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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조선시  선비들의 유산기에 한 분석을 통해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체험의 행태를 고찰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옛 삼각산 지

역이며,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삼각산 유산기다. 연구를 위해 유산기 총 25편을 수

집하 으며 이 중 경관특성과 향유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19편을 선정하여 분석

상으로 삼았다. 

 유산기에 한 선행연구와 경관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경관특성에 한 연

구방법과 경관체험 분석방법을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에서 유산기의 개념과 유산기의 성립배경을 살폈고, 삼각산 유산기가 주로 기록

된 17-19세기의 시 상황과 선비들이 유산하는 실태를 고찰했다. 또 삼각산 유산기

의 특징과 삼각산 여행자의 특징을 살펴 본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유산기 원문을 해석해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피면, 여정분석, 

경관특성 분석, 경관체험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유산기의 여정에 해 분석했다. 개인별 여정을 파악한 후 이를 종합하여 

삼각산 여정의 특징과 삼각산 여행의 주요 장소를 도출하 다. 삼각산 여정의 특징

을 보면,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의 유산은 자연경관 위주로 이루어졌고, 18세기 이

후에는 부분은 산수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문경관 위주로 여행했다. 삼각산 여행자

들은 창의문에서 나와 세검정을 거치는 코스를 주로 이용했다. 여행의 경로와 목적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분 여행자가 방문한 장소는 중흥사 다. 삼각산은 도성과 

가까워 여행기간이 다른 산에 비해 짧았는데, 2-3일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기

별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는 1박 2일이 부분이고 이후부터는 2박 3일 이

상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또 전체 여정을 분석한 결과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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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를 남문 방향, 서문 방향, 동문 방향, 성곽 순회 코스로 유형화해 살

폈다. 

 삼각산 유산기의 여정에서 장소에 한 방문빈도를 보면 삼각산 여행자들이 가

장 많이 찾은 곳은 중흥사(18회)와 산 루(17회)이고 서문과 남문은 각각 10회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장소에 한 방문빈도만으로는 경유지

가 선호경관으로 파악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산기에 장소가 묘

사된 맥락을 한 번 더 살펴서 장소별 중요도를 파악해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주요

장소를 고찰했다. 중흥사 일 (산 루 포함), 민지암 일 , 동장  일 , 노적봉 일

, 세검정 일 , 백운  일 , 남문 일  이렇게 주요 장소로 7곳을 선정했다.

 다음으로 경관특성 분석을 했다. 삼각산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앞의 여정

분석에서 파악한 주요장소를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으로는 봉우리

형, 계곡형, 그리고 인문경관으로는 산성의 주요시설, 산성의 부속시설로 유형화하

다. 그 후 각각 유형별로 장소를 이루는 경관요소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하 다. 

 봉우리형 경관은 백운  일 와 노적봉 일 로 이곳을 바라보면 가파른 암벽이 

경관요소다. 이들 장소는 지형적 특성상 정상에 올라 조망하는 역할도 하 다. 봉우

리에 오르면 늘어선 암석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펼쳐진 것이 장관이었으며 도성과 

한강 등이 내려다보이고 멀리 구름 너머 서해까지도 볼 수 있었다. 계곡경관은 산

루 일 , 세검정 일 , 민지암 일 가 해당된다. 반석 위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과 콸

콸 소리 내 흐르는 물소리, 우거진 소나무와 누정이 주된 경관요소이다. 삼각산의 

계곡에는 산 루, 세검정 등 누정이 많은데 정자가 있다는 것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

며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성의 주요시설 및 부속시설과 그 주변을 따라 집한 민가와 상점들은 삼각산

의 특징이 나타나는 경관요소이다. 울창한 숲 그늘에 성벽을 따라 길이 생기고 계곡

을 따라 호젓한 길을 걷다보면 단청 칠이 고운 성문이 갑자기 나타나났다. 산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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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선 행궁과 어 청 등 여러 관청과 동장  등 시설물들도 볼거리 으며, 산

루와 같은 정자나 길 따라 늘어선 민가도 여행자들을 반겼다. 이처럼 선비들은 숲속

에서 만나는 산성을 감상하거나 산골마을을 마주하며 도성에서 보는 광경과는 색다

른 묘미를 맛보았다.

 마지막으로 삼각산의 유산기에 나타나는 경관체험을 고찰했다. 분석의 틀로는 

장소별로 나타나는 행태에 따라 산수감상, 인문자원 탐방, 풍류, 격물치지로 나누어 

살폈다. 

 산수감상은 멀리서 보기, 계곡에서 소요하기, 자연의 변화에 따라 감상 등 시각

적인 경관을 누리는 행위를 위주로 유형화하 다. 멀리보기는 백운  일 와 노적봉 

일 의 봉우리 경관과 동장  일 를 현 인들이 등산하면서 즐기는 것처럼 시각적

으로 즐기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계곡에서 소요하기는  조선시  선비들의 체험방식

이다. 그들은 일정 시간 정자가 있는 계곡에서 머물면서 사색과 명상에 잠기며 산수

를 감상했다. 또한 계절이나 시간, 때 등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라 계기적 체험을 하

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문화유산 탐방은 연속해서 보기, 천천히 둘러보기, 설화 역사 음미 등으로 나누

어 고찰했다. 산성을 따라가며 산성의 시설 등이 펼쳐지는 광경을 연속적으로 보거

나 사찰이나 민가에서는 장소에 머물며 천천히 둘러보기도 했다. 또한 삼각산은 백

제시 부터 다양한 역사와 설화가 있으며 조선시 에는 한양을 보호하는 진산으로 

여겨져 삼각산 유람을 중요하게 생각하 다. 더욱이 18세기 이후 북한산성이 들어서

고 난 후부터 문화유산의 체험양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풍류는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이루는 행태로 현 인이 산을 즐기는 방식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경관체험이었다. 풍류는 음풍농월과 음주가무 및 놀이를 나누어 살폈

다. 선비들이 산수 감상의 흥취를 시로 읊는 행위는 삼각산 유산기 전반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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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들의 보편적인 풍류체험이었다. 또한 자연 경관 속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등의 행태를 보 다. 이와 같이 삼각산에서 선비들이 경관을 누리

는 방식은 멋과 여유가 있는 체험이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경관 체험과 장소의 연관성도 살폈는데 체로 경관유형이 같

으면 비슷한 경관체험이 나타났지만 산봉우리, 계곡 등 다양한 경관적인 특성에 따

라 다른 경관 체험이 나타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삼각산의 경관을 유형화하고 경관요소에 해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삼각산의 경관특징을 밝혔다. 또한 유산기를 이용해 조선시  선비들이 삼각산이라

는 공간에서 어떻게 경관체험을 했는지 확인했다. 이로써 현재 산을 이용하는 방식

을 성찰하고 산에 한 가치관 재정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어 삼각산 유산기 북한산 국립공원 경관 특성 경관 요소 경관 유형
경관 체험 경관 향유방식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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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여가선용에 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인

의 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취미는 등산이 1위로1) 등산은 한국인의 생활에 깊

이 들어와 있다. 본 연구의 상지인 현재의 북한산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편의시설

이 개선되고 자연경관이 보존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근교의 산으로 

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용이해 한 해 608만 명2)의 방문객이 찾는다. 삶의 질에 한 

관심으로 국립공원 방문 시 탐방서비스에 한 요구수준이 다양화되고 있다.3) 다시 

말해 산에서 하는 활동이 기존에는 정상정복위주 등산이었다면, 최근에는 역사, 문

화,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손지원 외, 2012). 

탐방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정상정복 형태의 탐방 외에 저지  위주의 수평적 탐방행태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4) 하지만 이러한 둘레길 코스 또한 정상정복 코스와 마찬가지로 등산이

라는 제한된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탐방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산을 적

절히 활용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산을 향유(享有)하는 방식의 다원화(多元化)를 모색하는 실마리를 과거

에서 찾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주목했다.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할 때 미국은 원시

1) Gallup korea(2015)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조사를 보면 등산이 1위이다.
2) 국립공원관리공단(2015)에서 실시한 국립공원 기본통계 중 북한산 탐방통계 자료를 참고하 다.
3) 자연을 단순히 눈으로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한 자연과의 직접적 접

촉과 그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만족을 추구한다(이연희 외, 2008).
4) 2010년에는 북한산국립공원에 둘레길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5년을 국립공원 탐방문화 

개선의 해로 지정해 저지  위주 탐방행태로 개선하려고 한다.(경남일보 보도자료:2017.01.10.)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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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생태계 보전이 중심이며, 국과 일본의 경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가치 

있게 보고 이를 보전하고자 한다(손용훈, 2016). 이 중 일본의 경우, 유람기록을 통해 

18-19세기의 가마쿠라 일기에 나온 경관자원을 연구하거나5) 전통 시가인 만엽집(万

葉集)에 나온 유람코스6)를 그 로 여행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일본의 아라시야

마(嵐山)는 예전에 조상들이 경관을 즐겼던 방식 그 로 뱃길을 재현해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7) 

지금까지 산을 하는 태도는 형태를 중시하는 서구적인 산악관념과 아울러 모든 

산이 비슷비슷한 등산 문화 다. 이를 개선하려면 각각 장소의 경관특징과 문화적 

맥락을 반 한 그 지역만의 공간을 즐기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시  

선비들은 경치가 빼어난 곳을 찾아 유람(遊覽)하며 산을 다양하게 누렸다 산을 여행

하며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산수의 근본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자아성찰과 배

움의 과정으로 받아들 다. 이처럼 그들이 유산(遊山)하는 모습은 현재 산을 탐방하

는 방식과 달리 다양한 경관향유행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산을 즐기는 방식의 다원

화에 한 실마리를 조선시  선비들의 유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경관이란 경관 주체가 위치를 획득하는‘장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또 이때의 

‘장소’란 일정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뜻하며,‘장소성’(sense of place)이라는 

말과 같이 특정한 경험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다(임승빈, 2009). 조선시  선비들은 

산을 유람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경험을 했고 그 내용을 유산기(遊山記)로 남

겼다. 따라서 선비들이 산수를 배경으로 경관과 교감하는 활동을 할 때 어떤 장소에

서,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또 어떤 경험을 하 는지 중점을 두고 살펴 그들이 누린 

경관에 한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5) Oshida Keiko, (2012). A Study on the Grasp of Resources about Tourism and Landscape from 

“ Kamakura Nikki ” by TOKUGAWA Mitsukuni .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d 

Architechture(ランドスケープ研究), 75(5), 373-376.
6) 사단법인 요시노 비지타즈뷰로 홈페이지「吉野・宮滝　 万葉コース」프로그램 (검색

일:2016.10.25) http://www.yoshinoyama-sakura.jp/therapy.php#header\ 
7) 한큐전철홈페이지 관광코너(검색일:2016.10.25),http://www.hankyu.co.jp/area_info/arashiyama-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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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최근 유산기(遊山記)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등산문화의 개선에 

활용할 만큼 공간에 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 지리학분야에서는 주로 여정에 따

라 견문자원과 여행 행태에 한 분석을 하 고 조경학분야에서도 경관자원과 경관

인식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공간의 특징에 한 분석과 그에 따른 체험양상

에 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삼각산은 도성 인근에 위치해 산에 오르면 도성과 한강을 굽어볼 수 있으며 북한

산성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어서 다른 산과 차별된 경관특징이 나타나므로 

체험의 양상도 사뭇 달랐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삼각산(三角山)이라는 공간을 토

로 조선시  선비들의 유산기에 묘사된 삼각산의 경관특징과 체험의 행태 분석을 

시도한 것이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여정과 주요장소에 한 고찰을 통해 17-19세기에 

선비들이 산을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선비들이 산을 방문한 경험을 기록한 유산기(遊山記)를 바탕으로 경관을 유

형화한 다음 주요 장소를 이루는 경관요소에 한 분석을 통해 당시에 선비들이 인

식한 삼각산의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경관체험의 양상을 살핀다.

셋째, 위에서 도출된 삼각산의 경관체험 양상을 통해 17-19세기 선비들의 자연관

을 파악하여 현재의 산에 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현재 산을 이용하는 방

식에 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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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옛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그들이 남긴 문헌이나 그림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삼각산에 관한 고문헌 자료는 다양하다. 문학으로는 유산시(遊

山詩)8)와 유산기(遊山記), 설화(說話)9)가 있으며 각종 보고서나 지리지(地理誌)와 지

도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유산시(遊山詩)는 자연에 한 인식이나 감흥(感

興)등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지만 시적으로 비유되거나 형상화되어 있어 그 

당시의 구체적인 경관과 주요행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 보고서 형

식의 고문헌은 지리적, 역사적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에 한계

가 있다. 

반면 유산기는 기행문 성격의 산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정(旅程)이나 장소에 

한 정보가 잘 드러나 있으며 자연에 한 묘사나 흥취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 경

관분석 자료로 가장 유의미하다(박 민, 2002). 따라서 유산기를 주된 분석 상으로 

하고 성능(性能)의 「북한지(北漢誌)」나 이덕형(李德馨)의 「중흥동산성형세보고서

(中興洞山城形勢啓)」 같은 문헌자료와 「동국여지도(東國輿地之圖)」나「도성 지

도(都城大地圖)」 등의 지도 자료는 지리적 사실의 규명을 위해 참고하 다.

연구를 위해 총 25편의 유산기를 수집하 으며 경관특성과 체험행태가 잘 드러난 

유산기 19편을 분석 상으로 하 다.10)

8) 유산시는 삼각봉과 같은 봉우리와 자하동, 백운동과 같은 계곡, 산 루, 중흥사, 북한산성과 같

은 인공자원 등 다양한 소재를 상으로 했으며 학파에 관계없이 이정구, 박팽년, 정약용 등 다

양한 부류의 선비들이 시를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태조 이성계, 세조 이유, 숙종 이돈, 효명세

자 이  등 조선의 왕족들도 시를 남겼다(김윤우, 1995).
9) 삼각산의 설화는 구전과 문헌으로 전해지며 신화(산신 신화, 신선 신화), 전설(지명 전설, 사건 

전설, 도참 전설, 개국 전설),민담 등 세 가지가 있다(김선풍, 2013).
10) 17페이지에 연구 자료의 수집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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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저자
여행

연도
출전 원문출처

1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 이정구 1603 월사집(月沙集) 권38 한국고전종합DB

2 유조계기(遊曹溪記) 이정구 1630 월사집(月沙集) 권38 한국고전종합DB

3 고양산수(高陽山水記) 허목 1658 기언별집(記言別集) 권9 한국고전종합DB

4 유삼각산록(遊三角山錄) 오재정 1696
한청당유고(寒泉堂遺稿) 

권2
유산기콘텐츠

5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 이익 1707 성호전집(星湖全集) 권53 한국고전종합DB

6 유북한기(遊北漢記) 이익 1712 성호전집(星湖全集) 권53 한국고전종합DB

7 유북한기(遊北漢記) 송상기 1717 옥오재집(玉吾齋集) 권13 한국고전종합DB

8 기유북한(記遊北漢) 이덕무 1717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
한국고전종합DB

9 북한도봉산유기(北漢道峯山遊記) 이엽 1779 농은집(農隱集) 권5 한국고전종합DB

10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 유광천 1779 귀악와집(歸樂窩集) 유산기콘텐츠

11 유세검정기(遊洗劍亭記) 정약용 1791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3
한국고전종합DB

12 중흥유기(重興遊記) 이옥 1793 담정총서(潭庭蠻書) 유산기콘텐츠

13 유북한기(遊北漢記) 신명현 1796 평호유고(萍湖遺稿) 유산기콘텐츠

14 유북한기(遊北漢記) 양의 1858 죽파집(竹坡集) 권2 유산기콘텐츠

15 유북한록(遊北漢錄) 김 조 1874 죽담집(竹潭集) 유산기콘텐츠

16 유북한기(遊北漢記) 이계서 1880 한산세고(漢山世稿) 권43 유산기콘텐츠

17 유백운 기(遊白雲臺記) 박문호 1882 호산집(壺山集) 권30 유산기콘텐츠

18 삼각산산수기(三角山山水記) 성해응 미상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권51
유산기콘텐츠

19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 정길 미상 난곡유고(蘭谷遺稿) 권2 한국고전종합DB

[표 1-1] 분석대상 삼각산 유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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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1) 대상지 선정 이유

본 연구의 상지를 북한산국립공원의 옛 삼각산(三角山)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지의 위치적 특징이다. 옛 삼각산은 서울의 도봉구·성북구·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에 걸쳐있으며 높이 837미터, 면적 약 54.54㎢11)의 장소로 북

한산국립공원에서 도봉산을 뺀 지역이다. 이곳은 수도권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서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곳12)이며 조선시 에도 한양 인근이라 사

람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그러므로 과거 삼각산에 한 선비들의 향유행태를 살

펴 현재의 산을 하는 자세에 한 성찰하기가 쉽다. 

둘째, 삼각산에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자원이다. 삼각봉으로 일컬어지는 백운 , 

인수봉, 만경 를 비롯해서 노적봉, 의상봉, 문수봉 등 웅장한  흰빛 암봉과 봉우리 

사이로 형성된 우이계곡, 북한산계곡 등 많은 계곡과 폭포가 어우러져 아름답고 빼

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13) 

셋째, 풍부한 역사·문화적 가치이다. 삼각산은 백제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기 위

해 올랐다는 최초 기록14) 이래 후 에도 금성탕지(金城湯池)로써 요충지 으며, 조

선시 에는 진산(鎭山)의 기능도 했다.15) 조선 중종 때 축성된 북한산성과 산 루(山

暎樓)를 비롯한 누 (樓臺)와 수많은 사찰 등은 삼각산의 고유한 인문자원을 형성해 

조선시 에는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그 결과 근교 산 중 유산기

11) 북한산국립공원의 면적은 약 78.54㎢이다(한국민족문화 백과). 도봉산의 면적은 약 24㎢이다(한

국향토문화전자 전). 따라서 북한산 국립공원 면적에서 도봉산의 면적을 제하면 옛 삼각산의 

면적이 된다.
12) 국립공원관리공단(2015)에서 실시한 국립공원기본통계 중 북한산탐방통계 자료를 참고하 다.
13) 김윤우 「북한산 역사지리」p149를 참고하여 종합함. 
14)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 온조왕 본기 즉위 년 조 기사에 의하면, 온조는 고구려에서 새로

운 정착지를 찾아 한산(漢山)에 이른 뒤  도읍지를 물색하기 위해 부아악에 올라가 살 만한 땅

을 살펴본 일이 있다. 이 때 부아악이 지금의 북한산이다(김윤우 1995).
15) 동국여지승람의 삼각산기에 “삼각산이 되니 실로 경성의 진산(鎭山)이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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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많아서 고찰에도 용이하다.

[그림1-1] 북한산 국립공원의 광역적 위치 (좌), 삼각산의 위치(우)

한편 조선시  삼각산의 경계는 오늘날의 북한산 국립공원의 북한산과 거의 유사

한 범위 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산성의 축성에 관여했던 성능(性能)의 「북한지(北漢

誌)」와 조선 중기 문신인 이덕형(李德馨)의 「중흥동 산성형세보고서(中興洞山城形

勢啓)」에 따르면 삼각산의 동쪽, 남쪽과 서쪽의 경계는 오늘날의 북한산과 거의 유

사한 범위 음을 알 수 있으며 북쪽 경계 또한 오늘날 북한산 국립공원의 역과는 

달리 도봉산을 삼각산계의 역으로 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성 지도(都城大

地圖)」와 「수선전도(首善全圖)」, 「동국여지도(東國輿地之圖)」의 「연융 도(鍊

戎臺圖」에서도 삼각산과 도봉산을 달리 표시하 다. 

이런 사실은 유산기를 살펴도 알 수 있는데, 조선시 에 삼각산 여행자들은 개 

옛 삼각산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동반 유람에 나선 유광천(柳匡天)과 이엽(李爗)만이 

삼각산을 돌아보고 수락산을 경유하여 도봉산까지 여행하 으며 허목(許穆)은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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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서쪽을 경유하여 삼각산까지 여행하 다. 이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명은 옛 

삼각산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도봉산의 유산기는 별개의 산으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지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도봉산을 

제외한 옛 삼각산 지역으로 했다.

(2) 대상지 명칭에 대한 고찰

 삼각산의 명칭은 삼국시 부터 부아악(負兒嶽), 횡학(橫嶽), 화산(華山) 혹은 화악

(華嶽)으로 불리다가 고려시 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삼각산으로 정착이 되었으

나 현재는 북한산으로 변경되었다(오경후, 2004). 그리고 삼각산 유산기의 가장 이른 

작품은 1603년 이정구(李廷龜)의「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이며 가장 후 의 작품

은 1882년 박문호(朴文鎬)의「유백운 기(遊白雲臺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시 적 범위는 조선시  중·후기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는 본 상

지를 ‘삼각산’으로 칭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지의 

명칭을 당시에 쓰던 산 이름인 ‘삼각산’으로 표기하 다.16)

16) 오경후(2004). 한국사상(韓國思想)(사학(史學)) : 1910년  금서룡(今西龍)의 삼각산(三角山) 명칭

해석(名稱解釋)에 한 검토(檢討). 한국사상문화학회, 37(0),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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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유산기를 활용해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체험의 분석이라는 연구

를 진행하기 위해 유산기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고문헌을 통해 옛 경관을 다

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유산기를 상으로 한 연구는 공간을 다룬 지리학 분야

와 조경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상으로 살폈다.

1. 유산기 연구의 흐름

(1) 유산기 연구의 동향

 현재 전해지는 유산기는 약 600여 편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정치  2003) 주

요 산별(山別) 유산기의 개수를 보면 금강산이 가장 많고 지리산, 청량산 가야산, 

삼각산이 다음으로 많다. 최근 한문문학에 한 국역 작업이 진행되고 명산을 유산

한 기록인 유산기에 한 자료와 문집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유산기에 한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선희, 2009a). 하지만 유산기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

은 인문학 분야가 주를 이루었고17)지리학 분야와 조경학 분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공간을 다루는 연구가 상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 인문학 분야의 유산기 연구

인문학 분야의 연구(호승희, 1995; 이혜순, 1997; 이상균, 2011)는 유산기 저자의 

성향, 유산의 목적, 내용상 함축하는 의미 등 내용적 사상적 측면 위주로 다루었다.

논문명 주요내용

호승희(1995),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저자의 성향, 유산의 

개념 및 목적, 의미, 

사상

이혜순(1997), 조선중기 유산기 문학(단행본)
이상균(2011),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

[표 1-2] 인문학 분야의 내용, 사상적 측면에서 유산기를 다룬 논문

17) (호승희, 1995; 이혜순, 1997; 이상균, 2011),(장석우, 1994; 김태현, 2001; 권혁진, 2011; 김순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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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산기의 구성 등 서지적 특성을 살펴 본 연구도 이루어졌다(장석우, 1994; 김

태현, 2001; 권혁진, 2011; 김순 , 2014). 이들 인문학적 접근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유산기의 구성이나 자료적 특성 등 유산기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었

다. 

논문명 주요내용

장석우(1994), 한문기행연구-두류산 기행록류를 중심으로
유산기의 구성김대현(2001), 고전문학 : 20 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김순영(2014),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표 1-3] 인문학 분야의 서지적 측면 위주로 유산기를 다룬 논문

(3) 지리학 분야의 유산기 연구

 지리학분야에서는 여행양식과 여정, 행태 등 시공간적 추이를 분석한 연구를 

하 다(정치 , 2003; 정치 , 2005; 정치 , 2009; 김선희, 2009a; 김선희, 2009b). 

이들은 여정에 따른 방문 장소와 방문빈도(訪問頻度)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공간적 

정보를 분석하 다. 하지만 견문자원과 여행행태에 따른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행

자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을 바라보며 경험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견문자

원을 이루는 구체적 경관요소에 한 분석이 결여되어 공간을 전체적으로 밝히기

에는 한계가 있다. 

논문명 주요내용

정치영(2003),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선비의 향유방식
여행양식, 여정 행

태, 방문 장소, 방문 

빈도

정치영(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김선희(2009), 조선시대 지리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정치영(2009),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김선희(2009), 유산기를 통해 본 삼각산 유산기의 시공간적 특성

[표 1-4] 지리학분야에서 유산기를 다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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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학 분야의 유산기 연구

조경학 분야에서는 경관자원 연구와 경관에 한 인식으로 접근하 다(소현수 

외, 2003; 장병관 외, 2011; 이창훈 외 2014; 소현수 외, 2014). 장병관 외(2011)는 경

관의 상을 산봉우리, (臺), 역사문화유적지, 기타 등으로 분류했고, 경관인식의 

틀로는 경관특징, 경관형태, 경관체험, 조망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 다. 하지만 

청량산은 조선 선비의 순례 장소로 자연 묘사가 상 적으로 적어 사실적 경관인식 

연구의 방법을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소현수 외(2014)는 지리산 유

람록에서 문인들이 인식한 경관자원을 자연요소와 인공요소 뿐만 아니라 기상과 

같은 일시적 현상까지 포함, 분석하여 이상향에 해 언급된 문헌의 표현을 체계적

으로 검토하 다. 이창훈 외(2014)는 경관유형별로 경관요소를 세분하고 방문빈도

수에 따라 그 중요도를 파악하여 명승으로 추천하 다 또 구간별 상지의 경관자

원을 추출하고 문인들의 작품에 언급된 횟수에 따라 중요도를 나누었다. 지리학 분

야에서 방문빈도만으로 경관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갔지만 언급 

횟수만으로는 경관자원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 이처럼 

조경학분야의 연구는 경관분석에서 시각 상과 주체의 상관관계 및 경관유형별 요

소분석까지 시도했으나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논문명 주요내용

소현수 외(2003), 조선시대 유산기를 통해 본 전통 경관연구: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관인식, 경관 특

성, 경관자원,

장병관 외(2011), 청량산 유산기에 나타난 조선시대선비의 경관인식
소현수 외(2014),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이상향의 경관 특성
이창훈 외(2014),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경관자원 연구

[표 1-5] 조경학분야에서 유산기를 다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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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헌을 통해 옛 경관을 분석한 연구

조경학분야에서 고문헌을 통해 경관을 고찰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현수 외, 

장병관 외, 이창훈 외 등이 자연경관에 한 연구를 했으나, 부분은 주로 시문이 

남아있는 누 정사(樓臺亭舍)나 원림별서(園林別墅)가 상인 인공경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18) 

고문헌을 통해 경관을 고찰한 연구 중 경관특징 및 주요행태를 비교적 잘 파악

한 것은 양유선(2015), 길지혜 외(2016), 이제이 외(2016)이라 보고 이에 주목하 다. 

길지혜 외(2016)은 연지라는 물리적 경관과 사람이 관계맺음을 한 체험을 바탕으로 

주요행태와 경관요소를 분석했다. 또 이제이 외(2016)는 세검정 일 의 주요 경관 

요소를 추출하고 이런 경관과 상호작용하여 향유한 행락활동으로 유람, 시·서·

화 창작, 모임으로 구분하여 살펴 경관향유 장소로써 세검정의 가치를 파악했다. 

양유선(2015)은 정약용의 다시(茶詩)를 매개로 차를 통해 조선 후기 사 부가 경관

을 어떻게 향유하고 그에 한 표출행위가 어떠한 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 다.  

 이들 연구는 경관을 분석을 할 때 경관요소와 행태를 동시에 살폈다. 다만 위의 

세 논문들은 상 적으로 인공경관을 위주로 다룬 논문이며, 상지가 비교적 좁기 

때문에 경관요소를 분석할 때 주요 장소에 한 분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반

면 본 연구는 상지가 광범위하며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공존하므로 경관요소를 

분석할 때 주요 장소를 파악하여야 경관특징 고찰에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이원호 외(2015), 양유선(2015), 길지혜 외(2016), 이제이 외(2016)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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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주요내용

소현수 외(2003), 조선시대 유산기를 통해 본 전통 경관연구: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관적 특성

인식적 특성

경관자원 특성

경관향유행태

장병관 외(2011), 청량산 유산기에 나타난 조선시대선비의 경관인식

소현수 외(2014),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이상향의 경관 특성

이창훈 외(2014), 조선시대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경관자원연구
양유선(2015), 18-19세기 조선 사대부의 다문화를 통한 경관 향유방식에 관한 
연구 
이제이 외(2016), 조선시대 선비들의 행락공간으로서 세검정 일대의 문화경관

길지혜 외 (2016), 조선시대 옛글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

[표 1-6] 고문헌을 통해 옛 경관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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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 차별성

유산기를 바탕으로 한 공간에 한 연구는 지리학분야와 조경학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인문학 분야에 비해 상 적으로 연구가 부족하고 공간에 한 고찰이 

미흡하여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본 연구자가 확인한 결과 삼각

산 유산기를 자료로 한 경관 및 공간에 한 연구는 정치 (2003)과 김선희(2009b)

의 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고문헌을 통해 옛 경관을 고찰한 선행연구는 인공

경관에 집중이 되어있어 삼각산과 같은 자연경승지에 해 고문헌을 통해 경관 분

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앞에서 유산기로 삼각산에 한 공간분석을 하고자 선행연구를 고찰

하 다. 유산기로 공간 및 경관을 분석한 연구의 한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 요소에 한 상세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문헌을 통해 경관을 

고찰한 연구를 보면 경관요소에 한 인식은 여행자 개인이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

음을 드러낸다고 했다19). 여행자들이 인식한 경관요소는 그 장소의 특징을 이룬다. 

그런데 유산기로 공간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경관요소에 한 상세한 고찰이 이

뤄지지 않아 상지의 경관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경관인식과 견문자원에 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견문자원에 한 고찰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방문 장소와 견문자원을 혼용해서 사용했으며, 또 견

문자원을 분석할 때는 여행자들이 방문한 장소만으로 살폈다. 이 방법은 여정 상 

스쳐 지나간 경유지가 선호경관으로 파악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조망하는 방식으로 경관을 즐긴 장소는 누락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견문

자원을 분석할 때 여행자들이 해당 경관에 어떠한 가치를 두었는지 어떠한 자연관

이나 동기를 가지고 경관을 누렸는지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19) 이제이 외(2016). 조선시  선비들의 행락공간으로서 세검정 일 의 문화경관. 한국전통조경

학회지, 34(2), 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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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여행자의 경관체험행태에 한 고찰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경관

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지각된 상이면서 한편으로는 경험을 통해 실제 환경

과 다르게 의미가 해석되어 받아들여지는 인지된 환경이20)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여행을 하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체험행태에 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산기를 이용해 공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경관자원에 한 분

석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여정과 방문빈도에 따라 여행행태를 밝힌 연구방법을 참

고했다. 또 고문헌을 통해 옛 경관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착안하여 경관특징과 경

관체험분석의 모티브를 얻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삼각산 여행의 주요장소를 선정하여 견문자원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개인

별 여정을 분석하여 여행자들이 장소를 방문한 빈도로 개략적인 선호 장소를 추출

한 후 개별 여행자들이 장소에 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각산 여행의 주요장소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선비

들이 선호한 경관을 파악했다.

 둘째, 선정된 주요장소에서 장소를 이루거나 조망 상이 되는 경관요소를 살피

고 이들 경관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경관을 유형화 한 후 유형별로 장소

의 특징과 경관요소를 상세히 고찰하여 삼각산의 경관특성을 분명히 했다.

 셋째, 여행자들이 경관을 체험하는 양상을 면 히 살폈다. 유산기 원문을 통해 

산을 누리는 구체적인 행태를 확인하고, 경관주체가 시각 상과 교감하며 발생하

는 일련의 경험이라는 경관의 개념에 따라 장소와 체험의 상관관계도 고찰을 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삼각산 유산기를 바탕으로 조선시  선비들이 삼각산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관체험을 했는지 심도 있게 살피려 했다.

20)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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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의 방법과 과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총 25편의 유산기를 수집하 는데, 한국 고전번역원DB의 고전

국역총서(古典國譯叢書)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유산기 콘텐츠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하고 「북한산 역사지리」(김윤우, 1995) 와 「북한산3:시문 편」(민경길, 

2004) 등의 단행본을 더 살펴서 수집하 다. 수집한 텍스트로 분석 상 유산기(遊

山記) 를 선정하는 기준은 경관특징과 체험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경관의 특징과 체험행태를 알 수 없는 3편과 경관의 특징은 묘사되어 있

으나 체험행태를 알 수 없는 2편, 국역되지 않은 1편 등 6편을 제외하고21) 최종적

으로 분석 상 유산기로 총 19편을 선정하 다. 유산기 선정과정은 [표 1-7]와 같

다.

수집의 출처 수집된 자료

인터넷 자료 고전번역원DB, 고전국역총서
25개의 유산기 

원문 확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유산기 콘텐츠
단행본 북한산 역사지리 (김윤우, 1995)

북한산3:시문 편 (민경결,2004)

[표 1-7] 유산기 선정과정

수집된 자료 분석 상

유삼각산기 유북한기
19개의 유산기 

선정

유조계기 삼각산 산수기 경관특성

고양산수 기유북한 경관체험

(생략)...........................

21) 경관의 특징과 향유행태를 알 수 없는 3편( 윤정기 「삼각산기(三角山記)」, 신경준 「삼각산

기(三角山記)」, 만기요람 「북한기(北漢記)」,경관특징은 묘사되어 있으나 향유행태를 알 수 

없는 2편(홍양호 「우이동구곡기(牛耳洞九曲記)」,이만부 「삼각도봉(三角道峰)」), 국역되지 않

은 1편(신기선 「유북한기(遊北漢記)」 등 총6 편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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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체험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17-19세기에 

조선시  선비들이 기록한 삼각산 유산기를 주된 분석 자료로 삼았으며, 삼각산이 

언급된 문헌과 시문 그리고 지도를 보조 자료로 하고, 3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피면, 삼각산 여행의 여정분석, 삼각산

의 경관특성과 경관체험 분석으로 나누어지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산 여행자 전체의 여정을 분석하여 삼각산 여행의 특징과 삼각산 여행

의 주요장소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19편의 유산기를 분석해 개인별 여정을 추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맵핑(mapping)을 병행하여 삼각산 유산기의 여정을 분석한다.  

 먼저 삼각산 여행의 시기, 여행의 기간, 여행의 패턴에 따라 그 실태를 살펴 삼각

산 여행의 특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여정분석을 통해 삼각산 여행의 주요 장소를 

고찰한다. 각 여행자들의 여정을 분석하면 장소를 방문한 빈도가 추출되는데 이는 

장소에 한 여행자들의 객관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았다. 또 여행자

들이 장소를 묘사한 내용은 장소에 해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소의 방문빈도와 장소를 묘사한 맥락을 바탕으로 삼각산 여행의 주요

장소를 파악한다.

둘째,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체험의 분석이다. 유산기는 선비들이 산수를 배

경으로 경관과 교감하는 활동의 기록이었다. 유산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일정한 경관체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의 특성과 그 공간에서 경험한 

내용이 동시에 살펴져야 한다. 

먼저 앞에서 선정된 주요장소를 이루는 경관요소를 살펴 경관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봉우리형, 계곡형, 산성의 주요시설, 산성 부속시설로 삼각산 여행

의 주요장소를 유형화 한 다음 각 장소를 이루는 경관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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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의 경관특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경관체험의 양상을 분석한다. 삼각산 여

행 중 발생한 경관체험의 내용을 산수 감상과 문화유산 탐방, 풍류, 격물치지로 분

류한 다음 그 구체적 행태를 유산기 원문을 통해 확인하고 체험의 구체적 행태와 

장소의 상관관계도 더불어 고찰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은 본 연구가 삼각산 유산기를 바탕으로 조선시  선비들

이 삼각산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관체험을 했는지 살피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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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연구의 흐름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선행연구 조사
연구의 방법

▼
제2장 

이론적 고찰
유산기에 대한 이해

문헌 연구17-19세기 선비들의 유산
삼각산과 삼각산 유산기

▼
제3장  
삼각산 

유산기의 
여정분석 

개인별 여정 분석 텍스트 분석
공간 분석
(gis 분석, 
지도분석)

삼각산 유산기 여정의 특징

삼각산 여행의 주요 장소

▼

제4장 
경관특성 및 

경관체험 
분석

경관 특성 분석

텍스트 분석
문헌 연구

경관체험 분석

▼
제5장 
결론 연구의 종합과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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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유산기에 한 이해

1. 유산기의 개념 및 특징

(1) 유산기의 개념 및 정의

조선시  선비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합일을 추구하는 

사상을 가졌다.22)장소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맥락은 그 시  사람들의 자연관 및 

세계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황기원,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들

의 자연을 하는 물아일체의 자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조선시  

선비들은 지인들과 승경지를 찾아 교우하며 여행하는 유람을 통해 경관을 다채롭

게 누렸다. 산을 즐기는 방식이 현 에는 주로 등산(登山), 즉 산을 오르는 행위를 

하지만 조선시 에는‘산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는 의미인 유산(遊山)이라고 하

다. 또 산을 찾는 여행은 장기간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으며 , 그 동

안의 숙식을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

다(정치 , 2004). 따라서 조선시 에 유산의 주체는 선비가 부분이다.

유산이 활발해진 배경에는‘독만권서 행만리로(讀萬卷書 行萬里路)’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비들은 유산을 단순히 산수 구경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심신수양

과 학문의 연장으로 여겼다. 유산 후에는 산수를 유람하며 촉발된 산수경관에 한 

느낌과 명승·고적에 한 감상 등을 산문이나 한시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으

로 기록하 다(김선희, 2009). 그 중 유산기는 유서 깊은 산을 유람한 내용을 사실

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다른 문학작품에 비해 여정, 장소에 한 소회, 견문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산수경관에 한 묘사뿐만 아니라 당시 전통사회의 여행 양식과 

22) 선비들은 주자의 뜻을 본받았으며 현실세계에서 천인합일을 구현하 다.(최석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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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 여행경로 등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 선비들이 어떠한 자연관을 가

지고 산을 했는지 산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으며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살필 수 있

어 경관향유행태를 분석하는 자료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조선시 의 산수(山水)와 관련한 산문양식에는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기 위해 기

록한 보고서 형식의 산수기(山水記)와 다른 사람의 산수유기를 보거나 여행경험을  

듣고 직접 체험하듯 기록한 와유기(臥遊記)등이 있지만 이들은 직접 여행하고 난 

체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기는(遊記)는 기행(記行)을 기본적인 특징으

로 한다(박 민 2002). 그러므로 유산기는 작가가 산을 직접 여행하며 보고 느낀 감

흥을 중심으로 표현한 기행산문이다.

(2) 유산기의 특징

  1) 구성적 특징

유산기는 기술상의 성격에 따라 보통 ‘유∼록(遊∼錄)’과 ‘유∼기(遊∼記)’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전해지며, 작가에 따라 그 형식도 다양하다. 부분의 유산기

가 직접 한 체험을 일정별로 기록한 일기체 형식인데 더러는 유산 중에 읊은 시를 

중간에 넣기도 했다. 또 느낌을 간략하게 소품화하거나 내용에 소제목을 두어 작은 

단위로 나누어 기술하는 절목화 경향도 보인다(김선희,2004b). 이런 경우는 전자와 

달리 체험을 총괄적으로 기록한다.

유산기의 형식은 체로‘유산의 준비→유산의 실행→유산에 한 총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산의 준비 목에서는 유산의 동기나 준비 과정, 동반자에 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유산의 실행과정은 유산하면서 일어난 일화를 날짜에 따른 일

기체형식의 서사적 방식으로 기술을 하는데 반해 유산에 한 총평은 유산의 의미

를 되짚어 보면서 유람 전체에 한 평을 한다.23)

23) 이혜순(1997).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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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적 특성

유산기의 내용은 크게 아름다운 산수를 즐기는 풍류, 심신 수양 ,학문의 도야, 역

사문화체험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유산의 상이 

산수자연이므로 여행 중에 경치를 감상하고 마음껏 즐기는 풍류가 드러난다. 아름

다운 경관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감흥을 시로 읊거나 술과 음악을 동반한 연회

를 갖기도 하고 더러는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조선시 의 선비들에게 산은 아름

다운 경관으로 인해 유람자의 미감을 만족시키고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산실이자 

풍류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이혜순,1997). 이처럼 유산기에는 자연 경관에 한 

묘사와 선비들이 유산과정에서 일어나는 흥을 그 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주 작

가층인 선비들의 산수관과 감성적 풍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둘째, 조선의 선비들은 명산을 순례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호연지기를 기르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산기의 내용을 보면 산은 단순히 탐승 상을 넘어서 심신

수양의 장소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이혜순 1997).신라시 의 화랑도가 명산을 

순례하며 심신을 단련했던 것처럼 조선시 의 선비들도 금강산이나 지리산 등 명

승지를 찾아 산수자연의 기상을 배워 뜻을 세우려고 하 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기개를 세운 것처럼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려는 사 부의 기상을 산을 올라가서 

배울 수 있다고 여겼다.

셋째, 산수경관을 중요한 학문의 터전으로 보고 이를 통해 철학적 사유를 넓히려

고 했다. 중국 송나라에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살핀다는‘관물찰기(觀物察己)’라

는 학문방식이 있었는데(정치 , 2014) 이것이 조선의 선비들에게도 그 로 수용되

었다. 이는 산수를 유가적 텍스트로 변환해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들은 산을 진리구

현의 동인(動因)으로 삼아 산이 지닌 덕과 이치를 배우고자 했다. 

넷째, 유산기에는 역사문화유적에 한 기록과 선인의 발자취를 답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명산에는 고조선, 삼국시 , 고려시 의 설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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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  왕조와 관련한 역사현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유

산기에는 이러한 흔적을 직접 찾아 고증하고 재음미24)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또한 청량산이나 가야산의 유산기를 보면, 존경하는 스승이나 조상의 흔적을 좇아 

순례하는 것도 이러한 태도와 연관이 있다.

이외에도 유산기에는 여행의 준비과정과 동반자에 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행에 

이용한 교통수단과 숙박지에 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산을 오르는 과정

과 감회, 유산 중의 활동 등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선비들에게 

산이 어떤 존재 는지 알 수 있으므로 유산기는 산과 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

한 자료가 된다.

2. 유산기의 성립 배경

‘유산기’란 이름의 최초의 기록은 고려 말 진정국사(眞靜國師)의 「유서불산

기(遊四佛山記)」(이혜순, 1997) 이지만 유산기 작품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조선 건

국 이후이다 . 유산기가 조선시 에 산문양식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신진 세력

인 사 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의식과 자연관이 변하는 것(숲과문화연구회, 

2015)이 첫 번째 주요 배경이다. 산에 한 인식을 보면 고 에는 건국신화에 나타

나듯이 천신이 강림한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으며 불교국가인 고려에서는 사찰이 

위치한 주요 장소 다. 이렇듯 이전 시 의 산에 한 관념이 국가 위주의 신앙 

상임에 반해 조선에 이르러서는 산에 한 관심이 개인으로 확 된다(숲과문화연

구회,2015). 조선전기의 선비들에게 산은 수양과 삶의 이치를 터득하는 장소 으

며, 후기의 실학자들에게는 유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식되어야할 정보의 상이

었다(최원석, 2008). 또 「무이산지」25)를 모범으로 삼아 유람을 했던 사 부들의 

24) 정치 (2014). 사 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60

25) 「무이산지」는 주자가 형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유기와 무이산에 한 기록이다(이혜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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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동기가 유산기의 본격적인 출현과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산기 성립의 두 번째 주요 배경으로는 조선 전기부터 시작된「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등 지리지 편찬을 통해 국토에 한 인문 지리적 이해와 관심이 

증 된 점을 들 수 있다.26) 또 조선 후기에 편찬한 「여지도서」,「산경표」 에서

는 산에 한 정보도 상세해지고 시문(時文), 기문(記文) 등 인문학적 정보가 수록

된다. 이 때 수록된 기문에는 유산기가 참고 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유산기 작성의 

동기부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배경으로는 교통망의 발달로 여행이 쉬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

시 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 도로망과 역원제 및 봉수제가 개편되며27), 조선후

기 이후에는 상공업 발달로 교통망이 더욱 발달하는데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에 설치한 역원의 확 와 정비로 인해 유산객들에게 중요한 편의가 제공된 셈

이다. 

네 번째는 사 부들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자연에 묻혀 살며 강호가도를 추구했

던 것과 관련성이다. 조선시 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립과 사화 당쟁으로 인해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강호에 은거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

았다.28) 자연을 벗 삼거나 독서를 하며 학문을 닦고 지내던 이들이 유산을 적극적

으로 행하기도 하 다. 이 외에도 조선시  선비들은 유람을 통해 느낀 감흥을 글

이나 그림에 담고자 하는 기유문예(記遊文藝) 취향이 있었는데(우리문학과 산림문

화, 2015) 이러한 현상이 유산문화와 유산기 작성에 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26) 「삼국사기」, 「고려사」에는 각 군현 설명의 마지막에 산 이름 정도만 소개되었지만  조선

조에 편찬한 각종 지리지에는 산천조가 별도로 편재된다(숲과 문화연구회, 2015).

27) 조선 초창기는 역도(驛道) 재편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시기으로서 지방지배가 강력하게 추구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 다(양정현, 2014).

28) 이혜순(1997).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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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별 유산기 현황

 조선시  선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산은 금강산과 지리산이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인 봉래산, 방장산, 주산을 본떠서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삼신산으로 불렀다(우리문학과 산림문화, 2015). 이들 산은 신비스러움이 

강조되어 심신수양의 보장처이기도 했지만 빼어난 경관으로 인해 유람객들의 방문 

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상 유람이 제한된 한라산을 제외하고 금강산과 

지리산은 유산객의 방문이 가장 잦았다(박 민 2012).또 청량산, 속리산, 가야산 등

도 많이 방문했는데 이들 산은 주로 특정 인물이 학문을 닦던 곳을 후학들이 발자

취를 쫓아 유산한 경향이 강했다.29)이 밖에도 한양 도성 근교의 산으로 삼각산도 

도성에 사는 선비들이나 한양을 오가는 선비들이 즐겨 찾았다.

조선시 에 창작된 유산기는 현재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 문집

과 필사본까지 수합 정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전해 내려온 유산기가 정확히 몇 

편인지는 알 수 없다(박 민,2002). 이에 따라 한국 고전번역원DB의 고전국역총서

(古典國譯叢書)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유산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이혜

순의「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과 정치 의 「사 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등

의 단행본을 더 살펴서 주요 산별 유산기의 개략적인 수치를 파악하 다.30) 그 내

용은 ［그림2-1］과 같다.

29) 강정화(2008)과 정치 (2006)과 김용남(2012) 내용을 종합하여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유

산한 경향이 강했던 점을 파악했다.

30)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 가야산 ,속리산은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유산기콘텐츠에서 파악한 개

수로 하 으며 삼각산의 경우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유산기콘텐츠에서 파악한 개수를 기본으로 

하고 민경길의 「북한산」과 김윤우「북한산 역사지리」에 수록된 유산기를 추가하여 개수 파

악을 하 다. 서석산, 소백산, 계룡산, 관악산, 주왕산, 오 산, 태백산, 덕유산은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유산기콘텐츠에서는 제 로 파악되지 않아서 박 민(2002)의 데이터를 참고하 다. 

  주요 산별 유산기의 세부적인 개수와 출처는 다음과 같다. 금강산 86개, 지리산 59개, 청량산 

49개, 가야산 33개, 속리산 26개(한국콘텐츠 진흥원), 삼각산 25개(한국콘텐츠 진흥원,한국고전

번역원), 백두산 12개(한국콘텐츠 진흥원), 서석산 8개, 소백산 6개, 계룡산 5개, 관악산 5개, 주

왕산 5개, 오 산 3개, 태백산 3개, 덕유산 3개(박 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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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주요 산별 유산기 개수

자료: 박영민(2002)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유산기 콘텐츠, 한국 고전번역원DB의 

고전국역총서(古典國譯叢書)의 유산기 목록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가공 함

금강산은 고려시 부터 유람객이 즐겨 찾는 명산이었으며, 최고의 경승지로 누

구든 평생에 한번은 방문하고 싶은 동경의 상이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금강

산의 유산기가 수적으로 가장 월등하다. 다음으로 지리산, 청량산, 가야산이 그 뒤

를 잇는다. 지리산은 삼신산으로 부르는 명산이자 도가의 이상향인‘청학동’품고 

있을 뿐 아니라31) 남 사림의 김종직과 조식 등이 지리산을 유산하고 유산기를 

남긴 바 있는데 후학들이 이들의 발자취를 쫓아 많은 유산기를 양산했다. 이러한 

특징은 청량산과 가야산도 비슷하다. 청량산은 비교적 규모도 작고 유산의 선호도

가 그리 높은 산이 아니지만 유산기가 많은 것은 이황과 청량산이 관련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황이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한 후 그의 제자들과 이황을 따르는 선비들

이 청량산에 올라 작품을 다수 남기다 보니 유산기 수가 많게 되었다. 또 가야산은 

31) 정치 (2014). 사 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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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의 자취가 남아있는 흔적을 찾고 해인사를 방문하기 위해 유산객들의 발걸

음이 잦다보니 유산기가 다수 생산되었다. 

이 밖에도 삼파수(三波水)32) 와 송시열의 유적을 품고 있는 속리산과 민족의 

산인 백두산도 심신의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려는 선비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유산기가 어느 정도 남겨졌다.  또 도성인근의 산으로 삼각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북한산성이라는 역사문화유적이 있어서 근교 산 중에서 비교적 유산기가 많은 편

이다.

32) 삼파수는 한강, 낙동강, 금강의 발원지이다(정치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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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17-19세기 조선시  선비들의 유산 

1. 17-19세기 조선의 시  상황

유산의 체험을 산문으로 기록하는 선비들의 행위는 조선조의 문화 기조 전반과 

관계가 있다(이혜순, 1997). 이에 본 연구는 삼각산 유산기가 쓰여진 17∼19세기의 

시 상황을 살피려 한다. 조선의 시 적 동향에서 본 연구의 키워드인 유산과 관련

해 살펴볼 목은 정치지형의 변화와 조선의 지배적인 이념인 유학의 흐름, 자국중

심의 문화적인 변화추이이다. 

1392년 개국한 조선은 건국 초기에는 정치이념을 확립하고 문물과 제도를 정비

해서 진취적이고 밝은 분위기 으나 사림의 정계 진출로 보수적인 분위기로 바뀌

고 파벌과 붕당이 태동된다. 성종이 왕권강화와 훈구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사림을 

중앙에 불러들인 후 선조 에 그들이 거 정계에 진출하면서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으로 네 차례의 사화(士禍)가 일어났다. 임진왜란 거치면서 당쟁이 더욱 심해

지며 집권하는 양반과 비 집권 양반으로 양반층이 분화되자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은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33) 그들은 자연을 벗 삼아 안

분지족하며 유산을 통해 구도하는 삶(이상균, 2011)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도 했

다. 

조선시  유산기의 산에 한 인식을 보면 부분 유교적인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혜순, 1997)을 알 수 있다. 주자학의 이념이 강했던 조선전기의 선비들은 산

을 유학적 수기(修己)의 장소로 여기는 성격이 강했으며, 이처럼 산을 삶의 이치를 

터득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자세는 조선 중기로 갈수록 심화된다. 그래서 지리산

이나 청량산 등이 사림들의 터전으로 그 지방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 임

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양난을 겪고 난 17세기 무렵 양명학, 서학, 고증학 등 새로

33) 이혜순(1997).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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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학풍이 전래되면서 실학의 실사구시 철학적 기반이 조성된다. 실학자들에게 산

은 자신이 머무르고자 하는 선택 요소가 되었으며 유산을 위한 상이었다.(최원

석, 2008). 그들은 산을 직접 체험하여 느낀 것을 묘사하고 사실 여부를 따져서 그

로 기록하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토에 한 관심을 갖고 

산에 내재된 의미를 섭렵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산에 임한다.

18세기에는 실학이 꽃 피고 상업과 서민문화가 발달하는 시기이다.34) 민화가 성

행하고 김홍도, 신윤복의 사회 풍속도처럼 조선을 문화의 주체적 상으로 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산하는 문화도 변화하게 된다. 애초에 조선의 선비들은 중국

의 산을 동경하 다. 중국의 산수화나 유산기를 구해 보면서 중국의 산수와 문물을 

동경했다(숲과문화연구회, 2015). 그러나 세종 에 「팔도지리지」가 편찬된 이래 

성종 에는 김종직 등에 의해 「동국여지승람」이 찬진되는 등 인문지리지의 지

속적 간행으로(이혜순, 1997) 국토지리에 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국토에 

한 관심과 민족의 자존의식이 증 된다.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역사와 국토에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서나 지리지 편찬에 관여하면서 가속

화된다. 이처럼 중국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자국의 문화에 관심을 두고 국내의 산

을 유람하면서부터 유산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34) 윤재민(2009). 특집논문 3 : 실학, 실천적 담론으로서 돌아보다 ; 조선후기 문화와 실학. 다산

과 현 , 2권, 4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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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19세기 조선시  선비들의 유산 실태

유산기 통계와 유산의 실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산기 작성 편수

로 유산의 실태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유산기에는 여행 시기 파악이 불분명한 작

품도 더러 있지만 부분 여행의 시기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

행 시기가 밝혀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 별 유산 추이를 살펴보면, 15세기에는 미

미하다가 16세기에 조금씩 증가하고 17세기와 18세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며 19세기

에는 감소 추세가 된다.35) 19세기에 보이는 유산의 감소추세는 19세기 유산의 실태

가 파악되지 않은 것 때문인데, 이는「한국문집총간」이 19세기의 자료를 포함하

지 못하는 한계(박 민, 2012)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말 선초를 살았던 길재는 저서 「산가서」에서 “산에 올라 공자의 ‘등태산

소천하(登泰山小天下)’의 기상을 본다.”고 했는데 그 사상적 흐름이 조선 초 김

종직을 거쳐 조선 중·후기 사림들까지 향을 미친다. 17, 18세기에 유산이 급격

하게 증가한 양상의 배경에는 산수유관(山水遊觀)의 심화가 작용한다.36)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 속에서 선비들이 산을 찾아 유학의 이치를 터득하고, 심신을 도야하고

자 했으며, 앞선 유람객의 자취를 따라 명승을 찾고자하는 욕구가 증 되면서 유산

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유산이 보편화되는 시 상황과 아울러 삼각산은 도성과 가까워 쉽게 유

람을 떠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마음먹으면 방문할 수 있었다. 그

래서 17-19세기에는 삼각산을 많은 선비들이 유산하 고 그 결과 삼각산 유산기 

작품은 부분 이 시기에 양산되었다. 

35) 유산기의 총개수:15세기(13개), 16세기(14개),17세기(272개),18세기(373), 19세기(402개), 

박 민(2002)과 숲과문화연구회(2015)의 통계를 참고함 

36) 본 연구 이론적 고찰 p23 유산기 성립 배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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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삼각산과 삼각산 유산기

1. 삼각산의 이해

(1) 역사적 기록을 통해 본 삼각산

삼각산이 백제의 온조왕 고사에서 처음 역사에 등장한 점37)은 앞서 살핀 바 있

다.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38) 132년에 중흥동 일 에 산성을 쌓으면

서 이 북한성을 북방 진출의 교두보로 삼자 고구려의 공격 상이 된다. 또한 승가

사 옆 비봉에 설치되어 있는 진흥왕 순수비로 미뤄보아 신라도 토전쟁에 끼어들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 한강 유역을 지배하기 위해 

상호 각축을 벌일 때 삼각산에 위치한 북한성은 배후 성으로 전략적 요충지 다.

이에 비해 통일신라시 에는 삼각산에 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고려시 에도 

초기에는 역사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고려사」에 고려 현종1년

(1010)에 거란이 침공했을 때 왕이 중흥동 일 로 피신하고 태조 왕건의 재궁(梓宮:

임금의 관)을 부아산(負兒山:삼각산) 향림사에 모셨다는 기록이 나온다. 우왕 13년

(1387)에는 왜구에 한 비책으로 최 장군을 보내서 노적봉 부근에 중흥산성을 

쌓게 했다.39) 지금의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그때 당시 최 장군이 머문 장소와 연관

이 있다고 한다. 

조선이 건국된 후 한강 이북인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북한산성의 전략적 중요

성이 새롭게 인식된다. 문종 원년부터 도성의 수비에 한 언급40)이 등장한 이래 

꾸준히 축성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중신들 

37)「삼국사기 (三國史記] 」 백제본기 온조왕 편에서 삼각산에 해 온조가 한산에 이르러 부아

악에 올라가 살 만한 땅을 찾았으니, 바로 이 산이다. 라고 언급하 다.

38)「삼국사기 (三國史記] 」 백제본기 개루왕 편에 “개루왕 5년 2월 북한산성을 쌓았다”고 기

록되어 있다.

39) 선조 29년 1월에 비변사에서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의하면 고려의 최 장군이 요동정벌을 

계획하며 삼각산에 주둔하면서 산성을 수축했다는 내용이 있다(선조실록 71권).

40) 문종원년(1451) 10월 20일 내용(문종실록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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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축성논의가 더 활발해지면서 삼각산은 천험의 요새로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다가 숙종 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숙종 37년(1711)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성곽과 행궁 등 내부건물을 완성하게 된다.41)

이로 인해 삼각산에는 다른 산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역사문화자원이 갖춰

진 것이다. 삼각산은 경치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는 점 때문에 삼각산 일원은 2003년 명승 제10호로 지정되었다. 

(2) 고문헌으로 통해 본 삼각산의 경계

조선시  삼각산의 경계는 오늘날의 북한산 국립공원의 북한산과 거의 유사한 

범위 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산성의 축성에 관여했던 성능이 북한지「北漢誌」에

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조선시  삼각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쪽으로 양주목 경계까지 60 리, 서쪽으로 고양군 경계까지 30 리이며, 남쪽으로 서울 경

계까지 10 리이고, 북쪽으로 홍복산 경계까지 20 리이다.42)

또 조선 중기 문신인 이덕형의 「중흥동 산성형세보고서」에 따르면

사문(寺門)을 지나 東南으로 가다가 길이 셋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동문(東門)으로 통하여 

왕래하는 길로, 성 밖에 수도암 도성암 등의 암자가 있고 그 아래는 우이동(牛耳洞)이며 하

나는 동남문(東南門) 석가현(釋迦峴)으로 통하여 사을한리(0乙閑里)로 내려가는 길이었으

며 , 하나는 문수봉을 넘어 창의문(彰義門)으로 통하였는데 탕춘 (蕩春臺)의 앞 들이 내려

다보였습니다.43) 44)

라고 했다. 

이를 통해 삼각산의 경계는 오늘날의 북한산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0월 23일 무인 2번째 기사 

42) 성능의 북한지「北漢誌」, 김윤우 역

43) 김윤우(1995). 북한산 역사지리: 增補譯註北漢誌. 서울: 범우사. 85

44) 이덕형의 「중흥동 산성형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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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각산 명칭의 변천과정

본 연구의 상지 명칭이 역사적으로 변하면서 용어상 혼선이 있으므로 ‘삼각

산’이라는 명칭에 해 고찰을 하려 한다. 삼각산의 명칭은 삼국시 부터 부아악, 

횡학, 화산 혹은 화악으로 불리다가 고려시 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삼각산으

로 정착이 되었으나 현재는 북한산으로 변경되었다(오경후,2009). 삼각산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삼국시 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 온조왕 본기 즉위 

년 조 기사에 의하면, 온조는 고구려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한산(漢山)에 이른 

뒤  도읍지를 물색하기 위해 ‘부아악’에 올라가 살 만한 땅을 살펴본 일이 있다. 

이 때 부아악(負兒嶽)이 지금의 북한산이다(김윤우, 1995). 부아악 외에도 삼국시

와 고려시 에는 횡악, 화산 혹은 화악이라는 지명도 문헌에 함께 등장한다.

그러다가 고려 현종 이후부터 삼각산이라는 명칭으로 문헌에 등장해45) 조선시

에는 삼각산으로 정착이 되었으며 비교적 현재와 가까운 시기인 1921년의 기록에

도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볼 수 있다.46)

지금의 산 이름이 된 ‘북한산’은 본래 산 이름이 아니라 ‘한강 이북의 한산

(漢山) 지역’이라는 의미 다.47) ‘북한산’이라는 명칭이 ‘삼각산’을 제치고 

산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일제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인 금서룡(今

西龍)이 만들었다.48) 

북한산은 경성(京城)의 북방에 솟아 있는 조선의 명산으로서, 한강의 북쪽 옛 양주부(楊洲

府) 지분(地分)에 있다가 뒤에 한성부(漢城府)에 이속(移屬)되고 다시 고양군(高陽郡)에 이

속되었다. 이 산은 삼각산으로도 일컫고, 달리 화산(華山)이란 이름도 있다.49)

45)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 」에 처음 언급되어 있다.

46) 「팔도명승고적(八道名勝古蹟)」에 언급되어 있다.

47) 백제에서는 온조왕 14년 한강 이남지역으로 천도를 하면서 한강 유역일 를 한강을 중심으

로 ‘북한산(北漢山)과 남한산(南漢山)으로 구분하여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김윤우, 1995).

48) 김윤우(1995). 북한산 역사지리: 增補譯註北漢誌. 서울: 범우사. 39

49)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경기도 고양군 북한산유적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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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산’이 산 이름으로 완전히 정착한 것은 1983

년도에 이 지역과 도봉산을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종합해 보았을 때 삼각산 유산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는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삼각산 유산기의 특징

(1) 연구 자료의 특징

유산기의 형식을 보면 부분 일반적인 유산기가 보이는 여정별 기술의 양상을 

띤다. 하지만 이덕무의 「기유북한」이나 이엽의 「북한도봉유기」는 여정에 따른 

견문자원별로 소제목를 두어 내용을 구성한 형식의 파괴를 볼 수 있다50). 이옥의 

「중흥유기」는 ‘약속’등 내용별로 항목을 나누어 기록하 고 유광천의「유삼

각산기」와 양의 의「유북한기」는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또 정약용의 

「유세검정기 」와 같이 여행자체의 즐거움이 느껴지는 짧은 산문소품도 있다. 이

러한 형식의 변화는 17세기부터 뿌리내린 실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

학의 정신인 있는 그 로의 상을 탐구하려는 합리적인 정신과 기록정신의 일

면51)이 유산기에도 보인 셈이다. 유산기의 제목은 주로‘∼三角山’과 ‘∼北漢’

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며 ‘∼조계’나 ‘∼백운 ’처럼 장소를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으로 쓰인 작품은 있으나 오늘날의 산 이름인‘북한산’이 제목

으로 쓰인 작품은 없다. 이 중에서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는 ‘∼三角山’이 

많고 이후에는 ‘∼北漢’이나 장소를 제목에 사용했다. ‘삼각산’이 제목이 쓰

이면 주로 산수를 유람하는 여정이었으며 ‘북한’이 제목에 들어가면 북한산성과 

같은 인문적 자원과 자연을 함께 보는 여정이었다. 

50) 심경호(2007).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 산길을 가다. 서울. 이가서

51) 안 길(2009)은 17세기에 들어서 실용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사실 로 기록하는 산문이 증가

하게 되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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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산 유산기의 시대별 분포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된 유산기에서 작성 년 를 알 수 있는 유산기  19편 중 

1603년 이정구의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가 가장 이른 작품이고 1882년 박문

호의 「유백운 기」가 가장 후 의 작품이다. 전체를 시기별로 보면 17세기가 4

편, 18세기가 9편, 19세기가 4편, 시 미상이 2편이다.52) 유산의 시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7∼18세기는 유산하는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하는 때로 보며, 18세기 

이후는 유산이 보편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53) 그러므로 삼각산 유산기의 시

별 분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삼각산은 유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보편화된 시기에 

활발히 유산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52) 박 민(2002)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유산기 콘텐츠, 한국고전번역원DB의 고전국역총서

의 유산기 목록을 참고하여 파악함.

53) 숲과문화연구회(2015). 우리문학과 산림문화 .산림문화 계4, 거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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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각산 여행자의 특징

no. 여행자 여행연도 생몰연도

여행

당시

연령

거주지 관직 및 주요 경력

1 이정구 1603 1564-1653 40 한양
윤근수의 문인, 서인, 예조판서, 제학 병조

판서 좌의정 역임

2 허목 1658 1595-1682 64 경기도 양주 정구의 문인, 남인, 이조판서 우의정 역임

3 오재정 1696 1641-1709 56 한양 송시열의 문인, 관직에 나가지 않음

4 이익 1707 1681-1709 27 경기도 안산 기호 남인, 실학자, 관직에 나가지 않음

5 이덕무 1717 1741-1793 21 한양 박제가 유득공 등과 교유 규장각 검서관

6 송상기 1717 1657-1723 61 한양
송시열의 문인, 충주목사 사헌 예조판서 역

임

7 이엽 1779 1729-1788 51 한양
이기경, 홍낙명(홍국  친척) 등과 교유 

전적 공조정랑 등 역임, 실학에도 관심 보임

8 유광천 1779 1732-1799 48 한양 노론 계열, 경성판관 사간 승지 등 역임

9 정약용 1791 1762-1836 30 한양 실학자,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 역임

10 이옥 1793 1760-1812 34 경기 남양
소북계열, 무과 집안 출신, 문체반정의 향

으로 관직 못 나감

11 신명현 1796 1776-1820 21 한양 노론 계열, 관직에 못 나감

12 양의 1858 1816-1870 43 한양 관직에 못 나감, 효자로 이름 남

13 김 조 1874 1842-1917 33 경상 산청 송병선 ,최익현의 문인, 관직에 안 나감

14 이계서 1880 미상 ? ? 이색의 후손

15 박문호 1882 1846-1917 37 충청 보은 이상수의 문인, 관직에 나가지 않음

16 성해응 미상 1760-1839 ? ?

규장각 검서관, 음성현감 역임. 내각에 근무

할 당시 이덕무·유득공·박제가 등 북학파 

인사들과 교유하고 경학의 이념적 굴레를 탈

피하려는 자세를 보임.54)

17 정길 미상 1566-1619 ? 한양
박광전의 문인, 학문에 전념, 임진왜란 때 의

병 활동

[표 2-1] 삼각산 유산기 여행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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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 및 거주지

삼각산을 유산한 17명의 여행자 중 20 가 3명, 30 가 4명, 40 가 3명이고 50

와 60 가 각각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삼각산이 노소를 불문하고 오를 수 

있는 산임을 알 수 있는데, 삼각산이 높이나 코스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이

었기 때문이다. 여행자들의 거주지는 한양이 10명, 경기도가 3명으로 서울·경기권

이 13명이 가장 많은데, 삼각산이 이들 지역에 인접해 있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올라와 삼각산을 여행한 사람은 경상도 산청

에 거주하던 김 조와 과거를 보러 상경하 다가 삼각산을 찾은 정길과 이계서다. 

(2) 관직과 당색

삼각산이 도성 인근이라 관료들이 많이 거주했는데도 현직으로 삼각산을 여행한 

사람은 의외로 적었다. 바쁜 관직 생활 중에는 유산을 나설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약용, 송상기, 이엽, 유광천만이 여행 무렵 관직에 있었으며 이정구는 

사직상소를 올린 상태로 여행했다. 이들을 제외한 9명은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조선후기에는 지방 사림이 주도했던 주자 성리학의 학맥과 당색(黨色)이 약해지

고 그것을 뛰어넘는 교유 양상을 보인다.55) 그 무렵 도성에는 다양한 사상과 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며 유산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나타는 것

으로 보인다. 그래서 삼각산 여행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산에 비해 한 당파

에 편중되는 경향성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56) 작가별 분포를 보면 북학파 등 실학

자 계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인 및 노론계열과 소수의 남인이 뒤를 잇는다.

5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 백과 참조

55) 남정희(2004)는 조선 후기의 정계는 경화사족이 주도했으며 쇠퇴해 가고 있던 산림 유학자로

부터 전통 주자학풍을 계승하기보다는 같은 경화사족끼리 교류하여 새로운 학풍을 만들었다고 

하 다.

56) 강정화(2008)는 지리산 여행자는 김종직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정치 (2005)은 

청량산 여행자는 이황과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김용남(2012)은 

속리산 여행자는 노론계열의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 다고 했다. 정치 (2013)은 삼각산 여행

자는 사승관계와 당파에서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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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반인 및 교유관계

여행의 동반자는 여행자의 신분이나 교유관계와 연관이 있으며 여행한 산에 따

라 차이가 있다. 일상에서 잠시 틈을 내어 가볍게 여행할 수 있었던 삼각산은 체

로 동반자가 적은 편이다. 전체 여행자 17명 가운데 13명이 5명 이내의 동반자와 

여행했는데 이 중 송상기는 관직 생활 중 잠시 짬을 내어 단신으로 여행했다. 5명 

이상이 동반한 경우는 정약용과 이정구, 이재정, 이옥, 신명현 뿐이며 그 중에서 오

재정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노복을 동반했다고 밝힌 사람은 이정구, 오재

정, 이옥뿐이고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했다.

유산을 하며 동반인들과 단합을 도모하는 것은 삼각산 여행자들도 다른 산과 마
찬가지다. 이정구는 「유조계기」에서 조상제사를 마친 후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과 연회를 즐겼으며 이옥은 김려 등 문체반정57)과 관련된 벗들과 동반하

으며 정약용도 죽란사시의 일원이나 비슷한 관직에 있던 동년배58)들과 유산을 즐

겼다. 이엽은 같은 지방 출신의 벗들과 유산으로 친목을 도모59)했고 오재정도 비
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 

57) 이옥은 조선 후기 정조 때 문신으로 문체반정에 연루되면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 다(한

국 고  인명 사전 참조).

58)정약용 「유세검정기」에서 한혜보, 심화오, 홍약여. 이휘조. 윤무구 등을 동반하 다고 기록

되었다.

59)이엽 「북한도봉유기」에서 기국진, 유광천 등과 함께 유산을 하 다고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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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특징

  1) 숙박지

삼각산 여행자의 부분은 서울 경기 일원에 거주했으므로 오고 가는 도중에 숙

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 가운데 양의 이 유일하게 진관사

에서 1박을 했다. 경기도 남양과 안산에서 출발한 이익과 이옥은 각각 도성과 맹교

에서 하루를 묵고 삼각산으로 출발했으며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한 허목은 독재동

의 친척집에서 하루를 묵고 출발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삼각산 내에서 

묵었다. 숙박지로는 주로 사찰이 이용되었는데 그 중 중흥사가 가장 많이 찾는 곳

이었다. 중흥사는 주변에 볼거리가 풍부한데다 위치상 산의 중앙에 있어 숙박지로 

용이했다. 이 외에도 태고사를 비롯하여 진국사, 상운사, 서암사 등이 선비들이 주

로 찾은 숙박지 다. 산성 축성 후 들어선 관아도 숙박지로 이용되었는데 송상기는 

경리청 별관에서, 양의 은 관성아문에서 하루를 묵었다. 산성이 쇠락하고 관리가 

허술해진 19세기에는 인근 민가에서 숙박하기도 했는데, 박문호가 중흥사를 찾았

을 때 승려의 다툼으로 비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 여행의 준비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 의 여행에서는 오늘날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

요했다. 하지만 한양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주로 찾았던 삼각산은 이동거리가 멀지 

않고 산성 내에 사찰이 많아 숙박하기 쉬웠으므로 다른 산에 비해 유산기에 여행

의 준비물에 한 언급이 많지 않다. 1603년에 여행길에 오른 이정구는「유삼각산

기」에서는 같이 동반한 자제와 함께 술 두 합씩을 가지고 갔다고 했다.「유조계

기」에서는 여행 전에 행한 조상제사에 쓸 제수용품은 지방 수령들이 준비했고. 조

계 아래 사는 이생(李生) 홍진이라는 사람이 가양주와 산나물을 내왔다고 했다. 이

외에는 부분 사찰에서 자면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거나 여행 도중 민가에서 사먹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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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유산기 가운데 여행 물품에 해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중흥유기」를 

쓴 이옥이다. 그는 유산기를 항목별로 소주제를 두어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행리

이칙(行李二則)’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귀나 말 한 필, 동자로서 행구를 가지고 갈 종자 한 명, 척촉장(躑躅杖) 하나, 호리병 하

나, 표주박 하나, 반죽(班竹) 시통(詩筒) 하나, 통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시권(詩卷) 하나, 

채전축(彩牋軸) 하나, 일인용(一人用) 찬합 하나, 유의(油衣) 한 벌, 이불 한 채, 담요 한 장, 

담뱃  하나, 길이가 다섯 자 남짓한 담배통 하나를 준비하였다. 구부정한 모습으로 앞서거

니 뒤서거니 문을 나섰다. 스스로 잘 정돈되었다고 여겨 흐뭇해했는데 5리쯤 가서 다시 생

각해 보니 잊은 것이 붓과 먹과 벼루였다.60)

내용을 보면 이불이나, 우의뿐만 아니라 선비로서 시권을 챙겨간 점이 눈에 띈

다. 또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해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물품인 문방구를 빠

뜨린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3) 교통수단  

조선시 에 선비들이 멀거나 가까운 곳을 여행할 때는 견마잡이가 끄는 말을 타

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다른 산의 유산기에는 이런 점이 그 로 나타난다.61) 하지

만 삼각산은 5명을 제외하고 부분 도보로 여행했다. 삼각산은 여행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한양에서 가까운 데다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있어서 

짐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도보 이외의 방법으로 삼각산을 여

행한 사례를 보면, 정약용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말을 몰아 벗들과 세검정을 찾았

고 이엽과 유광천은 말을 타고 여행하다 경사가 심한 동문에 아래에서부터는 내

려서 도보로 여행을 했다. 또한 이정구는 「유조계기」에서는 교자를 타고 이동했

고 「유삼각산기」에서는 말과 도보를 번갈아 이동했다고 기록했다.

60) 이옥 「중흥유기」 ⓒ 유산기콘텐츠

61) 강정화(2008) 지리산 유산기 분석내용, 정치 (2005)의 청량산 유산기 분석, 김용남(2012)의 속

리산 유산기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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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삼각산 유산기의 여정분석

1절 삼각산 유산기의 개인별 여정  

유산기는 기행산문이기 때문에 여정과 견문에 한 감상이 잘 드러난다. 체험내

용은 부분 서사적 방식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여정을 파악하기 쉽다. 삼각산 유산

기도 일반적인 유산기와 마찬가지로 여정에 따른 기술이 부분이지만 기술 형식

이 다른 작품도 더러 있는데, 내용이나 장소별로 절목화해 기록한 여행자62)도 있

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정의 진행에 따른 서술이라는 내용상의 흐름은 갖추고 있어

서 여행자들의 다양한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유산기 내용 중 파악하기 불분명한 경로는 유산 당시 상황과 수치지형도상의 지

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유추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언급된 장소에 실제 이동 

가능 여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 체류 기간 등의 항목을 통해 판단하 다. 또한 

김윤우의 「북한산 역사지리」와 민경길의 「북한산」등을 통해 당시에 기록된 지

명을 참고했으며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주변 지형상황 판단해 파악하고 도면을 작

성했다. 작성된 도면은 현  지도와 고지도로 나누어진다. 현 지도는 qgis 

openstreetmap과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여정별로 점(point)을 찍어서 구성하 다. 

고지도는 삼각산을 그린 지도 중 비교적 자세한 성능의 「북한도」를 바탕으로 가

공하 다. 성능의 「북한도」는 [그림3-1]과 같이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

으며 gis와는 달리 지명이 불분명하거나 스케일이 잘 맞지 않는 한계가 있으나 다

른 지도63)에 비해 북한산 내부가 상세히 그려져 있어서 참고할 만하 다.

62) 이옥의 「중흥유기」, 이덕무의 「기유북한」 ,유광천의 「유삼각산기」 등

63) 「도성 지도(都城大地圖)」와 「수선전도(首善全圖)」, 「동국여지도(東國輿地之圖)」의 「연

융 도(鍊戎臺圖」 는 삼각산과 도성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유효한 지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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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성능의 「북한도」
자료: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01호인 「북한지」(北漢誌)에 수록된 북한도(北漢圖)

본 연구는 삼각산 유산기 19편의 작품 중 15편을 도면화하고 4편은 제외했다. 이

정구의 「유조계기」와 정약용의 「유세검정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장소 이동 없

이 유산을 하 으므로 지도에 점을 찍어 표시하기 어려웠다. 또 허목의「고양산수

기」는 노고산 독재동에서 여행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경유해서 삼각산의 

어느 부분으로 진입했는지 언급이 안 되어 있었다. 또한 이익의 「유북한기」도 중

흥사에서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전의 여정에 해 추정할만한 단서가 없어 지도에 

표시하기 곤란했다. 이렇게 도면에 여정을 표시하기 어려운 4편의 유산기를 제외

하고 15편의 작품을 지도로 작성하고 개략적인 여정분석을 병행하 으며 그 내용

은 「그림3-2」〜「그림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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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홍제교→ 서문→중흥사→산 루→향옥탄→노적봉→민지암→ 서문

여정기간 2박3일

주된 방문 장소 중흥동 계곡(중흥사, 산 루, 향옥탄, 민지암, 서문), 노적봉

동반규모 8명(가족, 친구, 노복, 승려, 악공)

여정의 방향 서문 방향

방문 동기 산승 성민의 단풍구경 권유

[그림3-2] 이정구 「유삼각산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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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탕춘 →사자항→문수사→ 남문→보륭봉→중흥사→노적봉→만경 →백운암→백운 →

인수봉→중흥사→ 동문 

여정기간 1박2일

주된 방문장소 여러 봉우리(노적봉,인수봉,만경 ) 중흥사, 문수사

동반규모 16명(가족, 친구, 노복, 승려,)

여정방향 남문 방향 

방문 동기 인왕산에서 꽃과 버들을 보았는데 흥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림3-3] 오재정 「유삼각산록」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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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혜화문→조계동→보허각→조계사→석가령→중흥사→중성문→중흥사→ 남문→문수사→탕춘 →

숙정문 

여정기간 1박2일

주된 방문장소 조계동, 중흥사 일 , 석문, 문수암, 보현봉

동반규모 3명(가족, 친구)

여정방향 동문 방향 

방문 동기 드러나지 않음

[그림3-4] 이익 「유삼각산기」 여정

  



- 46 -

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탕춘 → 남문→ 성문→금위 →보국사→ 동문→동장 →용암사→중흥사→산 루→

경리청→노적사→훈련도감→북문→민지암→ 서문→중성문→부왕사→산 루→행궁→ 남문

여정기간 1박2일

주된 방문장소 중흥사 일원, 동장 , 산 루, 서문, 노적사 

동반규모 단독

여정방향 성곽 순회

방문동기 속세에 묻은 때를 씻어버리기 위함

[그림3-5] 송상기 「유북한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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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세검정→소림암→문수사→ 남문→보광사→태고사→용암사→중흥사→산 루→부왕사→

원각사→진국사→상운사→민지암→ 서문→진관사

여정기간 2박3일

주된 방문장소 11개 사찰

동반규모 3명(친구)

여정방향 남문 방향

방문동기 드러나지 않음

[그림3-6] 이덕무 「기유북한」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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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한북문→진관사→ 성문→중성문→산 루→중흥사→행궁→동장 → 동문

여정기간 2박3일

주된 방문장소 세검정 일  , 서문, 중흥동 계곡(산 루 부근, 행궁), 동장

동반규모 3명(친구)

여정방향 서문 방향 

방문 동기 드러나지 않음

[그림3-7]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여정



- 49 -

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한북문→진관사→ 성문→중성문→산 루→중흥사→행궁→동장 → 동문

여정기간 2박3일

주된 방문장소 세검정 일  , 서문, 중흥동 계곡(산 루 부근 ,행궁), 동장

동반규모 3명(친구)

여정방향 서문 방향 

방문 동기 한양에 놀러오면 삼각산의 진면목을 봐야 함

[그림3-8] 유광천「 유삼각산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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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세검정→문수사→ 남문→ 성문→금위 →부왕사→노적사→중성문→ 서문→서암사→

상운사→산 루→중흥사→태고사→행궁→보국사→용암사→용암문→재간정→혜화문 

여정기간 5박6일

주된 방문장소 사찰(중흥사, 태고사,), 도성(창의문, 혜화문 등), 관아건물(행궁. 금위  등), 누정(세검정, 산 루,)

동반규모 5명(친구,노복)

어졍방향 성곽 순회

방문 동기 도성의 나날이 우울하여 북한산성을 여행하기로 함

[그림3-9] 이옥 「중흥유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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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세검정→승가사→원각사→부왕사→산 루→태고사→중흥사→보국사→ 동문→동장 →

용암사→중흥사→산 루→노적사→중성문→민지암→ 서문→진관사

여정기간 2박3일

주된 방문장소 세검정, 산 루, 중흥사, 동장  

동반규모 5명(친구)

여정방향 성곽 순회

방문 동기  북한(北漢)에 좋은 산수가 많다는 말을 듣고 여행 결심

[그림3-10] 신명현 「유북한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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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세검정→진관사→ 서문→민지암→중성문→원효봉→산 루→중흥사→태고사→산 루→

부왕사→산 루→중흥사→용암사→중흥사→행궁→보국사→ 남문→행궁→문수사→창의문

여정기간 5박6일

주된 방문장소 중흥사 부근 계곡, 원효봉, 산 루 중흥사, 용암사

동반규모 4명(가족)

여정방향 성곽 순회

방문 동기 서울의 집에 몇 달 머무는 중 북한성을 보기 위함

[그림3-11] 양의영「유북한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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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홍제원→ 서문→상운사→진국사→산 루→중흥사→태고사→총융청→어 청→행궁→

성문→ 남문→문수암→탕춘 →세검정→창의문

여정기간 3박4일

주된 방문장소 상운사, 진국사, 산 루, 남문

동반규모 3명(친구)

여정방향 성곽 순회

방문 동기 한성에 올라와 체류 중 문득 마음을 풀고 싶어서

[그림3-12] 김영조 「유북한록」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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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숙정문→ 남문→중흥사→태고암→동장 →행궁→중성문→산 루→ 동문

여정기간 1박2일

주된 방문장소  중흥사 일 (중흥사 행궁,중성문,산 루등 ), 동장 ,

동반규모 3명(친구)

여정방향 남문 방향

방문 동기 과거를 보러 왔다 북한성을 보기 위함

[그림3-13] 이계서 「유북한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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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창의문→문수암→ 남문→중흥사→산 루→태고사→용암사→백운봉→위문→도선사→혜화문

여정기간 2박3일

주된 방문장소 백운 , 백운  가는 길에 지난 관문과 사찰( 남문, 중흥사, 문수암, 용암사)

동반규모 3명(친구)

여정방향 남문 방향

방문 동기 드러나지 않음

[그림3-14] 박문호 「유백운대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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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민지암→산 루→향옥탄→백운봉→노적봉

여정기간 미상

주된 방문장소 중흥동 계곡 일 . 노적봉, 백운

동반규모 3명

여정방향 미상

방문 동기 드러나지 않음

[그림3-15] 성해응 「삼각산산수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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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도

현
대
지
도

구분 내용
여정 도성암→기우단→백운암→백운봉→위문→백운암→도성암

여정기간 1박2일 

주된 방문장소 백운봉, 백운암

동반규모 3명(가족)

여정방향 동문 방향

방문 동기 백운봉의 형상을 보고 매번 올라가고 싶었으며 백운암 승려 또한 기이한 곳이라고 소개하 다.

[그림3-16] 정길 「유삼각산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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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삼각산 유산기 여정의 특징

1. 여행의 시기

(1) 17-18세기 초반

삼각산의 전체적인 형세를 보면 남·동·북쪽은 봉우리에 막혀 있고 계곡이 있

는 서쪽으로 열린 타원형의 폐곡선을 이루고 있다. 백운봉, 인수봉, 만경 의 주능

선과 의상봉, 문수봉 등 남쪽 능선이 양쪽으로 둘러싸고 중흥동 계곡을 호위하는 

형상이다. 그 가운데 비교적 넓은 평지와 계곡이 발달해 있는데 이곳에 위치한 중

흥사가 삼각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초반의 유산은 이 중흥

사를 기점으로 한 주변의 봉우리와 계곡 등 자연경관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림3-17] 은 이정구의 「유삼각산기」와 오재정의 「유삼각산록」 여정이다. 

이정구의 「유삼각산기」를 보면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한 유산동기가 나타나는

데, 향옥탄과 민지암 등 중흥동 계곡은 물론 노적봉까지 여행했다고 기록되어 있

다. 오재정도 삼각산 여행하기 며칠 전 다녀온 인왕산 꽃놀이의 여운 때문에 산수 

감상에 나섰는데 백운 와 만경  등에 올라 동·서의 경관을 조망했다. 이 외에도 

이정구의「유조계기」를 보면 조계폭포에서 산수 감상과 연회를 즐겼다고 했다. 

허목도 「고양산수」에서 중흥동으로 들어와 민지암 부근의 수석을 감상했다고 한

다. 또 이익은 조계동으로 들어와 폭포를 감상하며 시를 썼고 중흥동으로 발걸음을 

옮겨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며 시를 지었다고「유삼각산기」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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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이정구 「유삼각산기」여정, 오재정 「유삼각산록」 여정

(2) 18세기 이후

이에 반해 18세기 이후의 여행에서는 백운 를 오를 목적으로 유산한 정길과 박

문호만이 자연경관 위주의 여행을 했고 부분은 산수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문경

관을 보는데 시간을 더 할애한다. 숙종 37년(1711) 북한산성이 축조되자 산성시설

인 성문과 장 는 물론 중흥동 계곡에 있는 행궁, 어 청 등 관청과 함께 산성 축

조과정에서 산성방어를 위해 창건되거나 중창된 사찰 등도 주된 방문지가 된다. 

인문경관 중심 여행의 표적인 사례로는 [그림3-18]과 같이 이덕무와 이계서를 

들 수 있다. 1717년 유산한 이덕무는 산성 내의 주요 사찰과 암자, 정자와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고 시문과 기문을 남겼다. 또 이계서는 「유북한록」에서 과거를 보

러 왔다가 북한산성을 둘러보기 위해 여행한다고 말했는데, 중흥사, 행궁, 동장  

등 산성 내 시설물에 한 설명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 

이외에 이익도 1712년 산성이 축조된 이듬해에 산성축조의 연원을 떠올리며 산

성을 살펴보았고, 이덕무와 같은 해에 여행한 송상기는 「유북한기」에서 산성의 

시설물과 새로 지어진 사찰들을 꼼꼼히 둘러보며 나름 로 평가한다. 이 밖에도 이

엽, 유광천, 신명현, 양의 , 김 조도 성곽을 따라 여행하며 산성의 여러 시설, 민

가 등 인문자원과  자연이 어우러진 정경을 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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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 이덕무 「기유북한」 여정, 이계서 「유북한록」 여정

2. 여행의 기간

삼각산은 여행의 기간이 다른 산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금강산이나 지리

산 등은 여행지까지 거리상 여정이 길었지만 삼각산은 도성 인근에 위치해 있어 

출발 당일에도 유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7명의 여행자 중 2~3일의 짧은 여행을 

한 사람이 14명으로 가장 많다. 그 중에서 「유조계기」의 이정구와 정약용은 당일 

여행을 했다. 비교적 길게 여행한 사람으로는 양의 이 6일, 이옥이 5일로 단 2명

뿐이다. 시기별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기까지는 1박 2일이 부분이며, 18세기 

이후부터는 2박 3일이 이상이 많은데 이는 북한산성의 건설로 산성 내부에 행궁과 

관청은 물론 정자와 민가, 상점 등 볼거리가 늘어난 까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3-19]는 1박2일의 여행을 한 오재정의 「유삼각산록」과 3박 4일간

의 여행을 한 김 조의 여정이다. 오재정은 가족, 친구, 노복 등 16명의 일행과 함

께 삼각산 여행에 나섰다. 중흥사에서 하루를 묵으며 노적봉, 백운봉 등 봉우리에 

올라 조망을 하고 다음날 도성으로 돌아오는 짧은 여행을 했다. 그의 여정의 특징

은 다른 일정 없이 봉우리 중심의 산수 감상을 한 점이다. 경남 산청이 집인 김

조는 한양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북한산성을 보기위해 여행에 나선다. 그가 여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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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은 산성 내에 숙박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행하기 용이했

다. 그의 여정을 보면 성곽을 순회하며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을 두루 유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행기간도 다소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3-19] 오재정 「유삼각산록」 여정, 김영조 「유북한록」 여정

3. 여정의 패턴

삼각산 여행자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도성을 출발의 기점으로 삼았다. 서울 성

곽의 숙정문, 창의문, 혜화문을 이용하 는데 가장 빈번하게 이용한 성문은 창의문

이다(김선희, 2009). 오재정, 송상기, 이덕무 등 14명이 창의문에서 나와 세검정 일

를 거치는 코스를 이용했다. 계곡이 아름다운 세검정과 탕춘 도 함께 볼 수 있

는 이점이 있어서 산의 남쪽을 오르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산의 서쪽으로 진입해 

중흥동을 유람하려는 사람들도 부분 이와 같이 세검정을 거쳐 여행을 시작했다. 

또한 여행의 경로와 여행 목적이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비들이 반드시 

들르거나 경유하는 장소는 중흥사 일 다. 이곳은 산성의 중심지인데다가 주요 

숙박지인 중흥사와 아름다운 정자인 산 루가 있기 때문이다. 

삼각산 유산기의 여정을 분석하고 도면에 옮겨보니 여행패턴에서 비슷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정의 패턴을 남문 방향, 서문 방향, 

동문 방향, 성곽 순회로 구분하고 그 양상을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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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남문 방향

이 코스는 산의 동쪽에 비해 비교적 길이 편하고, 세검정에서 출발하여 산의 남

쪽으로 오르면 산성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이용했

다. 삼각산의 남쪽에서 남문 방향으로 오른 사람은 오재정, 박문호, 신명현, 이계

서, 이덕무, 송상기, 이옥 이렇게 7명이다. 그 중 오재정과 박문호는 남동 방향으로 

봉우리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위주의 여행을 했고 이계서는 주로 산성과 사찰 등 

인문자원을 중심으로 둘러보았으며, 신명현, 이덕무, 송상기와 이옥은 남쪽에서 진

입해 인문과 자연 경관요소를 두루 섭렵했다. 

아래의 [그림3-20]는 박문호와 신명현의 여정이다. 박문호는 남문으로 진입해 

중흥동계곡으로 들어가 산 루를 구경한 다음 민가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백운 에 

오른 후 다음날 동쪽으로 내려갔다.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시작할 때는 호방

하게 백운 에 오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험준한 지세에 놀라워한다. 그의 여정을 

보면 백운 를 방문하는 것이 중심이고 다른 장소는 과감히 방문을 생략하는 여행

을 했다. 신명현의 여정은 남문에서 시작하여 동문을 거쳐 서문으로 귀환했는

데 동장  등 산성의 시설물을 두루 보는 성곽 순환코스이다. 그런데 그는 「유북

한기」에서 북한(北漢) 의 산수가 좋다는 말을 듣고 여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 유

산 동기에 걸맞게 인문경관은 물론 세검정, 산 루 부근에서 산수를 감상하고 시를 

지으며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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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0] 박문호 「유백운대기」 여정, 신명현 「유북한기」 여정

(2) 대서문 방향

 여행자들은 산의 서쪽이며 중흥동 계곡의 입구인 서문 방향으로 유람하는 것

을 선호하 다. 17명의 여행객 중 서쪽으로 진입은 이정구, 이엽, 양의  등 8명이, 

진출은 6명이 했다. 이 코스는 진입과 동시에 중흥동 계곡이 시작되어 지형이 평탄

한데다가 아름다운 계곡을 끼고 산수를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다. 게다가 한 두 시

간쯤 가면 중흥사와 행궁 등 산성의 주요 시설들이 있어서 경관자원을 두루 감상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아래의 [그림3-21]은 산의 서쪽으로 들어와 여행한 이엽과 양의 의 여정이다. 

이엽은 유광천 외 2명의 친구들과 말을 타고 삼각산을 여행했는데 그들의 주된 방

문 장소는 중흥동 계곡이다. 중흥사 가는 길에는 말을 세우고 개울에서 탁족도 하

고 산골마을 사람들이 질박하게 사는 모습도 감상한다. 산 루에서는 아름다운 경

치를 보고 시를 읊으며 시간을 보냈고 중흥사에서는 하룻밤 머물며 달밤의 정취에 

젖기도 한다. 이렇게 즐긴 산수에 해 이엽은「북한도봉유기」에서 사랑할 만한 

경치라고 평한다. 

양의 의 여정은 이엽의 여정과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 다만 이엽이 동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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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으로 여행을 계속한 반면, 양의 은 보국사를 거쳐 남문 쪽으로 귀환했다

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의 의 여정도 중흥사 일 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특히 

산 루는 세 차례나 방문해 음풍농월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듯 서문으로 진입

한 여행자들은 개 중흥사와 산 루가 있는 중흥동 계곡을 중심으로 산수를 감상

하는 것이 여행의 특징이었다.

[그림3-21]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여정, 양의영 「유북한기」 여정

(3) 대동문 방향

 삼각산을 동쪽에서 진입해 여행하는 사람은 드물었는데, 「유삼각산기」를 쓴

이익과  동문을 거쳐 백운 에 오른 정길뿐이다.  그 이유는 동쪽으로 오르는 코

스가 가파르기 때문에 선비들이 꺼린 게 아닌가 한다. 이익과 정길의 여정은 아래 

[그림3-22]와 같다.

이익의 「유삼각산기」여정을 보면 혜화문을 경유해 산의 동쪽으로 들어와 조계

동 계곡을 본 다음 석가령을 통해 중흥동계곡에 들렀다가 남쪽으로 하산했다. 이익

은 여행 중 삼각산의 동쪽에 있는 조계동 계곡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조

계폭포에서는 시를 지으며 놀았고 조계사에서 하루를 유숙한다. 백운봉을 오르려

고 중흥동을 찾았지만 눈과 얼음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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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동쪽코스만 여행한 사례는 조계동 계곡을 통해 백운 를 찾았던 정길의 

「유삼각산기」여정에서도 나타난다. 정길이 동쪽으로 백운 를 오르게 된 것은 

과거공부를 위해 동문 아래 도성암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삼각산

을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유조계기」를 쓴 이정구도 조계동 계곡을 유람했다. 그

는 우이동에 있는 선조의 묘소에 참배를 마치고 제사에 참여한 여러 친족들과 조

계폭포에 들러 천석을 구경하고 연회를 가졌다.

[그림3-22] 이익 「유삼각산기」 여정, 정길 「유삼각산기」 여정

(4) 성곽 순회 

삼각산의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 송상기, 이옥, 신명현, 양의 , 김 조의 여정이 

비슷한 여행패턴을 보이는데, 이들은 성곽을 순회하며 산의 부분을 거쳐 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점은 18세기 초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삼각산 여행에서 산성

이 여정의 중심이 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러한 사례는 아래 [그림3-23]과 같이 

송상기와 이옥의 여정을 들 수 있다. 

그 중 송상기의 「유북한기」를 보면 탕춘 에서 여행을 시작해 남문, 동문

과 북문을 거쳐 서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남문을 거쳐 도성으로 갔다. 또 이

옥의 「중흥유기」를 보면 송상기와 거의 비슷하게 세검정을 출발해 남문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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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을 거쳐 서문으로 갔다가 동문으로 하산했다. 이처럼 산성 전체를 성벽을 

따라 돌면 산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패턴으로 삼각산을 여행한 

선비들은 산수자연과 인문자원을 두루두루 감상하며 지나는 곳의 풍광을 낱낱이 

마음과 눈에 담았다. 

[그림3-23] 이옥 「중흥유기」의 여정, 송상기 「유북한기」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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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삼각산 여행의 주요장소

1. 방문빈도에 따른 장소

삼각산 여행의 주요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소에 한 방문빈도를 파악했다. 

여행자들의 여정에 나온 장소는 방문지일 수도 있고 단순 경유지일 수도 있지만 

여행자들이 장소를 방문한 빈도는 해당 장소에 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략적인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의 유산기 작품에서 한 장소를 여러 번 방문

한 경우도 회수에 포함했다. 

 삼각산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방문지는 중흥동 계곡의 중흥사(18회)다. 이

곳은 삼각산의 중심부로 유산객이 즐겨 찾는 명소일 뿐만 아니라 사찰 중 규모가 

가장 커서 숙박지로도 널리 이용했다. 근처에 산성의 주요시설인 행궁(8회), 관청 

등 인문자원과 계곡 등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어서 방문빈도가 높았다. 이정구가 중

흥사에서 이틀을 잔 것을 비롯해 오재정, 유광천도 산성 내부를 유람하면서 중흥사

에서 묵었다. 이익은 「유삼각산기」에서는 중흥사를 경유만 했지만 「유북한기」

에서는 하루 숙박을 했다. 이밖에도 중흥사를 2회나 방문한 양의 을 비롯해 산성

의 인문자원 중심으로 유산한 많은 여행자들이 중흥사를 여정에 포함시켰다. 

그 다음으로 여행자들이 많이 찾은 곳은 산 루(17회)다. 이곳은 중흥동 계곡에 

위치한 정자로 여행자들 부분이 들렀는데, 누각의 앞을 흐르는 계곡의 천석이 아

름다워 절로 시심이 일어나는 장소다. 1603년 이정구가 여행했을 때는 옛터만 남아 

있었지만 산성과 함께 중수되어 송상기, 이덕무, 이계서 등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즐기기 위해 찾았다. 또 이덕무, 유광천 등은 산 루에 올라 시를 읊으며 

즐겼다. 누구보다도 산 루를 사랑한 사람은 이옥과 양의 이다. 그들은 삼각산 유

산 중 산 루를 각각 세 차례나 찾았다.

창의문(15회), 서문(10회), 남문(10회)도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한 장소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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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8세기부터는 주로 산성 중심의 여행행태가 나타나는데, 성문을 통해 산성 

내부로 진입해 여행을 하거나 성벽을 따라 유람했기 때문에 성문의 방문빈도가 높

다. 이 중 서문의 이용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여행객들의 부분은 지세가 평

탄하고 계곡이 발달한 산의 서쪽에서 북쪽이나 동쪽으로 진입하는 형태의 여행을 

선호64)했는데, 서문이 중흥동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 남문은 

산의 남쪽에서 산성을 여행을 하는 코스에서는 반드시 지나치는 장소이므로 방문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삼각산 유람에서 태고사(6회) 용암사(6회) 문수사(5회) 부왕사(5회)등 사찰도 주

요한 방문지임을 알 수 있다. 사찰은 주로 여행 도중에 쉬어가는 장소거나 숙박지

로 이용했다. 태고사는 중흥사의 부속암자로 태고사를 창건한 고려의 보우(普愚)의 

비가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사찰이어서 여행자들이 즐겨 방문했던 장소이다. 용

암사는 동쪽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했지만 여행객들이 백운 를 가는 길에 들렀던 

장소이다. 또 문수사는 산의 남쪽에서 진입하여 남문을 오르기 전에 들를 수 있

는 암자로 식사를 하며 휴식을 하거나 숙박을 위해 찾았다. 이곳에는 문수굴이 유

명하 는데 석굴에 한 묘사가 많은 걸로 보아 이점이 방문의 동기가 되었을 것

으로 본다. 

이 밖에도 눈여겨 볼만한 방문지로 동장 (5회), 노적봉(4회), 백운 (4회), 민지

암(4회)이 있다. 동장 도 군사시설물이지만 위치가 조망하기 좋아 여행객들이 많

이 찾았다. 그리고 삼각산의 봉우리는 오르기 힘들지만 백운 와 노적봉과 같은 장

소들은 조망권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어서 이들 봉우리를 오른 여행자들도 있다. 민

지암은 중흥동 계곡의 일부인데 이곳은 바위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이 장관이어서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멈추던 곳이다. 이상과 같이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다양한 

장소별 방문빈도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3-24］과 같다.

64) 본 연구 p61의 여정의 패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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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4]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장소별 방문의 빈도

자료: 위 그래프는 본 연구자의 여정분석에 따른 도면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2회 이하로 나오는 장소의 빈도는 제외했다. 한 편의 유산기에서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한 

경우는 빈도수에 포함했다. 박문호의 「유백운대기」의 대흥사는 중흥사의 오기로 판단해 중흥사에 

포함시켰다. 백운대 일대에서 백운중대와 백운암은 백운대와 별개 장소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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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사된 맥락에 따른 장소

3절의 유산기에 나타난 장소를 고찰할 때는 방문빈도에 따른 분석이 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방법을 참고했다.65) 하지만 방문 빈도만으로는 해당 장소가 경유지인

지 주요 방문지인지도 알 수 없고 유람객에게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방문 수치는 주요장소의 략적인 분포는 나타내지만 

장소에 해 유산 주체가 부여하는 가치는 알 수 없으므로 각 장소에 해 선비들

의 유산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김선희(2009)는 구체적인 장소에 한 구분 

없이 여행자의 자원인식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문빈도에 따른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유

산기에 장소가 묘사된 맥락을 한 번 더 살펴서 장소별 중요도를 파악한 다음 주요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1) 중흥사와 주변 부속시설

가장 방문 빈도가 높은 중흥사를 비롯해 행궁, 여러 관청과 부속암자인 태고사가 

있는 중흥동 일 66)는 삼각산 유람의 중심지 다. 이 장소의 모습에 해 송상기는 

“경리청 별관과 창고는 백여 칸이 되는데 중흥사 전후좌우로 연이어 늘어서 있

다.”고 했고 이엽은“중흥사에서 동쪽으로 몇 리 올라가니 행궁이 있었다. 행궁에

는 궁해(宮廨) 4, 5구와 시골집 수십 호가 산에 의지해 마을을 이루었는데, 집집마

다 아름다운 꽃들을 섞어 심어 문득 번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양

의 의“중흥사는 승려가 거주하는 각 절을 총섭하며 승병이 이곳에서 번(番)을 드

는 곳이니 북한산의 도회처다. 마을 민가의 좌우에는 사람들이 즐비하니 자못 서울

의 번화한 기상이 있다.”고 기록하는 등 다수의 여행자들이 이곳의 모습을 작품에 

65) 김선희 (2009b).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 

132-150.

66) 성능의「북한지」ⓒ 김윤우 북한산 역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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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했다. 또 이계서가 봄가을로 유람하는 사람이 가득 찬다고 한 언급으로 미뤄보

아 이곳이 명소 으며, 선비들이 중흥사 일 를 선호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3-25], 중흥사터의 현재 모습 (좌), 행궁터의 모습 (우)

자료: 2016년 11월 24일 촬영

(2) 산영루와 중흥동 계곡

산 루는 중흥동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67)중 하나로 삼각산 유산기에도 자

주 등장한다. 산 루의 위치와 특징에 해 이엽은“중성문에서 한두 후(堠)를 오

르면 정자가 날아갈 듯 서 있다.”고 했고 이덕무는 “중흥사에서 서쪽으로 걸어가

면 숲이 하늘을 가리고 맑은 시냇물은 콸콸 흐른다. 큰 돌이 많은데, 갓 모양이나 

배 모양과 같다.”고 했다. 산 루의 빼어남에 해 양의 은“성시(城市)에 있는 

것은 그윽하고 조용한 맛이 적고 천석(泉石) 간에 있는 것은 화려한 기상이 적은데, 

이 누 는 겸하 다.”고 했다. 또한 김 조의 기록을 보면“반석 위에 정(丁) 자 

모양의 누각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오가는 나그네들이 많이 놀러 와 구경하고 벽 

가득 시를 써 놓았다.”고 했는데 나그네들이 벽 가득 시를 써놓았다고 한 걸로 보

아 산 루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67) 성해응 「삼각산 산수기」ⓒ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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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6], 복원된 산영루의 현재 모습 (좌), 산영루 앞 계곡의 모습 (우)

자료: 2016년 11월 24일 촬영

(3) 민지암과 향옥탄

서문을 지나 중흥동 계곡으로 향하는 초입에 민지암과 향옥탄이 나타나는데 

이곳도 유산객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 다.68) 서문에 해 송상기는“성벽의 북

쪽과 남쪽이 합해지는 곳으로 모든 물은 이곳으로 빠져나간다. 물 위로는 돌로 수

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적고 있다. 민지암과 향옥탄이 있는 계곡의 모습에 해 

허목은 “석문의 반석(盤石)을 지나자 물은 더욱 맑고 돌은 더욱 희며 골짜기는 모

두 높은 바위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데, 절정에 이를 때까지 모두 그러하 다.”

고 했다. 성해응은 “산중의 여러 명승지 가운데 민지암, 환희령, 산 루와 향옥탄

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 바 있고 송상기도 민지암의 수석은 중흥사와 같이 친다

고 했다. 이정구는 이 일 에서 마음껏 산수를 즐기며 「유삼각산기」에 향옥탄의 

절경을 기록으로 남겼고 민지암에서는 지인들과 술과 안주를 마련해 유흥을 즐겼

다. 이로써 산성의 진입점인 서문과 함께 민지암과 향옥탄도 선비들이 찾던 주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68) 성해응 「삼각산 산수기」ⓒ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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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7], 민지암 계곡의 현재 모습 (좌), 민지암계곡과 소나무 (우)

자료: 2017년 03월 29일 촬영

(4)  대남문과 문수사

삼각산의 남쪽을 오르내린 여행객들은 남문을 통과해 성 내부로 진·출입했

다.69) 근처에는 문수사와 문수봉이 있어 중간에 들르기도 했기 때문에 방문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다70). 그런데 이 장소에서 양의 만 문루에서 산을 바라보다 문수

사로 향했다며 비교적 자세한 여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김 조는 “ 남문(大南門)

을 나오면 오른쪽에 문수암(文殊菴)이 있다.”고 했고. 송상기도 “북교를 지나니 

산길이 점차 높고 험준했다. 5리쯤 가니 새로 축조한 북한산성 남문이 있었다.”71)

고 간략히 소개했다. 이 외에도 오재정, 김 조, 박문호, 이덕무가 남문을 지나갔

지만  근처 문수사의 시설에 한 언급을 할 뿐 남문의 경관에 해서는 별다른 

묘사 없이 그냥 지나쳤다. 이로 미루어 보아 남문 일 는 선비들이 여행 중에 들

른 경유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69) 본 연구  [그림 3-3] 오재정의 여정 참조, p44

70) 본 연구 [그림 3-24]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장소 별 방문의 빈도 참조, p69

71) 송상기「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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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장대와 보국문, 대동문

성벽을 따라 보국문과 동문을 거쳐 동장 에 이르는 이 코스를 유산객들은 조

망이 좋은 장소로 꼽았다.72)이곳의 성벽을 본 이옥은 “성가퀴〔雉堞〕은 도성에 

비하여 비록 낮고 얕지만 초루는 모두 새로 단장하여 산뜻하다. 성곽과 회랑(回廊)

은 규모 있게 되어 있어, 창졸간에 일이 생겨도 외적을 막을 수 있게 하 다.”73)

고 소감을 말한다. 또 유광천은 “동장 (東將臺)에 오르니 절과 군  건물이 손바

닥 안에 있는 듯 뚜렷하고, 산의 형세는 삼면으로 절벽이 우뚝한데, 서쪽 한 모퉁

이만 약간 평평했다. 물이 그 입구를 돌고, 석회로 바른 성가퀴(粉堞)와 층층이 지

은 보루가 아득히 산등성이를 에워싸고 있어, 산이 하늘처럼 둥글게 엎드린 것이 

몇 굽이인지 모르겠다.”74)고 적고 있다. 이엽과 신명현, 이계서, 송상기도 이곳에 

올랐는데 그 중 신명현은 이곳의 조망경관에 해“동장 (東將臺)에 오르니 우뚝

한 모양은 마치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다.”75)고 했으며 이계서는 

“어떤 사람이 ‘ 이 산에서 빼어난 경치는 오직 동장 (東將臺)에서 달구경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76)동장 에 올랐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동

장 는 산성의 군사시설로 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조망

이 좋아 여행객들의 발길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72) 이계서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73) 이옥 「중흥유기」ⓒ 유산기콘텐츠

74) 유광천 「중흥유기」ⓒ 유산기콘텐츠

75) 신명현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76) 이계서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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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8], 동장대의 현재 모습 (좌), 동장대에서 바라본 경관 (우)

자료: 2016년 11월 24일 촬영

(6) 노적사와 노적봉 

서문에서 산그늘이 짙은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아름다운 중성문이 나타나고 

다리 건너 노적사가 있으며 그 뒤로 노적봉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일 도 삼각산 

유산의 주요 장소 중 하나 다.77)김 조는 노적봉의 형상을 “가파른 바위와 돌부

리가 하늘을 찌르고 땅과 끊어져 전체가 모두 돌산이다.”고 했다. 이정구는 노적

봉까지는 나무꾼들이 사용하는 소로만 있을 뿐 정상까지는 오르기 어렵다면서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넘어지면서” 노적봉에 올랐다고 했다. 노적사에서 바라 본 

노적봉에 해 송상기는 “노적봉은 다른 곳에서 보아도 뛰어나다. 그러나 이곳에

서 보니 더욱 그러하 다. 자첨(子瞻) 은, ‘중국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면’이

라고 했지만 누구든 직접 이 산중에 와서 본 사람은 그의 말을 꼭 믿지는 않을 것

이다.”78)라고 한다. 정길은 “노적봉(露積峯)이 중흥사 뒤에79)” 있다고 했는데 

위치상 산 서쪽에서 중흥사 가는 길에 있어 들르기도 용이하므로 이 일 도 유람

객들의 발걸음이 잦았던 걸로 보인다. 

77) 본 연구 [그림 3-24]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장소별 방문의 빈도 참조, p69 

78) 송상기 「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79) 정길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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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9], 노적사와의 노적봉 

자료: 2017년 03월 29일 촬영

(7) 백운대 등 삼각봉 

삼각산이 선비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화강암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봉우리의 기

상이 맑기 때문이다(심경호, 2007). 이러한 삼각산을 표하는 장소는 삼각봉이다. 

유광천의 “봉우리가 절벽은 묶어세운 듯 칼과 창처럼 빽빽하게 둘러서 있는데, 가

장 우뚝 솟은 것이 세 봉우리이다. 공중에 떠서 하늘로 솟구친 것이 백운 (白雲臺)

이고, 그 북쪽에 우뚝 선 것이 만경 (萬景臺)이며, 그 남쪽에 우뚝하게 서서 동쪽

까지 뻗어 웅거한 것은 인수봉(印綬峯)이니, 이것을 삼각산이라고 한다.”80)는 기

록을 통해 이곳이 삼각산의 상징적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이익은 백운 를 두 번이

나 오르려고 시도를 했다. 「유삼각산기」에서는 “백운봉에 오르려고 하 는데 

얼음과 눈이 아직 녹지 않아 길이 막혀 올라가지 못하 다.”고 했고 「유북한기」

에서도 “노적봉을 거쳐서 북성에 올라, 인수봉(仁壽峯)을 바라보고, 백운중 (白雲

中臺)에 이르렀다가 길이 위태로워 멈추었다.”고 아쉬워한다. 백운 를 오른 선비

는 박문호와 정길인데, 박문호는 “ 백운봉 중간에 이르니, 가장 험한 곳이다. 세속

에서는 ‘결단암(決斷巖)’이라고 부르니, 올라가는 자와 오르지 못하는 자가 이곳

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금강산(金剛山)의 비로봉(毘盧峯)과 망군봉(望軍峯)도 이렇

80) 유광천「유삼각산기」ⓒ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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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험하지는 않았다.”81)고 백운봉의 험한 지형을 묘사한다. 그리고 백운봉의 경관

에 해는 정길은 “봉우리를 바라보니 구름 속으로 높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자(朱子)가 ‘깊은 골짜기 쌓인 구름 속에 가슴 속이 후련해지네〔絶壑層雲

許盪胷〕’라고 했던 것이다. 사방을 바라보니 늘어선 봉우리가 모두 암석(巖石)을 

이고 마치 붓과 창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둘러 있으니, 참으로 왕도(王都)의 으뜸이

다.”라고 한다. 백운 를 비롯한 삼각봉 일원은 역사적 맥락이나 그 경관의 우수

함에도 불구하고 방문빈도로 보았을 때 수치가 낮게 나온다.82) 그 이유는 화강암으

로 된 봉우리가 가파르고 험해 실제로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각산 유산기를 살펴본 결과 삼각봉에 한 언급이 많으며 다수가 오르지는 못했

지만 중요한 장소로 인식83)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각봉은 삼각산에

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림3-30], 보리사에서 삼각봉 조망 (좌), 용암문에서 삼각봉 조망 (우)

자료: 2016년 11월 24일 촬영

81) 박문호 「유백운 기」ⓒ 유산기콘텐츠

82) 본 연구 [그림 3-24]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장소별 방문의 빈도 참조, p69

83) 이덕무 「유북한기」에는 용암사에 한 항목에서 삼각산을 상징하는 삼각봉이 뒤로 보인다

고 하 으며 이익 「유북한기」에서 삼각봉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삼각봉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이엽은 「북한도봉산유기」에서 백운 를 바라보며‘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함

은 다만 몸이 이 산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不識廬山眞面目 兄綠身在此山中〕’라는 것이라며 

웅장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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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검정과 탕춘대 

삼각산의 여행을 창의문에서 가까운 산의 남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재정, 송상기, 이덕무, 이옥, 신명현, 박문호가 이에 해당한다. 그 까닭 중에는 명

승지인 세검정과 탕춘 를 경유하려는 뜻도 있었다(이제이 외, 2016). 송상기는 “9

월 1일 창의문을 나섰다. 탕춘 를 지나면서 지난 정묘년 봄에 김사긍(金土肯)과 

벗 이중강(李仲剛) 이 함께 이곳에 유람 왔던 일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탕춘 가 

삼각산 여행의 시작이었음을 기록했고 양의 도 여행 중 세검정을 경유한 세검정

의 경관에 해 묘사했다. 이옥은“세검정은 도성에 가깝고 비록 이름난 곳이기는 

하지만 돌은 너무 평평하고 물살은 너무 빠르며 땅은 너무 환하게 밝고 산의 모습

은 너무 경쾌하기만 하여 단지 귀족층 공자 소년이 갈 말한 곳이다.”84)라고 평하

다 하지만 신명현은 “세검정(洗劍亭) 아래를 지나가니 흰 안개가 땅을 떨치고 

푸른 물결은 바위를 스치어 완연히 하나의 선경(仙境)이었다.”85)고 하고 “탕춘

(蕩春臺)와 세검정(洗劍亭)을 빠뜨리고 볼 수 있겠는가?”86)라며 동반인들과 재방

문을 기약한다. 또 정약용은 “세검정의 뛰어난 경치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폭포를 

보는 것”87)이라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 벗들과 세검정을 찾았다. 이처럼 선비들은 

세검정과 탕춘 도 도성 밖의 승경지로 인식했다. 따라서 이곳 또한 삼각산 여행의 

시작점이자 경유지이면서 누정이 아름다운 곳으로 선비들이 즐겨 찾은 장소로 볼 

수 있다. 

84) 이옥 「중흥유기」ⓒ 유산기콘텐츠

85) 신명현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86) 신명현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87) 정약용 「유세검정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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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장소 선정

삼각산 유산기의 견문자원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희(2009b)는 방문빈

도에 따라서 중요도를 분석하여 빈도가 높은 곳을 중요한 장소로 보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88) 김선희(2009b)의 연구와 같이 방문빈도만으로 주요장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삼각산을 유람한 선비

들의 여정에 따른 방문빈도를 1차적으로 고려하여 장소의 중요도를 살핀 다음, 장

소를 언급하거나 경관을 묘사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주요 장소를 선정하 다. 그 

결과 중흥사 일 (산 루 포함), 민지암 일 , 동장  일 , 노적봉 일 , 세검정 일

는 방문빈도와 묘사한 맥락이 일치한다고 보아 주요 장소로 선정하 다. 이 중 

산 루를 포함한 중흥사 일 는 방문빈도에서도 중흥사(18회)와 산 루(17회)가 단

연 두드러지며 산성의 중심지이자 주 숙박지인 중흥사와 삼각산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는 산 루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묘사한 내용에서도 선호도를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중흥사 일 는 주요장소 중에서도 으뜸가는 장소라 볼 수 있다.  

삼각봉 일 는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에 해 묘사한 맥락을 고려하여 주요 

장소로 추가하 다. 또 남문 일 는 남문을 묘사한 내용이 별로 없어 빈도에 

비해 가치가 낮은 장소지만 삼각산을 남쪽으로 진입하는 여행자들의 경유지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서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7곳의 장소에 한 내용은 ［그림

3-31］과 같다. 

88) 방문 빈도만으로는 해당 장소가 경유지인지 주요 방문지인지도 알 수 없고 유람객에게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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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 핫스팟 분석을 통한 주요 장소 파악

자료: qgis 2.18의 kerel density 분석을 통해 도출함.

a. 중흥사 일대
a-1 산영루 (산영루, 계곡)
a-2. 중흥사 및 산성 내부시설(중흥사, 행궁, 관청, 태고사) 
b. 민지암 일대(민지암, 대서문, 향옥탄, 서암사)
c. 동장대 일대(동장대, 보국문, 대동문, 보국사)
d. 백운대 일대(백운대, 만경대, 인수봉, 용암사, 용암문, 위문, 백운중대) 
e. 노적봉 일대(노적봉, 노적사)
f. 세검정 일대(세검정, 탕춘대, 한북문)
g. 대남문 일대(대남문, 대성문, 문수사, 보현봉)



- 81 -

제4장 삼각산의 경관특성 및 경관체험 분석

1절 경관특성 및 경관체험 분석의 틀

 [그림4-1] 경관특성 및 경관체험 분석의 틀

*격물치지의 경우 장소 구분 없이 행태가 나타나며, 유산기에 장소가 표기되지 않아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예외적으로 주요장소를 표시 안함.

경관의 개념에 해 경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및 인공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이

러한 풍경에 반응하는 인간의 사회, 문화적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

해89)가 있다. 또 시노하라 오사무는 경관이란 경관 상을 경관주체가 바라보는 행

위에 의해 성립하는 현상90)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유산기를 이용해 삼각산이라

는 공간에서 조선시 의 선비들이 경관을 어떻게 누렸는지에 해 살피는 시도이

다. 그러므로 경관 상이 되는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주체의 행위인 경관체험

89)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3

90) 시노하라 오사무(Shinohara Osamu), 크리스틴,김종하 (역)(2010). 경관분석과 경관계획. 서울: 

내하출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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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고찰해 삼각산 여행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먼저 삼각산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앞의 여정분석에서 도출한 주요장소를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봉우리형, 계곡형, 산성의 주요시설, 산성의 부속시설

로 유형화해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그 이유는 삼각산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혼

재해 있고 상지의 범위가 넓어서 주요장소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주요장소를 유형화함으로써 삼각산의 경관특성이 한 눈에 들어오고 분석에도 용이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관체험을 고찰하기 위한 틀로는 산수 감상, 문화유산 탐방, 풍류, 격

물치지로 설정했는데, 장소별로 행해지는 그 구체적인 행태를 파악해 본 결과 위의 

네 가지 경관체험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체험행태의 상관

관계를 살펴 경관체험은 일정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산봉우리, 계곡 등 다양한 경관

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경관체험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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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경관 특성 분석

1. 삼각산의 자연 경관

(1) 봉우리형 경관의 특징

삼각산은 산 전체가 화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오랜 세월 풍상(風霜)에 깎이

고 다듬어져 지금과 같은 암봉군이 형성되었다.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

로 늘어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가 장관이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경외감마저 들

게 한다. 봉우리형 경관에는 백운  일 와 노적봉 일 가 포함되는데 이곳은 험한 

지세로 인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망 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삼각산 암봉군의 백미는 백운  일 에서 백운 , 만경 , 인수봉이 연출하는 신

비로움이다. 게다가 위치 배열이 절묘해 삼각산(三角山)이라는 이름도 세 봉우리에

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삼각산을 유산한 선비들은 세 봉우리를 삼각산의 상징이라

고 여겼다. 백운데 일 에서 많은 여행객들은 직접 오르기보다는 세 봉우리를 조망

하며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늘어선 암봉의 자태와 험한 지세를 감상했다. 백운 에 

오른 박문호는 만길 낭떠러지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이 어질해서 오래 머물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으로 험한 지형을 짐작할 수 있다. 더러 백운  정상에 오

른 사람들의 시야에는 서쪽으로 천마산, 성거산, 멀리는 행주 고성이 펼쳐졌고 동

쪽으로는 도봉산이 보 다. 따라서 백운  일 는 지형상 주로 조망 상이 되었고 

개중에는 이곳에서 주로 외부를 조망하기도 했다.

노적봉 일 에는 노적봉과 노적사가 있는데, 노적봉도 백운 와 비슷한 암석의 

봉우리 형태를 띤다. 유산기에 따르면 백운봉, 만경봉, 노적봉을 삼각산이라고 칭

하기도 했고91), 노적봉을 처음 본 여행자는 백운 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 다.92) 

91) 이덕무 「기유북한」ⓒ 한국고전번역원



- 84 -

노적봉은 중흥동 계곡이나 원효봉 쪽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중흥

동 계곡에 인접한 노적사에서 이곳을 조망한 송상기는93) 노적사에서 바라본 노적

봉이 뛰어나다고 했다. 노적봉을 오르면 가까이는 한양도성과 한강, 목멱산 등 여

러 산들과 멀리는 서해까지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험한 바위와 얽힌 길을 마다

하지 않고 올랐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노적봉 일 도 조망 상이 되거나 외부를 

조망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관특징을 띤다.

[그림4-2], 백운대의 모습 (좌), 노적봉의 모습 (우)

자료: 2016년 11월 24일 촬영

92) 박문호의 「유백운 기」를 보면 남문 일 에서 박문호가 노적봉 바라보는 목이 있다. 

그는 노적봉을 바라보고 “이것은 백운 가 아닌가?”하고 행인에게 질문을 한다.

93) 송상기「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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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봉우리형 경관의 특징 

장소 장소의 특징 경관요소 작품명

백운  

일

백운 , 만경봉, 인

수봉의 암석이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로 삼각봉을 형

성. 

깎아지른 절벽으로 

지세가 험하여 오르

기 힘들다.

백운 에서 

바라본 경관

늘어선 봉우리들(緣峰)

구름(雲), 

암석봉우리(巖石峰)

정길-유삼각산기

백운 를 올

라가는 모습

바위 틈에 난 좁은 길(腰石

縫鑿臼成危徑)

천길 절벽(千尋絶壑)

이엽-북한도봉산

유기 

삼각봉을 바

라본 모습

만길 암벽(萬仞石骨居中)

백운 (最高者白雲臺也) 

만경 (南峙者萬景臺也) 

인수봉(東立者印綬峯也)

이엽-북한도봉산

유기

칼처럼 빽빽한 

봉우리(森如劒戟環列)

절벽(壁嶂)

우뚝 솟은 삼각봉(出三峯)

유광천-유삼각산

기

노적봉 

일

백운 와 비슷한 지

형지세, 노적사에서 

보면 더욱 뛰어남, 

봉우리가 

중흥동 계곡을 호위

하는 형상. 

노적봉에서 

바라본 경관

서해바다(大海),
구름과 석양(浮雲落日) 
수락산, 아차산 등 먼 산의 
봉우리(諸山)

한강(漢水),
도성(王都)

구름(雲)

이정구-유삼각산

기 

노적봉을 올

라가는 모습

험한 바위와 얽힌 길(怪石

錯道), 사다리,띠,천민,중  

이정구-유삼각산

기 

노적봉을 바

라본 모습
 천만 길 암벽(石骨千萬仞) 송상기-유북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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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곡형 경관의 특징

삼각산은 산의 규모에 비해 산봉우리가 크고 높아서 거기에 걸맞게 계곡도 발달

했다. 주요장소 중 계곡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산 루 일 와 민지암 일 , 

세검정 일 를 들 수 있다. 이들 장소는 화강암 반석 위로 흐르는 계류를 울창한 

숲이 위요하고 있다. 수석이 어우러진 풍광의 정점에 반석이나 정자가 있기 때문에 

선비들이 이곳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며 즐겼다. 주로 계곡 일 의 산수를 감상하며 

소요하거나 감흥을 시로 읊기도 하고 개중에는 동반자들과 유흥을 나누는 등 주로 

풍류적인 행위를 하 다.

산 루 일 는 중흥동 계곡의 상류에 위치하며 주변에 중흥사가 인접해 있었는

데 계곡의 주위를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다. “산색이 맑은 물에 비친다.”는 편

액처럼 물빛에 산 그림자가 드리우고 천석과 붉은 누각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처럼 그윽하고 화려한 경물에 선비들은 산 루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오

래 머물렀다.94) 정자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누각 주춧돌에 물줄기가 부딪히는 광경

을 바라보며 노닐거나 정자에 앉아 주변 산수 감상을 하며 시를 지어 읊조리며 풍

류를 즐겼다. 

민지암 일 는 중흥사에서 서문으로 이어지는 삼각산의 서쪽코스의 일부분이

다. 보통 중흥사와 산 루를 가는 길에 들러 즐겼던 장소이다. 민지암은 중흥동 계

곡의 하류에 위치하여 수량이 풍부하고 반석이 발달한 곳이다. 민지암 일 에는 하

늘을 가릴 정도로 큰 소나무가 단풍나무와 잘 어우러져 그늘은 드리우고 있었으며  

부근의 향옥탄에는 가을이면 황국이 피어 계곡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산 루 일

가 소요음 의 측면이 강하다면 민지암 일 에서는 악공을 동원한 음주가무를 하

거나 탁족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경관을 즐기는 행태를 보 는데 이곳에는 

94) 양의 의 「유북한기」에 의하면 아침에 짙은 안개가 비로소 갤 때 산 루에 올라서 시를 

읊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오시의 닭이 이윽고 울자 지팡이를 짚고 누 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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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이 더 많고 넓어서 놀이하기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검정 일 는 도성에 가까우면서도 수석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

았던 곳이다. 맑은 여울 위에 누각이 앉아 있는 전형적인 정자형 경관특징이 나타

나며 근처에 있는 탕춘 와 함께 승경을 이루었기 때문에 도성 밖 주요 행락지 중 

하나 다. 삼각산의 초입에 위치한 이곳은 삼각산 여행자들이 주로 본격적인 유람

에 앞서 들르는 경유지 다. 잠깐 들러 물결이 바위를 스쳐 흐르는 선경을 감상하

거나 시를 지었으며 후일에 다시 들를 것을 기약하기도 했다. 다만 정약용만이 폭

우가 쏟아지는 날 일부러 찾아 폭포수의 웅장한 형세를 보면서 술과 안주를 곁들

여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

[그림4-3], 정선, 세검정도 일부분 ,29.5x37cm, 개인 소장 (좌), 현재 세검정의 모습 (우)

자료: 다음 로드맵(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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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곡형 경관의 특징 

장소 장소의 특징 경관요소 작품명

산 루 

일

중흥동 계

곡의 상류, 

중 흥 사 와 

인접. 전체

적으로 위

요된 경관. 

계곡의 

천석과 누

각이 조화

를 이룸.

산 루

에서 바

라본 정

경

하늘을 가리는 숲(林木翳然)

콸콸 흐르는 맑은 시냇물(溪淸而鳴) 

갓 모양 배 모양 돌(大石如冠如舟)

이덕무 -

기유북한 

물빛 속에 드리운 산 그림자가 위아래로 이어진 모습

(水光山影 影帶上下)

송상기- 

유북한기 

폭포(瀑流), 맑은여울이 주춧돌에 부딪히는 모습(淸湍)

射樓礎), 쏟아져 날리는 물줄기(飛流), 옥같이 흩뿌리

는 물방울과 거문고 같은 물소리(濺沫如碎玉如琴筑)

이엽-북

한도봉산

유기

산 루

를 바라

본 

모습

붉은 누각이 맑은 여울 위에 있는 모습(醮溪洄處 巋
然丹閣) 아로 새긴 난간과 석양이 시내에 비친 모습

(雕欄醮溪返照翻紅), 숲에 자욱한 안개(而樹靄峯嵐), 

성긴 창에 비친 푸른 빛(翠滴疎欞)

유광천 -

유삼각산

기

민지암 

일

중흥동 계

곡 하류에 

위치. 

수량이 풍

부하고 반

석이 발달. 

계곡 주변

에 소나무, 

단 풍 나 무 

등이 우거

져 짙은 그

늘을 드리

움

민 지 암

의 모습

콸콸 물소리(水聲激激), 기암괴석과 동굴(奇石嵌空), 하

늘을 가린 큰 소나무(長松掩映蒼翠)

이정구 -

유삼각산

기

반석(盤石), 맑은 물(水益淸), 높은 바위와 절벽(高巖峭
壁) 못(潭水) 돌다리(石梁),이끼(苔) 흰 돌(石益白)

허목-고

양산수

향 옥 탄

의 모습

서리(霜) 빨간 단풍(楓葉如染猩紅) ,푸른 소나무와 노

란국화(靑松黃菊)

이정구-

유삼각산

기

서 문

에서 바

라본 정

경

남쪽능선과 북쪽능선이 만남(南北兩山盡處)

양쪽절벽(兩厓斗絶), 끊어진 성벽(城亦臨水而止)

수문(石門), 산성 밖 평지(城外平野)

송상기- 

유북한기

세검정 

일

연 융 의 

반석, 계곡

과 수석이 

미려함. 탕

춘 와 가

깝고 주변

에 조제서 

등 여러 관

청들이 있

음

세 검 정

의 경관
암석(萬石), 정자(亭), 반석(大磐陀), 콸콸 흐르는 계곡

의 물소리(溪間石以流), 연융 (鍊戎臺)

송상기- 

유북한기

세 검 정

의 경관

수목(樹木), 비바람(風雨), 요란한 산골 물(山水暴至)

정자의 초석을 할퀴며 흐르는 물(水掠亭礎)

정약용- 

유세검정

기

세 검 정

의 경관

흰 안개(白霧) ,푸른 물결이 바위를 스치는 모습(蒼波

嚙石)

신명현- 

유북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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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산의 인문 경관

(1) 산성 내 주요시설의 경관 특징

삼각산 여행의 주요장소 중 산성 내 주요시설로 중흥사 일 를 들 수 있다. 이곳

은 삼각산의 주능선과 남쪽 능선이 둘러싼 형세로 지형이 평탄하고 넓은데다가 백

운 , 인수봉, 만경 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주변 경관이 좋다. 여기에는 산성 내 

주요 시설들이 집해 있었다. 중흥사를 중심으로 행궁, 총융청, 어 청 등 관청이 

배치되어 있었고 부근에 민가와 상점이 들어서 마치 도회처 같았다고 한다.95) 또한 

이 일 에는 고석성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96)따라서 여행자들은 산성을 따라 들어

와서 역사유적이나 산성 내의 주요 시설들을 탐방했다. 또한 중흥사 일 는 중흥사

를 비롯하여 태고사 등 부속 암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숙박지로도 널리 

이용되었다. 낮에는 번화하던 이곳도 산 중에 위치한 까닭에 밤에는 고요해졌는데 

여행자들은 이곳의 그윽한 아름다운 밤의 정취를 즐겼다. 

95) 양의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96) 김윤우(1995). 북한산 역사지리: 增補譯註北漢誌. 서울: 범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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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산성 내 주요시설 경관의 특징

장소 장소의 특징 경관요소 원문 및 출처

중흥사 

일

넓고 평평한 지 . 

크고 화려한 중흥사 

건물, 봉우리가 중흥

사를 호위하듯 위요

됨.  주변에 행궁, 

관아와 민가, 상점이 

집해 도회처 느낌

중흥사에서 

바라본 경관

봉우리(前峯), 달(月),

맑은 가을 하늘(秋天

寥廓),

텅빈 산(山空),

고요한 골짜기(谷靜),

퉁소소리(笛聲)

이정구-유삼각산기

중흥사의 모

습과 시설

술집과 찻집(杏帘茶

肆), 

좌우에 들어선 마을민

가 (村戶左右)

주막(酒家)

양의 -유북한기

중흥사 주변 

경관

행궁(行宮), 

시골집 수십 호(村舍

數十戶) 

집집마다 섞어 심은 

꽃(家家雜植佳卉)

이엽-북한도봉유기

중흥사 주변 

경관

우거진 아름다운 나무

(嘉樹翳然),.

새의 지저귐(鳥和喈), 

절간과 불탑이 구름 

위로 솟음 (禪樓佛塔)

소나무 울타리를 한 

띳집(松籬茅屋)

 좁은 길을 끼고 밥 

짓는 모습(挾蹊而炊)

유광천-유삼각산기



- 91 -

(2) 산성 부속시설 경관의 특징

산성부속시설로는 남문 일 와 동장  일 를 들 수 있다. 남문을 통과하여 

동장 에 이르는 코스는 산성의 부속시설들이 집해 있었다. 북한산성을 축조할 

때 성벽을 쌓아 14개의 성문을 내고 성곽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3개의 장 (將臺)를 

설치했다. 또 산성 내에 어 청과 금위 을 두었는데 그 별관과 승군들이 머무는 

보국사가 이 부근에 있었다. 선비들은 남문에서부터 성벽을 왼쪽으로 끼고 성벽

을 따라 난 길을 따라 이러한 시설물들을 탐방했다. 

남문 일 는 남쪽에서 산성으로 진입할 때 통과하는 남문이 있는 곳으로 여

기서부터 산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산성의 성벽을 탐방하는 여행의 기점이 된다. 완

만한 산길을 따라 남문에 오르면 삼각산의 문수봉과 보현봉 등 여러 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남문 왼쪽에는 문수사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소나무, 전나무, 

삼나무 등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고 문수암 경내에는 돌샘과 석굴이 여행자의 시

선을 이끈 경관요소 다.

동장  일 는 성벽을 따라 보국문, 동문, 군사시설물인 동장 가 잇달아 나타

나고 인근에 보국사와 관청의 별관이 있어서 여행자들은 이러한 산성의 부속시설

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동장 가 고개 마루에 세워져 위치상 지세가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주로 조망행위가 이루어졌다. 더러는 외부를 조망하며 멀리 산봉우리

와 서해를 바라보기도 했지만 다른 조망 장소에 비해 내부 조망이 더 빈번했다. 백

운 와 노적봉 등 봉우리가 늘어선 모습과 산중의 형세를 보거나 산성 내의 절과 

군 의 건물, 성가퀴와 보루가 산등성이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조망했다. 이는 

동장 가 산성의 시설물인데다가 동장 가 있는 석가령 바로 아래가 중흥동으로 

행궁과 중흥사 등 인문자원이 집해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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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산성 부속시설 경관의 특징

장소 장소의 특징 경관요소 원문 및 출처

남문 

일

성벽을 따라 성문, 

남문이 잇달아 나

타남. 문수사 주변에 

숲이 우거지고 돌무

더기가 많음

남문에서바

라본 경관

 흙덩이 같은 삼각산

(培루焉三角山如培루

焉)

양의 -유북한기

문수사 가는

길과 경내 정

경

문수사(文殊寺)

문수굴(巖穴) 

우물(井) 

불전(佛殿) 

양의 -유북한기

문수사 부근 

정경

문수암(文殊菴)

돌무더기(積石)

소나무

전나무(松檜)

김 조-유북한기

남문 주변 

경관

낮은 지형(地稍底) 수

없이 많은 단풍나무, 

남나무, 소나무, 삼나

무(多楓楠松杉)

이덕무-기유북한 

동장  

일

성벽을 따라 동문, 

보국문, 금위 , 동

장 가 잇달아 나타

남. 

동장 가 위치한 석

가령은 지세가 높아 

조망권 우수.

동장 의 외

부조망

삼각산 전체(一山形

勢) 

백운 (白雲)

노적봉 등 봉우리

(露積諸峰巒) 

한강, 서해 

(江海)

이덕무-기유북한

동장 의 내

부조망

절과 군 (梵宇營廨)

산 전체 형세

(山形三面峙壁) 

도는 계곡물

(水回其口) 

성가퀴와 보루

(粉堞層壘)

유광천-유삼각산기

동장  주변 

경관 

어 청별관(御營廳別

館) 

보국사(輔國寺) 

금위 별관 (禁衛營別

館)

송상기-유뷱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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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삼각산의 경관특징

화강암 지질로 이뤄진 삼각산은 암석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발달해서 산세가 높

고 빼어나다. 또한 골짜기에는 크고 작은 바위 위로 물이 흐르는 계곡이 무척 아름

답다. 그런데 18세기 초반 삼각산에는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다른 산에서는 볼 수 

없는 경관자원을 갖게 되었다. 유산기를 보면 삼각산에는 산봉우리와 계곡, 누정과 

산성시설 등 다양한 경관요소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관요소를 유형화 한 

다음 삼각산의 경관특성을 고찰했다. 

삼각산 여행의 주요장소에서 봉우리형 경관에 해당하는 곳은 백운  일 와 노

적봉 일 이다. 이들 장소를 바라보면 만길 암벽의 모습이 경관요소로 나타나는데 

이에 해 정길은 「유삼각산기」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암석 봉우리의 자태가 

뛰어나다고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장소는 봉우리의 특성상 정상에 올라 조망

하는 역할하기도 했다. 백운 에 오르면 늘어선 암석 봉우리들이 손에 잡힐 듯하고 

동쪽으로는 도봉산이나 성거산, 구름 밖에 아득히 보이는 행주고성도 보 다. 또 

노적봉 정상에서는 도성과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멀리 구름너머 서해도 볼 수 있었

다. 

계곡형 경관에는 산 루 일 , 세검정 일 , 민지암 일 가 해당된다. 이곳의 공

통적인 경관요소는 반석 위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과 콸콸 소리 내어 흐르는 물소

리다. 삼각산에는 산 루, 세검정 등 누정이 많은데, 정자가 아름답다는 말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는 말과 같다. 계곡을 흐르는 풍요로운 물길은 어디서 멈춰 보아도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여기에 노을이나 안개 등 자연현상도 더해져97) 선비들의 연

하고질(煙霞痼疾)을 심화시켰다. 이를 두고 이옥은 “모두가 아름다운 풍광으로 우

열을 쉽게 결정지을 수 없다.”98)고 했다. 계곡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경관요소는 

97) 이엽, 「북한도봉산유기」와 양의 , 「북한도봉산유기」에 자연현상 묘사 목이 있다.

98) 이옥「중흥유기」ⓒ 유산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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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거진 숲이다. 유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종은 산 전체를 감싸고 있는 푸른 

소나무(靑松)이다. 가을이면 이 소나무와 단풍이 어우러진 가운데 황국까지 경관요

소로 가세해 계곡에 아름다움을 더했다.99)

산성의 주요시설 및 부속시설과 그 주변을 따라 집한 민가와 상점들은 삼각산

만의 특이성을 부각해주는 경관요소이다. 울창한 숲 그늘에 성벽을 따라 길이 생기

고 계곡을 따라 호젓한 길을 걷다보면 단청 칠이 고운 성문이 느닷없이 나타거나 

산 루와 같은 정자나 산성 시설물 등이 여행자들을 반겼다. 선비들은 숲 속에서 

만나는 성곽과 성문을 감상하며 도성에서 보는 광경과는 색다른 묘미를 맛보았다. 

이 중 중흥사 일 에는 산성의 주요시설이 집한 곳이다. 중흥사를 비롯하여 행

궁과 어 청 등 관청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민가와 상점들이 있어 산 중에서 도회

지를 만난 것처럼 의외의 경관이 펼쳐졌다. 중흥사가 주된 숙박지로 이용되었기 때

문에 달밤에 볼 수 있는 풍경이 경관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 유산기에는 여행을 하

던 중 마주친 민가들에서는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산촌의 질박한 풍경에 매료되

어 속세의 고단함을 씻기에 충분했다100)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성의 부속시설로 분류한 남문 일 에서 동장  일 에 이르는 

코스는 성벽을 따라 걷는 길이다. 선비들은 이 길을 따라 산성의 내·외부의 경관

요소를 조망하며 산성의 규모와 실체를 느꼈다. 남문 일 에서는 전나무, 소나무

가 우거진 가운데 문수사와 성문이 경관요소로 등장한다. 동장  일 에서는 관청

의 별관이나 보국사 등 승군사찰이 경관요소이다. 이 중 특이점은 동장 가 군사시

설이지만 고개 마루에 있는 까닭에 조망도 할 수 있어서 산 전체의 형세나 산성의 

내부는 물론 한강과 멀리 서해까지 경관요소가 된다.

99) 이정구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100) 이엽「북한도봉산유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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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경관체험 분석

1. 경관체험 분석의 틀

경관은 어떤‘ 상’을‘인간’이 바라보는 행위에 의해 성립101)하며, 이때 시

각 상인 환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 이 둘은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관에 한 임승빈의 견해를 보면 경관은 자연 및 인공 풍경 등 오감으로 지각되

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인간의 활동까지 포괄한다고 했다.102) 이는 기존의 경

관에 한 시각인 ‘인간의 시야에 전개되는 상에 한 지각’에 ‘장소성

(sense of place)’103)을 더해 경험적인 의미를 강화한 견해라고 본다. 

강 조는 상의 조작이 허용되지 않는 명승 등 자연풍광지에서는“공간 속을 

희유하면서 얻는 계기적 요인이 체험을 인상 깊게 한다.”104)고 하 다. 유산의 경

관체험은 건축 공간이나 정원처럼 한정된 공간과 고정된 시점장을 지닌 장소와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선비들이 유산할 때는 시각 상이 넓은 공간에 분

포해 있어 공간을 이동하면서 체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산봉우리, 계곡 등 다양한 

경관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경관체험들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체험을 선비들이 장소를 누리는 체험의 양상에 따라  산수 

감상,  인문자원 탐방, 풍류, 격물치지로 유형을 나누어 고찰했다. 또 구체적인 체

험행태는 유산기 원문을 통해 살폈으며, 경관체험 분석의 틀은 [표 4-5]와 같다.

101) 시노하라 오사무(2010), 경관분석과 경관계획 , 3

102)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3

103)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5

104) 강 조(2001a). 자아 역의 경관디자인 수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퇴계 이황의 ‘유소백산

록’을 사례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3),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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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경관체험  분석 틀

유형 행태의 내용  구체적 행태 구분
▼

산수 감상 자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

멀리서 바라보기
계곡에서 소요하기

자연의 변화에 따라 감상
▼

인문자원 
탐방

문화유산과 
역사·설화의 현장 방문

 연속해서 보기
천천히 보기

역사 및 설화 음미
▼

풍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일체감

음풍농월
음주가무 및 놀이

▼
격물치지 자연을 통해 얻은 깨달음

유교적 깨달음
자연의 이치를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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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수 감상: 자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

[표 4-6] 산수 감상

경관체험의 

구분
해당되는 장소 장소별 구체적 행태 느낌 및 의미

멀리서 보

기

백운  일
봉우리 조망: 백운 , 인수봉, 만경봉 

정상 조망: 늘어선 연봉 조망, 도봉산 ,행주 고성 

연봉의 자태가 빼

어남, 절벽이 두려

움

노적봉 일
노적봉 조망: 천길 암벽

정상 조망: 도성 풍경, 서해

경관이 중국의 여

산처럼 뛰어나다. 

정상에서 본 풍경

이 한 폭의 그림 

같다. 

동장  일
외부 조망: 도성 한강의 흰 물결과 섬

산 내부 조망: 산의 형세와 성벽과 보루

연하에 싸인 홍진

세계 같다. 산성의 

실체를 느낌

계곡에서 

소요하기

산 루 일 물빛 속의 산 그림자를 보며 경치를 즐김 심신이 정화 됨

민지암 일 바위와 계곡물의 풍경을 보며 노닐다 수석이 빼어남

세검정 일 반석 위를 흐르는 계류를 모습과 소리 즐김 오감을 만족시킴

자연의 변

화에 따라 

감상

세검정 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 폭포 감상
요란하고 웅장한 

산골물이 장관임

산 루 일 아침, 낮, 저녁에 따른 풍경의 변화감상
산색과 물의 느낌

이 시간별로 다름

중흥사 일 달밤의 그윽한 정취 감상 고즈넉하고 황홀함

민지암 일 향옥탄에서 단풍이 풍국과 어우러진 경관 감상 비단을 펼친 듯함

조선시  선비들의 산수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연하고질(煙霞痼疾)은  유산의 가

장 큰 동기 다. 이에 해 신명현은 “나는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매번 좋은 산

수를 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105) 고 했으며 오재정은 “며칠 전에 인

왕의 꽃구경에 한 흥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다시 삼각산에 오른다.”106)고 했다. 

다음 글은 산수에 한 지극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정구의「유삼각산기」

의 한 목이다.

105) 신명현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106) 오재정 「유삼각산록」ⓒ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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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서 돌아온 다음, 나의 마음은 쓸쓸하고 침울하였다. 정말로 당인(唐人) 이 말한바 

산을 마주치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것이 마치 고향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107)  

삼각산을 찾기 한 달 전에 금강산 유람에서 돌아온 이정구는 고향과 이별한 것

처럼 마음이 우울하여 바람처럼 홀연히 떠나고 싶었다. 이처럼 산을 그리워하던 차

에 삼각산의 풍국을 감상하러 오라는 산승의 청에 마치 고향에 가듯 들뜬 마음으

로 산수 감상에 나선다. 본 연구는 삼각산 여행에서 산수를 사랑하며 즐긴 다양한 

방식의 체험을 고찰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표 4-6]과 같이 멀리서 보기, 계곡

에서 소요하기, 자연의 변화에 따라 감상으로 구분해 살피려 한다.

(1) 멀리서 보기

자연 경관에서는 아무리 좋은 풍경이 있더라도 장애물에 가려져 시야가 확보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행자는 경관이 잘 보이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

하게 된다. 백운  일 와 노적봉 일 의 경관을 감상할 때는 아래 [그림 4-4]의 오

른쪽과 같이 봉우리가 잘 보이는 장소에서 멀리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선

비들은 멀리 승경지에 시야를 두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다음은 

김 조가 봉우리들을 바라본 소감을 적은 글이다. 

앞에 노적봉이 있는데, 노적봉 위가 바로 백운 이다. 가파른 바위와 돌부리가 하늘을 찌르고 

땅과 끊어져 전체가 모두 돌산이다. 시루봉이 그 서쪽에 있고, 폭포가 그 골짜기 입구에 있다. 

참으로 장관이다.(前有露積峯. 峯之上. 卽白雲臺. 巉巖右角. 觸天絶地. 全體皆石山也. 甑峯在其

西. 瀑㳍在其洞門. 眞壯觀也. ) 108)
 

경남 산청이 거주지인 김 조는 볼 일이 있어 한양에 들렀다가 서문을 통해 

삼각산으로 들어와 상운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상운사에서 멀리 산봉우리를 

107) 이정구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108) 김 조의 「유북한록」ⓒ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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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았다. 그의 시야에는 돌산으로 이루어진 삼각산 전체의 형세와 함께 백운 , 

노적봉, 시루봉의 위치와 모습, 봉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와 입구의 폭포까지 들

어왔다. 또 노적사에서 노적봉을 바라본 송상기의「유북한기」에도 멀리서 봉우리

를 바라보는 경관체험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노적사를 둘러보았다. 이 절도 새로 건축했는데 노적봉 아래에 있다. 노적

봉은 다른 곳에서 보아도 뛰어나다. 그러나 이곳에서 보니 더욱 그러하였다. 암벽이 천만 길이

나 되었고 우뚝 솟아난 모습 때문에 부지중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의지할 곳이 없었다. 자첨

(子瞻) 은, ‘중국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면’이라고 했지만 누구든 직접 이 산중에 와서 본 

사람은 그의 말을 꼭 믿지는 않을 것이다.(朝起歷見露積寺. 寺亦新創. 在露積峰下. 尋常見此峰. 

固已奇壯. 而到此面目尤別. 石骨千萬仞. 拔地冲霄. 無所倚附. 使人不覺神. 子瞻所謂不見廬山眞

面目. 只緣身在此山中者. 未必信然也)109)

노적봉은 중흥동 계곡 쪽에서 바라보면 흰빛을 띠는 가파른 바위봉우리가 장관

이다. 그런데 백운 를 가다보면 북쪽에서 노적봉에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야트막하고 평범한 봉우리처럼 보인다. 송상기는 중국의 명산인 여산에 노

적봉을 견주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그가 노적사에서 노적봉을 보았기 때문에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봉우리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

을 것이다. 

하지만 ‘멀리서 보기’에서 적극적인 조망점 확보행태는 [그림 4-4]의 왼쪽과 

같이 해당 봉우리에 직접 올라 조망에 유리한 시점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동장

는 군사시설이지만 조망하기에 좋아 주요 조망점이 되었고 다수의 여행자들이 이

곳에서 산의 내·외부를 멀리 바라보았다. 다음은 이엽이 동장 에서 경치를 즐긴 

내용이다.

109) 송상기 「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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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의 백만 가옥이 나월봉에 가려져 다만 가벼운 먼지와 푸른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으

니 홍진세계를 상상할 만하였다. 이 밖에 바라보니 한강 일 가 삼면을 둘러싸서 은빛 파도와 

하얀 물결이 섬과 서로 삼켰다 토해내고 있었다.(都城百萬家爲蘿月峯所碍. 但見輕塵翠烟籠罩山

腰. 可想紅塵世界也. 外此而望之. 漢江一帶. 環繞三面. 銀濤雪浪. 與島嶼相吞吐.)110)

삼각산은 도성과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유산기에서는 볼 수 없는 도성의 풍경에 

한 묘사가 등장한다. 이엽이 동장 에 올라 바라본 장면을 보면 그가 떠나온 도

성은 먼지에 싸인 속세로 느껴지고 한강은 섬과 물결이 어울리는 한 폭의 산수화

가 된다. 이처럼 높은 곳에 오르면 색다른 경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정구도 

경사가 심한 노적봉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넘어지면서(十步九顚)” 올랐다. 그

의 눈 아래에는 도성뿐 아니라 멀리 서해까지 구름너머로 은세계처럼 펼쳐졌다.111) 

그래서 변변한 등산 장비도 갖추지 못한 당시의 상황에서도 선비들이 봉우리에 올

랐던 것이다. 또 아래 인용된 정길의 글을 보면 봉우리에 올랐을 때 갑자기 펼쳐지

는 탁 트인 시야가 그에게 얼마나 인상적인 경관체험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봉우리에 올랐다. 산봉우리에는 둥근 바위가 있어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니, 이것이 바로 주자

(朱子)가 ‘깊은 골짜기 쌓인 구름 속에 가슴 속이 후련해지네(絶壑層雲許盪胷)’라고 했던 것

이다. 사방을 바라보니 늘어선 봉우리가 모두 암석(巖石)을 이고 마치 붓과 창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둘러 있으니, 참으로 왕도(王都)의 으뜸이다.112)

정길은 과거공부를 위해 도성암에 머물고 있었다. 뜰을 거닐 때마다 솟은 봉우리

를 보고 오르고 싶었으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실행을 못하다가 우연한 기

회에 산승을 따라 백운 에 오르게 되었다. 가파른 벼랑을 어렵게 올라가 늘어선 

암봉의 장관을 보니 가슴이 후련했다고 적고 있다. 아마도 그동안 벼슬길에 나아가

지 못하고 인생이 뜻 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았을 것이다. 

110)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한국고전번역원

111) 이정구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112) 정길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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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정선, 「단발령망금강」, 32.3x24.4㎝, 간송미술관 소장 (좌)

 정선,「수연견 남산」 (우)

(2) 계곡에서 소요하기 

본 연구는 4장의 경관특성 분석을 통해 삼각산에는 우거진 숲으로 위요된 널찍

한 골짜기가 발달했고 계곡에는 맑은 물과 바위가 잘 어우러져 있어 무척 아름답

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탐방지에는 경관요소가 비교적 넓은 공간에 분포해 

있어 시점장이 넓게 형성된다. 유산기에는 산 루 일 와 민지암 일 , 세검정 일

에서 [그림 4-5]와 같이 계곡을 소요(逍遙)하며 즐겼던 체험에 한 기록이 많다. 

[그림4-5 ] 정선,「풍악도첩」백천교부분, 35.9x37㎝.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좌) 

 정선,「장동팔경첩」 수성동 인왕산 계곡, 33.2x29.5 ㎝,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우)

자리를 펴고 앉아 난간 아래를 보니 물빛 속에 산 그림자가 드리웠다. 산과 그림자가 아래위로 

이어진 모습을 보니 눈과 귀가 맑아지고 정신이 확 깨는 것이 참으로 즐길만한 경치였다 ( 展

席倚欄. 水光山影. 映帶上下. 耳目俱淸. 神骨欲醒. 甚可樂也.)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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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북한산성이 축조된 이듬해에 삼각산 여행에 나선 송상기가 골짜기를 

따라 중흥동에 들어갔다가 막 중수(重修)가 끝난 산 루에 들러 경치를 감상하는 

목이다. 정자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정자 아래 계곡물에 비치는 산 그림자가 빚

어내는 풍경에 몸과 마음이 정화되었음을 느낀다. 그는 산 루 외에도 민지암 일

의 계곡에서도 천석의 경관 속에서 일정시간 머물며 사색에 잠기거나 천천히 거닐

며 감상했다. 이덕무도 세검정에서 소요하며 정자와 계곡을 천천히 즐긴 모습이 

「기유북한」에 잘 나타나 있다.

수많은 암석을 따라 올라갔다. 정자는 넓은 반석 위에 있었다. 계곡의 돌 틈새로 물이 흘렀다. 

난간에 기 어 바라보니 콸콸 흐르는 물소리가 옷과 신을 스쳐갔다. 정자의 이름은 세검정이

다. 왼쪽에는 돌이 서 있는데, 연융 라고 새겼다.(緣萬石以上. 亭在大磐陀. 石白色. 溪間石以

流. 倚欞而眺水聲掠衣履去也. 亭名洗釰. 左有立石. 鐫曰鍊戎臺)114)

이덕무는 삼각산 여행에서 11개의 사찰과 정자, 누각, 암자를 각각 하나씩 구경

했다. 여행 중 삼각산의 초입에 있는 세검정에 들렀다가 반석 위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빚어내는 모양과 소리를 “물소리가 옷과 신을 스쳤다.”는 간결한 문장

으로도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계곡의 서늘하고 그윽한 경치를 눈으로

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눈과 귀와 피부 등 오감을 열어 온몸으로 감상했다.

113) 송상기 「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114) 이덕무 「기유북한」ⓒ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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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의 변화에 따라 감상  

경관은 시각을 비롯한 오감의 체험이므로 날씨나 계절이라는 변동요인과 적당한 

때를 적절히 고려하면 훨씬 더 인상 깊게 체험할 수 있다. 선비들은 탐방에 알맞은 

때에 맞춰서 유산을 계획했으며 우연히 들른 경승지가 자연현상과 조화를 이루는 

정경을 감상했다. 자연풍광지에서 계절이나 자연현상의 변화는 계기적 체험을 극

화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절, 때, 날씨라는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라 경관체험

의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1) 계절

자연경승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경관이 달라지므로 계절별로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삼각산은 도성과 인접한 까닭에 비교적 쉽게 여행할 수 있었으므

로 선비들은 계절감 느끼려는 목적으로 유산에 임하기도 했다. 

향옥탄(響玉灘)까지 가서 보았다. 이때 옅은 서리가 몇 일간 내렸다. 단풍잎은 빨간 물감을 들

인 듯하고, 푸른 소나무와 노란 국화가 계곡에서 자태를 뽑내니, 참으로 비단을 펼친 듯한 세

계였다.”(仍訪響玉灘. 時微霜纔過數夜. 楓葉如染猩紅. 靑松黃菊. 競姸於溪壑. 眞是錦繡世界) 

115)

위의 글은 가을에 삼각산을 여행한 이정구가 향옥탄의 풍경을 체험한 내용이다. 

산승 성민은 이정구에게 띄운 서신에서 “가을이 깊어 단풍이 절정인데, 며칠 지나

면 단풍잎이 다 떨어질 것 같으니 풍국을 감상하려면 지금 오기 바란다.”116)고 적

었다. 이를 본 이정구는 지체 없이 함께 여행할 벗들을 청하여 가을 산행에 나선

다.

오재정도 “며칠 전 인왕산(仁王山) 곡성(曲城)에 올라 성안에 가득한 꽃과 버들

을 굽어보았는데, 멋진 흥이 채워지지 않아서”117)라며 여행 동기가 봄을 즐기려는

115) 이정구「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116) 이정구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117) 오재정 「유삼각산록」ⓒ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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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산의 서쪽 중흥동 계곡을 따라 탐방하는 코스에는 여행객

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계서는“매년 봄가을로 유람하는 사람이 가득 찬다.”118)

고 적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보았을 때 계절의 변화는 산수를 감상하는 중요한 동

인(動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때

경관체험은 자연이나 인문적인 풍경을 인간이 지각하며 이뤄지는데 그 장소의 

풍경이 절정에 이르는 때에 탐승하면 최상의 경관체험을 할 수 있다. 중흥사는 낮

에는 도회지처럼 번화했지만119)밤이 되면 산사에 고요가 찾아왔다. 이곳이 여행자

들의 주된 숙박 장소 기 때문에 중흥사의 밤 풍경에 한 묘사가 삼각산 유산기 

여러 편에 등장한다.120) 그 중에서 달밤의 정경에 한 묘사가 많다. 이정구는「유

삼각산기」에서 서산에 해가 진 후 중흥사 월 에서 바라 본 고즈넉한 경관에 

해 “달이 떠오르자 가을 하늘은 맑은데 산은 텅 빈듯하고 골짜기는 적막해졌다.”

고121) 했다. 다음은 이엽의 중흥사의 밤풍경에 한 소회이다.

밤에 일어나 달빛 아래 걷노라니 뜰 가운데 고목이 그늘을 드리웠고, 그 속으로 달빛이 새어 

나오니, ‘쌓인 물에 달이 비쳐 밝은데, 물풀들 어울려 떠다니네.’라는 글이 기억났다. 황홀하여 

마치 그림이 살아서 경치로 옮겨진 것 같았다.(夜起步月庭中. 古樹交陰. 月光透漏. 記得積水空

明. 藻荇交橫之文. 怳然如活畵移景.)122)

이엽의 「북한도봉산유기」를 보면 “중흥사에서 하룻밤을 유숙했는데 밤이 되

어 주변이 고요해지자 뜰에 나가 달빛이 만들어낸 풍경에 취한다. 이윽고 달빛 아

래서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시를 읊조리며 거닐었다.”123)고 기록되어 있다. 그

118) 이계서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119)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한국고전번역원

120) 이정구 「유삼각산기」,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등

121) 이정구「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122)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한국고전번역원

123)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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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처럼 황홀한 풍경에 잠 못 이루고 방에 들어와 등불의 심지를 돋우고 두 편의 

시를 썼다고 했다. 

자연현상은 신비로워서 같은 장소일지라도 때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비춰

진다. 산중에 이틀을 머무르며 산 루를 세 번 방문한 이옥은 산 루에서 바라 본 

산색(山色)과 수기(水氣)의 밝음과 어두움이 아침, 낮, 저녁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

다고 한다.124) 그래서 선비들은 때를 맞춰 장소를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

으며 그 변화무쌍한 산수의 변화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유산기에 남겼다.

 

  3) 날씨

보통 경관의 체험은 맑은 날씨와 같이 평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만 평소와 날씨가 다른 조건하에서는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삼각산을 여행한 

선비들 중에는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의 변화에서 한층 더 인상적인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엽이 조계폭포를 찾았을 때는 가뭄으로 절경을 볼 수 없었

으므로 비가 온 다음에 방문해야겠다고 했고125) 양의 이 상운사의 비폭(飛瀑)을 

찾았을 때는 장마 중에 잠시 날이 갠 때라 떨어지는 물방울이 옥구슬 같았다고 했

다.126)양의 에게 비는 여행 중 만난 뜻밖의 행운이 된 셈이다. 

124) 이옥 「중흥유기」ⓒ 한국고전번역원

125)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한국고전번역원

126) 양의  「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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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에 올라 자리를 펴고 난간 앞에 앉아 있으려니, 수목은 이미 미친 듯이 흔들렸고 한기가 

뼈에 스며들었다. 이때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더니 산골 물이 갑자기 흘러내려 눈 깜짝할 사

이에 계곡은 메워지고 물 부딪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였다. 흘러내리는 모래와 구르는 돌이 

내리치는 물 속에 마구 쏟아져 내리면서, 물은 정자의 초석을 할퀴고 지나갔다. 그 형세는 웅

장하고 소리는 맹렬하여 서까래와 난간이 진동하니 오들오들 떨려 편안치가 못하였다.(登亭列

席而坐，檻前樹木，已拂拂如顚狂，而洒淅徹骨。於是風雨大作，山水暴至，呼吸之頃，塡谿咽

谷，澎湃砰訇，淘0轉石，渤潏奔放，水掠亭。，勢雄聲猛，榱檻震動，凜乎其不能安也)127)

위에서 인용한 글은 삼각산 여행 중 날씨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정약

용의 「유세검정기」의 일부분이다. 정약용은 유산 당시 정조의 신임이 두터운 학

자 으며 남인의 관료들과 음풍농월하는 죽란시사를 결성해 친교를 나누었다. 세

검정을 방문한 날도 벗들과 모임을 갖다가 검은 구름이 일어나자 “세검정의 뛰어

난 경치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폭포를 보는 것뿐이다.”128)며 말을 몰아 세검정에 

당도한다. 이윽고 폭우가 쏟아지자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산골물이 쏟아져 내려 

장관을 연출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는 여행자들이 꺼리는 장애일지 몰라도 정약

용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경관 감상의 요인으로 승화시키는 적극적인 모습

에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일부러 

계곡을 찾은 그의 태도에서 생동하는 삶의 활기와 호방한 기개를 엿볼 수 있다. 

127) 정약용 「유세검정기」ⓒ 한국고전번역원

128) 정약용 「유세검정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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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 자원 탐방: 문화유산과 역사·설화의 현장 방문 

[표 4-7] 인문자원 탐방

주요 행태의 

구분
해당되는 장소 장소별 구체적 행태 느낌과 의미부여

연속해서 보

기

중흥사 일
중흥사, 행궁, 보국사, 보광사, 민가, 술집 등을 

둘러 봄

중흥계곡 입구부

터 보광사까지 사

람의 흔적이 끊이

지 않음

남문 일 산길을 따라 남문, 성문을 잇달아 통과함
산성의 규모를 느

낌

동장  일 보국사, 동문, 금위 별관, 어 청별관 둘러 봄
각 관청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함

천천히 

둘러보기
중흥사 일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백성의 삶을 봄

굳세고 아름다운 

산골풍경의 오묘

함 

중흥사의 위치와 경내 시설을 둘러봄

크고 화려함, 승병 

통괄하는 주요 시

설임

설화 역사 

음미

백운  일
백제 온조왕의 고사를 떠올림 

고려 최 장군의 설화를 떠올림
삼각산의 역사성 

중흥사 일 무너진 산성시설을 봄

전란 비를 하지 

않은 것에 한 

안타까움

동장  일 군 과 산성의 형세를 바라 봄

전란의 비에 

한 경계태세 필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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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이란 ‘문화유산이나 유적지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을 말한

다. 삼각산에는 백운 가 백제 건국과 관련 있는 것129)을 비롯해 중흥동 일 에는 

백제 개루왕 때 쌓은 고석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130)다양한 역사와 설화의 현장

이 있다. 조선시 에는 삼각산에 해 한양을 보호하는 진산으로 여겨 삼각산 유람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했다. 기국진, 이엽 등과 함께 삼각산을 찾은 유광천이 “한

양에 와서 삼각산을 보지 못하는 것은 ‘동노(東魯) 사람이 궐리(闕里)의 행단(杏

壇)을 모르는 것’과 같다.”131)라며 여행에 나선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삼각산에 북한산성이 들어서고 나서는 산성의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삼

각산 여행에서 중요하게 되었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산성 중심의 여정이 현저히 두

드러진다. 현직으로 삼각산을 여행했던 송상기는 산성의 시설들을 둘러보고 산성
의 규모와 이해득실을 언급하며 “유산기에서는 미쳐 다 말할 수 없다.”고 「유북한
기」에 적었다. 

한편으로 삼각산에는 산성의 시설뿐만 아니라 사찰과 산성에 기 어 사는 백성

들이 이룬 민가와 상점들도 인문자원으로써 유람의 상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자원을 탐방하는 경관체험의 내용을 그 양상에 따라 위의 [표 4-7]과 같이 연

속해서 보기, 천천히 둘러보기, 설화·역사 음미로 나누고 원문을 통해 그 구체적 

행태를 확인했다. 

129) 「삼국사기 (三國史記] 」 백제본기 온조왕 편에서 삼각산에 해 온조가 한산에 이르러 부

아악에 올라가 살 만한 땅을 찾았으니, 바로 이 산이다고 언급하 다.

130) 「삼국사기 (三國史記] 」 백제본기 개루왕 편에 “개루왕 5년 2월 북한산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있다.

131) 유광천 「유삼각산기] 」ⓒ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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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해서 보기

비교적 이동 경로가 한정되어 있거나 경로를 의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체험행태

로 탐방경로에 따라 시점을 이동해 가면서 인문자원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는 경우

이다. 삼각산에는 능선을 따라 산성을 쌓고 성벽 중간에는 성문을 내었고 성 안에

는 산성의 시설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선비들은 여행 중 이런 경관들을 

연속해서 유람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남문 일 에서 동장  일 에 이르는 장

소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진다. 아래 인용한 글은 송상기가 인문자원을 탐방하는 

모습을 묘사한 「유북한기」의 한 목이다.

북교를 지나니 산길이 점차 높고 험준했다. 5리쯤 가니 새로 축조한 북한산성 남문이 있었다. 

문루에서 잠시 쉬는 중에 승려 몇 명이 영접하였다. 이어서 어영청 별관과 보국사를 두루 관람

하였다. 보국사는 새로 창건한 절이기 때문에 하나도 볼 만한 곳이 없다. 보광사가 그 남쪽에 

있다고 하는데 역시 누추하다고 한다. 금위영 별관은 동문 안에 있는데 그 규모가 어영청 별관

보다 작다. (過北郊. 山路漸高漸險. 行幾五里. 卽北漢新城南門也. 小憇門樓. 僧輩數人來迎. 仍歷

見御營廳別館及輔國寺. 寺新創無可觀. 寶光寺在南麓而亦陋湫云. 禁衛營別館. 在東門內. 地勢規

制. 不及御廳.)132)

송상기는 남문에서 삼각산의 여행을 시작해 동문을 거쳐 중흥동에 들렀다가 

서문까지 내려간 다음 중흥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남문을 통해 하산한

다. 그가 쓴 「유북한기」의 여정을 보면 산성의 부분을 둘러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 중에서 남문에서 동장 에 이르는 코스에서는 남문, 동문, 보국사, 관

청의 별관들을 연속해서 탐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산성의 여러 부속

시설들이 집해 있었는데 이것들을 차례로 둘러보고 위치와 규모를 언급하는 걸

로 보아 유산 당시 벼슬에 있던 사람으로서 면모를 볼 수 있다. 

132) 송상기「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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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사를 지나 1리를 가니 행궁이 나온다. 관성장이 지키고 있다. 다시 몇 궁을 가니 보국

사, 보광사가 나온다. 절의 모양은 모두 상운, 용암 등의 여러 절과 략 비슷하다. 중흥의 

골짜기 입구로부터 보광사의 아래에 이르기까지는 사람의 흔적이 서로 이어져 있어 술집과 

찻집이 도로 옆에 끊어지지 않는다. (過重興寺, 南行一里, 有行宮管城, 將守之, 復行數弓, 有

輔國寺, 普光寺, 寺樣, 皆與祥雲龍巖諸寺, 略同, 自重興洞口, 至普光寺下, 人煙相接, 杏帘茶

肆, 沿路不絶,) 133)

위의 글은 양의 이 쓴 「유북한기」의 일부분이다. 중흥사를 거쳐 행궁, 보국

사, 보광사를 잇달아서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중흥사에서 보국사까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고 가는 길은 비교적 넓은 도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 

길을 따라 가며 경관을 체험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길 양 옆으로는 술집과 찻집

이 즐비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곳이 생각보다는 번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삼각산에는 인문자원이 집해 있는 곳이 많아서 연속해서 인문자원을 탐방

하는 행태가 자주 나타난다.

(2) 천천히 보기

본 연구는 4장 경관특징 분석에서 삼각산에 인문자원이 풍부해진 것은 북한산성

이 들어선 후라는 점을 확인했다. 삼각산 여행자들은 인문경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방했는데, 어떤 장소에서는 하나의 장면이나 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천천히 둘

러보기도 했다. 이러한 탐방행태로 인해 해당하는 경관 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

고 느낄 수 있었다.

삼각산에는 산성의 안팎에 25개 내외의 사찰이 있었는데134), 사찰도 여행자들의 

관심을 이끈 경관자원이었다. 중흥사는 거의 부분의 여행자가 방문했으며 보우

의 비가 있는 태고사에서는 이계서, 양의 , 김 조 등 많은 여행자들이 숙박하거

나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 산의 서쪽으로 진입한 여행자들은 진관사를, 남쪽으로 

133) 양의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134) 김윤우(1995). 북한산 역사지리: 增補譯註北漢誌. 서울: 범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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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한 여행자들은 문수사를 주로 들렀다. 삼각산 여행자 중 사찰을 가장 많이 찾

은 사람은 이덕무로 2박 3일간의 삼각산 여행 중 11개의 사찰을 둘러보았다. 다음

은 이덕무가 중흥사 둘러보고 위치와 경내 경관을 자세히 적은 글이다. 

지형이 조금 평평한 곳에 사찰이 있는데, 중흥사라고 부른다. 고려 시 에 건립하였다. 11개

의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크다. 앉아 있는 금불의 높이만 해도 한 길이 넘는다. 승장이 

부를 창설하여 주둔하고, 팔도의 승병을 통솔했는데, ‘궤능’이라고 불렀으며, 직책은 ‘총섭’

이다. 옆에는 마석이 있는데 암석에 조각하였다 (地稍平. 有寺焉. 曰重興. 麗時建也. 十一寺

最爲古且大. 全佛坐者. 過丈. 僧將開府以處. 領八路僧兵. 名曰軌能. 織*曰摠攝. 旁有磨石. 仍

巖石以刻. )135)

중흥사는 원래 지어진 연 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의 보우가 중수했다는 기록

으로 보아 유서가 깊은 사찰이다. 성종37년(1711)년 삼각산에 북한산성이 들어서자 

조정에서는 승병을 뽑아 11개 사찰에 주둔시키고 승병을 지휘하는 승 을 중흥사

에 두어 본부로 삼았다.136) 1717년 이덕무는 11개의 승병사찰과 산성을 다 둘러보

고 그 내용을 유산기에 남겼다. 그의 「기유북한」은 절목화 형식의 기술을 보이는 

작품으로 방문 장소 하나하나에 한 자세한 기록으로 보아 실학자로서 그의 백과

사전식 기록 취향을 잘 드러낸다. 위에서 인용한 중흥사의 크고 웅장한 시설과 승

의 역할을 적은 글을 보면 묘사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총

섭이 주둔하는 사찰로서 중흥사의 면모를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삼각산 여행에서 선비들은 인문경관을 탐방하면서도 산수 감상 못지않은 한가로

운 정취를 누렸다. 산 중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본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다음은 이엽이 중흥동 계곡의 중성문 부

근에서 민가를 본 장면이다.

135) 이덕무 「기유북한」ⓒ 한국고전번역원

136) 유광천  「유삼각산기] 」 김 조 「유북한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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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에는 여염집이 잇달아 있고, 소나무 울타리를 한 띳집이 은은히 숲 속에 비치고 돌 틈

으로 흐르는 시냇물과 솟아오르는 샘물이 좌우로 어울려 흐르는데, 또렷하여 마치 그림 같

았다. 바위 아래 두 갈래 쪽진 머리를 한 계집종이 돌샘에서 길어 올린 물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가는 얼굴빛이 매우 아름다웠다. 산골의 질박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생각도 못했

다. 비유하자면 바위틈에 핀 떨기 꽃이 푸르고 굳센 가운데 여전히 울긋불긋함을 간직한 것

과 같으니, 점철된 조화의 오묘함이 개 이와 같다. (城內閭閻絡屬. 松籬茅屋. 隱映林薄. 石

澗飛泉. 交流左右. 歷歷如畵圖. 巖下兩义鬟笄. 肩石泉上取水. 遊衍顔色頗美麗. 不意山谷椎樸

有此佳麗. 比如巖縫叢花蒼徤中. 尙容灼灼者. 點綴造化之妙. 盖類此.)137)

유광천의「유삼각산기」에 의하면 산성이 축성되고 나서 성안에서 거주하는 백

성이 7백여 호 다고 하며, 양의 은 「유북한기」에서 중흥동 골짜기 입구부터 

보광사까지 사람의 흔적이 이어졌다고 하 다. 그런데 지금도 중성문 부근을 가면 

숲이 우거지고 계곡이 깊으므로 이 부근에 살림집들이 이어졌다면 산골의 마을은 

도성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이엽이 본 것은 계곡의 돌 틈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초가집이 그림처럼 앉아 있고 그 사이로 소녀가 물을 길어 메고 가

는 장면이었다. 이를 두고 굳세고도 아름다운 산골의 풍경이 오묘하다고 서정적으

로 묘사했다.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백성의 삶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속세에 

묻은 때를 씻어버리기에 족했을 것이다. 

(3) 설화와 역사 음미

선비들은 유산 중에 특정 장소에서 삼각산의 유래와 관련된 설화를 떠올리거나 

백제나 고려시 의 역사와 선왕 의 역사적 사실을 상기했다. 이러한 탐방행태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현재의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그 장

소는 경관으로 지각되는 것을 넘어서 역사적인 체험을 하는 공간이 된다. 

137)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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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각산의 역사성

삼각산은 백제 건국신화의 고사가 서린 곳인데,  이러한 내용이 이익과 이엽, 이

덕무 등 여러 사람의 유산기에 등장한다.  그 중 이익의「유북한기」를 보면 아래

와 같은 목이 나온다. 

이곳은 옛날 백제 온조왕이 나라를 일으킨 곳으로, 열 명의 신하와 함께 한산의 부아악에 올라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으니, 바로 지금의 백운봉이다.(昔百濟溫祚之興也。與其十臣登漢山負兒

嶽。望可居之地。卽今白雲峯是也。)138)   

 본 연구의 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삼각산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백제의 온

조왕이 도읍지를 물색하려고 지금의 북한산에 올랐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라

는 점을 살핀 바 있다. 이익은 북한산성이 1712년 가을에 공사를 마치자 곧바로 유

람에 나섰다고 한다. 그는「유북한기」에서 삼각산은 백운봉이 동쪽으로 뻗어 중

흥동에 이르렀고 다시 나한봉을 거쳐 서쪽으로 중흥동에서 만나니 하늘이 준 요새

라고 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위에 인용한 글처럼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기 위

해 삼각산에 올랐다는 백제의 설화가 백운봉에 서려있다고 언급하며 삼각산의 역

사를 백제시 까지 소급한다. 

또 정길은 백운중 에 올라 ‘백운 (白雲臺)’를 보며 “옛날 고려의 최 (崔

瑩) 장군이 홍건적을 물리칠 때 이 에 올라 진을 치고 중흥사(中興寺) 뒤에 짚에 

쌓은 돌을 두었다. 석봉(石峯)이 마치 곡식을 쌓아둔 모습 같아서 홍건적이 두려워 

도망갔다.”139) 는 고사를 떠올린다. 여행자들이 이들 장소에서 백제와 고려의 역

사와 설화를 상기하며 남긴 기록을 통해 삼각산은 역사적인 유래가 깊이 서려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138) 이익 「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139) 정길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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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사적인 교훈을 떠올림

여행자들은 삼각산에서 외구(外寇)의 침략을 비한 산성의 시설물을 둘러보았

다. 이곳의 산세는 서문 쪽만 낮고 세 면은 석봉이 병풍처럼 둘러 싼 금성탕지

다.140) 하지만 이익은 「유북한기」에서 백제 개로왕이 백성을 징발해 성을 쌓았는

데 창고가 바닥나자 고구려가 군 를 이끌고 공격해 함락된 역사를 들면서 산성의 

지세에 해 하늘이 준 요새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백제의 역사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했다. 유광천도 아래와 같이 역사를 통해 경계삼아야 함을 역설한다. 

그런데 스스로 그 험준함을 깎고 스스로 방비함을 잃어버리고 굳센 도적을 깨우쳐서 성 아래

의 수치를 남겨 병자호란 때의 눈물이 천고토록 눈을 찢어지게 하였다. 그러니 구름까지 닿는 

북한산성으로 양을 잃고 난 뒤에 우리를 고친 것은 진실로 전란에 한 경계이다. 그러나 수비

는 장수를 얻는 데 있고, 보전하는 것은 인화에 있다. 이러한데 금성탕지 의 근심 없음만을 믿

어서야 되겠는가?(自鏟其險. 自失其守. 誨勁寇而貽城下之羞. 丙丁之淚. 千古裂眥. 則連雲北雉. 

以補亡羊之牢者. 誠出於陰雨之誠. 而但守之在得將. 保之在人和. 有此而特以金湯之無憂.) 141)

  

「유삼각산기」를 보면 유광천은 동장 에 올라 군 과 산성의 형세를 바라보며 

동한(東韓)이 당나라 군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의 해자가 험준했

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에 인용한 목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방비의 중요성을 잊

고 있다가 병자호란의 전란을 당했으니, 북한산성으로 전란에 한 경계태세는 마

련했지만 금성탕지만 믿지 말고 수비와 보전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이점에 해 1858년 삼각산을 찾은 양의 도 무너지고 쇠락한 산성의 시설을 

둘러보고 병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쌓지 않으면 전란에 비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

고 했다.142) 이렇듯 삼각산 여행자들은 삼각산에서 산수 감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의 선비로서 산성의 관방시설을 둘러보며 역사적인 교훈도 되새겼다.

140) 양의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141) 유광천 「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142) 양의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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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일체감

주요 행태의 

구분
해당되는 장소 장소별 구체적 행태 느낌과 의미부여

음풍농월

산 루 일
천석이 어울린 풍경을 시로 노래함

누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함

즐길 만한 경치에

심신이 정화 됨 

세검정일 계류와 정자보며 시 짓기
완연히 하나의 선

경임

중흥사 일 달빛 아래 경내를 거닐며 시 읊조리기 달밤의 정취 느낌

음주가무· 

놀이

민지암 일 거문고 연주, 술과 안주를 곁들여 흥겨운 놀이

기암괴석은 롱

하고 악기소리는 

심금을 울림

노적봉 일  
노적봉에서 바람결에 실려 온 퉁소연주에 맞춰 가

무

신선이 된 듯 황

홀함

[표 4-8] 풍류

조선시  선비들은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짓고 이를 악기소리에 얹어 노래하는 

것을 생활의 일부로 삼았다. 이처럼 자연과 더불어 멋과 운치를 즐기는 풍류의 태

도는 삼각산을 여행한 선비들의 유산기에도 자주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풍류에서

는 시(詩), 가(歌) 금(琴), 주(酒)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지만 삼각산 유산기에서는 

시만 읊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고 함께 이뤄지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비들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경관체험을 [표4-8]과 같이 음풍농월, 음주가

무·놀이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1) 음풍농월

조선시  선비들에게 시를 짓는 것은 학문의 연장이었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표

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과 뗄 수 없었다. 명산을 유람한 선비들이 

빼놓지 않는 활동 중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에 한 감상을 시로 노래하는 일

이었다.143) 아래의 [그림4-6]의 금란계첩도는 중흥동 계곡에서 선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시를 짓는 그림이다. 이러한 음풍농월(吟風弄月)은 경관체험의 느낌을 언어

로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경관과 일체감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선비들은 여행을 떠

143) 정치 (2014). 사 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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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전에는 미리 문방구를 챙겨갔으며144), 유산을 하면서 마주친 풍광에 한 감

흥을 고스란히 담아 시로 노래하며 멋스럽게 풍류를 즐겼다. 

[그림4-6] 작자미상, 「금란계첩도」, 270x420cm,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각산 여행에서 음풍농월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이덕무이다. 이덕무는 

저서 간서치전에서 “두보의 오언율시를 좋아하여 큰 병이 든 것처럼 끙끙 며 읊

조리는데 그러다가 심오한 맛을 터득하여 기쁘기가 한량없으면 일어나서 이리저리 

서성댄다.”라고 하 다. 이 목을 통해 그의 지극한 시(詩)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에 걸맞게 2박 3일의 삼각산 여행 중에 41편의 시를 지었다고 한다.145) 가을에 

삼각산을 찾은 송상기도 “단풍과 국화가 밝은 것을 보고 시를 읊조리다 돌아갈 

것을 잊을 정도 다.”146)고 하며 유산 중 음풍농월을 즐겼다고 한다.

산과 물가의 정자를 글로 다 기록하기 어렵지만 다만 성시에 있는 것은 그윽하고 조용한 맛이 

적고 천석 간에 있는 것은 화려한 기상이 적은데, 이 누 는 겸하였다. 시를 읊으며 시간을 보

내다가 오시의 닭이 이윽고 울자 지팡이를 짚고 누 에서 내려왔다. 쉽게 떠나지 못하는 마음

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놓는 것 같다.(山亭水榭. 筆難盡記. 但居城市者. 無幽闃之態. 帶

泉石者. 少華麗之像. 若此樓. 則兼之矣. 嘯詠移時. 午雞已唱. 携筇下樓. 戀戀若情人之解携矣

.)147)

144) 이옥「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145) 이덕무 「기유북한」ⓒ 한국고전번역원

146) 송상기 「유북한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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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에서 시작(詩作)의 주요 무 는 산 루 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는 김

조의 「유북한록」에 산 루의 정자의 벽 가득 시를 적어 놓았다고 기록된 내용

이다. 양의 은 6일의 여정 중 세 번이나 산 루를 찾았다. 위에 인용한 그의 글은 

산 루의  아름다운 경관을 잊지 못하고 세 번째 방문한 소감을 적은 목이다. 그

윽하고도 화려한 기상에 해 시를 읊으며 오래 머물다가 떠나는데도 마치 사랑하

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선비들은 여행 중에도 가는 곳마다 숨 쉬고 

밥을 먹듯이 시를 읊었다. 삼각산을 여행한 선비 중 신명현과 이익은 입산(入山)부

터 출산(出山)까지 가는 곳마다 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목씩을 각각 보면 

다음과 같다.

아침을 먹은 뒤에 중성문에 도착하여 서암사를 구경하고 오언 절구를 지었다. 서문으로 나가 

진관사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칠언 절구를 지었다. (朝飰後到重城門見西巖寺占五絶出大西門至

津寛寺午飰占七絶)148)

동소문을 거쳐서 천천히 걸어서 조계동으로 들어갔다.〈산에 들어가다〉라는 율시 한 수를 지었

다. 보허각에 올라서 십일층폭포를 구경하고 또 〈폭포를 구경하다〉라는 율시 한 수를 지었다. 

방향을 돌려 조계사에 들어 기숙하였는데, 〈징 상인의 시축에 차운하다〉라는 율시 한 수를 지

었다.(緩步而入漕溪洞. 有入山詩一律. 登步虛閣. 觀十一級瀑. 又有觀瀑詩一律. 轉入曹溪寺寄宿. 有

次澄上人詩軸詩一律.) 149)

이 두 편의 유산기 작품을 보면 선비들이 얼마나 시를 애호하는지 알 수 있고, 

산을 유람하는 중 산수를 감상하는 것과 그 체험을 시로 읊는 것을 떼어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은 풍경에 한 감상을 고스란히 시에 담아 노래하

면서 산수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했다.

147) 양의  「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148) 신명현「유북한기」ⓒ 유산기콘텐츠

149) 이익「유삼각산기」ⓒ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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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가무·놀이

앞서 음풍농월에서는 경관체험의 감동을 시로 읊는 행태를 살펴보았다. 반면에 

음주가무·놀이에서는 [그림4-7]의 왼쪽과 같이 자연경관 속에서 동반인들과 악공

의 연주를 감상하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풍경과 오감이 하나가 되는 물아

일체의 경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오른쪽과 같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쉬기도 했다.

[그림4-7] 신윤복, 「납량만흥」, 28.2 x 35.6 cm, 간송 미술관 소장 (좌), 

정선, 「고사탁족도」, 19.1 x 27.8 cm, 국립중앙박물관 (우)

술은 풍류에 흥취를 더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음주가무가 계곡에서 행해질 때는 

술잔을 물 위에 띄워 마시는 놀이가 병행되기도 했다. 17세기에 삼각산을 찾은 이

정구는 술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지만 18세기 초반에 북한산성의 축성과 함께 성 

안에 민가가 형성되면서부터는 개 주점에서 사서 먹었다. 이러한 점은 양의 과 

이옥, 박문호 등 여러 사람의 유산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장 에 

올라 달구경을 한 이계서는 “나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몇 순배(巡杯)를 돌아

도 취하지 않았다. 동자가 노랫가락 몇 곡조를 불러 술을 권하 다.”라면서 아름

다운 풍경감상을 술과 노래가 함께 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삼각산 여행자 중 음주가무로 멋진 풍류를 즐긴 표적인 사람은 이정구

다. 이정구는 금강산, 유천산을 비롯한 여러 산을 여행하고 8편의 유산기 작품을 

남겼다. 이정구의 산행에는 노래와 춤, 악기소리가 동반되고 음주가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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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금강산을 유람할 때도 피리 부는 악공을 데리고 갔으며, 삼각산을 여행할 

때도 이웃에 사는 지인의 퉁소 노비를 청했으며 민지암에서 거문고를 타는 악공이 

함께 했다.

아래의 글은 삼각산 여행의 첫날 노적봉에 올라 도성과 한강의 그림 같은 풍경

과 멀리 서해를 조망한 다음 술을 마시고 춤추는 장면이다. 퉁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황홀함이 마치 신선이 된 듯 했다고 당시의 흥취를 유산기에 전한다.

목이 마르고 목이 텁텁하여 급히 술로 목을 축였다. 흥이 나기에 몇 잔을 계속 마셨다. 나는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자제는 춤을 추었다. 퉁소 소리가 바람을 따고 겹겹 구름 사이로 퍼져 

나갔다. 황홀하기가 회남왕을 따라 승천한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흰 구름에 메아리치는 듯한 

것이 참으로 푸른 꿈과 같은 놀이였다.(渴喉生塵. 急解酒沃之. 興酣傾盡數壺. 余醉而歌. 子齊起

舞. 笛聲隨風散入層霄. 恍似劉安鷄犬遺響白雲. 眞一三淸夢遊也.)150)

또한 아래의 인용문은 여행 둘째날 민지암 계곡에서 놀이를 즐기는 장면이다. 술

과 안주는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천석이 빼어난 계곡에서 계곡물에 물에 술잔 

띄워 마시기 내기와 천렵이 펼쳐진다. 누구는 단풍 가지를 꺾어 꽂았고 또 누구는 

술잔에 국화잎을 띄운다. 박수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높아져 가는 거문고의 

연주, 그 멋과 풍류를 즐기는 광경을 눈앞에 보듯 선하게 그리고 있다. 이처럼 그

의 산행 태도를 보면 뚜렷한 목표의식보다는 풍류기행 위주이며 문장가답게 작품

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서정적이다. 

150) 이정구 「유삼각산기」의 노적봉 ⓒ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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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행과 함께 발을 계곡 물에 담근 채 웃옷을 벗고 돌 위에 앉았다. 취사장을 이리저리 옮

기면서 술과 안주를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어떤 이들은 술잔을 물에 띄워서 마시기 내기를 하

고, 어떤 이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다. 자제가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머리에 꽂았다. 

나도 국화잎을 따서 술잔 위에 띄웠다. 취하니 기분이 좋았다. 박수도 치고 발을 구르기도 하

였다. 거문고의 맑은 소리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악공들이 솜씨를 겨루는데 모두 천고에 

드문 뛰어난 소리였다.(余與諸君. 赤足踏流. 解衣坐石. 行廚迭薦. 肴核狼藉. 或流觴競飮.或擧網

得魚. 子齊折楓枝揷頭上. 余摘菊花泛酒杯. 醉後樂甚. 拍手蹈足. 淸絃妙曲. 較工爭奇. 皆千古希

聲.) 151)

5. 격물치지: 자연을 통해 얻은 깨달음

주요 행태의 

구분
해당되는 장소 장소별 구체적 행태 느낌과 의미부여

유 교 적 인 

깨달음

성문을 나서

며
시, 술, 몸가짐에 한 규율을 세움 유산의 마음가짐

백운  일 봉우리의 형상을 학문과 인품이 빗댐
스스로 부족함을 

경계함

자연의 이

치를 깨달

음

민지암 일 여름 중반에 산중에서 꾀꼬리 소리를 들음

미물도 계절의 변

화를 알고 자연을 

즐김

 파악 불능 단풍의 붉은 색이 다양함을 봄
단풍이 드는 이치

에 한 깨달음

[표 4-9] 격물치지

‘만물의 이치를 탐구해 지혜에 이르는 것’을 격물치지(格物致知)라고 한다. 선

비들은 산을 여행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도 했

다.152) 그들에게 산은 경물을 감상하는 장소를 넘어서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구

체적인 배움의 터전인 셈이다. 본 연구는 선비들이 느낀 격물치지의 경관체험을 위

의 [표4-9]와 같이 유교적인 깨달음과 자연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구분지어 구체적

인 행태를 살폈다. 

151) 이정구 「유삼각산기」의 민지암 ⓒ 한국고전번역원

152) 정치 (2003a). 유산기를 통한 조선시  지리산지의 촌락경관 복원. 문화역사지리,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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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교적인 깨달음

산수체험을 중시하고 산을 애호했던 선비들에게 유산은 학문에 매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활동이었다.153) 이러한 산수유관의 태도는 삼각산 유산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삼각산 여행자들은 선비로서 의식과 자세를 견지하면서 탐방에 임했

고 산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유산기에 기록으로 남겼다. 아래 인용한 유산기 원

문은 이옥의 시와 술에 한 기록이다. 

시(詩)에 한 규율이다. 시 속의 사람을 지을 것이고, 사람 속의 시를 지어서는 안 되며, 시 

속의 경치가 되게 할 것이고 경치 속의 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一曰戒詩. 作詩中人. 不

可作人中詩. 爲詩中景. 不可爲景中詩.)

술에 한 규율이다.(중략)술이란 한 잔을 마시면 화기가 돌고 두 잔을 마시면 취기가 오르게 

되고, 석 잔을 마시면 노래하게 되어, 말이 많아지지 않으면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니 술을 마

시기는 하되 석 잔에 이르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二曰戒酒. (중략) 一杯而和. 二杯而

酡. 三杯而歌. 不歌則傞. 一切勿許飮至三螺. 如來釋迦. 證此金科.)

  

이옥의 「중흥유기」를 보면 친구들과 삼각산 여행을 시작하기 전 성문을 나서

면서 시, 술, 몸가짐에 해 삼장(三章)의 법을 세웠다. 위에 인용한 것은 그 중 일

부분이다. 먼저 시를 지을 때는 “시 속의 사람을 지어야 하고, 시 속의 경치가 되

어야 한다.”154)며 시를 짓는 바른 자세에 해 말한다. 이처럼 조선시  선비들에

게는 여행 중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경치에만 빠져드는 것도 경계해야155)할 만한 

일이었다. 또한 유산 중에 술을 적당히 마셔서 취하거나 비틀거리면서 여행하는 것

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옥은 술에 해서 ‘술 2칙’항목에서“산에 

갈 때는 술이 진실로 없을 수 없으나, 또한 진실로 많아서도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술 먹는 자세를 말했다. 이와 같이 이옥이 시와 술에 한 참된 도리를 밝히고 

153) 정치 (2003a). 유산기를 통한 조선시  지리산지의 촌락경관 복원. 문화역사지리, 15, 2. 

154) 이옥 「중흥유기」ⓒ 유산기콘텐츠

155) 이혜순(1997).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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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선비로서 유산에 임하는 자세를 알 수 있는 목이다.

그런가 하면 산수(山水)를 유교적으로 해석해 산이 지닌 이치를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 인용한 글은 박문호의 「유백운 기」의 마지막에 

실린 글이다.

용암봉을 버리면 삼각은 완전하지 않으니, 이것이 또 삼각의 장점이다. 비유하면 문장에 재주

는 부족하나 역량이 뛰어난 자와 같으니, 경모 박문호의 문장이 이와 비슷하다. 백운 는 기이

함으로 그 기이함 만드는 것을 이겨서, 자못 사람을 떠나고자 하나 이르는 자가 항상 많다. 비

유하면 문장에 재주는 남음이 있으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자와 같으니, 운경의 문장이 이와 

비슷하다. 인수봉은 세상을 떨치고 홀로 서서, 사람을 막지 않으나 사람이 저절로 이를 수 없

다. 비유하면 문장에 천품이 매우 높아 재력으로 논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우림의 문장이 이

와 비슷하다.(
.
然去龍巖. 三角不全. 且是三角之長. 譬之文章才不足. 而力量勝者也. 景謨文似之. 

白雲以竒勝其設竒也. 頗欲離人. 而人至者常多. 譬之文章才有餘. 而力量不遠者也. 雲卿文似之. 

仁壽振世獨立. 不事乎拒人. 而人自不能至. 譬之文章天品甚高. 不可以才力論. 于霖文似之.)

 

박문호는 운경(雲卿) 황현(黃玹), 우림(于霖) 김택 (金澤榮)과 더불어 백운 에 

오른 다음 하산 길에 봉조(鳳藻)학사에게 들른다. 그는 백운  등 봉우리의 우열에 

해 자신을 방문한 세 선비들의 문장이 갖는 재주와 역량에 빗 어 논한다. 박문

호는 그 평가를 듣고 스스로 부족함을 경계하며 유산기에 기록하여 남겼다. 이와 

같이 조선시 의 선비들은 유산을 하면서도 산수의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 유교적인 이치를 깨닫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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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자연은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하면서도 한결같은 아름다움으로 선비들의 미감

을 충족시켜 주었다. 선비들은 산을 유람하면서 위 한 자연의 모습과 빼어난 경물

에 한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여행 중 산이 들려주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이 베풀어준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자연과 동화되었다. 

숲은 우거져 어둑하고, 꾀꼬리는 미끄러지듯, 서로 소리를 주고받으며 화답하니, 자못 산 속의 

그윽한 흥취가 있었다. 지금 여름중반인데도 서울에서는 꾀꼬리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산에 

들어와 처음으로 아리따운 소리가 들려와 귀를 맑게 하니, 비로소 미물도 스스로 한적하여 번

화가의 속세를 즐기지 않음을 알았다(樹林陰森. 票留泥滑. 交聲和鳴. 頗有山樊幽致. 今維夏將

丰. 洛城中未聽黃鳥. 入山初嬌聲入淸耳. 始知微物亦自閑適樂紫陌塵界也). 156)

 위의 사례를 든 글은 이엽의 「북한도봉산유기」의 한 장면이다. 이엽은 삼각

산 여행 중 진관사 부근을 지나면서 꾀꼬리 소리를 처음으로 듣는다. 그동안 도성

에서는 계절이 여름의 중반에 왔는데도 듣지 못했음을 문득 알아차린다. 그러면서 

미물도 속세에서는 계절을 잊고 울지 않았지만 산 중에서는 한적함을 즐겨,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연에 한 깨달음은 이옥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래에 인용한 글은 단풍에 해 묘사한 「중흥유기」의 일부이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모두들 단풍은 너무 이르다고 말하였는데 산에 들어와 보니 단풍과 낙석

(絡石)과 나무로서 의당 붉어질 것은 이미 다 붉어져 있었다. 석류화(石榴花)의 붉음, 연지의 

붉음, 분(粉)의 붉음, 꼭두서니의 붉음, 성혈(猩血)의 붉음, 짙게 붉기도 하고 옅게 붉기도 한 

것이 이르는 곳마다 빛깔이 같지 않았다. 그것은 위치가 구별되고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未

入山. 皆言楓太早. 及入. 楓及絡石及木之宜紅者. 已盡紅矣. 石榴花紅. 胭肢紅. 粉紅. 蒨花紅. 猩

血紅. 老紅. 退紅. 隨處而色不同. 地之區而木之殊也. )

156) 이엽 [북한도봉산유기] ⓒ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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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이 여행을 떠난 8월 22일에는 단풍이 안 들었을 거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

었다. 하지만 단풍은 때가 되니 “의당 붉을 로 붉어” 있었으며 붉게 물든 색도 

다양했는데 나무가 다르고 위치가 달라 빛깔이 같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이옥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 단풍이 물드는 이치와 나무의 위치와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단

풍의 붉은 색이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자연은 그 자체로 아낌없이 아름다운 경치를 나눠주었다. 이에 해 이옥은 

「중흥유기」의 총론에서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와 함께 하

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이와 같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자연이 베풀어 준 승경에 감탄한다. 그러면서도 “백운 (白雲臺)에 오르려

는 것은 안 된다.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산신(山神)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려 들면 안 된다고 한다.

 이처럼 선비들은 유산을 통해 산수를 찾는 참된 즐거움을 체험하면서도 자연이 

전해주는 이치를 깨닫고 그런 자연에 한 경외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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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멋과 여유와 깨달음이 있는 유람

본 연구는 선비들이 삼각산을 여행하며 경관을 체험하는 행태를 체험의 양상에 

따라 산수 감상, 인문자원 탐방, 풍류, 격물치지로 나눠 고찰했다. 

첫째로 산수를 감상하는 경관체험의 내용을 살폈는데, 조선시  선비들은 산수

를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멀리보기는 현 인들이 등산을 하면

서 발생하는 경관 체험과 마찬가지로 백운  일 와 노적봉 일 의 봉우리 경관과 

동장  일 를 즐기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계곡에서 소요하기는  조선시  선비들

의 경관체험이 잘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들은 일정 시간 정자가 있는 계곡에서 머

물면서 사색과 명상에 잠기며 산수를 감상했다. 또한 계절이나 시간, 때 등 자연현

상의 변화에 따라 산수를 계기적으로 체험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둘째로는 인문자원을 탐방하는 행태를 살펴보았다. 앞서 본 연구는 18세기부터

는 산성이 축조되면서 삼각산 여행이 산성중심의 여정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문경관의 체험방식도 산성을 따라가며 산성의 시설 등이 

펼쳐지는 광경을 연속적으로 보거나 사찰이나 민가에서는 장소에 머물며 천천히 

둘러보기도 했다. 또한 어떤 장소에서는 삼각산의 역사성이나 역사적인 교훈을 음

미하 는데 이는 산성이 군사적 방위목적으로 지어진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하

지만 현재는 문화유산이 부분 터만 남고 일부만 복원이 된 상태여서 이와 같은 

인문자원에 해 제한적으로 탐방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로 살핀 경관체험은 풍류이다. 선비들이 유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활동이 

음풍농월이었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에 해 선인의 시를 읊거나 자신이 직접 

시를 써서 남기기도 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악공의 연주에 맞춰  술을 마시고 춤

을 추며 즐기기도 하고 물가에서 탁족과 천렵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격물치지를 살폈다. 선비들이 유산을 통해 산이 지닌 이치를 궁

구(窮究)해 깨달음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체험은 비교적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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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먼저 선비로서 산수의 아름다움에만 매몰되

지 않고 자연을 통해 유교적인 이치를 터득했다 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이

치와 아낌없이 승경을 베푸는 산수에 해 찬탄과 외경심을 잃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삼각산 유산기에 나타난 경관체험 행태를 고찰한 

결과, 무엇보다도 현 인들이 산을 누리는 방식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경관과 일

체감을 추구하는 풍류와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격물치지 다. 이를 통해 조선

시  선비들은 현 인이 산을 즐기는 제한된 방식과 달리 산을 통해 멋과 여유를 

즐기는 감성적 풍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나아가 자연을 통해 깨달음도 얻는 경

관체험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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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종합 및 고찰

본 연구는 산을 이용하는 방식의 다원화를 모색하기 위해 조선시  선비들이 산

을 다양하게 누린 경험인 유산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로 출발했다. 연구의 공

간적 범위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옛 삼각산 지역이다. 이곳은 탐방객이 많은 도시근

교 산으로 조선시 에도 경관자원이 풍부해 많은 선비들이 애호하는 여행지 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삼각산 유산기다. 유산기는 기행산문으로 여정과 견문 등 

여행에 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연에 한 묘사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 경관특성

과 경관체험의 행태 분석의 자료로써 유의미하다. 연구를 위해 유산기 총25편을 수

집하 으며 이 중 경관특성과 경관체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19편을 선정하여 

분석 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조선시  선비들이 산을 여행한 후 남긴 유산기를 이용해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체험을 고찰했으며 연구는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첫째, 삼각산 여행자 17명의 여정을 분석해 삼각산 여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선비

들이 장소를 방문한 빈도와 유산기에 장소가 묘사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

각산 여행의 주요장소를 파악했다. 둘째, 삼각산 여행의 주요장소에 한 경관유형

과 경관요소 분석으로 삼각산의 경관특성을 고찰했다. 셋째, 선비들이 삼각산의 경

관을 체험하는 행태를 고찰했다.

다음은 3장에서 삼각산 유산기의 여정 및 주요장소에 해 고찰한 내용이다. 유

산기의 여정은 시기별, 기간별, 패턴별로 구분해 살폈다.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

의 유산은 자연경관 위주로 이루어졌고 18세기 이후에는 부분은 산수자연과 조

화를 이룬 인문경관위주로 여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삼각산은 도성과 가까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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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간이 다른 산에 비해 짧았는데,  2-3일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기별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는 1박 2일이 부분이고 이후부터는 2박 3일 이상이 많

은 것을 확인했다. 

삼각산 여행자들은 개 거주지와 상관없이 창의문에서 나와, 세검정을 여행의 

기점으로 삼았다. 여정은 남문 방향, 서문 방향, 동문 방향, 성곽순회의 패턴

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남문 방향은 오르는 길이 쉽고 산성을 진입하는 최단

거리 는데 이 코스로 오른 사람은 오재정 등 7명이었다. 서문 방향으로는 진입

은 8명, 진출은 6명이 했는데 계곡을 끼고 산수를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어서 선비

들이 선호했다. 반면에 산의 동쪽으로 진입하는 여행자는 드물었다. 송상기, 이옥, 

신명현, 양의 , 김 조의 여정이 성곽을 순회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 는데, 그들

은 남문, 서문, 동문을 통과하며 산수자연과 인문자원을 두루 감상했다. 이

처럼 선비들은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삼각산 여행을 했음이 확인되었다.

삼각산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중흥사(18회)와 산 루(17회)다. 서문

(10회), 남문(10회)등 성문도 많이 방문한 걸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장소에 한 방문빈도만으로는 경유지가 선호경관으로 파악되는 불합

리한 점이 있었으며,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조망하는 방식으로 경관을 즐긴 장소는 

누락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유산기에 장소가 묘사된 맥락을 한 번 더 살펴서 

장소의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주요 장소로 중흥사 일 (산 루 포함), 민지암 일 , 

동장  일 , 노적봉 일 , 세검정 일 , 백운봉 일 , 남문 일  이렇게 7곳이 

파악되었다. 

4장에서는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체험 분석을 했다. 본 연구는 삼각산이라는 

공간에서 조선의 선비들이 어떻게 경관을 누렸는지에 한 고찰이므로 경관의 

상이 되는 삼각산의 경관특성과 경관주체의 체험행태를 동시에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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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각산의 경관을 자연경관으로는 봉우리형 경관, 계곡형 경관, 인문경관으

로는 산성의 주요시설, 산성 부속시설로 유형화해 살폈다. 봉우리형 경관에 해당하

는 곳은 백운  일 와 노적봉 일 이며 가파른 암석봉우리가 공통된 경관요소

다. 봉우리의 특성상 정상에 올라 구경하기도 했는데, 삼각산의 연봉, 도성과 한강, 

서해 등이 조망되었다. 계곡형 경관에는 산 루 일 , 세검정 일 , 민지암 일 가 

해당되었다. 이곳의 공통적인 경관요소는 반석 위로 흐르는 계류와 소리 내어 흐르

는 물소리이고, 물가에 세워진 아름다운 정자도 경관요소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삼각산의 경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문경관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산성의 

축성으로 성곽과 성문이 세워지고 행궁, 관아 등 주요시설과 동장  등 산성부속시

설이 들어섰는데,  숲이 우거진 산 속에서 이런 경관을 마주치는 것은 선비들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 외에도 산성에 기 어 사는 산골마을의 민가와 상점들도 삼

각산의 경관특징이었다. 선비들은 산골마을에서 소박한 정취를 느끼며 도성의 생

활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받았다. 

다음으로 유산기에 나타난 경관체험을 분석했다. 경관체험을 양상에 따라 산수

감상, 인문자원 탐방, 풍류, 격물치지로 나누어 고찰했다. 산수 감상은 주로 경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이며 멀리보기, 계곡에서 소요하기, 자연의 변화에 따라 

감상하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멀리보기는 봉우리를 바라보거나 조망하기 좋은 곳

에 올라 원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백운  일 와 노적봉 일  등 봉우리 경관과 동

장 에서 나타나는 체험행태 다. 계곡에서 소요하기는 선비들이 일정시간 계곡에

서 거닐며 산수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산 루와 세검정 같이 정자가 있는 계곡과 

민지암 일 에서 볼 수 있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 감상하기에서는 날씨나 때, 계

절을 고려하여 한층 인상 깊게 경관체험을 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인문자원 탐방하기는 연속해서 보기, 천천히 둘러보기, 설화·역사 음미로 하위

항목을 나누어 고찰했다. 동장  일 와 남문 일 의 산성 부속 시설에서는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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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속해서 보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중흥사 일 에서는 중흥사와 주변 민가를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설화와 역사가 깃든 장소에서는 과

거의 기억을 음미하거나 역사적인 교훈을 떠올리며 경관을 체험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문자원을 탐방하는 행태는 현재의 등산을 위주로 한 산행에서

는 보기 드문 행태이며 지금은 문화재가 부분 소실되어 체험에 제약이 있다. 

다음으로 풍류의 경관체험 행태를 음풍농월과 음주가무 및 놀이를 그 내용으로 

살폈다. 음풍농월은 산수 감상의 흥취를 시로 읊으며 즐기는 방식으로 삼각산 여행

에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부분의 여행자들의 행태에서 볼 수 있었다. 음주가무 및 

놀이는 자연 경관 속에서 술을 마시며 악공의 연주를 듣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

는 행태와 물에서 하는 다양한 놀이가 확인되었는데 삼각산 여행에서는 노적봉과 

민지암 일 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관체험의 방식으로는 격물치지를 살폈는데, 유교적인 깨달음과 자

연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구분해서 보았다. 조선시  선비들은 산을 여행하며 산수

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유교적 깨달음을 추구했다. 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승경을 베푸는 산에 한 애정과 경

외감을 마음껏 드러냈다. 격물치지의 체험은 체로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이뤄지

는 특징이 있었다.

경관체험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조선시  선비들은 산을 여행하며 현 인들

과 달리 자연에서 멋과 여유가 즐겼으며 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등 다양하게 경

관을 누렸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에서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이루는 풍류와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격물치지의 행태는 현 인이 산을 즐기는 방식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경관체험이었다. 4장에서는 경관의 체험과 장소와 연관성도 살폈는데 체로 

경관유형이 같으면 비슷한 경관체험이 나타났지만 장소별 경관의 특징에 따라 다

른 경관체험이 나타나기도 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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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삼각산(三角山)이라는 공간을 토 로 조선시  선비들이 향유한 경관

의 특성과 경관체험의 행태를 고찰했다. 유산기를 바탕으로 한 연구 중 인문학 분

야의 연구는 많지만 경관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삼각산 

유산기를 자료로 삼각산 여행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삼각산의 경관 특

징과 경관향유방식에 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

산기 원문을 이용해 선비들이 여행한 삼각산의 경관에 주목하여 경관특성과 경관

체험에 한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기 19편의 여정을 분석해 삼각산 유산의 실태를 확인하고, 삼각산 여

행의 주요장소를 파악해 조선시  선비들이 선호한 경관을 도출했다. 이어서 삼각

산의 경관자원을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으로 나누어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조선시  

선비들이 여행한 삼각산의 경관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 

둘째, 당시의 경관체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조선시 의 선비들이 

삼각산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향유했는지 확인한 점이다 현 인들이 등산 위주로 

산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조선시  선비들은 삼각산에서 멋과 여유를 즐길 줄 알

았고 자연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터득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셋째, 선비들은 산을 몹시 애호하고 산을 통해 이치를 배우려는 자연관을 가졌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산을 이용하는 방식과 산에 한 가치관을 성찰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유산기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로 번역된 자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국역되지 않은 유산기에 담긴 자료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유산기에는 산수 유람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하며 학문을 도야하고 심신수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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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지기를 기르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가 삼각산의 경관에 주목하여 

경관체험 행태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 유산기에 담겨있는 심신수양과 학문의 도야

에 해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 133 -

[참고문헌]

단행본

김윤우(1995). 북한산 역사지리: 增補譯註北漢誌. 서울: 범우사.  

민경길(2004a). 북한산1. 서울: 집문당.

      (2004b). 북한산2. 서울: 집문당.

      (2004c). 북한산3. 서울: 집문당.

심경호(2007).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 산길을 가다. 서울. 이가서
이혜순(1997).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서울: 집문당.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 Theories in Landscape Analysis.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정치 (2014). 사 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황기원(2009).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시노하라 오사무(Shinohara Osamu), 크리스틴, 김종하 (역)(2010). 경관분석과 경관계획. 서울: 

내하출판사.

연구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2005). 국립공원백서 2005

숲과문화연구회(2015). 우리문학과 산림문화 .산림문화 계4, 거목문화사.

손용훈(2016). 한국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미래 국립공원 관리 과제. 환경논총, 57, 4-12.

연구논문

강 조(2001a). 자아 역의 경관디자인 수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퇴계 이황의 ‘유소백산

록’을 사례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3), 40-50.

      (2001b). 소쇄원 48 에서 보는 경관체험과 평가의 원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1), 

62-73.



- 134 -

      , 배미경(2002).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조망행동-진경산수화 100엽을 상으

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5), 1-15.

강정화(2008). 기획논문 : 동아시아의 명산(名山)과 명산문화(名山文化) ; 지리산(智異山) 유산

기(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산수인식(山水認識). 남명학연구, 26, 255-301.

길지혜, 손용훈, 황기원(2015). 연구논문: 조선시  한양도성 연지(蓮池) 의 입지 및 공간적 특

성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4), 38-51.

김 현(2001). 고전문학: 20 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46(0), 1-19.

김봉남(2012). 죽란시사(竹欄詩社)의 재조명(再照明), 28(0), 33-72

김선풍(2013). 문헌 설화와 구전 설화를 통해 본 삼각산. 강원민속학, 27, 27-60.

김선희(2009a). 조선시  지리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관광연구저널, 23(2), 415-434.

      (2009b).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 

132-150.

김순 (2014).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국학연구론총, 13(1), 210-236.

남정희(2004). 18세기 초 경화사족(京華士族) 시조의 작품세계와 시조사적 한 국면 . 한국고전

연구학회, 10(0), 298-318.

박 민(2004), 遊山記의 시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40, 73-98. 

소현수, 임의제(2014).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이상향의 경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139-153.

손지원, 하시연(2012). 논문: 숲길 특성에 따른 이용객의 이용행태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임

학회지, 101(2), 309-316.

심승희(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3(1), 67-84. 

안 길(2009). 논문(論文) : 17세기 산문발달의 원인과 추이 연구. 한국한문고전학회, 18(0), 

59-79.

오경후(2004). 한국사상(韓國思想)(사학(史學)) : 1910년  금서룡(今西龍)의 삼각산(三角山) 명

칭해석(名稱解釋)에 한 검토(檢討). 한국사상문화학회, 37(0), 111-132.



- 135 -

이규철, 손용훈, 이산하(2016a). 북한산국립공원의 둘레길과 정상정복형 탐방로의 경관 특성 

비교 연구. 농촌계획, 22(3), 21-31.

이규철, 손용훈, 장윤선(2016b). 이용자 활용 사진 촬 (VEP)을 활용한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경

관 인식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 1-16. 

이상균(2011). 조선시  사 부의 유람 양상. 정신문화연구, 34(4), 37-62.

이연희, 김기원, 변우혁(2009). 도시숲으로서 북한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특성에 관한 연구. 한

국산림휴양학회지, 13(1), 53-61.

이연희, 박찬우, 김재준(2013). 아름다운 산림풍경의 유형과 특성. 국토계획, 48(7), 55-70.

이제이, 성종상, 손용훈, 김태균(2016). 조선시  선비들의 행락공간으로서 세검정 일 의 문

화경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2), 75-86.

이창훈, 이재근(2014). 연구논문: 조선시  지리산 유람록 (遊覽錄) 에 나타난 경관자원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53-62.

이학섭, 손용훈(2011). 하회마을 경관요소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2(1), 21-40.

장병관, 황국웅, 박경자(2011). 청량산 유산기 (遊山記) 에 나타난 조선선비의 산 경관인식에 

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권 1호, 91-93.

정치 (2003a). 유산기를 통한 조선시  지리산지의 촌락경관 복원. 문화역사지리, 15, 2. 

      (2003b). 금강산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  사 부들의 여행관행. 문화역사지리, 15(3), 

17-34. 

      (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  사 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54-70.

      (2013). 조선시  사 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42, 37-70.

최석기(2015). 16세기 학자들의 山水와의 疏通 : 天人合一의 志向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회, 

제65집, 57-88

최원석(2008). 기획논문 : 동아시아의 명산(名山)과 명산문화(名山文化) ; 한국(韓國)의 명산문

화(名山文化)와 조선시 (朝鮮時代) 유학(儒學) 지식인(知識人)의 전개(展開), 경상



- 136 -

학교 남명학연구소, 남명학연구 26권

호승희(1995),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회, 18(0), 97-126.

Oshida Keiko(2012). A Study on the Grasp of Resources about Tourism and Landscape from 

“ Kamakura Nikki ” by TOKUGAWA Mitsukuni.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d 

Architechture(ランドスケープ研究), 75(5), 373-376.

학위논문

소현수(2003). 조선시  유산기를 통해 본 전통 경관연구: 지리산을 중심으로, 서울시립 학교 

석사 논문. 

양유선(2015). 18-19세기 조선 사 부의 다문화(茶文化)를 통한 경관 향유방식에 관한 연구 : 

다산 정약용의 茶詩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환경 학원 석사 논문.

양정현(2004). 조선 초기의 驛道 편제와 그 성격, 고려 학교 사학과 석사 논문

장석우(1994). 한문기행연구: 두류산기행록류를 중심으로, 홍익 학교 교육 학원 석사논문. 



- 137 -

Abstract

A Study on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Mt. 
Samgak(三角山) in Mountain Travel Essay(遊山記) 

San-ha,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dvised by Prof. Son, Yong-ho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Mountain Samgak landscape and 

patterns of landscape experiences by analyzing mountain travel essays by kore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The spatial extent of this research is Mt. Samgak 

in the Bukhansan National Park and Mt. Samgak travel essay is the main 

document. The author collected 25 essays and selected 19 books used to analyze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nd patterns of landscape enjoyment.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studies on mountain travel essays as well as 

landscape and started research by adopting a study method and analysis on 

landscape experience. To do so, the author explored the definition and 

establishment background of travel essays and investigated the historical situation 

between 17th and 19th century when Mt. Samgak travel essay were usually 

recorded and reality to which korean scholars bequeathed. In addition, the author 

laid foundation on this study by surveying the characteristics of Mt. Samgak 

travel essays and trav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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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ecific process of interpreting the original texts of travel essays in this 

study is classified into analysis on itinerary,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nd analysis on landscape experience. 

  First, the itinerary of mountain travel essays was analyzed. After understanding 

individual itinerary, characteristics of Mt. Samgak itinerary and major places in 

this mountain travel were drawn.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Mt. Samgak travel 

itinerary, heritages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were primarily 

natural landscape. In the late 18th century, most korean scholars took journeys on 

human landscape in harmony with natural scenery. Mountain travellers usually 

used courses that stop at Saegeomjeong from Changuimun. Despite the difference 

of routes and objectives, most travellers visited Jungheung Temple. As Mt. 

Samgak was close to the capital city, it took shorter than other mountains. 14 

travellers climbed it for two or three days, which had the highest portion. A short 

overnight was prevalent between the 17th and the early 18th century and more 

than two nights and three days were later popular. Moreover, the entire itinerary 

showed that there was a similar pattern, which was  categorized into direction for 

Daenammun, direction for Daeseomun, direction for Daedongmun, and fortress tour 

course. 

  As for the frequency of visits to tourism locations presented in the itinerary of 

Mt. Samgak travel essays, a majority of travellers visited Jungheung Temple(18), 

and Sanyeongnu(17), Daeseomun(10) and Daenammun(10), respectively.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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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frequency of visits to locations cannot reveal that 

transit places are considered as preferred landscap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locations by re-examining 

described contexts in travel essays and considered major locations written at Mt. 

Samgak travel essays. This study selected seven major places such as Jungheung 

Temple region(including Sanyeongnu), Minjiam Rock region, neighboring 

Dongjangdae, Nojeokbong Peak region, Saegeomjung region, Samgakbong Peak 

region, and Daenammun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were analyzed. Natural landscapes were 

categorized into peak-shaped landscape and valley-shaped landscape, while human 

landscapes were subdivided into major facilities in mountain castle and accessory 

facilities by tak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into accounts in the previous analysis 

on itinerary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t. Samgak landscape. Then 

the author specifically analyzed landscape factor that organize locations according 

to types.

  Peak-shaped landscape ranges between Baegundae and Nojeokbong Peak from 

which steep rocks are landscape factors. These locations geographically served as 

observing on the summit. If you climb on the peak, a series of rock peaks 

evoked magnificence as if they were grabbed, and overlooking views of the city, 

the Han River, and further the West Sea over the cloud.  

 Valley landscape includes regions of Sanyeongnu, Saegeomjeong, Minjiam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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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clear valley, water gushing out of the valley, densely planted pines, and 

arbors are major landscape elements. The presence of arbors such as Sanyeongnu 

and Saegeomjeong in the valley of Mt. Samgak indicates that neighboring 

landscape is splendid and popular. 

  Houses and stores along with major facilities and accessory facilities in the 

castle are landscape elements characterized by Mt. Samgak. When you walk a 

lonely path along the wall and valley under the shade of dense woods, you will 

see a multi-colored castle gate. Many government offices such as temporary 

palace and Eoyeongcheong(royal military camp) and facilities such as 

Dongjangdae(command post) were sightseeing places and houses along the 

pavilions such as Sanyeongnu and roads welcomed tourists. Korean scholars 

enjoyed different flavors contrast to landscape from the castle by observing the 

castle on the wood or seeing isolated mountain villages.

  Lastly, this study examined landscape experiences presented in Mt. Samgak 

travel essays by dividing them into observing mountain landscape, exploring 

human resource, and enjoyment according to local forms for analysis frames. 

  Observing mountain landscape was categorized into looking further, walking 

around the valley, and fengliu according to the change of nature primarily based 

on enjoying visual scenery. Looking further was a way of enjoying visually just 

as contemporary people climb up and spend good time in around Baegundae Peak 

region, peak landscapes around Nojeokbong Peak, and Dongjangdae reg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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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walking around the valley is an experience of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They stayed in the valley where pavilions are built for certain moments 

and appreciated mountain landscape by going deep in meditations. Furthermore, 

occasional experiences could be ob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shift of natural 

phenomenon such as seasons, time, and moments.

  Exploration of cultural heritage was observed by dividing it into consecutive 

viewing, slow viewing, reading tale and history. As they walked along the castle, 

they witnessed a series of views such as castle facilities or surveyed slowly by 

staying at temples or private houses. In addition, this mountain has a variety of 

historical legends and tales handed down from the Baekje Dynasty. Sightseeing 

around this mountain was considered as important in the Joseon Dynasty since 

this functioned as a guardian. Since the 18th century when Bukhansanseong 

Fortress was constructed, experience patterns of cultural  heritage had considerably 

multiplied.

  Fengliu was a landscape experience that shares a sense of unity with natural 

landscape, which is sharply contrast with the way contemporary people enjoy 

mountains. This study examined it by subdividing it into “enjoying wind and 

moon” and “drinking, singing, and dancing.” Reciting poems that express korean 

scholars’ impression on natural landscape was a universal enjoying  experience 

generally found in Mt. Samgak travel essays. Moreover, they drank alcohol, 

listened to music, and danced in the natural landscape. Therefore, their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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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t Mt. Samgak were stylish and leisure experiences.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explored the association between landscape 

experience and locations. In general, similar types of landscape led to the similar 

landscape experiences. However, other types of landscape experience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various landscape characteristics such as mountaintops and 

valleys.   

  This study demonstrated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t Mt. Samgak by 

categorizing its landscape and by specifically understanding landscape elements. In 

addition, it identified how kore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experienced 

landscape at Mt. Samgak with travel essays. Thus,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the method of utilizing the mountain and re-establish 

its value. 

   
Keywords: Mt. Samgak, Mountain travel essay, Bukhansan National Park,  
Landscape characteristic, Landscape elements, Landscape type, Landscape 
experiences, Landscape enjoy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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