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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립공원 계룡산을 배경으로 설정된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구곡명을 확정하는 등 실체를

밝히고 양 구곡원림의 특성을 비교 고찰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및 주민 인터뷰 그리고 현장 정 조사 결과, 갑사구곡은 용유소( 遊沼)-이일천(二一川)-백룡강(白龍岡)-달문택

(達門澤)-금계암(金鷄 )-명월담(明月潭)-계명암(鷄鳴巖)-용문폭( 門瀑)-수정봉(水晶峰)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 으며 용산

구곡은 심용문(尋龍門)-은룡담(隱龍潭)-와룡강(臥龍剛)-유룡대(遊龍臺)-황룡암(黃龍岩)-현룡소( 龍沼)-운룡택(雲龍澤)-비룡추

(飛龍湫)-신룡연(神龍淵)의 9개 경물로 구성된 것으로 최종 확인하 다.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은 조선 말기 벽수 윤덕 (1927년)과 취음 권중면(1932년)이 각각 5년의 시차를 두고 계룡산 계곡에

조 한 구곡원림(九曲園林)으로, 전자는 개인의 풍류취향을 반 하여 주역(周易)의 이치를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완상(玩賞)

하고자 설정했던 반면 후자는 한일합방의 비보에 관직을 계룡산에 은거하며 용( )의 일생을 비유해 해방의 그날을 표현하고자

했던 구곡원림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설정 주체의 국가관에서부터 극단적인 대비를 보인다. 갑사구곡은 바위를 사각으로

편평히 음각한 상태에서 각자가 이루어졌고 행서체로 필체가 뚜렷하여 새김이 깊어, 1곡 용유소를 제외하고 마멸이 적은 반면

용산구곡은 고어체(古語體)와 초서 이자체( 字體)로 이루어져 있으나 새김이 얕고 마멸과 훼손이 심한 편이다. 갑사구곡은 5곡

인근 간성장(艮成莊)을 중심으로 구곡이 설정된 반면 용산구곡은 5곡 황룡암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곡

설정의 중요 모티프는 갑사구곡의 경우, ‘용과 닭’을 주제로 계룡산의 장소정체성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추론되며 아울러

팔괘의 간(艮)을 중심으로 한 주역의 원리를 표상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용산구곡은

‘용’을 주요 모티프 및 테마로 설정하여, 상신리 계곡을 용이 태어나서부터 승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연에 연계시켜 구현함

으로써 구곡 설정자의 의지와 염원을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용의 일생을 통해 지금의 기울은 국운을

일으키고 나라를 되찾아가는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룡산갑사구곡과용산구곡원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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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계룡산은계람산(鷄籃山), 옹산(翁山), 서악(西岳), 중악

(中岳), 계악(鷄岳), 계립(鷄立), 마목현(麻木峴), 마골산

(麻骨山), 마곡산((麻穀山), 구룡산(九龍山), 용산( 山),

화채산(火彩山), 화산(火山) 등여러이름으로불리어왔다.

주봉인천황봉, 연천봉, 삼불봉으로이어지는능선이마치

닭의 벼슬을 쓴 용의 모양을 닮았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4). 산의 형세가 멀리 닭이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

으로산밑부분은용의비늘처럼보여‘계화위룡(鷄化爲 )’

즉‘계룡’이라 하 다고 전해진다(이길구, 1996; 정종수,

1996).

역사적으로 백세시대에는 문주왕의 웅진 천도로부터

국가의 정신적 지주와 국방의 요지로, 통일신라시대에

는 신라 오악(五岳)의 하나인 서악(西岳)으로 지정된 곳

이다. 또한조선시대에는왕도로지목될정도로주목되는

장소이자 정유재란시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근대에와서는동학운동의치열한교전장이되는등백제

이래수백년간정치, 경제, 문화의모든점에서항상중심

적인거점이었다(우리문화연구원, 1999). 계룡산은1968년

12월 3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중부권의

자연과 더불어 문화의 학습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수의 매력적인 자연자원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계룡산

의 문화자원은 갑사나 동학사 또는 신원사 등의 사찰과

남매탑 등을 제외하면 알려진 바가 적다. 계룡산을 대상

으로 한 계룡팔경 의 주대상 또한 앞서 제시한 경물을

제외하면 모두가 자연경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왜냐

하면 계룡산의 문화경관의 흔적들은 주로 개인적 차원

에서소규모적이며간헐적으로이루어져왔기때문이라고

본다.@ 

계룡산이 단순한 우월적 경관이 아닌 다수의 역사와

문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은 국립공원의 가치

제고와 문화감수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아닐수없다. 계룡산에대한문화자원의발굴확대와홍보

그리고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소멸되는 문화유산의

현황파악이필수적이다. 지금까지계룡산은다수의종교

신앙지로알려져왔지만계룡산계곡에설정된구곡원림

유구에 대해서는 학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구곡원림

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리학

전래이후설정되고경 된원림이므로성리학자의삶과

사상이 투 된 생활문화공간(김문기, 2005)으로 자연에

순응한 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과 마멸

그리고멸실의우려가매우크다.

본연구는그동안문헌상의기록및지역주민과탐문

조사 그리고 계룡산 탐방 체험기를 기록한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곡원림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에 대한

정확한위치좌표및각구곡경물의정확한실체를밝히고

특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계룡산국립공원 내 문화경관

의가치및특성을새롭게조명하기위해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문헌조사

와 예비답사 및 현지 관찰조사 그리고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이루어졌다. 연구범위는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계룡산 갑사지구와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지구 내 자연

환경지구 및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계곡 일대에 한정

하여조사되었다<그림1 >.

계룡산의 구곡 관련 문헌조사는 내무부(1993)와 국립

공원관리공단(2004) 자료를기본으로하고계룡산에관한

서적(충청남도, 1994: 이길구, 1996; 정종수, 1996; 공주대

학교박물관, 1998; 우리문화연구원, 1999; 충청남도계룡

출장소, 1999;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환경부, 2004)

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01

계룡산국립공원의 8가지 빼어난 경치를 말하며 충청남도(1984)에서 관광자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인위적으로 선정하 으며 다음과 같은 8개 경관이다.
천황봉(天皇峰)의 해돋이[日出], 삼불봉(三佛峰)의 겨울눈꽃[雪花], 연천봉(連天峰)의 해넘이[ 照], 관음봉(觀音峰)의 구름[閑雲], 동학계곡(東鶴溪谷)의 신록(新 ),
갑사계곡(甲寺溪谷)의단풍(丹楓), 은선폭포(隱仙瀑布)의자욱한안개[雲霧], 오뉘탑[男妹塔]의밝은달[明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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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현장내2개구곡의각경물의입지점은현황사진

촬 을하고국립지리원발행1: 5,000지형도에표시하

으며 거리 및 규모 등을 측량하 다. GPS 좌표조사는

Garrmin GPS 60csx 수신기를 사용하여 좌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도면화하 다<사진1 참조>. 

양구곡간의구곡명유래는문헌및인터넷자료그리고

주민 탐문조사를 통해 파악하 다. 특히 자문과 지도에

큰도움이된조성열(61) 선생(1977~1987년충청남도계룡

산사무소, 1987~2008년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2009~

현재 계룡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근무)과 계룡면 중장

1리황건일(74세) 노인회장, 송병근(62세) 이장그리고반포

면 상신리 이정식(50세) 이장의 인터뷰를 통해 수행하

다.또한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유산보전협의회 위원인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조진석(37세) 학예연구사와 합동

조사를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하 다.

한편각구곡의비교내용은설정자및설정시기, 동천

또는 동문명과 각서의 자체, 구곡의 요처 및 구곡설정

의모티프그리고설정에내재된주요사상등이다. 이중

설정자및설정시기는문헌고찰에의존하 으며그이외

에는현장관찰과구곡명의해석을통해이루어졌다.

구곡설정자

갑사구곡의설정자로알려진간옹(艮翁) 윤덕 (尹德榮,

1873~1940: 68세)은조선시대문신으로, 갑사(甲寺)와30년

기한으로 임대하여 간성장(艮成莊)이라는 별장을 짓고

계곡을따라올라가며절승을이룬곳마다큰바윗돌에구곡

그림 1 연구대상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의 위치(바탕지도:  계룡산국립공원 탐방지도)

사진 1 조사 장비

갑사구곡

용산구곡

계룡산국립공원계룡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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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물을 설정하 다(http://cafe.naver.com/bohd.cafe).

지금도그각자(刻字)는너무도선명할정도로깊게파져

있다. 간옹은 순종황제의 두 번째 정비인 순정효황후의

숙부로 치마 속에다 옥새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던 순정

효황후를위협해서옥새를강탈한후순종에게한일합방

늑약에옥새를찍도록강권했던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

윤덕 이 갑사구곡 중심에 지었던 간성장이란 별장은

국회의원박충식의별장으로이용되다가2009년까지전통

찻집으로활용되었던곳이기도하다. 

이에반해용산구곡의설정자는대한제국의내부(內部)

판적국장(版籍局長), 한성재판소 판사비서원승, 시종원

시종, 평산군수, 진도군수 등을 역임한 취음(翠陰) 권중

면(權重冕: 1856~1938: 83세)으로알려져있다. 취음은단

(丹)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단학의 대가인 봉우 권태훈의

부친이기도하다. 권중면선생이능주군수로있을때한일

합방의 비보를 듣고 관직을 버린 후 비통에 젖어 계룡산

에 은거하 다. 그의 학문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사랑

채에서당을차렸으며망국의서러움속에서두문불출로

선비로서의절개를지키며나라의운명이풀릴날을기다

리다 서광을 보지 못하고 타계한 비운의 선비다. 시집이

52권문집14권그리고기행문이1권모두67권의문집이

있었으나애석하게도한국전쟁당시공산군이선생의집을

점거하여3개월간사용하며휴지감, 땔감으로모두풍비

박산 되고 기행문인 금강산유람기 한 권만 전할뿐 66권

은모두분실되었다고한다(http://blog.daum.net/ileejj). 

구곡의실체확인

1. 갑사구곡

갑사구곡의각곡의명명(命名)은갑사계곡용추교하단

을 시작으로 신흥암까지 골짜기 바위에 새겨진 각자를

통해 확인된다. 기존 이들 구곡은 제1곡 용유소( 遊沼),

제2곡 이일천(二一川), 제3곡 백룡강(白龍岡), 제4곡

달문택(達門澤), 제5곡 군자대(君子臺), 제6곡 명월담

(明月潭), 제7곡 계명암(鷄鳴巖), 제8곡 용문폭( 門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곡 수정봉(水晶峰)(충청남도계룡

출장소, 1999)으로알려져왔다. 조사를통해얻은각구곡

및인근의경물및입지특성은다음과같다.

1곡 용유소는 갑사 사찰매표소를 지나 계룡산국립

공원 갑사탐방지원센터 방향 용추교 밑에 있으며, 2곡

이일천은 철탑상회 첫 번째 목교 하단에 위치한다. 3곡

백룡강은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계곡수질측정 2지점

표지 좌측 대숲 사이에 있고 4곡 달문택은 갑사화장실

건너편 아래 계곡에 입지하고 있다. 5곡은 군자대로 알

려져 왔는데 군자대는 대적교 하단에서 20m 떨어진 곳

에 위치하며 이 지점은 갑사 구곡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승경(勝景)이지만‘군자대(君子臺)’라는 각자가 여타

구곡의 씨체와 확연히 다른 씨체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 2a>. 일설에 의하면 우암 송시열의 씨라고 하나

확실한고증은없으며넓고평평한바위에조각되어있어

마모가많이된상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구간성장

에서 공우탑 방향의 대적교 옆에 있는 금계암(金鷄 )을

제5곡으로확정하 다. 

그 이유는 인근바위에 새겨진‘益口舊谷君子臺 鷄龍

新面艮成莊<사진2c>’이새겨진것을보면윤덕 이갑사

구곡을설정하기이전에이미‘군자대’라는경물이존재

하고있었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러나주변계곡에는동일

한필체의인의석(仁義石)<사진2b>이란구곡각자와유사

한 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편금계암이란각자는계룡산이

풍수학에서 말하는‘금계포란( 鷄抱 )’과‘회룡고조

(回龍顧朝)’의명당임을확인하는듯한발상으로보인다.

즉금계포란은암닭이알을품고있는형국으로다산(多産)

과다복(多福)을상징하며, 금계는천조(天鳥)로서이곳에

서닭이울어야모든닭들이따라울고새벽에동이튼다

는 뜻과 일치(http://cafe.daum.net/poongryuhahoi)하는

것으로추정된다. 5곡근방에는간성장각자<사진6b>와

최근까지 전통찻집으로 운 되었던 윤덕 의 별서 간성

장이입지한다<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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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곡 명월담은 약사전 우측 계곡에 위치하고, 7곡 계명

암은대성암뒤편에서대자암방향으로물탱크20m 상단

좌측에 새겨져 있는데 6곡에서 오른쪽 숲 속으로 약

200m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위치 지각이 힘든 곳이다.

8곡 용문폭은 용문폭포 바로 아래에 있으며 마지막 9곡

수정봉은신흥암산신각에서50m 상단큰바위에‘수정봉

(水晶峰)’이라고새겨져있다. 특히신흥암후면의수정봉

은암벽을아름답게깎아세워놓은모습의멋진봉우리로

신흥암천진보탑과멋진조화를이루고있으며천진보탑

옆에는수령600여년으로추정되는소나무가잔존한다. 

한편 구곡 각자 이외에 6곡 명월담에서 7곡 계명암

올라가는좌측에는<사진3>와같은갑탁원(甲坼園)이라

음각한각자가있다. 탁갑(坼甲)이란씨의껍질이갈라져

싹이트는것을의미하며, 사람만물이다시생겨나게된

다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는 소생(蘇生)의

이치를전하고자하는것으로구곡설정자윤덕 이다른

세상을 소망하고 염원하는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1차

해석된다. 

본조사를통해확인된갑사구곡각경처의GPS좌표는

<표1> 및<그림2, 사진4>과같다.

a.君子臺 각자 b.仁義石 각자 c.益口舊谷君子臺 각자

사진 2 갑사구곡 제5곡 근방의 주요 경물과 각자

사진 3 甲坼園 각자

갑사구곡 북위 동경

1곡 용유소 N 36°21′53.4″ E 127°11′06.0″

2곡 이일천 N 36°21′46.2″ E 127°11′11.6″

3곡 백룡강 N 36°21′46.4″ E 127°11′16.5″

4곡 달문택 N 36°21′46.0″ E 127°11′19.0″

5곡 금계암 N 36°21′52.8″ E 127°11′13.0″

6곡 명월담 N 36°21′41.8″ E 127°11′25.8″

7곡 계명암 N 36°21′49.0″ E 127°11′22.1″

8곡 용문폭 N 36°21′52.8″ E 127°11′35.2″

9곡 수정봉 N 36°21′49.2″ E 127°11′59.2″

표 1 갑사구곡의 GPS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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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갑사구곡의 GPS 지점

d.제4곡 達門澤 e.제5곡 鷄岩 f.제6곡 明月潭

a.제1곡 遊沼 b.제2곡 二一川 c.제3곡 白 岡

g.제7곡 鷄鳴巖 h.제8곡 門瀑 i.제9곡 水晶峰

사진 4 갑사구곡의 현장

1곡

중장1리마을회관

계룡산국립공원 갑사매표소

계룡산국립공원 갑사분소

갑사

금잔디고개

삼불봉

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청수장

산울림식당
갑사계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

9곡

계룡산(쌀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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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구곡

용산구곡은 금잔디고개와 남매탑 갈림길에서 상신리

로향하는계류를따라설정되어있다. 각각의골짜기마다

다양한이름과시구가암벽에각인되어있는데초서체의

씨와 시구를 써놓은 해서체의 각자 주체는 다른 사람

으로 보이며, 권중면, 권태훈, 최종은, 최종선과 같이 실

제로 자기 이름을 쓴 이도 4명이나 된다. 각자가 집중적

으로나타나는곳은제1곡심용문과제4곡유룡대그리고

제5곡황룡암이지만6곡부터는마모및부식등으로 자

새김이엉성하고흐릿하다.

한편 3곡 와룡강 주변에는‘彈琴’이라는 각자와 함께

다음과같은한자가새겨져있다<사진8>.

‘紫陽山月同圓萬川白 潭波放四流: 

자양산에높이뜬달은만천을비추고

백록담의물은넘쳐서사방으로흐르네’

첫 구절 마지막이 그동안 총천(總川)이냐, 만천(萬川)

c.9곡 수정봉 주변

b.간성장 주변

a.1곡 용유소 주변

사진 6 艮成莊 각자

사진 5 전통찻집으로 운 되었던 구 간성장

사진 7 용산구곡 각자

사진 8 와룡강 주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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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모호했었는데이문장에서는고자(古字)를사용하지

않았으므로일만만자가적합하며두번째구절마지막의

사류(四流)로읽었던것은사해(四海)가 꼴상이나의미

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방

(放)자가나오므로류(流)는어울리지않기때문이다.

용이 땅에 내려오면 백일 동안을 물속에 잠겨 있다가

움직이는터전을마련한다고한다. 따라서이곳와룡강이

용산구곡으로들어선용이서서히움직일채비를하는곳

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곡의 구곡명 각자는

일부 마멸이 심하여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곳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제6곡과 제7곡이다. 1곡부터 9곡

까지가운데 자‘용자( 字)’을제외하고는 자가서로

중복되지않도록배려함으로써용을주제로각곡을독립

되고 차별화한 공간으로 조성하 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면현재현룡대(見龍臺)는제4곡에유룡대(遊 臺)가있으

므로‘대(臺)’가 4곡과 중복되므로 부적합하다. 참고로

계룡산맥은있다(충청남도계룡출장소, 1999)에는제6곡을

견용대(見龍臺)로표기되어있다. 대부분의구곡명소중

최소한1개소는소(沼)가포함되고있음을볼때제4곡은

견룡대가아닌현룡소로보는것이합당하다. 또한제2곡의

명칭은 음룡담(陰 潭) 보다는 은룡담(隱 潭)이 꼴상

이나 의미적으로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는 바로 위에 궐은(厥隱)<사진 9>이라는 각자와 그 문맥

이일치되기때문이다.

5곡 황룡암<사진 10>은 비교적 각서가 뚜렷한데 용산

구곡의정가운데로오방색(五方色) 중황색은중앙을상

징하듯황룡을구곡의한가운데인오곡에배치한것으로

보인다.@또한제7곡은그동안운룡담이나운룡소로읽어

왔는데, 운룡담으로보면제2곡은룡담과중복되고운룡

소로 보면 제6곡 현룡소와 중복된다. 만약 앞서 전제한

차별화된 구곡명을 의도적으로 설정하 다면 담이나 소

를배제하고가능한 자는‘택’으로운룡택(雲 澤)으로

보인다. 또한판독이어려웠던1곡심용문뒤편에새겨진

각자중곡자(曲字)가고자(古字)로쓰여진것<사진11>에

착안한다면 첫 번째 자 또한 유(酉)자의 고자(古字)로

사진 10 용산구곡 제5곡 황룡암

사진 9 厥隱 각자 용산구곡 북위 동경

1곡 심용문 N 36°22′51.5″ E 127°13′24.8″

2곡 은룡담 N 36°22′48.9″ E 127°12′59.3″

3곡 와룡강 N 36°22′37.5″ E 127°12′44.2″

4곡 유룡대 N 36°22′38.0″ E 127°12′44.1″

5곡 황룡암 N 36°22′36.6″ E 127°12′40.5″

6곡 현룡소 N 36°22′31.2″ E 127°12′39.3″

7곡 운룡택 N 36°22′30.9″ E 127°12′39.4″

8곡 비룡추 N 36°22′21.0″ E 127°12′40.7″

9곡 신룡연 N 36°22′16.6″ E 127°12′44.1″

표 2 용산구곡의 GPS 좌표

사진 11 1곡 심용문 뒤편에 새겨진 酉學洞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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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됨에 따라‘酉學洞門’이라 판독된다. 이 때 유는 닭

[鷄]을 뜻하며, 계룡산(鷄龍山)의 계자에서 뜻을 취한 듯

하다. 그러나 만약 첫 번째 자가 유(酉)자가 아니라면

개학동문(開學洞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본조사를통해확인된이들용산구곡의GPS좌표는<표2>

및<그림3, 사진12>와같다.

그림 3 용산구곡의 GPS 지점

d.제4곡 龍坮 e.제5곡 黃龍岩 f.제6곡 見龍沼

a.제1곡 尋 門 b.제2곡 隱 潭 c.제3곡 臥龍岡

g.제7곡 雲 澤 h.제8곡 飛龍湫 i.제9곡 神龍淵

사진 12 용산구곡의 현장

만학골 구재

상신보건진료소

2곡

3곡5곡

4곡

6곡

7곡

8곡

9곡

1곡



63 Rho, Jae Hyun 계룡산 갑사구곡과 용산구곡 원림의 실체 및 특성

갑사구곡과용산구곡의특성비교

@

갑사구곡과용산구곡은모두계룡산계곡의빼어난절경

인 담, 소, 암 등을 읊은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여타 구곡

원림과 맥을 같이한다. 갑사구곡 내에 새겨진 천문도와

금석문, 주련 등을 보면 설정자 윤덕 은 천문과 주역,

유불선 합일 사상 등에 관심이 매우 지대했던 것 같다.

갑사구곡의5곡금계암주변에는<사진13>과같이간도

광명(艮道光明), 은계(銀溪), 순화임원(舜華 園), 인의

석(仁義石), 천장소회어상 아문화성우하(天章昭回於上

兒文化成于下), 삼각동주(三甲洞主) 등의 각자가 새겨져

있는데 삼갑동주(三甲洞主) 각자는 1곡 용유소( 遊沼)

에서부터나타난다<사진14a>. 이중가장눈에띄는 자

는 5곡 금계암 주변에 <사진14b>와 <사진15>에서 보는

바와같이일중석(一中石)이다.

이도형은새겨진모양도특이할뿐아니라마치퍼즐을

펼쳐놓은 듯 하며 전체적인 형태가 일(一)자와 중(中)

자를 합한 모습으로 문장의 핵심단어가 일중(一中)이다.

이 그림에서 읽혀지는 씨 조합으로는 갑생삼각(甲生

三角),@함삼위일(函三爲一), 일관중심(一貫中心), 윤집궐

중(允執厥中),@사십사구(四十四口), 간옹명(艮翁銘)

그리고 간산수석(艮山壽石) 등이 발견된다.@이 중‘甲生

三角’은‘갑(甲)자에서세개의뿔이생기니’라는의미로

갑 자에세뿔이생기면(위·좌·우) 일중(一中)을합한

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천지인 또는 유불선이

하나의진원(眞源)이됨을표현한것으로도파악할수있

겠다. 또한‘함삼위일’은‘셋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하나

가 된다.’는 의미로 반고(斑固)가 지은 한서(漢書) ‘율력

지( 歷志)’에 나오는 문구이다. 즉 태극의 원래 기운은

셋을함유하고있으면서하나가된다(太極元氣, 函三爲一)

는 문맥을 이루며 이는 천지인 삼자가 결국 하나로 수렴

됨으로서삼위일체가됨을설명하는것으로해석되며이

또한 유불선 합일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艮道光明 각자 b.銀溪 각자

c.舜華 園 각자 d.天章昭回於上 각자

사진 13 갑사구곡 제5곡 금계암 주변의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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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djsarang).@이와같은근거는간성장

건물이었던 전통찻집 주변에도 유불선을 하나로 합하여

큰도가나타나리라는다음과같은 귀가새겨져있다.

三印法身化三甲 牟尼大界淨土空 靑尼玄門三淸眞@@   

仲尼萬世太平中 大道出現太一

또한‘四十四口’의 의미는 일중(一中)의 전체 모양이

열십(十)자넷으로이루어져있으며이는그림에서도확

인할 수 있듯이 동서남북 방향의 열십자, 중앙의 교차부

분은 ○표시를 해서 비워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자사이의입구(口)자가역시네개이다.

윤덕 은주역에능통하 다고전해오는데그당시조선

상황을 간괘로 인식하고 호도 간옹으로 짓고 별장 또한

간성장으로명명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세부적인의미

파악을위해서는주역에대한이해가필요한것으로보이

는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으로 본다.

다만 간성장이란 바위 각자만도 네 곳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간옹으로불리고자하여간성장을지었던각자주체

윤덕 이 주역의 간(艮)괘를 통한 의지나 바람을 표시한

현장(http://kr.blog.yahoo.com/)으로 확신된다. 구곡 경물

을통해서는일관성있는구곡원림의스토리를파악하기

힘들며 단지 용유소(1곡),@백룡강(3곡),@용문폭(8곡)

등에나타난‘용’과금계암(5곡)과계명암(7곡)에나타난

‘닭(鷄)’을볼때계룡산의입지성과상징성을주역의의미

로풀이한것으로추정된다.

이에비해용산구곡의특징은각곡의설정의중심테마

(theme)이자 콘셉트(concept)가‘용(Dragon)’으로 설정

되어 있음이 가장 특징적이다. 아래와 같이 용산구곡은

“용”을 주요 모티프 및 테마로 설정하고 상신리 계곡을

용이 태어나서부터 승천할 때 까지 이야기 흐름 전개를

통해 국권을 강탈당한 일개 조선인이자 구곡 설정자의

의지와 염원을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이해된다.

b.5곡 三甲洞主 각자

a.1곡 三甲洞主 각자

사진 14 갑사구곡 삼갑동주 각자

사진 15 갑사구곡 일중석

사진 16 확인 불명의 문양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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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곡심용문(尋龍門): 용이문을찾는다.

- 제2곡은룡담(隱龍潭): 용이숨어서은거한다.

- 제3곡와룡강(臥龍剛): 용이수련을한다.

- 제4곡 유룡대(遊龍臺): 용이 수련을 하다가 쉬면서

노닌다. 

- 제5곡 황룡암(黃龍岩): 용이 공부가 무르익어서 여의

주를얻었다.

- 제6곡 현룡소( 龍沼): 용이 공부가 일취월장하여

세상의이치를보는능력을얻었다.

- 제7곡운룡택(雲龍澤): 용이구름을만나조화를부리

는능력을가졌다.

- 제8곡 비룡추(飛龍湫): 용이 날아오르는 능력을 얻어

서등천하 다. 

- 제9곡 신룡연(神龍淵): 용이 등천하여 신의 경지에

이르 다.@ 

@

특히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중심인 5곡을‘황룡’으로

설정함으로써대지(大地) 중심성을상징화하고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러한설정의미를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은

제9곡신룡연근방에별도로각자된구룡조천(九龍朝天)

각자이다<사진17>. 구룡은아홉마리용이라는의미보다

는‘구(九)’가홑수의마지막임에비추어‘많다’는의미로

명나라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에 다녀온 사신의 행렬을

조천이라하 다(http://blog.daum.net/gijuzzang). 조천은

하늘처럼 높은 황제를 알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구룡

조천은 많은 용들이 승천해서 옥황상제를 알현한다는

의미로나라를위기에서구해낼 재들이많이나와나라

와민족이강성해질것을갈구하는기원의메시지를담고

있다고풀이된다.

이와같이전체적인곡의전개가일정한흐름을이루어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스토리텔링(Story-telling)기법을

활용하여 구곡의 전개와 용의 승천을 주요 스토리보드

(Story-board)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껏 알려진 국내 여타 구곡에서 발견되지 않는 흥미

로운 발상이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취음은 암울

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처지와 국권 회복과 해방이라

는 갈망을 계룡산에 새긴 구곡 각자 등을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결국 이 곳 계룡산

상신계곡으로 은거하여 수도하고 연마한 용이 비로소

때를 만나 여의주를 물고 승천함을 조국의 국운 회복과

번 으로 상징화 시켜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정황을종합할때용산구곡은“용의승천”을주제로

한구곡원림이라규정해도좋을것으로본다. 한편제4곡

이설정된암반에는‘居然我泉石’이란각자도함께발견

되는데 이는 풍치 있는 자연 경치와 더불어 평안하고

조용한상태로머물러있는것을뜻하는것으로주자(朱子)

의정사(精舍)라는아래와같은시의마지막구에서인용

한것으로보인다.

琴書四十年@ 거문고타며공부한지사십년

幾作山中客@ 나도모르게산중사람다되었어

一日茅棟成@ 띳집짓는데하루면족하니

居然我泉石@ 문득나와샘과돌이한몸이네

또한제5곡에는‘太極巖<사진18c>’이라는각자도발견

된다. 그리고인근에각자된‘弓乙山水’는산태극수태극

(山太極 水太極)의 지형을 상징하는데 풍수지리에서 산

줄기와물이어우러져휘둥그스름하게굽이쳐태극모양을

이루는 지세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權重冕<사진 18a>,

壬申 八月<사진 18b>’은 임신년 팔월 1932년 가을경으로

용산구곡의 설정자 취음 권중면 선생이 78세 때, 아들인

봉우 권태훈 선생 33세 때를 지칭하며 이는 갑사구곡

보다5년늦은시점으로확인된다.사진 17 용산구곡 九龍朝天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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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결과를반 하여<표3>과같이갑사구곡과

용산구곡의 각 경물에 대한 명명 유래를 종합하 다.

갑사구곡은‘용’관련 경물이 용유소(1곡), 백룡강(3곡),

용문폭(8곡) 등 3개 곡에서 등장하며‘닭’관련 경물은

금계암(5곡)과계명암(7곡) 등총5개곡에서계룡과직접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구곡에서는

전체 9개 곡의 중앙에‘용’자가 배치됨으로서 용을 주제

및소재로구곡설정이이루어지고있음을명백히밝히고

있다. 한편지금까지얻어진조사결과를반 하여갑사

구곡과용산구곡의설정주체와각자의서체그리고설정

개념과설정에반 된주요사상등을<표4>에정리하 다.@ 

갑사구곡은 제1곡 용유소 근방의 삼갑동문을 선계의

전이공간으로 간성장을 그 중심으로 배치함으로서 전형

적구곡원림의공간구성을보여주고있는반면용산구곡은

a.權重冕 b.壬申八月日 c.太極巖

사진 18 용산구곡의 여타 각자

구분 甲寺九曲 구곡 명명 유래 山九曲 구곡 명명 유래

一 曲 遊沼 용이 노니는 소(沼) 尋 門 용을 찾아 가는 門, 또는 入口

二 曲 二一川 수정봉과 연천봉 발원, 계곡물의 합수지점 陰 潭 용이 숨어 있는 곳, 昇天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곳

三 曲 白 岡
여름 우기에 물보라가 마치 흰 용이

臥 岡 용이 엎드려(臥) 있는 언덕 (岡). 또는 바위
꿈틀대는 것과 같은 곳

四 曲 達門澤 연못으로 배를 띄워놓고 풍류를 즐긴 곳 遊 坮 용이 헤엄치며 노는 坮(臺의 古자), 또는 물

五 曲 鷄岩
금계포란( 鷄抱 ) 또는 천조(天鳥)인 닭, 

黃 岩 徨(노닐 황)자의 어울림, 용이 노는 바위
새벽을 알림

曲 明月潭
달 밝은 밤 잔잔한 물위에 비치는 달빛이 마치

見 沼 용이 모습을 나타나는 늪
하늘이 물속에 있는 듯 한 절경

七 曲 鷄鳴巖
계룡산이 처음 열릴 때 산 속에서 닭이 날갯짓을

雲 澤 용이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오를 준비를 하는 못
하며 울었다고 바위

八 曲 門瀑 자연폭포로약10m 정도의낙수광경이절경인폭포 飛 楸 용이 하늘로 날아간 못

九 曲 水晶峰
산봉이수정처럼맑고깨끗한백색을띈암석으로

新 淵 용이 하늘로 올라가 神이 된 못
피라미드형의바위산

표 3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의 경물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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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곡심용문각자바위에새겨진‘酉學洞門’과인근의계류

변 너럭바위에 별도 각자된‘翠陰洞天’을 통해 속계와

구분 짓는 선계의 경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은거의 중심이 되는 장소

는뚜렷하지않으나제5곡인황룡암을중심으로삼은것

으로추정된다. 

결론
@

본 연구는 그 동안 문헌 기록, 지역 주민과 탐문조사

그리고 계룡산 탐방 체험기를 기록한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곡원림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구곡명을 확정하는 등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양 구곡의 특성을 비교 고찰함으

로서 유일하게 계룡산에 소재한 구곡 원림의 특성 및

의미를파악하 다. 

문헌고찰을통한현장정 조사결과, 갑사구곡은제1곡

용유소( 遊沼), 제2곡 이일천(二一川), 제3곡 백룡강

(白龍岡), 제4곡 달문택(達門澤), 제5곡 금계암(金鷄 ),

제6곡 명월담(明月潭), 제7곡 계명암(鷄鳴巖), 제8곡

용문폭( 門瀑) 그리고제9곡수정봉(水晶峰)으로설정된

것으로 판단하 으며 용산구곡은 1곡 심용문(尋龍門),

2곡 은룡담(隱龍潭), 3곡 와룡강(臥龍剛), 4곡 유룡대

(遊龍臺), 5곡 황룡암(黃龍岩), 6곡 현룡소( 龍沼), 7곡

운룡택(雲龍澤), 8곡 비룡추(飛龍湫) 그리고 마지막으로

9곡신룡연(神龍淵)으로최종확인하 다.

계룡산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은 각각 조선 말기 벽수

윤덕 (1927년)과 취음 권중면(1932년)이 5년의 차이를

두고 조 한 구곡으로, 전자는 나라의 안위보다 개인의

풍류에 젖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반면

후자는한일합방의비보에관직을버리고상신리에들어

와 용의 일생을 비유해 해방의 그날을 표현하고자 했던

구곡원림으로 일단 추정된다. 갑사구곡은 바위를 사각

으로편평히음각한상태에서각자가이루어졌으며행서

체로 필체가 뚜렷하여 새김이 깊어 1곡 용유소를 제외

하고마멸이적은반면용산구곡은고어체(古語體)와초서

이자체( 字體)로 이루어져 있으나 새김이 얕고 마멸과

훼손이 심한 편이었다. 갑사구곡은 간성장을 중심으로

구곡이 설정된 반면 용산구곡은 5곡 황룡암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갑사구곡은“용과 닭”을 주제

로계룡산의장소정체성을부각시키려한것으로추론되

며 용산구곡은“용”을 주요 모티프 및 테마로 설정하여

상신리계곡을하나의용이태어나서부터승천하기까지

하나의이야기를통해구곡설정자의의지와염원을자연

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용의 일생

을 통해 지금의 기울은 국운을 일으키고 나라를 되찾아

가는희망을표현하고자했던것으로추정된다.

한편갑사구곡과용산구곡주변에는각기다른서체와

기법 그리고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각자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들 구곡 설정 이전에 앞선 또 다른 구곡

경 자나문화가담겨있을것으로추론된다. 

비교 항목 갑사구곡 용산구곡(일명 上莘九曲)

설정자 간옹 윤덕 (1873-1940), 55세 때 취음 권중면(1856-1938), 78세 때

제작 일시 정묘년 동계(1927년 겨울) 임신년 팔월(1932년 가을)

위 치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갑사계곡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상신계곡(설희계곡 큰골)

동천 또는 동문명 三甲洞門 翠陰洞天, 酉學洞門

자체(각서) 새김이 깊고 행서체로 씌여짐 古語體와 초서 字體

구곡 요처 艮成莊 黃龍岩

구곡설정의 모티프 처음 닭이 울며 용이 노니는 곳 승천을 준비하는 용

주요 사상 주역 선도, 단학

표 4 갑사구곡과 용산구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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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갑사구곡주변의일중석등주역의가르침을담는

다수의 각자와 문양은 추후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벽수 윤덕 의 반

민족 행위는 마땅히 규탄 받아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윤덕 이 계룡산 입산 이후의 행적과 언행 또한

반국가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자료 발굴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가 계룡산 입산 이전의 행적으로만

현재남아있는갑사구곡원림의가치를폄하하는언행은

지양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갑사구곡에설정된구곡과

주역의 의미를 빌린 다수의 각자와 건물 조 등은 그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참회를 다지기 위한 고통과 각오로

이루어진참회의흔적일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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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intent to consider the features of Gugokwonlim and to compare Gabsagugok(甲寺九曲)
to Yongsangugok( 山九曲) against the backdrop of Mt. Gyeryong by revealing their nature and confirming the names
and exact locations. 

A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local people and field studies confirmed that Gabsagugok and Yongsangugok are
each composed of 9 seasonal features. The former is made up of Yongyuso( 遊沼) - Iilcheon(二一川) -
Baengnyonggang(白龍岡) - Dalmuntaek(達門澤) - Geumgyeam(金鷄 ) - Myeongwoldam(明月潭) - Gyemyeongam(鷄鳴巖)
- Yongmunpok( 門瀑) - Sujeongbong(水晶峰) while the latter is made up of Simyongmun(尋龍門) - Eunnyongdam(隱龍潭)
- Waryonggang(臥龍剛) - Yuryongdae(遊龍臺) - Hwangnyongam(黃龍岩) - Hyeollyongso( 龍沼) - Ullyongtaek(雲龍澤)
- Biryongchu(飛龍湫) - Sillyongyeon(神龍淵). 

Both Gabsagugok and Yongsangugok are part of Gugokwonlim built in the valleys of Mt. Gyery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Byeoksu Yun Deok-yeong (1927) and Chwieum Gwon Jun-myeon (1932), respectively, with a 5 year
difference. Gabsagugok was supposedly designed to reflect an individual taste for the arts and to admire principles of
Juyeok (ch. Zhouyi) and the beauty of nature. On the contrary, Yongsangugok appears to be the builder’s expression of
his longing for independence day, likened to the life of a dragon after receiving the sad new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Such differences show that these two builders had very different intentions from one another. The letters of
Gabsagugok have a semi cursive style and were deeply engraved on the rock in a square shape. Consequently they have
not been worn away except for those in Yongyuso, the first Gok. In contrast, the letters in Yongsangugok have an
antiquated, cursive-Yija style but because they were engraved relatively lightly, serious wear and damage occurred. In
terms of location, Gabsagugok was built around Ganseongjang adjacent to the 5th Gok while Yongsangugok was set up
around the 5th Gok, Hwangnyongam. Meanwhile, the important motif which forms the background of Gabsagugok
seemingly highlights the geographic identity of Mt. Gyeryong using the dragon and the chicken as themes. It also appears
to symbolize the principles of Juyeok focusing on Kan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this requires an in-depth study
for confirmation. The main motif and theme of Yongsangugok is the dragon. It infuses the builder’s intentions in Sangsin-
ri Valley by communicating with nature through a story of a dragon’s life from birth to ascension. It is assumed that he
tried to use this story to express his hope for restoring the national spirit and reconstructing the country.

Key Words_Gugokwonlim, Mt.Gyeryong, Gabsagugok, Yongsangugok,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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