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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 52시간근무제, 저녁이있는삶등이사회문화적키워드로
대두되면서 ‘여가시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KOSIS)가 2018년 성인남녀 10,498명에게 공원, 커
피숍, 영화관등여가공간 69개의항목중지난 1년간가장많이
이용한공간과향후 1년간가장이용하고싶은곳에대한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산’은 많이 방문한 여가 공간 7위에
올랐으며, 앞으로가장이용하고싶은공간으로식당(17.3%)에이
어 2위 (15.9%)를 차지하였다. 월간 산의 2019년 통계에서는 만
18세이상인구중약 62%가등산이나트레킹을하는것으로집계
되어 실제로 산을 이용하는 인구와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산의 문화’ 또한 풍부한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너무경쟁적이어서등산할때도일할때와비슷하다’며 ‘앞다투

어 정상에올라 인증사진찍고 재빨리 하산하는 산행문화가 그

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꼬집기도 했다. 국토면적 비율로도

약 60%를차지하며, 산의 그림자가투영되지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인대한민국에서이렇다할만한 ‘산의문화’가없는것은아

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산(觀山), 요산(樂山), 유산

(遊山)의깊이와방법이 현대인들보다 심오하고 다양했던선인

들의향유 방식을 되짚어봄으로써현대인들의 산 문화가 한층

다채로워지는 가능성을 발굴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동일한 산을 대상으로 유산 기록이풍부한 조선시대와현대

의유산문화를비교한다. 광역행정구역인도(道) 중두시대의

비교를명확하게하기위해한지역으로한정하였다. 그중자연

환경과풍부한인문학적자원을보유한경상북도를대상지로삼

았으며, 기록유산이최소 20개이상이면서월간산에서뽑은 ‘한

국의 100대명산’에서 ‘역사적가치’를 지닌산으로추렸다. 이로

써 청량산, 소백산, 속리산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현존하는유산기(遊山記)1) 중향유지점과행태에대한상세

한 묘사가 담긴 39개를 엄선하였으며, 작성연도는 1544년부터

1939년에 이른다.

현대인의 등산문화를파악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에걸쳐작성된 블로그포스팅 120건을 분석하였다. 블로그

를 분석플랫폼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점별 설명이나 감정 표현

에 대한텍스트와이미지가 상세하며, 작성 시점을 구분하는데

효율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성별과연령대, 규모, 기간, 향유지점및행태, 묘사글을기준

으로 분류하였고, 주요지점을 조선시대와현대로 나누어 방문

빈도에 비례하는 원형으로 지도에 맵핑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유산기작성자들은남성유학자이며, 65.3%가 5인 이내의규
모로 등반을 하였고, 5인 이상 10인 이내는 23%, 10인 이상은
11.7%로집계되었다. 그러나혼자등반한것으로기록된경우에
도 하인이나 가마메는 자, 시읊는아이, 퉁소잘부는 자 등에
대한묘사가 등장해 신분계급이 다른동행자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산기속주요향유 지점은 절(240회, 40.2%), 대(120
회, 20.1%), 봉우리(84회, 14%), 바위(40회, 6.7%)이며굴, 정자,
계곡이뒤를 이었다. 주요향유 행태는 유숙(110회, 18.3%), 경
치조망(108회, 18%), 시짓기(62회, 10.3%), 승려와대화(58회,
9.6%), 선대 유학자 회상(39회, 6.4%), 석각, 음주, 예술 활동,
산중 고사 이야기, 토론, 탁족, 나물채취, 달빛감상, 장소에 이
름 붙이기, 바둑 두기, 다도, 독서 등의 행태를 보였다.

블로그에서살펴본등산성별은남성이 66.6%으로과반을차
지하였으며, 1인 등반이 56.3%이다. 주요 향유 지점은 봉우리
(522회, 26.4%), 대(266회, 13.4%), 길(262회, 13.2%), 절(149회,
7.5%)이며, 쉼터, 샘터, 폭포가 그뒤를 이었다. 향유 행태는 기
념촬영이 594회로 35.7%를차지하며, 조망(495회, 29.8%), 식물
감상(170회, 10.2%), 취식(149회, 8.9%), 경물감상(86회, 5.1%),

†: 이 논문은 2019년도 국립수목원의 재원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헙력단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위탁과제 용역 보고서의 일부임.

조선시대 유산기와 블로그 분석을 통한
현대 산림 향유 문화의 확장 가능성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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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탁족, 숙박, 음주, 일출 및 석양 감상, 곤충 및 조류감상,
시판읽기 등의 행태를볼수 있었다. 지도에 시대별 등반 루트
를맵핑해 본 결과, 현대의 등반 반경이 조선시대에 비해약 1.5
에서 3.7배 가량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향유 지점 결과 분석

현재는청량산의 ‘하늘다리’와같이높고험준한봉우리에접근
할수있는보조적인시설물과장비가개발되어과거에닿지못했
던봉우리까지도달할수있다. 이에당일혹은1박코스로도확연
히넓어진 등산 반경을 보인다. 과거에는평균 20일에걸쳐 산을
올랐기때문에 ‘절’에서숙식을해결하고스님의안내를받았다.따
라서절은시짓기, 다도와같은주요유산활동의구심점이자먼
저다녀간사람들의소식을전하는전달처의역할을하기도했다.

현대에방문빈도가가장높은 ‘봉우리’의향유지점속성에서
인증과 정복을 위한 목표지향적 등반의 성격이 큼을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블로그에서빠지지않는것이봉우리기념비와촬
영을하거나, 등산어플리케이션을통해완주뱃지를모으고기록
을 공유하는 모습이다. 반면, 과거에는 정상에 도달한 사실 자체
에의의를두기보다장소에얽힌이야기를따라가머물거나, 훌륭
한 선인의 발자취를 쫓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2. 향유 행태 결과 분석

현대는 35.7%이라는 상당한 비율이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대부분봉우리의기념비에서촬영이이루어졌으며,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과 공유하거나 개인 SNS에 기념하기
위해 ‘사진으로시간을기록’하는측면이강했다. 이는기술의발
달과휴대전화의보급, 시각 위주의 SNS 기록방식이 만들어낸

문화로도볼수있다. 이외에도 경치조망, 식물감상, 경물감상,
석양 감상 등시각적 감상위주의 행태가약 46.4%를차지한다.

현대에는 ‘기념촬영’과 ‘조망’을 제외한 다른유형들이급격하
게적은비율을보인반면, 유산기에기록된행태들은유숙, 조망
및감상, 시작(詩作)의행위가비교적고르게분포한다. 이외에
도바위에글을새기거나, 장소에이름을붙이고탁족, 예술활동
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을 향유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Ⅳ. 맺음말

동일한 산을기준으로두시대의 유산 문화를 비교하였을때
시대적차이를제외하고도그양상이다름을알수있다. 살아가
는삶의 태도와방식, 문화적소양으로부터발현된차이로도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대인들은산을오르는목적이과거에비해단순하다. ‘등산’
과 ‘건강’, ‘인증’의목적에충실한 목표지향적성격이강하여빠
른시간 안에봉우리 위주로 등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시각요소로감상하는측면이강해졌다. 반면조선시대에는
한곳에서오랜시간머물면서같은 장소를 다른시간대에 감상
하고, 자연으로부터자신을돌아보는등오감을활용하여장소와
깊은교감을하였다. 또한 ‘절’에머무는 ‘스님’이 장소에대한스
토리텔러이자 풍부한 유산 활동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투안(1995)이지적했듯이,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도시각못

지않은각자의공간화(spatializing)기능이있다. 오감을활용하여
적극적이고 풍부한 기억으로 공간화한다면 산을 즐기는 문화도
깊어질수있을것이다. 때로는느린걸음으로나를만나는시간,
흙과 바람을 느끼며 자연과의 교우를 갖는 용기가 필요하다.
-------------------------------------
주 1. 조선의 문인들이 남긴 유산의 기록, 즉 산을 노닌 체험을 글로 적은

기행 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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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선 유학자들의 청량산 향유 지점 및 빈도

b: 현대인들의 청량산 향유 지점 및 빈도

Figure 1. 향유 지점 및 빈도를 나타내는 청량산 맵핑 루트 예시

항목
시대

조선시대 현대

향유 지점 절 > 대 > 봉우리 > 바위 봉우리 > 대 > 길 > 절

향유 행태
유숙 > 경치 조망 >

시 짓기 > 승려와 대화
기념촬영 > 경치 조망 >

식물감상 > 휴식

Table 1. 유산기 및 블로그를 통한 향유 지점 및 행태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