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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안의삼동은 19세기 남 지방 최고의 명승으로 각 받던 곳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각 경 요소가 산재되어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안의삼동의 경 구조 재   명승  가치 제고를 해 찬지리지에 수록된 주

요지 을 추출하고 경 구조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찬지리지에 나타나는 안의삼동의 명승  가치를 지닌 주요지 을 추출한 결과 화림동은 6개소, 심진동

은 9개소, 원학동은 25개소로 확인되었다. 화림동은 정과 형승이 각각 3개소로 나타났으며, 심진동의 주
요지 은 모두 형승에 해당하는 자연물에 해당하 다. 원학동은 안의삼동 동천  가장 많은 요소들이 수록
되었다. 화림동은 정자 심의 경구집합형, 심진동은 계곡을 따라 분포하는 경 연속형, 원학동은 경구집합
형과 경 연속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형의 개별 분포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각 동천의 집합  의미구
조를 살펴본 결과 지형에 따라 시각 ·거리  격리를 통해 주변과의 역성을 달리하고 있으며, 좁은 입구
와 요된 지형은 동천이 무릉도원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한 19세기 유람문화의 
성행과 함께 효율 인 경로 모색에 의한 각 주요지 의 연계는 이 시기 개별 동천으로 인식되던 경 구조
가 통합된 하나의 동천으로 확 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시 과 종 , 유람경로를 지니는 일반 인 동천의 
경 개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 중심어 :∣경관재현∣명승∣심진동∣원학동∣화림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produce of Anuisamdong’s landscape structure and improve the value of 
Scenic site. It was extract main spot from Geography book published by government in the 19th 
Century. And analyzed landscape architecture of Dongcheon.
Extract main spot from Geography book published by government. Consequently, 

Hwarim-dong main spot 6 places, Simjin-dong main spot 9 places, and Wonhak-dong main spot 
25 places were identified. Hwarim-dong’s main spot was divided into 3 places of pavilion and 
scenery, respectively. Simjin-Dong’s main spots was all that natural elements as a scenery. 
Wonhak-dong’s main spot was the most elements of the Anuisamdong in geography book 
published by government. Hwarim-dong was pavilion-based scenery area complex, Simjin-dong 
was continues scenery spot along the valley, and Wonhak-dong was hybrid distribution that 
landscape structure. Each dongcheon in Anuisamdong was created a separate area through 
isolated geographical, visually for structure of collectively means. Also, a narrow entrance and 
enclosure topography are areas which arouse atmosphere of paradise. In addition, 
Aunuisamdong’s landscape structure, which was previously divided into individual Dongcheon, 
was expanded into a single integrated landscape structure of Dongcheon .Thi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landscape development of common Dongcheon with the same starting and ending 
points and sightseeing routes.

■ keyword :∣Hwarim-dong∣Reproduce Landscape∣Scenic Site∣Simjin-dong∣Wonhak-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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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세기는 그간 축 된 유람기, 유산기 등을 통해 명

승지에 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 들의 명승 

는 동천 유람을 답습하는 행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동천(洞天)의 사  정의로는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

치 좋은 곳을 의미하며 구성상 빼어난 산수경 이 연속

으로 개되는 명승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유안음산수기(遊安

陰山水記, 1899)』에 의하면 ‘안음은 산수가 빼어난 고

을이다. 삼동의 명승은 남의 으뜸인데, 오른쪽은 화림

동이고 왼쪽은 원학동이며, 가운데가 심진동이다[1].’라

고 하여 19세기 안의삼동이 안의 (오늘날 경상도 거창

군, 함양군 일부)에 있는 화림동(花林洞), 심진동( 眞

洞), 원학동(猿鶴洞)의 빼어난 경을 심으로 하는 구

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의삼동과 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19세기 심상규

(沈象奎, 1766-1838)는 ‘안의삼동의 명승은 호남에서 

으뜸일세.’라고 하 으며, 신좌모(申佐模, 1799-1877)는 

‘참으로 알겠구나, 안의삼동의 명승이 기이하고 빼어나

기로는 남에서 으뜸인 을’ 이라 하는 등 당시 안의

삼동은 당  문인들에게 남 지방 최고의 명승으로 꼽

혔던 곳이었다[2].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승 (명승 제53호), 용추폭포

(명승 제85호), 거연정(명승 제86호), 용암정(명승 제88

호)만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각 경 요소가 

으로 산재해 있어 과거 명승이 편화되어 옛 모습

을 잃어버렸으며 지자체의 심 한 소홀해진 실정이

다. 련 연구 한 국한문학 분야에서 안의삼동 련 

인물들의 인문활동과 유교문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

행되는 등 인문학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나[2][3] 경

분석 분야에서는 일부 지 을 상으로 하는 문헌과

의 원형비교[4], 경 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자원 활

성화 방안 도출 연구[5] 외에는 명승의 에서 종합

 차원의 연구는 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안의삼동은 

과거로부터 명승으로 인식되어온 곳으로 오늘날 산재

해있는 자원의 활용에 앞서 과거 안의삼동이 지니고 있

던 경 구조에 한 면  개념의 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안의삼동 련 문헌에 나

타나는 경 의 구조 해석을 통해 옛 안의삼동의 경 구

조 재 을 한 기 자료 마련과 명승  가치 제고에 

목 을 두고 있다.

Ⅱ. 이론적 고찰 : 동천 관점에서의 안의삼동

과거 문헌에 수록된 동천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신

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회양도호부(淮

陽都護府」편에 ‘사람의 자취가 드문 깊은 산골짜기 은

자 혹은 신선이 사는 곳[6]’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동

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에 의하면 ‘깊숙한 골

짜기 신선이 정한 집[7]’이라 지칭하는 등 신선이 사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한 허균(許筠, 1569-1618)의 

『사계정사기(沙溪精 記)』에는 ‘수풀과 산이 더욱 빛

나고 연못과 정자가 생기를 발하고 있다[1].’라는 표

을 통해 동천으로 인식되는 경 이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천으로써 안의삼동이 언 된 사례로 김창흡

(金昌翕, 1653-1722)은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에 신령이 

깃든 듯. 얼굴 비추는 꽃그늘은 깊은 숲과 다름없고 마

음 밝히는 꽃동네에 푸른 산이 안보이네[2].’라고 하여 

원학동을 신선이 사는 곳으로 깊은 골짜기 속 꽃과 나

무가 우거진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윤주하(尹胄夏, 

1846-1906)는 ‘인간세상이 아닌 별천지의 신선세계’라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동천이 지니는 구조  특성으로 

‘골짜기와 같은 주변 경 에 요된’ 경 을 지니며, 이

를 통해 무릉도원이나 신선세계로 인식되는 장소성이 

구비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의삼동 한 

련 문헌에서 ‘깊은 골짜기’, ‘깊은 숲’ 등 경 구조와 

련된 표 과 ‘신령이 깃든’ 선계의 장소로 인식되는 

은 19세기 이 부터 동천으로의 경 구조와 장소성을 

지닌 장소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선조들의 

명승 향유행태 과, 19세기 유람문화의 성행에 의해 

각 받는 명승지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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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세기 발간된 찬지리지인 『안의 읍

지(安義縣邑誌, 1832)』, 『안의읍지(安義邑誌, 1894)』, 

『안의군읍지(安義郡邑誌, 1899)』 를 심으로 각 동

천의 주요지 을 도출하고, 동천의 에서 련 문헌

에 나타나는 경 구조를 살펴보았다. 

안의삼동의 명승  가치를 지닌 주요지  도출은 

찬지리지에 수록된 지  49개소를 상으로 화림동, 심

진동, 원학동, 읍치로 구분하 으며, 읍치 내 정 5개

소와 형승 4개소는 심산유곡의 경 을 즐기고자 하는 

동천의 의미보다는 행정 목   문루의 역할을 하는 

정으로 경 구조 분석의 상에서 제외하고 40개소

의 지 들을 연구의 상으로 한정하 다. 

경 구조의 해석은 각 동천이 개별 으로 지니는 주

요지 의 치비정과 련문헌에서 나타나는 경 의 

형태  분포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각 동천의 입지  

권역, 주변 환경과의 계에서 나타나는 경 구조와 신

선세계로의 장소성 등 공통 인 집합 의미구조로 구분

하여 동천 에서의 경 구조 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

하 다.

안의삼동 동천의 주요지  도출
19세기 발간된 관찬지리지에 나타난 누정·형승 요소 도출

동천의 개별분포구조
주요지점의 위치비정, 경관의 형태적 분포구조

안의삼동 동천의 집합의미구조
동천의 권역, 경관의 공통의미구조 및 장소성 분석

안의삼동 동천의 경 구조 특성

그림 1.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Ⅳ. 결과 및 고찰

1. 안의삼동의 주요지점 도출
1.1 화림동
찬지리지에 나타난 화림동의 주요 지 은 형승 3개

소, 정 3개소 등 총 6개소로 서하면 남강을 따라 넓고 

구  분
안의 읍지
(1832)

안의읍지
(1894)

안의군읍지
(1899)

존
유무

누
정

읍치 광풍루 광풍루 광풍루 O
제월당 제월당 제월당 -읍치
화학루 화학루 화학루 -읍치
재천루 재천루 재천루 O읍치
읍풍루 읍풍루 읍풍루 -읍치
재사루 - - -원학동
관수루 관수루 - O원학동
화엽루 화엽루 - O원학동
사락정 사락정 사락정 O원학동
능허정 - - O원학동
영사정 - 영사정 O원학동
요수정 요수정 요수정 O원학동
군자정 군자정 군자정 O화림동
용암정 - 용암정 O원학동

- - 거연정 O화림동
- - 농월정 O화림동

소계 14 10 12 12

형
승

읍치
제월대 - 제월대 -
점풍대 점풍대 점풍대 -

- 욕기암 - -
용유담 용유담 - -
월연암 월연암 - O

화림동 차일암 차일암 - O
금적암 금적암 - O
풍류암 풍류암 풍류암 O

심진동

탄금대 탄금대 탄금대 O
- - 반송 -

취적암 - - -
채호암 채호암 - -
용음뢰 용음뢰 - -
용추폭 용추폭 - O
설옥암 설옥암 - O
만월대 만월대 - -
농월담 농월담 - -

원학동

진동암 진동암 - O
학담 학담 - O
불고대 - - O
동암폭 - - -
지우암 - - O
고도폭 - - -

- 야담 - -
척수암 척수암 척수암 O
수승대 수승대 수승대 O
구연 구연 - O
석문 석문 - O
강선대 강선대 강선대 O
분설담 분설담 분설담 O
조담 - - -
순암 - - -
송대 - - O

소계 30 23 9 15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주요지점은 화림동 1개소(누정), 심진동 1개소(형
승), 원학동 2개소(형승, 누정 각 1개소)에 해당함.

표 1. 관찬지리지에 기록된 안의삼동의 주요지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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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암반이 펼쳐져 있으며 각 지 에 정자를 조성함

으로써 공간을 유하고자 하는 양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화림동은 계류와 함께 펼쳐진 럭바 와 정자가 

어우러진 명소로서 로부터 8담8정(八潭八亭)으로 불

렸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정자를 심으로 공간구역을 

살펴보면 거연정(居然亭)과 군자정(君子亭) 권역, 동호

정(東湖亭) 권역, 농월정(弄月亭) 권역으로 세분된다.

안의읍지에는 거연정의 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군자정 북측에 인 해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송병선의 

『유안음산수기(遊安陰山水記, 1899)』에서도 군자정

과 거연정의 거리가 불과 수십 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1]. 군자정과 거연정은 각각 귀 (詠歸臺), 방수

천(訪隨川)이라는 각자를 새김으로써 일 의 암반지형

을 정자 권역 내로 포함시켰으며 아래로 계류가 남류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호정은 악기를 연주하

는 암(琴笛岩)과 술을 마시며 즐기던 장소인 차일

암(遮日巖)을 포함하는 정자로 거 한 럭바 에 각자

를 새김으로써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 다. 월연암(月淵

岩) 한 농월정 권역에 포함되는 암반으로 이동항의 

『방장유록(方丈遊綠)』에 의하면 ‘암반 를 흐르는 

못과 주변의 큰 바 가 병풍처럼 에워싸는 경 을 마치 

선계에 들어온 듯하 다[8].’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암반 

지 에 ‘화림동’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어 농월정이 화

림동 내 표  명소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 화림동 일대 정자 권역별 주요 지점

1.2 심진동
심진동에 치한 주요지 으로는 총 9개소로 모두 형

승에 해당하는 자연 요소이다. 심진동에는 해당 지 에 

각자를 새기는 행  외에는 인  조 활동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이 한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

의 치가 부분 확인되지 않아 각 주요 지 의 치 

비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존하는 특정 지표들을 따라 

상 인 치만을 악할 수 있었다. 

그림 3. 심진동 일대 현존하는 주요지점

찬지리지 내 각 주요지 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심진동의 입구를 기 으로 각 주요 지 의 상 인 거

리가 확인되는데 이는 계곡을 따라 주요지 이 개되

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권섭(權燮, 1671-1759)의 『유행록(遊行 )』에 의하

면 ‘장수사 앞에 탄 , 풍류암, 채호암,  의 설옥

를 보았다[9].’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를 토 로 

지리지에 수록된 주요지 을 살펴보면 풍류암(風流巖)

은 장수사(張水寺)의 입구에 치한 쟁반 모양의 바

로 표 되어 있으며, 탄 (彈琴帶)와 취 암(吹篴巖) 

한 풍류암 일 에 치한 거 한 바 로 암반에 각각

의 명칭이 새겨져 있었다. 

다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채호암(菜虎巖)이 있었

는데, 노진(盧禛, 1518-1578)의 『유심진동기(遊 眞洞

記, 1726)』에 의하면 ‘비로소  앞의 언덕에 도착하

다. 채호암에서 이곳까지 모두 돌이 깔려 있어...후략

[10]’라고 하여 장수사에 진입하기 에 마주하는 경승

지가 바로 채호암이었으며. 이는 채호암과 1리를 간격

으로 치하고 있는 용음뢰(龍吟瀨), 용추폭(龍湫瀑), 

설옥암(屑玉庵)의 치가 장수사 뒤편으로 이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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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용추폭포
 

그림 5. 용추폭 각자
 

1.3 원학동
원학동의 주요지 은 형승 17개소, 정 8개소 총 25

개소로 안의삼동 동천  가장 많은 요소들이 찬지리

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안의삼동을 통합해 논하여 그 

우열을 정하자면...( 략)...화림동과 심진동은 원학동에 

비하기가 어렵다[1].’는 『유안음산수기(遊安陰山水記, 

1899)』의 기록과 같이 선조들은 안의삼동을 유람하며 

원학동의 경 을 세 동천  으뜸으로 꼽고 있다. 

그림 6. 원학동 일대 주요 지점

원학동 내 주요지 은 용암정(龍巖亭)과 수승 (搜勝

臺) 일 에 집 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수승 는 거북 

모양의 거 한 암반지형과 구연(龜淵)이 형성하는 자연

경 을 심으로 구연서원(龜淵書院)의 문루인 수루

(觀水樓)와 맞은편의 요수정(樂水亭) 등의 조 이 확인

되었으며, 용암정 한 불고 (不孤臺)와 학담(鶴潭)으

로 구성된 자연경  일 에 정자가 조성된 사례에 해당

한다. 

한편, 이만부(李萬敷, 1664-1732)의 『원학동기(猿鶴

洞記)』에는 ‘수송 로부터 5-6리 쯤 가서 석문을 지나

면 갈천동으로 들어간다. 동네가 다시 활하게 펼쳐지

고 숲과 산기슭이 동네를 에워싸고 있어 한 구역의 별

천지를 이루었다[2].’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갈천

동의 권역에는 강선 (降仙臺), 분설담(濆雪潭), 순암

(荀巖), 송 (松臺, 사선 )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학동 내에 갈천동이라는 별도의 동천 공간이 포함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갈천동의 주요지 에 해

당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진동암(鎭洞巖), 송 (松臺, 사

선 ), 수승 (搜勝臺), 척수 (滌 臺), 지우암(知雨巖) 

등은 자연요소로서 그 형상이 기이하여 그 자체만으로 

지역 내 주요 지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지우암은 

단일 바 로서 국내 최 의 규모로서 경  가치를 지

닌다. 

그림 7. 지우암
 

그림 8. 송대(사선대)

2. 안의삼동의 동천 경관구조
2.1 안의삼동 동천의 개별 분포 구조
주요 지 의 치비정  권역 추정을 통한 분포 양

상을 살펴본 결과 화림동, 심진동은 별도의 경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원학동은 화림동과 심진동에서 나타

나는 경 구조가 복합 으로 확인되었다([그림 9] 참

조).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은 각각 남강, 용추계곡, 

천 등 동천 내부에 계류가 흐르고 있으며, 계곡부를 

심으로 주요지 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입지  특성은 럭바 , 포트홀, 단애 등

의 지형요소와 여울, 소 등의 계곡경 이 결합된 구조

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화강암 지형을 지니는 동천구곡

의 지리  입지와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안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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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천구곡에 주로 분포하는 화강암 계곡 모식도[11] b. 경구집합형(화림동)

c. 경점연속형(심진동) d. 복합형(원학동)

그림 9. 안의삼동 동천과 동천구곡에 주로 분포하는 화강암 계곡의 경관 구조 모식도

동을 포함한 경상우도 일 의 동천구곡에도 경 구조

의 특성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그림 9-a] 

참조). 

화림동의 경우 정자를 심으로 하는 단일 역이 동

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 으로 좁은 범  내 집약

으로 분포되는 경구집합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

림 9-b] 참조). 

그림 10. 거연정 일대 경관
 
그림 11. 군자정 일대 경관

그림 12. 동호정 일대 경관
 
그림 13. 농월정 일대 경관

화림동을 구성하는 거연정과 군자정, 동호정, 농월정

은 주변 암반을 포함한 집합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병선의 『유안음산수기(遊安陰山水記, 1899)』

에 의하면 화림동을 두루 돌아본 이후 ‘맑은 샘과 흰 바

 곡곡마다 정자를 지을만하다[1].’고 하여 정자를 포

함한 암반과 계류, 주변의 산림에 요된 화림동의 경

 체계와 실제로 거연정과 군자정 일 와 동호정 일

의 이격거리가 약 1.5㎞, 동호정과 농월정의 이격거리가 

약 3㎞로 나타나는 등 각각의 정자 권역이 독립된 경구

로써 형성되어 있었다.

심진동 내 주요 지 들은 이동항의 안의삼동 유람 여

정에서도 ‘굽이굽이마다 물과 돌이 비단처럼 펼쳐져 있

는 것이 끊임이 없었다.’라는 경 의 묘사와 함께 ‘소

를 출발하여 채호암, 풍류암, 반송 등을 유람하며 물장

난을 치다 한낮이 되어서야 읍치인 풍루에 이르 다

[8]’는 기록을 통해 용추계곡에서 풍루가 치한 읍치 

사이에 각 지 들의 분포 권역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선술한 치비정과 함께 살펴보면 심진동은 풍

류암-탄 -취 암-채호암-장수사-용음뢰-용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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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옥  등 용추계곡을 따라 약 2.3㎞ 구간에 걸쳐 좁은 

선형의 분포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심진동은 화림동이

나 원학동에 비해 상 으로 주요지  분포구간이 짧

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지 의 개소 수는 화림동보다 

높게 확인되었으며, 자연요소 심의 경 체계가 이어

지고 있다. 이는 폭포, 럭바  등 계곡지형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을 주요지 으로 삼고 있으며, 주변에는 여

울, 소 등의 수경 이 동시에 인식되는 곳으로써 주요

지  주변의 럭바 나 주변의 산림, 계류가 형성하는 

계곡경 이 심진동  구간에 걸쳐 연속 으로 경 이 

형성되는 입지  특성에 따라 반 으로 계곡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는 경 연속형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

었다([그림 9-c] 참조). 

그림 14. 심원정 일원 계곡
과 수림

 그림 15. 용추폭포 상부 계
류와 수림

원학동은 안의삼동 가운데 가장 많은 경 요소를 지

니고 있으며 원산과 기백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따

라 심진동과 구분되고 오늘날 북상면, 천면, 마리면에 

걸치는 가장 넓은 권역을 지니고 있다. 한 지리 으

로 천의 ·하류 일 에 주요지 들이 배치되어 있어 

화림동이나 심진동에 비해 상 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니며, 개방  조망경 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입

지특성에 따라 화림동에서 나타나는 경구의 조합과 계

류에 인 하여 주요지 들이 연속 으로 배치되는 심

진동의 분포 양상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

고 있다([그림 9-d) 참조). 

수승 와 용암정, 사락정 일 는 세거지와 인 한 지

으로 정자와 산수경 이 어우러진 경구로서의 특성

이 천의 하류에 치한 척수 까지의 권역, 진동암 

일 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송 (사선 )에서 강선

까지 이어지는 주요지 들은 월성계곡을 따라 연속

으로 분포 특성 외에도 지우암이나 조암 등  요소

가 계곡과 격리됨에 따라 원학동의 권역이 원산 일

를 포함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 수승 와 

척수 , 송 (사선 ), 지우암 등 기이한 형상의 바 를 

심으로 정자 조성, 경 의 명명 등 화림동과 심진동

에서 나타나는 경 구조가 복합 으로 확인되었다.

2.2 안의삼동 동천의 집합 의미 구조
안의삼동에 해당하는 세 동천의 집합 구조를 살펴본 

결과 주변지역과의 계 측면에서 지리 으로 시각·거

리상의 격리와 함께 산림이나 계곡지형에 의해 별도의 

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무릉도원의 공간으로 인식

되는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각 동천의 공

통 인 구조  특성은 효율 인 유람경로의 모색에 따

른 각 주요지 의 연계를 통해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

동을 아우르는 단  면 의 동천을 형성하는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우락산 황석산

NW N NE

백운산
남 강

무이산W E

내 산 SW S SE 골무산

산 새암산

a. 화림동 지형 구조
월 산 원산

NW N NE

거망산
용 추

기백산W E
계 곡

황석산 SW S SE 골무산
새암산무이산

b. 심진동 지형 구조
덕유산

NW N NE

남덕유산
성산

월성
계곡

호음산W E

천

원산 SW S SE 골무산
새암산기백산 무이산

c. 원학동 지형 구조

그림 16. 안의삼동 주변 지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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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세거지  읍치와의 격리

안의삼동 내 분포하는 주요지 을 통해 각 동천의 권

역을 추정한 결과 세 동천 모두 주변 산림에 둘러싸인 

지형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동천 내부에 계류나 하천

이 흐르는 등 계곡부에 인 하여 주요 지 들이 분포하

고 있었다.

화림동은 북쪽으로 황석산, 서쪽에는 백운산·내 산·

산, 동쪽으로 무이산·골무산·새암산에 둘러싸인 지

역에 남강이 흐르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황

석산과 무이산은 심진동과의 경계를 형성하 다. 심진

동은 용추계곡을 심으로 북쪽으로 원산, 거망산, 기

백산, 서쪽으로 황석산을 경계로 하는 지역에 해당하

다. 원학동은 월성계곡의 계류와 천이 합류하는 지

으로 북쪽에는 덕유산, 서쪽에는 남덕유산과 성산, 동

쪽에는 호음산이 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원산

과 기백산이 심진동의 경계와 마주하고 있었다.

세 동천은 계곡을 심으로 주변 산림에 요된 지형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상 으로 평지에 치한 

읍치나 세거지와는 격리된 별도의 장소성을 지녔을 것

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격리의 유형은 거리상으로 

읍치와 멀리 떨어진 자연  격리 혹은 수림지나 산자락

에 의해 시각 으로 격리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그림 

17] 참조).

화림동과 심진동은 각각 남강과 용추계곡 등 물길을 

따라 읍치와 연결되어 있으나 거리상의 격리와 함께, 

무이산과 황석산 산기슭에 의해 시각  격리가 나타난 

사례에 해당하며, 원학동은 천면 마을 주변에 치하

고 있으나 성산에서 뻗어 나온 산자락과 주변의 수림

로 인해 시각  격리가 이루어졌다.

그림 17. 안의삼동의 권역과 주변 세거지 및 읍치와의 시
각적·거리상 격리 구조

1872년 지방도 안의  지도[12]에는 읍치를 심으로 

안의  내 주요 지 들의 명칭과 거리를 표기하 는데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지리정보에 의하면 화림동 5리

(약 2㎞), 심진동 15리(약 5.8㎞) 정도 격리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읍치와의 직선거리 상에 무이산과 

황석산이 각각 자리 잡고 있어 시각  격리가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8. 1872지방도에 나타나는 화림동과 심진동의 
         읍치와의 격리 체계

 

한편, 원학동은 읍치에서 50리(약 20㎞) 거리에 치

한 곳으로 화림동이나 심진동에 비해 거리상의 격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인근에 갈천 (葛川村), 신

계 (申溪村) 등 오늘날 천면에 해당하는 세거지가 5

리 이내에 치하고 있으며, 고창(古倉) 상단과 우측에 

산림이 표 되어 있는 으로 보아 거리상 격리보다는 

산림에 의한 시각  격리를 통해 세거지와 분리된 별도

의 역성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원학동과 주변의 
세거지

 그림 20. 주변 산림에 의한 
시각적 격리

2.2.2 무릉도원의 장소성 부여

일반 으로 동천이 무릉도원이나 신선세계의 장소로 

인식되기 해서는 좁은 입구와 탁 트인 경 체계가 구

비되어야 한다. 이는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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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桃花源記)』에 의하면 ‘처음에는 무척 좁아 겨우 

한사람이 지나갈 정도 는데, 다시 수십 보를 가니 화

하게 탁 트 다[13].’고 하여 무릉도원에서 느낄 수 있

는 장소성과 련지을 수 있다.

안의삼동 한 찬지리지 상에 ‘洞口刻名’이라 하여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은 공히 동천의 좁은 입구에 

각각의 명칭이 새겨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

용은 각자가 새겨진 공간을 통해 각 동천의 입구를 찾

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화림동은 농월정이 동천의 입구에 해당하는데, 농월

정 후면 황석산을 따라 이어지는 소로를 통해 농월정으

로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농월정과 면의 월연암이 

더욱 극 인 경 을 자아내게 한다. 심진동 한 『유

심진동기(遊 眞洞記)』에 ‘ 풍루에서 심원정을 따라 

가는 좁은 길  작은 바 에 심진동이라는 각자가 새

겨져 있다[10]’는 내용을 통해 용추계곡 일 에 심진동 

각자와 좁은 입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학동

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곳은 진동암으로 도로가 포설되

면서 이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안의  읍지에 

원학동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송호문(宋鎬文, 1862-1907)의 『유하연방집(柳下聯芳

集)』에 의하면 ‘북두처럼 우뚝 솟은 바  고송을 이고 

있고... 략...일부러 평평한 들에 괴이한 모양을 만들었

네[2]’라는 내용을 통해 평평한 들녘과 주변의 계류 사

이에 우뚝 솟아있는 진동암과 소나무 등이 신선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해당하 다.

이와 같이 좁은 입구나 상징 인 경물을 지나 마주하

게 되는 개방  경 은 외부와 분리된 안정  역을 

형성함으로써 동천 바 씨부터 내부를 포함하는 

역이 소우주로 공간화되며, 동천이 이상향을 표출한 지

상낙원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14]. 

오숙(吳䎘, 1592-1634)의 『유수송 기(遊輸 隊記)』

에는 맑은 시내와 하얀 반석이 펼쳐진 경 을 무릉도원

이라 칭한 바 있으며[2], 김원행(金元行, 1702-1772)은 

그윽한 선경, 신령한 명승으로 표 하 다[1]. 이는 주

변 산수에 의해 둘러진 호리병 혹은 주머니 형태의 구

조를 통해 내부의 역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곳을 방

문하는 이들에게 지상낙원이나 무릉도원 등 세속과는 

격리된 선계의 장소로 인식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2.3 각 주요지 의 통합 동천으로의 연계

19세기 이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은 각각 개별 

동천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노진(盧禛, 1518-1578)의 

『유장수사기(遊長水寺記)』의 기록에 의하면 심진동

의 장수사를 별도로 방문하는 연유로 ‘화림동으로 들어

가서 원학동으로 나와 두 곳의 경치를 떠올릴 수 있으

나 심진동은 길이 돌아나 있어 빠졌다[10]’라고 하 으

며,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은 「유안음산수기(遊安

陰山水記)」에 ‘ 에 원학동의 수승 는 자세히 보았

지만 나머지는 보지 못한 아쉬움에 애태운 지 오래 다

[1].’는 안의삼동 반에 걸쳐 유람하는 동기를 통해 이

 시기 안의삼동을 방문했던 이들의 산발 인 유람행

태를 짐작할 수 있다. 

기존 경로는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을 한 번의 여

정으로 둘러보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단되나, 19세

기에 이르러서는 수일에 걸친 여정을 통해 안의삼동 

체를 유람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안의삼동 내 각 

주요지 을 연계할 수 있는 경로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동항은 1790년 7일에 걸쳐 안의삼동을 유람한 바 있

으며, 송병선은 1899년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을 3일

에 걸쳐 유람했던 사실을 기록하 다. 두 인물의 여정

은 시간상 100여년이 넘는 차이가 있으나, 경 을 향유

하고자 방문했던 지   존하는 주요 지 이면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곳 20개소가 확인되는 은 당시 안

의삼동을 구성하는 각 동천이 하나의 연계체제를 지니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주요지
화림동
(6개소) 군자정, 거연정, 농월정, 월연암, 차일암, 금적암
심진동
(4개소) 장수사, 풍류암, 용추폭, 설옥암
원학동
(10개소)

관수루, 화엽루, 사락정, 요수정, 농월담, 진동암, 
척수암, 수승대, 분설담, 송대

표 2. 19세기 안의삼동 유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요지점

안의삼동을 단일 여정으로 둘러보기 해 모색했던 

여정들을 살펴보면, 이동항은 원학동 사락정과 진동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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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으로 화림동에서 여정을 마쳤으며, 송병선은 화

림동 군자정을 시작으로 원학동을 빠져나오는 경로를 

이용하 다. 두 여정에서 공히 나타나는 사항으로 안의

삼동 내 가운데에 치하고 있는 심진동을 화림동과 원

학동의 연결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안의삼동 내 각 주요

지 을 연계하 다. 

송병선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심진동의 계곡부

를 따라 안의삼동 체를 유람하는 등 효율 인 경로의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이동항 한 안의삼동을 유람하

는 기간  특정 장소를 따라 숙박하기 해 길을 되돌

아가는 과정을 제외하면, 심진동의 계곡부를 거슬러 올

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심진동은 치상에서도 화림동과 원학동 사이에 

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 인물들이 삼동을 모두 유

람하는데 거쳐야 할 간지 에 해당하 다. 

2.3 안의삼동 동천의 경관구조 특성
안의삼동을 상으로 경 구조를 살펴본 결과, 깊은 

골짜기를 지니는 경 구성과 신선세계로의 장소성 형

성이라는 에서 동천의 에서 근해야 한다.

찬지리지의 분석 결과 안의삼동을 구성하는 세 동

천은 각각 화림동 6개소(형승 3, 정 3), 심진동 형승 

9개소, 원학동 25개소(형승 17, 정 8)의 주요지 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 들의 개별 분포 양상은 계곡부를 

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주변의 산세에 둘러져 있으며, 

지형경 과 계곡경 이 결합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화림동의 경우 경구집합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는

데, 정자를 심으로 주변 경 을 포함하는 별도의 경

구를 형성하 으며, 각각의 경구는 일정구간 이격거리

를 두고 치함에 따라 별도의 장소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심진동의 주요지 은 용추계곡을 따

라 경 이 설정됨에 따라 계곡 반에 걸쳐 심진동의 

권역이 형성되었음을 볼 때, 경 이 계류를 따라 연속

으로 분포하는 경 연속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원학동은 화림동에 나타나는 경구집합형의 특성과 심

진동에 나타나는 경 연속형의 특성이 복합 으로 확

인되었다. 수승 와 용암정을 심으로 주변의 정자  

암반지  등이 면  단 의 경구를 형성하 으며, 이외

에 계곡 경   지형경 으로 구분되는 경 들이 천

을 따라 연속 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안의삼동을 구성하는 세 동천에서 공통으로 나

타나는 집합의미구조를 살펴본 결과 거리 ·시각  격

리, 신선세계로의 장소성 부여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안의삼동의 격리구조를 살펴보면, 화림동과 심진동은 

읍치와 거리상 격리가 확인되었으며, 무이산과 황석산 

산기슭에 의해 읍치와 시각  격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탈속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학동은 

읍치보다는 주변의 세거지와 인 해있음에 따라 거리

상의 격리는 상 으로 향이 게 나타났으나 선경

산 산자락에 의해 세거지와의 시각  격리를 통해 별도

의 장소성을 형성하 다.

한편, 좁은 입구를 지나 탁 트인 경 이 펼쳐지는 공

간체계와 동문(洞門)의 설정은 선계로의 장소성을 부여

하는 요소에 해당하 다. 동천의 입구에는 각 동천의 

명칭이 새겨진 암반이나 거석 등이 확인되었으며, 주변

의 경 을 살펴본 결과 소로나 좁은 계류를 지나면서 

시내와 지형요소가 펼쳐진 동천의 내부경 을 마주할 

수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 구조는 주

변의 산수에 의해 요된 장소감을 부여한 것으로 단

되며, 이는 안의삼동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호리병 혹은 

주머니 형태의 구조를 통해 내부의 역성이 세속과 격

리된 무릉도원 는 선계의 장소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 시기 안의삼동은 화림동과 심진동, 원학동

이 각각의 개별 동천으로서 산발 인 유람 행태가 확인

되었으나, 심진동을 간 기 으로 19세기 유람문화의 

성행과 함께 효율 인 경로의 모색과 함께 각 동천의 

주요지 을 연계함으로써 안의삼동이 통합된 단  

면 의 동천으로 인식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안의삼동이 세거지와의 격리, 무릉도원의 장소성 구

 등 일반 인 동천의 특성을 공히 지니고 있다는 보

편성과 함께 시 과 종 , 각 지 의 단일화된 경로에 

따라 구성되는 일반 인 동천의 경 구조  특성과는 

달리 경 을 향유하는 인물에 따라 시 과 종 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진동을 간기 으로 삼으면서 

안의삼동이 통합 인 단  면 의 동천 구조로 인식

되었다는 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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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안의삼동을 상으로 19세기 발간된 찬

지리지를 통해 명승  가치를 지닌 주요지 을 추출하

고 경 구조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찬지리지에 나타나는 안의삼동의 주요지

을 추출한 결과 찬지리지의 분석 결과 안의삼동을 구

성하는 세 동천은 각각 화림동 6개소(형승 3, 정 3), 

심진동 형승 9개소, 원학동 25개소(형승 17, 정 8)의 

주요지 이 도출되었다.

둘째, 안의삼동을 구성하는 각 동천의 개별분포 구조

를 살펴본 결과 화림동은 정자를 심으로 하는 경구집

합형, 심진동은 계곡을 따라  요소가 개되는 경

연속형, 원학동은 화림동과 심진동의 분포구조가 동

시에 나타나는 복합형의 경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각 동천의 집합  의미구조를 살펴본 결과 산

림이나 계곡지형에 의해 거리 ·시각  격리를 통해 주

변지역과의 역성을 달리하 으며, 좁은 입구와 동문

의 설정, 요된 지형구조 등의 경 배치는 동천이 무

릉도원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었

다. 한 심진동을 간기 으로 삼는 효율  경로의 

모색은 개별 동천의 주요지 이 연계됨에 따라 하나의 

집합된 동천구조로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의삼동을 구성하는 화림동, 심진동, 

원학동이 각각 동천으로서의 경 구조를 지니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주요지 의 연계를 통해 안의

삼동이라는 통합  동천 에서도 하나의 동천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화림동, 심진

동, 원학동을 상으로 동천의 경 구조를 해석함으로

써 과거 명승지로 이름 높았던 안의삼동의 명승  가치 

제고를 한 기 연구의 성격을 지니며 지 까지 잊

졌던 조선시  명승을 발굴하는 데 1차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재료인 고문헌에서는 개인  성향에 의

존한 경 인식과 그에 따른 심상을 심으로 서술되는 

문헌상의 특성과 재와 19세기 경 의 상이함에 따라 

면 한 경 구조 분석에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안의삼동 내 주요지 을 상으로 언 되

는 상을 단어추출  빈도분석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연구의 한계 을 보완하고 각 경 에 내재된 상징성을 

살펴 으로써 당시 안의삼동을 향유했던 인물들이 인

식했던 경 구조를 보다 면 히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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