은 부처와 산이 一體化된 觀念이다. 이 

러한 論릅는 『三國遺事.JJ r臺山五萬률身」條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부처와 산이 한몸으로 

顧通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산이 지니고 있는 地氣

를 형상화(形氣)한 觀念까지 엿볼 수 있어 주목된 

다 39) 

33) 최창조， 1991, “地氣는 어디서 오는가 월간조선， 1991, 3. p.524. 
34) 이능화， 조선도교사， 이종은 역주， 1986, 보성문화사， pp.33-34. 
35) 新增東國與地勝훨을 보면 佛岩山， 佛見山， 佛足山， 佛院山， 佛臺띠， 佛頂山， 佛明山， 佛母山， 佛浦山， 文珠山，

홈提山， 鋼院山， 羅漢山， 빼葉山， 華嚴山， 天佛山 뺏率山， 費漢山， 觀音山， 般若山， ~없動山 등 수많은 佛山들 

이 있다. 

36) 朴홈俊， 1986, “五臺山 信{!p의 起源冊究 영동문화 제2호， PP.57-58. 
37) r三國遺事.lJ， 卷3 搭像4， r洛山二大聖」條 . 
38) r三國遺事.!I， 卷3 搭像4， r臺山五萬률身J. 

39) 本文에 의하면， 매일 새벽이면 文珠大聖이 률如院(지금의 上院)에 이르러 36종의 형상으로 변하여 어느 때는 
부처의 얼굴형(佛面形)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寶珠形이었으며， 혹은 부처의 눈모양(佛眼形)， 부처 

의 손모양(佛手形)， 寶搭形으로， 혹은 萬佛頭形으로， 또 어느 때는 萬燈形으로 혹은 金橋形， 金鼓形， 金鐘形，

坤通形， 金樓形， 金輪形， 혹은 金剛柱形 혹은 金養形， 또는 금비녀(金細)形으로도 되었다. 후은 五色光明形으 

로， 혹은 五色圓光形이거나 혹은 吉잭草形으로， 혹은 푸른 연꽃(줌運花)形， 혹은 金田形， 銀田形， 혹은 부처 

의 발모양(佛足形)， 혹은 雷電形으로도 되었다. 혹은 여래가 솟아 나오는 모양(如來浦出形)， 혹은 地빼이 솟 
아 나오는 모양(地빼浦出形) 혹은 金鳳形， 혹은 金烏形， 혹은 말이 사자를 낳는 모양(馬塵師子形)， 혹은 닭 

이 봉을 낳는 모양(趙훌厭形)， 혹은 좁龍形， 혹은 白象形， 혹은 까치모양(聽鳥形)， 혹은 소가 사자를 낳는 모 

양(牛塵師子形)， 혹은 遊獨形， 혹은 좁뾰形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三國遺事.!I， 卷3 搭像4， r臺山

五萬률身J. 

” 
어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文珠가 示現하는 形이 風

水 形局의 形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 둘 

을 비교해 보자. 

이는 다음처럼 해석된다. 

文珠폼魔의 다양한 형 상들은 불교적 인 用語로 

표현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地氣를 形狀化하고 있 

으며， 地氣를 타고 化現하니 佛과 山의 氣運은 相

互 關通하고 있다. 

4) 風水의 四빼헤、 

풍수에서 보는 산 역시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 

40) “星辰이 아래로 비추이니 山은 形을 이룬다 "41) 

는 생각은 이를 잘 말해준다. 

四方山은 좁龍， 白虎， 朱蛋， 玄武의 守護星坤이 

顯現했다고 보았으니 이를 四빼따、 관념이라고 한 

다. 이는 고대 중국인의 天文思想의 영향인 것으 

로， 후에 풍수의 四方 山勢에 i펀依된 것으로 보여 

진다 42) 

古代의 思想은 風土의 반영이라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陰陽的 思考 역시 중국의 自然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정설이라고 한 

다 43) 마찬가지로 四方의 四뼈 觀念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 중국인들은 東을 좁龍으로， 

西를 白虎로， 南을 朱훌으로， 北을 玄武로 배정하 

였을까? 

그 이유를 중국의 풍토로 추정하여 보자 44) 

중국에 있어 東方은 바다로 모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산은 물을 만나야 生氣가 생긴다. 동쪽 

은 산과 물이 만나는 곳이다. 또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다. 山水의 生氣가 해의 陽氣를 받으니 

동쪽은 萬物을 生하게 하는 기운을 띨 것이다. 따 

라서 생동하는 龍으로 관념됨직 하며 그 색은 푸 

르다. 중국의 서쪽은 거대한 산맥이 발원하는 內

陸이다. 훌휠밟으로 부터 발원하는 山服의 頂上은 

萬年雪로 덮혀 있으며， 거친 山이 발하는 강한 山

氣는 虎의 상징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지고 그 색은 희다. 남쪽은 火氣가 승한 곳이니 

날아가는 새(朱隻)로 관념될 수 있고 색은 火의 

붉은 색이며， 북은 생명의 母服이니 검은 색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체적으로 보자 

면 우리나라의 버服은 뚫짧에 服을 대고 있으니 

중국적 思考와 비슷하나 한국적 풍토의 특수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白頭大幹은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내려 가고， 白頭大幹에서 발원한 正服이 대 

부분 西南向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하천은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는 山間內陸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산은 高大하지 않으며 산과 물은 짜임 새 있 

게 어우러져 生氣가 감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四빼妙 관념을 살펴보면， 東은 

좁龍이되 白頭大幹인 山間內陸의 영향을 받아 白

虎의 기운을 강하게 띠고 있는 좁龍일 것이고， 西

는 白虎이되 산과 물이 西向하며 만나니 좁龍의 

기운을 담고 있는 白虎일 것이다. 北은 白頭山으 

로 부터 地氣가 발원하고 南은 火氣가 乘한 곳이 

니 玄武， 朱蛋으로 南， 北方은 中國的 관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天山에서 龍山으로 

天山에서는 산을 보되 하늘 위주의 관념이었으 

니 산에 대한 태도는 숭배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땅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땅이 지닌 힘(地力)에 대한 신앙이 생 

40) 풍수를 堆與라고도 하니 堆與는 하늘과 땅의 相關的 擺念이다. 
41) “星辰下照， 山成形" Ii聽龍經.lI r統論篇」

42) 최창조， 1984, 앞의 책， PP. lOO-101. 
43) 李恩奉， 1985, “陰陽思想의 解釋學的 說明 한국종교의 이해， 張秉吉교수 은퇴기념논총， 집문당， pp. 

229-230. 
44) 以下 本文의 四빼妙考는 1991. 11월 하순， 서울대 李鐘詳선생님과의 對談을 참고로 하여 作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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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났고45) 물이 중시되었으며， 아울러 산에 대한 

관념과 태도도 변하게 되었다. 산에는 靜中動의 

조화무궁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된 것이다. 그 산 

은 하천에 이르러 물을 만나고 있었으니 龍이란 

이름을 빌어 龍山이라 이름하였다. 풍수에서는 언 

제부터 산을 龍으로 불렀으며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天山的 사고관념이 龍山的 思考로 변화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그 시초는 東方의 守護星辰인 좁龍관념에서 출 

발한다고 사료된다. 앞서 서술했듯이 중국의 東方

은 河川이 흐르는 방향이고， 바다이다. 또 해가 떠 

오르는 陽氣가 충천한 곳이다. 산과 물이 만나 生

氣가 나고 陽氣와 합해지니 東方의 기운은 생동한 

다. 그러한 기운을 龍과 같다고 생각하였을 것이 

다. 따라서 東方의 산도 같은 기운을 지니는 것으 

로 여겨 좁龍山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 

념이 산이 지난 運動態 및 山形勢의 변화무쌍함과 

결부되어 산을 龍이라는 -般名詞로 개념의 확대 

가 이루어진다.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는 농업적 

생산양식의 정착으로 물이 중요시되고 이로 인하 

여 삶의 터전이 하천 가까이 이동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天山에서 龍山으로 관념이 변화된 服絡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의 龍山에 관하 

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天山에서 山龍으로 

山은 地氣의 結集處이다 46) 日 月星辰은 剛氣가 

위로 오른 것이요， 山川草木은 柔氣가 아래로 癡

結한 것이다 47) 

초기의 山龍觀은 하늘 중심적이다. 龍은 하늘의 

精氣로 생겨난 것48) 이다. 그 시초는 東方의 守護

星辰인 좁龍 관념이다. 이것이 大 주위의 四方山

인 四빼妙에 戀依되었다. 이어 氣와 形은 상응한 

다는 形氣論的 인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전의 하늘 위주의 산 관념에서， 산 

은 그 자체로서 內在한 기운이 있으며， 千態萬象

의 造化를 지니면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吉129을 

주는 그 무엇(龍)으로 생각되어， 산을 땅 위주로 

생각하는 큰 전환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왜 산을 龍이라고 하였을까? IT" A子須知』는 이렇 

게 말한다. “산의 모양이 천만가지 형상이니， 크다 

가도 작고 일어나다가도 엎드리고 거스르다가도 

순하고 숨다가도 나타나며， 支塵의 體段이 항상적 

이지 않고 지척의 움직임도 문득 다르니， 만물 중 

에 龍이 그러한 고로 龍이라 이름하였다. 그 숨고 

뛰고 나는 변화를 헤아릴 수 없음을 보아 취했 

다 "49) 고 했다. 

『鎬養經』에서는 山과 龍을 구별한 구절이 눈에 

띄는데， “四勢의 山이 八方의 龍을 낳으니， 四勢의 

山은 氣를 보내고， 八方의 龍은 生을 베푼다 "50) 

라고 하여 四勢의 山과 八方의 龍을 구별하고 있 

다. 이어 “五氣는 龍으로 모이니 ~"51)라고 하면서 

龍을 五氣와 연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鎬養經』에서의 山 搬念은 龍의 幹으로 氣가 行하 

고， 龍 椰念은 五行의 氣를 베풀어 만물을 生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된다. 그외의 用例는 

45) 고려시대부터 본격화되었다. 고려의 太祖는 山川에 매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民間
信{!p이었던 陰陽， 地理， 훌훌繹， 秘錄등 비상한 관심을 갖고 山川의 靈妙한 힘에 의하여 국가의 安寧과 廷基

를 기원했기 때문이다. 李因熹， 高麗時代의 冊究. 1980. 아세아문화사. p.254. 
46) 최창조. 1990. 앞의 책. p.52. 
47) “日 月星辰 剛氣上觸， 山川草木 柔氣下癡" Ii좁훌經』 下卷.

48) “龍者 乾陽精氣之所生也" Ii地理正宗jJ. 卷二 r舞書」 註.

49) “山地變態， 千形萬狀， 或大或小， 或起或代， 或述或}I頂， 或隱或顯， 支塵之體段不常 ~R之轉移頭異， 驗之手物，

堆龍鳥然， 故以名之， 取其j替見飛隨變化莫測굽爾" Ii A子須知jJ. 第 1冊 凡例 r論龍服大妙名義J.

50) “四勢之山， 生八方之龍， 四勢行氣， 八龍施生" Ii鎬훌훌經jJ. r山勢篇J.

51) “山之不可賽者五氣以龍會而獨山不可賽也"(上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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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勢와 類物的 표현이다. 

2) 山龍에서 龍服으로 

山과 水는 불가분한 관계다. 산이 있으면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사이에 산이 있다. 하나가 근 

본이 되어 만 갈래로 갈래진 것이 산이요， 만 갈 

래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 水이다 52) 

무릇 陰陽익 두 기운이 융결한 것이 山과 水고 

山水를 陰陽으로 일컨는다. 山水가 서로 相補해야 

陰陽이 조화롭다. 산과 물을 一體로 보되 산을 중 

심으로 본 개념이 龍服이다. 水는 龍에 版으로 융 

섭한다. “水는 龍의 血服(水者龍之血服也) "53) 인 

것이다. “水는 땅의 血氣니 節服을 통해 흐트는 

것과 같다딩)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산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水는 사람의 血服과 같다.챔) 水는연 

결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漢醫學에서 인체의 經絡

1l*勢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사람이 生氣를 골고루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의 1l*勢도 면변히 이어져야 

한다 56) 古山子는 “山홉水派寫地面之節骨血服"57) 이 

라고 보았다. 이를 해석하면 山은 땅의 節이요， 

山홉(산동성이)은 땅의 骨(뼈)이며， 물은 땅의 血이 

고， 水派(물의 흐름)는 땅의 血服이라는 뜻이다. 

『周易』에도 山澤은 氣를 통한다고 하였다. 산과 

못이 氣，運을 通한 연후에야 能히 變化할 수 있어 

萬物을 다 이루어 놓는다 58) 산의 雨露는 물이 되 

어 산아래의 연못을 채우고 연못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다시 雨露 상태로 산에 내려 온갖 초목을 키 

운다. 山水가 조화하면 生氣가 생긴다. 生氣는 龍

의 몸에서 服을 이룬다. 龍服은 地服이다. 氣는 服

의 精이요 服은 氣의 흐름이다. 龍服은 氣，場의 地

理(地服)的 표현이다. 

풍수의 服은 龍의 生氣가 그 이치를 나누어 지 

표면 부근에 행하는 것으로 인체의 經絡과 땅의 

龍服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59) Ii" A子須知』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山을 服으로 칭한 것은 

어떠한 까닭인가? 사람 폼의 服絡은 氣血의 運行

으로 말미암아 一身의 票職가 달려있는지라 무릇 

사람의 服이 淸한 자는 貴하고 潤한 자는 購하며， 

吉한 자는 安하고 129 한 자는 危하니 地服도 역시 

그러 하다. 善醫는 사람의 服을 살펴 그 安危와 壽

天를 알고， 善地理者는 山의 服을 살펴 그 吉l씌美 

德을 아는 것이다 "60) 

3) 山의 龍身과 l1J態

天山은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後代에 와서 

四빼따、 관념을 거치면서 산을 龍으로 보게되자 山

觀에 큰 변화와 발전이 생겼다. 龍으로 보매， 龍身

을 구별하게 되었고， 또한 山龍의 성격과 다양한 

容態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龍服으로 보매 體

系的 인식이 가능하게 되어， 祖山에서 八首까지의 

흐름을 살피게 되고， 龍의 가지와 줄기를 分辦하 

게 되었으며， 地服의 淸i홉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 

여 산이 주는 A間的 의미도 달라지게 되었다. 즉 

이전과는 달리 山龍은 自體의 固有한 성격과 기운 

으로 인간의 길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龍服論이 體로 본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山龍의 

用， 즉 動態와 性格은 어떻게 보아 왔는지 살펴보 

52) “一本而萬珠者山也， 萬珠而合-者水也"(申景港山水考.n).
53) W A者須知.n r水法總論J.

54) “水者地之血氣觸服之通流者" U'管子.n.

55) “山如A之形體， 水如A之血服" W地理新法 胡釋申.n r水論J.

56) 최 창조， 1990, “조선후기 실 학자들의 풍수사상 한국문화 II , 서 울대 한국문화연구소， p.483. 
57) 金正浩， 좁邱圖， 凡例 . 

58) “山澤通氣然後能辯化， 흩%成萬物也" r周易.n r說화傳J. 

59) 최창조， 1984, 앞의 책， p.56, 78. 
60) “日服者何也， A身服絡， 氣血所由運行， 而-身之票願係寫， 凡A之服， 淸者貴潤者購， 吉者安엔者危， 地服亦然，
善醫者察A之版， 而知其安危壽天， 善地理者審山之服， 而識其吉~未惡~"rA子須知Jj， r論龍服血妙名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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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저 龍身을 구별하고 있다. 龍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꼬리가 있다. 머리에는 뿔， 이마， 눈， 

코， 귀， 업이 있고， 옴에는 가슴， 배， 허리， 배꼽， 

다리가 있으며 꼬리가 있다Ii'鎬훌經』에 “經에 이 

르기를 山勢가 그쳐 머리를 든 형상이 되고， 앞에 

는 산골물이 둘러있고 뒤로는 산둥성이가 중첩하 

여 있으니 龍의 머리가 품어있다 "61)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외모와 성품이 다양한 것처럼 龍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각각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다르다고 여겼다. 龍麻의 흐름이 어떠한지 

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4) 山龍의 變形態

龍은 變化坤이다. 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관념이 형국론으로 발전하니 龍形에서 龍

의 變形態로 다양화되 어 나타났다. 

풍수의 形局論에서는 山龍이 變形을 하여 뱀도 

되고 지렁이도 되며， 말도， 호랑이도， 거북이도， 

봉황도， 심지어는 仙A이나 玉女， 將軍 등으로 A 

格化 되기도 하며 배， 거문고， 빗 등 A造物로 인 

식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변형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龍이 지니는 變身의 屬性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평으로， 龍 觀

念이 풍토성의 반영이라면 풍토와 龍形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62) 실제로 龍形은 시대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없) 

우선 문헌에 나타나는 龍 관념은 풍수 形局名과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龍은 다양한 생물들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즉， 龍의 머리는 낙타머리와 

같고，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의 귀와 같으 

며， 목은 뱀， 배는 이무기，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뱀의 그것과 같으며~기운을 토하면 

구름이 된다.여) 

더군다나 龍은 능히 어둡게도 밝게도 할 수 있 

고， 아주 작거나 거대하게도 짧고 길게도 할 수 

있으며 65) 또한 변신하여 말， 양， 개， 닭， 나방 등 

이 된다고 하고， 거북， 물고기， 뱀， 지렁이， 동물이 

나 사람이 되기도 하며， 꽃이나 나무같은 식물， 바 

위나 山 혹은 하천， 나아가 별같은 천체에 이르기 

까지 한다 66) 

이상의 龍 관념으로 볼 때 각각의 龍의 變形態

들은 풍수 形局名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발견 

된다. 

한국의 풍수는 중국과는 달리 形局論이 특징 이 

라고 하였다. 즉 한국의 산은 다양한 형국으로 표 

현될 수 있는 형태와 기운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자. 앞서 龍의 관념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는 바， 우리나라에 있 

어 고구려의 龍形은 산악지대의 맹수나 조류의 형 

태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67)는 주목된다. 산으로 

보자면 龍山의 變形態가 虎山이나 鳳凰山으로 나 

타나는 것과 相關性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즉 

당시의 龍 관념은 산의 形氣，에 대한 原形的인 관 

념이라는 생각이며， 고구려의 산악풍토는 하늘성 

(陽)이 승한 剛氣이기에 봉황과 호랑이의 龍形으 

로 象徵되었을 것이다. 한편， 하천 주위의 산들은 

61) “經日勢止形품前潤後問龍首之藏" If'鎬훌經.0. r形勢篇J.

62)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인， 즉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龍의 造形에 영향을 주어 한국적 특성을 형성하였다. 
下 珍義. 1989. ‘龍形의 象徵的 表現에 관한 冊究 漢陽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197. 

63) 중국의 경우， 戰國末期부터는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아 네발달린 동물형으로 표현되더니 漢代에는 날개달린 
龍形으로 변화하였고 六朝時代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火랩이 나타난다.1'珍義， 위의 논문. pp.196-197. 

64) 玉符言， 其形有九似， 頭似點， 角似薦， 眼似免， 耳似牛， 項似領， 題似寶. 훌훌似聽.Jl\似鷹， 掌似虎， 是也， 其背有

八十-購 具九九陽數， 其聲如훌鋼盤， 口旁有鎭혈， 領下有明珠， 唯下有평購， 頭上有博山.X名R木， 龍無R木，

不能昇天， 呵氣成雲 『本草網 텀 』 훌훌部 r龍J}. 
65) “~能뼈能明， 能細能틴， 能短能長" If'說文解字.0.

66) 李惠和， 1988. “龍思想의 韓國文學的 受容樣相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論文， p.59. 
67) 下珍義. 1989. 앞의 논문， 要답.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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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 및 뱀이나 지렁이 등 형태상으로 龍과 비슷한 

것으로 변형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西海뽑 평 

야지대의 산이 五星論으로 보자면 대체로 水星의 

山인 것과 관련될 수 있다. 水星은 뱀이 물살을 

가르는 듯한 형세를 띤다. 물론 위의 분석들은 대 

체적인 경향성으로 본 것이고 局地的으로는 많은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국적인 인식의 발 

전은 산의 의미가 인간에게 보다 가깝게 구체화되 

는 과정으로 의의를 갖는다. 未知의 龍에서 인간 

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산의 의미를 구 

체적으로 인간화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 

이다. 당연히 그에 맞추어 산에 대한 태도 역시 

변하고 인식이 변하니 景觀도 변화를 일으킨다. 

5) 우리나라의 龍山

했다. 왕건 빼話는 고려시대 자연신앙의 질서에서 

天坤보다는 山抽과 龍坤이 중요한 기능을 갖는 배 

경이 된다이 이를 달리 말하면， 고려시대를 전후 

로 하여 산과 물의 중요성이 전보다 커지고 一體

化되며 A間化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 

다. 왕건은 三韓山川의 陰佑를 받아 개국하였다 71) 

고 하였다. 풍수는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풍수 

의 龍服 觀念은 농업적 생산양식을 거치며 발전한 

山觀이라고 생각된다 72) 따라서 이 당시부터 본격 

적으로 龍山 관념이 전개된다고 본다. 

중국의 龍 思想이 流入되기 이전에도 한국의 固

有한 龍 觀念이 있었다. 그 증거가 ‘미르， 미리’등 

의 한국 固有의 龍語이다. 우리나라 龍 관념의 특 

징은 農빼으로서 雨빼 觀念이나， 除1%招福 觀念이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며， 國家守鍵 觀念이나 網勳

佛 觀念 등은 특이한 것으로 주목된다 73) 물론 위 

의 연구는 水坤으로서 龍(대표적인 것이 海龍) 觀

念이 위주가 된 것이나 水龍 觀念은 산과도 밀접 

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진다Ii"三國遺事』에 이러한 

觀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文武王은 東海 중의 큰 바위에 장사지낼 것을 

유언했다~解宮~이 아뢰기를， “동해 중에 작은 

산이 있어 感恩춤를 향하여 떠오는데 물결따라 오 

락가락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이상히 여겨 ~점 

치게 하니 가로되， “선왕께서 이제 海龍이 되어 

三韓을 鎭護하십니다그 산을 살피니 山勢는 

거북의 머리와 같고 _)(Ii"三國遺事』 紀異篇["""萬

波息、짧」條) 74) 

이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유의 미르 觀念의 

미르외가 중국 龍 思想의 영향과 풍수의 유입으로 

龍山이 되었다고 추측되고， 한편으로 비슷한 시기 

에 불교의 영향으로 弼動山(觸山， 淸州， 固城，~

하늘이 山으로 體化된 天山 관념은 차츰 주위의 

山이 인간에게 길흉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能動的인 龍으로 관념되었고 이후 농경의 속성상 

물이 중시되자 물을 山의 血服으로 보는 龍服觀으 

로 발전되었다. 농업적 생산양식은 땅에 대한 긴 

밀한 관념을 수반하게 된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농경의 발달로 天父地母 사상이 형성되고 地母中

心的인 農**構禮가 정착된다 68) 농경에서 물의 중 

요성으로 水빼인 龍빼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농 

경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보아도 넉넉한 물을 두르고 있는 산이 좋았다. 삼 

국시대까지의 시조는 天孫이었다. 그런데 고려시 

대에 와서는 山빼과 龍抽의 후손이다. 고려의 왕 

건은 白頭山에서 技蘇山으로 내려와 聖居山빼이 

된 作帝建과 西海의 龍女 사이에서 태어났다69)고 

68) 김 영 진， 1984, 앞의 논문， p.30. 
69) 0"高麗史.JI， 高麗世系 . 
70) 김 영 진， 1984, 앞의 논문， p.73. 
71) 0"高麗史.JI， 太祖世系 26年， “其五티， 股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72) 풍수지리의 근원은 농업적 생산양식에서 나타나는 사고방식이다. 
최창조， 1991, “한국의 풍수사상의 역사와 지리학 정신문화연구 14권 1호， p.144. 

73) 이 혜 화， 1988, 앞의 論文， p.81. 
74)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춤， 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 古之， 티， 聖考今鳥 海龍， 鎭護三韓望其山， 山

勢如뿜頭" 0"三國遺事.JI， 卷2， ["""萬波息짧」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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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빼띠係 山의 分布
* 주) 76의 新增東國與地勝寬의 龍山系 山을 『大東與地
圖』에서 찾아 標示하였고，그 외 『大東與地圖』에 나타 

나 있는 주요 龍山도 첨가하여 地圖化함. 

* 바탕圖는 李拍炯， 1990, 앞의 책， p.33의 1860년경 『大
東與地全圖』에서의 山，水經을 作圖한 것을 사용하였다. 

山， 平康)으로 변했고 ?爾動의 龍華 三會法說과 附

會시켜 龍華山으로 바뀌었음을 짚어볼 수 있다. 

鋼羅山(城~."" 義州， 白)1 1 ， 長淵) , 彈智山(碼平) , 寶、

山(密陽， ~뽑原) 등은 鋼執山의 異記라고 보여진다. 

『新增東國與地勝賢.JJ r山川」條에 나와있는 자료 

로 龍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76) 경상도 19곳， 전 

라도 14곳， 충청도 12곳， 경기도 9곳， 강원도 7곳， 

황해도 7곳， 평안도 17곳， 함경도 3곳으로 중부이 

남에 많으며 山間지역보다는 河川을 옆에 끼고 있 

는 山이 대부분이고 大幹， 正幹 보다 jf服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2) 

5. 天山 · 龍服 그리고 A間化

우리민족에게 산은 무엇인가? 

심 리 학에 집 단무 의 식 (Collective unconscious

ness) 이라는 것이 있다. 한 집단의 心性에 보편적 

으로 지니고 있는 공통분모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를 空間意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집단의 심 

성에 내재한 原形的인 空間意識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原形的인 空間意識은 무엇인가? 그 

75) 柳在泳， 1975, “鋼動山의 명칭에 대한 고찰 마한 백제문화 창간호，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p.45. 
76) 開城府 : 龍빼山. 

京幾 : 楊根那 龍門山， 陽川縣 훌龍山， 城州收 龍山 龍發山， 抱川縣 海龍山， 積城縣 龍頭山， 長端都護府 龍虎

山 九龍山.

忠淸道 : 忠州收 天龍山， 提川縣 龍頭山， 淸州收 龍子山， 文義縣 九龍山， 懷仁縣 九龍山， 公州收 鏡龍山， 全義

縣 龍子山， 鎭뺨縣 籍龍山， 連山縣 籍龍山， 藏ø빚縣 龍帥山， 藍浦縣 九龍山， 結城縣 춤龍山. 

慶尙道 : 蘭山那 無里龍山， 永川那 四龍山， 淸河縣 龍山， 寧海都護府 龍頭山， 體川홈~ 龍門山， 奉化縣 龍뻐山， 

禮安縣 龍頭山， 龍宮縣 龍飛山， 義興縣 龍頭山， 쯤州收 톰A龍山 ， i四川縣 歸龍山 홉A龍山， 宜寧縣 龜龍山， 昌原

都護府 좁龍山 盤龍山， I或安홈~ 龍華山， 닫濟縣 뚫龍山， 7:쫓原縣 좁龍山， 密陽都護府 龍頭山.

全羅道 : 益山那 龍華山， 龍安縣 龍頭山， I或뼈縣 龍山， 羅州收 德龍山， 長城縣 龍頭山， 南平縣 德龍山， 長興都

護府 龍頭山， 南原都護府 較龍山， 淳昌휩~ 瑞龍山， 龍j훌縣 龍間山， 昌平縣 盤龍山， 任實縣 龍龜山 龍曉山， )1頂

天都護府 海龍山.

黃海道 : 黃州收 龍代山， 牛筆縣 首龍山， 文化縣 龍山， 海州救 龍首山， 延安都護府 龍轉山， 효律縣 開龍山， 松

未縣 龍門山.

江原道 :縣삼縣， 黃龍山， 春川都護府 龍華山 大龍山， 嚴짧縣 代龍山， 洪川縣 따龍山， 狼川縣 龍華山， 平康縣
좁龍山. 

威鏡道 : 高原那 九龍山， 德原都護府 盤龍山， 文川那 盤龍山.

平安道 : 平壞府 九龍山 龍돔山， 中和都 龍山， iII월安縣、 좁龍山， 江西縣 九龍山 嘉山都 줌龍山， 龍川那 龍骨山

龍眼山， 훌흩城都護府 춤龍山， 博川흉~護府 홉k龍山， 成川都護府 九龍山， 順川那 龍住山， 詳原훌ß 盤龍山 龍때山， 

三登縣 九龍山， 陽德縣 좁龍山， 江東縣 九龍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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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空間意識은 空

間의 반영이고 이것이 다시 空間을 규정하는 관계 

에 있으니 우선 空間意識의 바탕이 되는 空間 그 

自體부터 살펴보자. 우리의 空間的 原形을 이루는 

構成要素부터 보면 그것은 하늘과 산과 물이다. 

혹은 하늘과 산과 들이며， 하늘과 산과 마을이다. 

이러한 三構造의 의미는 사뭇 중요하다. 우리의 

原形空間은 하늘과 지평선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 

진 들판도 아니고， 모래바람 부는 사막도 아니다. 

하늘과 산과 물(마을， 들， 사람)이 오밀조밀하게 

조화된 그러한 곳이다. 

그리고 構成要素들은 산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이 두번째의 대답이다. 산에서 해가 뜨고 산으로 

지니 산은 하늘과 들을 이어주는 랫줄이요， 그 땅 

에 사는 인간을 감싸는 태반이다. 산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산이 하늘과 땅을 顧和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顧和한다는 말은 산이 하늘과 들 

(혹은 물)과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며 안정되면서 

生氣를 지난다는 말이다.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火山도， 萬年雪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 

이 솟은 산도， 殺氣를 띤 산도， 나무 한 포기없는 

바위산도， 홀로 우뚝 솟은 산도 하늘과 땅의 매개 

는 될지언정 하늘과 땅과 인간을 융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여기에 서양의 空間的 原形과 우리의 그 

것과 質的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서양의 

산은 인간을 壓倒했거나， J현으로 인간은 산을 낌E 

服했다. 그래서 서양은 하늘에서 산을 거치지 않 

고 땅으로 바로 顯現한다. 

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顧和할 수 있는 산으 

로 이어져 마을로 그리고 인간에게 이르는 服을 

이룬다. 그 服이 祖宗山에서부터 祖山이 되고 鎭

山으로 이어져 마을에 도달하니， 그 산이 바로 天

山이었고 龍山이었다. 

마을로 내려온 服은 中心에 이른다. 세번째 답 

이 原形的 공간은 中心을 갖는다는 것이다77) 서 

양의 中心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로 顯現하는 수직 

적이고 평면적인 Center라면， 우리민족의 中心은 

하늘이 산으로 들로 마을의 服으로 이어져， 顧和

되는 상태에서의 중심성이다. 그래서 서양은 취락 

自體로 코스모스(Cosmos)를 再現하려고 한 반면 

78) 우리민족은 服이 原形空間의 中心으로 이어짐 

을 중시하였다. 그러기에 우리민족에게 있어 服이 

중심(大)으로 이어지는 산을 찾아 깃드는 立地의 

選定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79) 

立地가 이루어지면 그 곳에서 삶을 영위할 사람 

들과 터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상호작용을 거친 

다. 龍服은 鎭山에서 主山 入首 大과 明堂 水口에 

이르는 흐름을 가지는데 취락의 경관은 龍服의 흐 

름에 상응하여 조성된다 80) 

일반적으로 볼 때， 生氣의 원천인 主山의 기운 

이 마을로 내려오는 入首處는 地服의 주요 통로이 

기에 중요시되었다. 사람들은 이 곳을 보전하기 

위해 堂을 세우고 聖域化한다. 이어지는 明堂은 

취락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 들어서고， 龍服의 

生氣，가 水口 근처에 이르는 지점에 장승， 솟대， 立

石， 돌무더기 동을 조성하여 氣를 갈무리 하였다. 

虛缺한 부분에는 洞數를 조성하고 造山하였다. 이 

과정은 사회，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민속적인 색 

채를 띠기도 하고， 유교적인 옷을 입기도 하였으 

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程度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1 ) 假山과 掉補·훌勝 

77) 풍수는 原形의 구성요소를 山， 水， 方位라고 했고， 中心을 六이라고 했다. 
78) 엘리아데는， 도시의 창조는 宇寅의 창조를 되풀이 하며 原形의 모방과 반복이라고 하였다. (Eliade, The Sac

red and The Prqfane, The Nature qf Rel쟁10η3 李東夏譯， 1989, 聖과 倚， 학민사， PP.17-52) 
79) 풍수적 立地에 관해서는 權善政， 1991, 聚落立地에 대한 風水的 解釋，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참조 

할 것. 

8이 金德鉉은 촌락경관을 上堂， 中堂， 下堂의 構造를 지니는 象徵的 空間位階로 설명한다. 中堂은 鎭山의 服이 
머무는 곳， 곧 明堂으로 마을의 中心空間이며， 下堂은 水口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였다. 金德鉉， 1991, “簡
敎的 村落景觀의 理解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PP.207-2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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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지역과 시간과 성격에 따 

라 정복， 동화， 귀속， 의존， 조화 등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우리의 先A틀은 그중 조화관계를 맺어 

왔다고 하였다 81) 산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산은 서양과 중국에 비해 인정스러운 

동산이 많아 사람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조 

화 관계로 산을 보니 補補 · 壓勝 觀念으로 나타났 

다. 

繹補 觀念은 풍수경전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풍토적인 배경에서 발생한 한국 풍수의 특성이라 

고 할만하다 82) 한국풍수의 典型인 形局論은 우리 

나라 산의 形局的 特性이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 

었듯이， 繹補 觀念 역시 A間化가 가능할 수 있었 

던 우리나라 산의 성격이 조건이 되었다. 

牌補의 상징성은 ‘太白山頂의 빼增樹’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이 원형은 ‘蘇옳의 大木’83) 으로 이어 

진다. 이것을 ‘솟아오른 터에 나무(장대)’로 일반 

화 시킬 수 있다. 裡補 觀念 초기의 상징적 의미 

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공간 

및 기능의 창출이었다. 그래서 솟대 84) 를 세우고 

造山하여 보다 하늘에 가까와지고자 하였다. 低地

에서는 산의 模型으로 累石혈이 생기고 하늘과 累

石遭이 보다 가까이 접근하게 만들려는 심리작용 

으로 통행시 돌을 주워 얹고， 같은 심리에서 서낭 

목을 지정하여 신앙하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다 85) 

하늘과 땅을 잇는 기존의 造山 觀念은 농경문화 

의 발달 및 당시의 地理觀인 풍수의 영향으로 고 

려시대에 와서는 땅에 대한 힘을 믿는 地力신앙이 

흥하게 되자， 造山， 솟대의 성격이 풍수적으로 땅 

을 牌補하는 기능과 복합되었다. 

예컨대， 솟대의 경우， 장대 위의 ‘새’가 앞 산의 

강한 火氣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86) 솟대에 龍이 오르기도 하며 87) 地勢가 行府形局

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쫓대로서 의미가 전화되 

는 변천을 거친다. 行빠 形局은 대체로 陰인 水의 

기운이 강하므로 陽의 상징물인 쫓대로 補補할 필 

요성이 있다. 

한편으로 솟터(솟아오른 터)는 돌무더기나 立石

등의 造山， 假山으로 변해 나가 地勢的 특성에 맞 

게 繹補의 기능을 한다. 즉， 山間에서 河川 유역의 

평야로 삶터를 확장하고 농업적 생산양식이 정착 

해 나가면서 농경에 필요한 많은 물은 얻었지만 

藏風의 조건은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취락이 水口

81) 최창조， 1988, “한국의 전통적 자연과 인간관 李刊京獅 86' 봄호， p.31. 
82) 풍수서에는 대부분의 경우 繹補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 佛力 등 

신비한 힘에 의하여 地德을 繹補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이는 한국풍수의 독특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최창조， 1984, 앞의 책， p.255. 
83) “각 나라에는 각각 別둠이 있어 이를 이름하여 蘇쩔라 하는데 큰 나무를 세워놓고 북을 매달아~<諸國各有 

別몹， 各之罵蘇쏠， 入大木縣않鼓~>" ["三國志.lI r東훗傳 韓條J.

蘇逢의 語意에 대해서는 솟아오른 터(솟터)의 音譯이라는 說이 최근의 연구이다. 그 근거는 蘇가 山을 가 

리키는 경우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즉 高麗史 77百官志 三蘇造成都藍條에 보면 明宗 4年 5月에 “左蘇 白
옮山 右蘇 白頭山 北蘇 箕達山에 延基宮關造成官을 두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蘇가 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 古代地名에서 山， 룸， 輩， 領을 蘇와 발음이 가까운 述爾， 首1尼， 首爾， 述， B<:, 驚(訓| 수 
리) 등의 글자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아， 蘇는 山 혹은 山과 같이 홉出한 장소를 의 
미하고 있는 말인 듯하다. 쩔는 터의 音借이다. 徐永大， 1991, “韓國古代 빼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 國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p.267. 
84) 솟대란 장대나 돌기둥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앉힌 신앙대상물을 일컨는다. 그 기원은 청동기시대로 

소급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오랜 역사성을 지니며， 또한 분포도 만주， 몽고， 시베리아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 

에 나타난다. 이필영， 1989, 한국 솟대 신앙의 연구， 국문초록. 
85) 金泰坤， 1965, “韓國 坤堂 冊究 국어국문학 29집 국어국문학회， p.77. 
86) 이필영， 1989, 앞의 논문， p.50, 56, 68, 121, PP.107 -109. 
87) 이필영， 위의 논문， p.34, 43, 44, 51, 56. 
88) 형태도 기둥형， 비석형， 돌무더기형에서 얼굴있는 偶像형으로 변했다. 김두하 1991, 장승과 벅수， 빛깔있는 

책들，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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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虛缺하기에 수구막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 

다. 이것이 龍山의 단계에 해당하는 補補의 의미 

이다. 

이러한 地力 觀念은 다시 民倚信때과 宗敎思想

등과 짧合한다. 그래서 솟터와 솟대는 장승으로 

얼굴을 갖거나 88) 혹은 A格化된 존재로 불리기도 

하였다 89) 그러하니 裡補 壓勝의 의미도 天山의 

단계와 龍服의 단계를 거쳐 A間化되면서 天地A

이 복합된 의미로 발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솟터와 솟대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분 

리되기도 하며， 북부 山間 지역과 같이 퇴화하여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중부 이남에서는 

오랫동안 존재하여 사회， 신앙， 경제， 地勢的 服絡

을 반영하면서 변형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솟대 

와 장승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중부 지방에서 남 

부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집중적이며 전남지방에는 

한강 이남 솟대의 36.4%에 이르고， 영남과 호남 

지방을 합치면 전국의 약 90%에 달한다 90) 

이렇게 분포의 차이가 나는 연유를 풍수적으로 

볼 때， “산이 많음은 陽이요， 적으면 陰이라”고91) 

하였으되， 河뿔과 海뿔 지역으로 갈수록 산은 낮 

아지니 하늘성(陽)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 

낀 것이다. 

2) 天山 • 龍山 .A間化의 地域的 特性

天山， 龍山， A間化가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나타 

나는지 앞의 논의를 정리하여 종합하였다. 

白山， 天山， 龍山 계열92)과 假山의93) 지역별 분 

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되山의 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 

이나 북부 山間 지방이 남부보다 많으며， 龍山은 

남부 지방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평안도 河川

유역에서도 많다. 함경도에서는 龍山에 비해 白山

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假山은 남부 해안으로 내려 올수록 많으며， 전 

표 2. 天山， 龍山， 假山의 지역 분포 

돼~훗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天 白 山 系 16 7 3 8 9 13 7 12 

山 天 山 系 3 4 8 3 6 2 5 4 

龍 山 系 3 17 7 7 9 12 14 19 

假 山 12 22 39/19 82/34 42/9 

* /표시는 南道/北道의 구분이다. 
89) 솟대를 당산할머니나 대장군 영감님， 거릿대 장군님 등으로 부르는 것은 솟대의 인격화이다. 이필영， 1989, 

앞의 논문， p.106. 
90) 이필영， 위의 논문， p.97. 
91) “觀候暑言， 護按道試秘記， 橋山寫高樓， 多山寫平室， 多山罵陽， 橋山薦陰， 高樓寫陽， 平屋寫陰， 我國多山， 若作

高屋， 必招哀揚" Ii高麗史』 忠烈王 3年 7月.

92) Ii新增東國與地勝寬』의 버川條에 나타나 있는 天山 및 龍山의 경우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감안하 

여 집계하였다.<지역별로 구체적인 것은 註) 24와 76에 제시하였다.> 

93) 假山은 장승， 벅수， 당산， 입석， 돌탑， 짐대， 솟대 등으로 본다. 본문의 假山은 (장승， 한국기층문화의 탐구 
2, 열화당， 1988, p.174-181)에 나와 있는 목록을 기초로 집계한 것이다. 본서에 의하면 1967년 부터 1988년 
현재까지의 자료로 일부 미확인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지역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세우는 액막이와 풍농의 솟대는 없었다고 손진태의 1920년대 연 

구가 밝힌 바 있다. 이필영， 1989, 앞의 논문， p.97. 
한편 이펼영， 위의 논문， 도표의 솟대를 집계하면 (일반 솟대나 行府形 地勢의 솟대를 포함하여 假山으로 

보고 집계하였고， 급제기념의 솟대는 假山에서 제외하였다)， 강원도 22곳， 경기도 17곳， 충청도 33곳， 전라도 

50곳， 경상도 25곳， 제주도 6곳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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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결론적으 

로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天山， 龍山， A間化의 특 

징은 白頭大幹에 인접한 內陸지역은 天山觀이， 남 

부의 海뽑에 이를수록 龍山觀이 짙게 나타나고， 

아울러 경상도， 전라도 해안에는 假山이 집중되니 

산을 A間化한 정도가 남부로 갈수록 높은 것도 

알 수 있었다. 

6. 要約 및 結論

本考는 풍수사상으로 우리민족이 지닌 山 觀念

의 傳統을 考察한 것이다. 많存의 연구는 天山 · 

白山에 그치고 있으나 本考에서는 天山 관념에 이 

어지는 時 · 空間的 흐름을 龍山으로 설정하여 그 

服絡을 살폈다. 한걸음 더 나아가 造山 관념에서 

잘 드러나듯 ‘山의 A間化’를 주목하였다. 그리하 

여 天山 · 龍山 .A間化 觀念을 세 輔으로 삼고 역 

사의 날줄과 공간의 씨줄로 한민족의 傳統的 山

觀念을 構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뿜짧山은 天地開關과 동시에 생겨난 ‘天地의 骨’

로 뭇 산은 昆옳에서 갈려나간 子孫이다. 우리나 

라의 산도 뿜짧에서 뻗은 服으로부터 연원한다. 

開關한 天地는 다시 顧和하는데 먼저 하늘이 산 

으로 임하니 그 산을 일컬어 天山이라고 하였다. 

이어 A間化하는 象徵的 표현은 우리나라의 樓君

빼話와 首露王빼話에 잘 나타나 있다. 그 構造는 

하늘이 산의 地氣를 입어 인간화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우리나라 天山 관념의 특징은 白山 관념과 三빼 

山 관념，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佛山 관념 

이며 풍수의 四坤妙 관념도 地勢的 특수성을 고려 

하여 논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白山이 있다. 그 머리는 

白頭山이다. 白頭山에서 太白山， 小白山， 白雲山

동 수많은 白山 계열로 服이 連結되니 地域的 分

布를 보면 白頭大幹을 根幹으로 하여 海뿔 및 河

뿜 유역의 13正服으로 據散하는 樣相을 보인다. 

三빼山은 天地A 相關的인 山 觀念이다‘ 풍수는 

三빼山을 生氣를 보내주는 엄외로 마을마다 있다 

고본다. 

佛敎思想도 山 觀念과 裡合하였다. 本考에서는 

『三國遺事.JI r臺山五萬률身」條에 나타나는 文珠의 

化現이 風水의 形과 유사함에 주목하여 山과 佛이 

一體라는 論답로 서술하였다. 

天山 관념은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인간의 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물이 중시되자 산에는 靜

中動의 조화무궁한 기운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龍山관념으로 발전하였다. 

/웠述의 展開는 山龍에서 龍服으로 진행시켰다. 

中國 山龍의 큰 波動은 우리나라에 이르러 산과 

물이 짜임새있게 조화로이 되어 “산등성이와 물길 

은 땅의 觸骨과 血脫(山좁水派鳥地面之觸骨血服” 

이 된다. 

따라서 龍山의 分布는 강의 물길을 따라 서해 

안， 남해안으로 갈수록 집중됨을 『新增東國與地勝

寬』의 「山川」條와 大東與地圖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山을 龍으로 보게 되자 龍身과 動態가 구분되어 

각각이 주는 吉129 의 다릅올 알 수 있게 되었으며， 

龍山의 다양한 變形態도 龍의 觀念과 裡合하여 나 

타났다. 

白頭의 白山에서부터 물길을 만나면서 龍山으로 

이어진 산의 服은 마을에 이르러 A間化된다. 우 

리민족은 산의 服을 이어 취락을 立地하려 노력하 

였고， 服을 保全하기에 유의하였으며(龍服이 마을 

로 들어오는 入首處는 聖域化) , 服이 虛缺하면 造

山하고 假山으로 補虛하였다. 後代에 가서는 인간 

의 산에 대한 적극적인 調和 관념으로 壓勝이 이 

루어지기도 하였다. 牌補의 원형은 ‘太白山頂의 1$ 

t훌樹’로 보고 時 · 空間的인 맥락을 따라 솟대， 쫓 

대， 입석， 장승 등으로 變容해 온 과정을 풍수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假山은， 河뿜과 海뽑으로 갈수록 많은 물은 얻 

었으나 藏風할 수 있는 조건은 부족하였기에 조성 

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및 전라도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존의 솟대연구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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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天山 · 龍山 • 造山 관 

념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나타는지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白頭大幹에 인접한 內陸地域은 天山

觀이， 大幹에서 갈래진 iE服이 큰 강과 해안에 이 

르는 곳에는 龍山觀이 나타났고， 경상도 · 전라도 

지역에서는 假山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아 造山 관 

념역시 남· 서부 해안으로 갈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raditional Thoughts on the Mountain by Korean People 
from the Feng-Shui Perspective 

Summary 

깐lÏs study airns to identify the traditional 

thoughts by Korean people on the mountain 

from the Feng-Shui perspective. Existing res

earches have limits to Chonsan( 天山 ), this stu

dy, however, examined the context by est

ablishing the flows of time and space as Ryo

ngsan( 龍山 ) that is connected to Chonsan. This 

study goes further on to notice the ‘hun 

anization of the mountain', which is clear1y 

revealed in the conception of Artifícial Mountaín 

( 造山 ). In this regard, the conceptions of Cho

nsan. Ryongsan, and Artificial Mountain as 

three fundamental axes constitute the tra

ditional thoughts on the mountain by Korean 

peopl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Konηunsan( 昆짧 山 is a core of the heaven 

and earth, and all the mountains can be said 

as off-springs of it. Mountains in Korea also 

have their origin in the vein stretched from 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ion of 

Chonsan by Korean people are conceptions of 

Baeksan( 白 山 ) , Samsínsan ( 三坤山 ) , and wide spr-

Choi, Won-suk* 

ead Bulsan(佛山) . 

Baeksan is easily found in each part of the 

country. Its starting origin is Mt. Baekdu( 白頭).

From Baekdu to M t. T aebaík ( 太白 ), Sobaík( 小白 ) 

Baekun( 白雲 ) and so on, the mountain vein is 

extended as the branches of Baeksan. 1 ts re

gional distribution shows an expansion into 13 

straight veins ( 正服 in the coastal and river

side areas with Baekdu as the beginning. 

Samsinsan is a conception on the mountain 

in which the heaven, the earth, and rnan are 

interrelated. The conception of Bulsan is dis

cribed focusing on the similarity of the incar

nation of λlunsu ( 文珠 ) with the forrns of 

Feng-Shui (Ií三國遺事.J)， r臺山五萬률身條J). 

The conception of Sasínsa ( 四빼妙) by Korean 

people is estimated to reflect the ‘east-high, 

west-lów' topology. 

The conception of Chonsan developed into 

that of Ryongsan which perceives the moun

tain having a mysterious energy, as the depen

dence of rnan on earth was high and water be-

Journal of Geography, Vol. 19, 1992, February 1992, pp. 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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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essentia1 influenced by a deep-rooted 

farrning cu1ture. The rernarkab1e feature of 

Ryongsan conception is a thouht of mountain 

veins that high1y considers the interation with 

water. This is well represented in the ex

pression that mountain ridges and watercourse 

are every bones and b100d veins of the earth 

(古山子 “山홉水派馬地面之觸骨血服"). Hence, 

the distribution of Ryongsan shows an increas

ing concentration a10ng with the watercourse 

into west and south coast. 

The mountain vein, extended to Ryongsan as 

it confronts the watercourse far from the Bae

ksan of Mt. Baekdu, is absorbed to rnan when 

it reach the village. Korean peop1e tried to 10-

and artificia1 mountain. 1 ts conception is rep

resented in the idea of ψbo-때seηg( 補補壓勝 ). 

The origina1 form of pibo is the sacred tree ( 坤

擾樹) on the top of Mt. Taebaik, and the 

changing process of it into po1es soaring on 

the ground, masts, standing stones, Changseηg 

(traditiona1 po1e with face) , etc was exarnined 

from the ang1e of Feng-shui. Artificia1 moun
tain was build up due to the condition where 

water is avai1ab1e but shutting up the wind( 藏

風 is inappropriate in the coast and riverside , 

and existing researches a1so certify its concen

tration in the coasta1 areas of Kyongsang and 

Cholla provinces. 

cate the village in connection with the moun- Keywords : chonsan( 天山 ), baeksan( 白 山 ), sam-

tain vein and were very carefu1 to preserve sinsan (三神山) , ryongsan (龍山)， mountain vein 

the vein. When the vein was destitute , they 龍服)， artificia1 mountain (造山， 假山)， hum-

supp1emented the vacancies with supporting 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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